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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아젠다 점수 순위

북한주민 기초 생활여건 확보 상생 협력(1) , 267 4

건설분야 기술경쟁력 강화(2) 261 5

한반도 경제 통합의 비용효율적 추진(3) 288 2

국내 건설산업 재도약(4) 284 3

남북간 교류확대를 통한 정치적 긴장완화(5) 290 1

동북아 경제권 진출 기반 조성(6) 255 6

평균 274.17 -

[ 1]

 북중경협을 활용한 남북중 자간 사업진출기회 확보3

 북한 주민의 건설분야 기술인력 현황 및 경쟁력 분석

 민간사업 투자여건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북한의 환경보전을 고려한 건설

 인프라 건설로 인한 경제 문화 사회 등 이질감 완화, ,

 균형발전을 통한 통일대비 비용 절감

 남북한 전략적 경제통합 협력지대 구축을 통한 평화지대 고착

화

 대북사업 확대에 있어서의 건설산업의 역할 재정립

 글로벌 교통 물류 관문국가로 도약

 물류분야 협력아젠다도 포함

 북한의 황폐화 산림조성 및 북한주민 보건위생 지원

 한반도 인프라 협력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북한 내 건설인프라 수준 향상 및 확충

 다자간 경협 중국 일대일로 전략 등 에 대비한 대응전략 노력( )

 북한 인프라개발에 대한 다자간 협력 검토Biz Model

[ 2]

(2)

시급성 중요성 기대효과 총점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순위

교통·

물류

도로

고속도로 298 312 302 912 3

일반도로 275 282 268 825 9

보도 186 213 195 594 19

철도 318 324 305 947 1

교량
도로교 291 287 269 847 8

철도교 296 293 282 871 5

공항 239 274 264 777 15

항만 275 290 283 848 7

수자원·

에너지

하천시설물 댐 둑 제방( , , ) 262 276 256 794 11

상하수도 시설물 288 289 274 851 6

전력 통신 시설물· 313 303 297 913 2

발전소 수력 화력 등( / ) 296 299 289 884 4

주택·

도시

건축물

살림집 주택( ) 252 254 259 765 16

기업소 공장( ) 238 260 253 751 17

공공건물 222 231 234 687 18

국토개발 택지산단도시등/ / 249 276 257 782 13

환경·

재난재해

환경오염 재난재해 방지· ,

지속가능 개발
253 282 248 783 12

인력

양성

건설 제도 정책 교육/ 249 279 254 782 13

건설기술교육 전문인력양성, 258 283 263 804 10

표 인프라 협력 점수 합계 및 최종 순위[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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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요인 점수 순위

대북 협력에 대한 양극화된 국내 여론① 265 4

대북협력을 위한 국내 재원조달 문제② 269 2

협력에 필요한 정보의 미비 공유 부족,③ 268 3

북한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적 경쟁 심화④ 243 5

국내 건설기업간 과다한 사업 수주 경쟁⑤ 209 6

불투명한 대외 정세 북한의 도발 등( )⑥ 308 1

표 장애요인의 영향 응답[ 4]

3.

4.

단계

설문조사 수행

단계

가중치도출 및 평가

단계

추진 사업 안 도출

한반도 인프라 협력 사업 안 선별절차

및 기준 설정

설문지 설계 및 배포

설문응답 취합

설문응답 분석을 통한 기준별 가중치

도출

협력사업 안 간 통합

협력사업 안 별 전문가 정량 평가

한반도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 안 도출

협력사업별 상세 추진방안 기획

협력사업 선별절차

협력사업 선정기준 안

설문지 및 설문응답

전문가 제안 협력사업 안

선정기준별 가중치

협력사업 안 별 평가결과

한반도 인프라 협력사업 추진 안

사업별 상세 추진방안

그림 한반도 인프라 협력 사업 도출 프로세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