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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 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재조정으로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6개 방향 제시

2018년 한반도 대화국면으로 전환…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파란 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본격적
으로 추진되었다. 초기 각 지자체들은 사회문화교류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남북 공동 주최 실패, 북한의 소극적 태도, 남한 내 과열 경쟁 등으로 많은 행사들이 성사되지
못하게 된다. 사회문화교류 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연이어 무산되자 각 지자체들은
인도적 지원 사업(긴급구호)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러한 사업은 북한의 호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호 차원에서 개발지원 차원으로 변하게 된다.
지자체 차원의 개발지원 시범사업은 농·축산과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2010년 5·24 조치, 그리고 2016년
2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하여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사실상 중단
되게 된다. 이로 인한 결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2018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한반도 정세 변화보다도 앞서, 2016년 발표했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
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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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사업 재추진 시 지자체 내부기반 마련 등 6개 고려사항 필요

지자체의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1998년 기점으로 초
기 10년 동안의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최근 10년 동안 달라진 환경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조치에 따라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과 향후 있을 부분적 완화에 따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변화된 상황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과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분야의 사업과 연구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낮은 단계의 교류로 삼지 말아
야 한다.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경우 남북한 간 상이한 정치·문화 특징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우 교류를 개방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셋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역대 지자체 차
원의 농·축·산림 분야 교류와 협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것
은 상호 간 필요와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협력으로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 역대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은 인
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농·축·산림 분야 교류에 집중되었으며, 이 분야들 간에도 연계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추진사업이 결정되거나, 대부분 단기
적 사업에 그쳤다. 또한 협력지역이 평양 등 일부에만 국한된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사업에서 패키지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구상하고, 각 사업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내부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인 명분을
배경으로 하고, 동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통일·평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포함, 일반 시
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은 10년의 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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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북한과의 관계 단절 상태이며, 국제적인 대북제재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운
형국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국제기구, 자매/우호 도시 그리고 대북 민간단체 등 다
양한 주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동북아 지역의 자매/우호 도시와 함께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 · 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은 경협 등 3대 분야 10개 사업 담아

서울시는 2016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동이익’, ‘협력·분담’, ‘참여·지지’를 3대 기본원칙으로 하는 ｢서울-평양 포괄
적 도시협력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은 협력과제로 3대 분야 10대 사업을 제시한다. 3대 분야는 도시 인프라 협력, 경제협
력, 시민교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도시 인프라 협력은 4개 사업을 포함하는데, ‘대동강 수
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도시환경 개선’ 등이 해당된다. 이 4개 사업은 다시 11개의 구체적인 사업과 협력 분야를 포함
하고 있다.
경제협력 역시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산업협력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식생·동물자원 교류’, ‘기술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등이다.
시민교류 분야는 2개 사업을 포함하며, ‘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보건의료 협력’이 해당
된다. ‘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사업은 앞서 설명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류를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협력’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계
획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5·24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국내·외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방안 자체도 사업 위주의 계획이
라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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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안 손질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정 등 6개 추진방향 마련

서울시는 최근 2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세와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의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방안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 3대 분야 10대 사업을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선별적·단계적으로 추진
한다. 기존 방안은 분야별로 시범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들만 제시한 상태이다.
이는 우호교류협약 체결도 어려운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전략이다. 대북제재의 현 상황에서
는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추진 가능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남북한 신뢰관계 구축 단계에서 화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성
된 분위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②인도주의적 지원, ③비영리적인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두의 이익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이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교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
에서 서울시는 평양과의 교류협력이 긴급구호와 개발구호 차원을 넘어 개발지원으로까지 이루
어지도록 설계·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과 도시인프라 협력 우선과제 사업과
연계하여 평양에 제안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인프라 분야
협력은 서울시의 도시개발 및 재생 경험을 평양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경제협력 분
야와 연결시킬 수 있어 서울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두 도시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과 무리한 추진을 지양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서울시가 정한 3
대 분야 10대 사업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현지조사
와 협의를 통해 서울과 평양 모두가 원하는 사업을 새로 정한 후에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추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일기반 사업
의 상시과제로 추진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
과 지침은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을 제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
제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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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의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와 교육
을 통일기반 사업의 상시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3년째 교육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관련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 교육 전문 기관인 통일교육원과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
원 등이 협업하여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한다. ②교육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하는 음악회와 전시회 등 예술 공연과 연계하여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를 형성한다. ③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여론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④서울시 주최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 및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여섯째,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일기반 사업의 상시과제
로 추진한다. ①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민간단체를 통한
사업추진은 요원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관련 사업 협조 지원이 필수적이
다. ②중앙정부 못지않게 대북지원 민간단체 역시 중요 협력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경험이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이다. ③
서울시 도시외교와 연계하여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시적으로는 자매/우호 도시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남북+α 협력 모델을 구축하
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 양자 간 교류협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다. 그 중 미·중·일·러 4강의
수도 및 주요도시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향후 동북아 수도협력기구를 기반으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도시 간 포괄적 다자
협력체제 구축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④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경험이 상이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북접촉 네트워크와 성공
사례 공유는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 등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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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국가들 간에 양자 및 다자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역시 크게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남북 간 소통 채널을
복원시켰다. 2018년 3월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고, 4월 27일에는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한반
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공동 발표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한 중재 역할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무자 간 논쟁으로 개최가 불투명하던 북미정상회담이 제때에
열릴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입어 2006년 이후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10년 한국 정부의 5·24조치로 거의 중단되었던 남북교류협력 재
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기대감에 부응하듯 5월 이후 남북 간 판문점
선언 후속 실무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고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를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
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앞서 2016년에 발표했지
만 국내·외 여러 부정적 여건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3
대 분야 10대 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한다.
지자체를 포함해 다양한 주체들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전제되어
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서도 대북제재의 완화 내지 해제는 핵심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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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디테일의 악마’라는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큰
숙제가 있고, 문제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만큼 장기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내적 통합과
사업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대북정책의 ‘보완재’로서, 때론 ‘대체재’로서 긍정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표 1-1] 참고). 특히 외부적으로 ‘국가 간 관계’라는 족쇄로
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론과 협의를 크게
형성시킬 수 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명확히 인지해
야 할 것은 지난 10년 동안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한반
도 정세에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표 1-1]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의 장점

구분

주요 장점

내적
통합

∙ 통일에 대한 공론과 합의 형성
∙ 시민 참여형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용이

사업의
실효성

∙
∙
∙
∙

비정치적 교류협력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기능적 연계성 강화, 사업 지속성 보장
북한에 실질적인 행정지원 가능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교류협력으로 남북한 간 이질성 해소와 격차 해소 촉진
자체예산으로 민간단체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2) 연구목적
이번 연구에서는 이상의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지자체로서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에서 수
행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
협력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후에,
최근 10년 동안의 한반도 정세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향후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2016년에 서울시가 제
시한 방안을 재검토하여,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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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제1장은 연구개요로서 연구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각 장별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1999년을 기준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지자체별 주요 사업과 특징을 시기별, 분야별로 종적·횡적 비교를 한다.
제3장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평가를 한다.
특히,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은 제3장까지 분석한 내용과 현재 국내·외 정세를 기반으로 향후 지자체 차원의 남
북교류협력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역대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의 실적과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2016년 발표
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을 점검한다. 최종적으로 제4장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향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주요 추진 방향 및 전략과 이를 기반으로 조정된 ｢서
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수정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역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특징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현황을 파악
하고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자체별 관련 공문서, 학술논문, 연구·정책보고서 등에 대
한 문헌 검토를 실시한다. 정책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문서 내용을 기본으로 학술논
문과 연구보고서를 참고한다.
둘째, 인터뷰를 진행한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연구자 및 실무경험자를 대상으로 대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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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와 전화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각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최신 정책까지 고려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즉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관계자와 실무자에 대한 인터뷰를 수시로
실시한다. 다른 한편, 연구자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 진행으로 논리적 결함을 보충하고
학문적 완결성을 높인다.
셋째,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지난 20년 동안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어떻게 변천
해 왔고,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는 본 연구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이다. 이
를 위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종적비교를 통해 시기를 구분하고, 시기별 횡적비교
를 통해 지자체별 특징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표와 그래프를 활용한다.
넷째, 학술세미나 등에 참여한다.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학술세미나와 포럼이 자주 개최되고 있다. 학술세미나
와 포럼에 발표자 혹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연구 내용을 여러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보고
서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그 외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언론보도, 인터넷 동영
상, 전문가 개인 블로그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편적 특징만큼 시의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0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변천과정
1_2000년대 초반: 경험 축적과 제도적 기반조성
2_2000년대 중·후반: 개발지원으로 사업 전환
3_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실질적 교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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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변천과정
1_2000년대 초반: 경험 축적과 제도적 기반조성
1) ‘6·15 남북 공동선언’과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 본격 추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다. 1998년 4월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와 11월 ‘금강산 관광’의 시작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도 계기를
맞는다. 1998년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남북접경 지역인 강원도가 ｢남북강원도 교류
협력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팀을 도청 기획관실 내에 신설하는 등 남
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1년 뒤인 1999년에는 제주도가 지자체로
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은 감귤이다. 1999년
1월 제주도는 감귤 1만 박스 분량인 100톤을 북한에 지원하였고, 그 이후 남북교류협력
이 중단되기 전까지 매년 약 4,000여 톤의 대북 감귤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는 2000년에 만들어진다. 2000
년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장이 열린 것이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
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치적
명분과 기회의 문이 열린다.

2) 남북 지방정부 간 자매결연과 사회문화 교류 추진
이 시기 지자체는 북한의 도시와 자매결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독일 통일 전 동서
독 지자체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 사례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았다고 할 수 있다.1)

1)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1986년 6건(신청 300여 건), 1987년 32건(신청 500건), 1988년 16건(신청 600건, 5월 기준) 등 동독
붕괴 시까지 총 73건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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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자체의 북한 교류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도
시 규모 및 여건의 유사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포항시와 청진시 간 교류, 군산시와 해주
시 간 교류를 들 수 있다. 둘째, 분단 전 행정구역이다. 대부분 접경지역 지자체가 이 사례
에 해당되는데, 철원군이 ‘북한 철원군’을, 고성군이 ‘북한 고성군’을, 그리고 옹진군이 ‘북
한 옹진군’을 택한 것이 그 사례이다. 셋째, 역사적 유사성이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경주시와 개성시의 교류이다. 넷째, 실향민 고향이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 중인
실향민 다수의 고향이 교류대상 선정의 기준이 된 경우로, 충청남도와 황해도 간 교류,
태안군과 해주시 간 교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매결연을 통한 소통의 길이 열리면서 각 지자체들은 각자의 여건과 목적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게 되는데,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사회문화교류
에 역점을 둔다. 사회문화교류는 남북한 국민들 간 동포애와 민족적 동질성을 자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용이
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회문화교류는 대부분 지자체 주최 국내·외 행사에 북한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것으로, 남북이 함께 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또한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소극적 태도, 남한 내 과열 경쟁, 그리고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행사들이 승인은 받았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3)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사회문화교류 중심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이 연이어 무산되자 각 지자체들은 북한의 호
응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 시기 지자
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주로 농업분야에 집중되었다.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이 경운기, 콤바인, 분무기, 손수레, 못자리용 비닐 등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
원하였다([표 2-2] 참고). 한 가지 눈여겨 볼 부분은 북한 내 공장 및 시설 건설을 지원하
였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2004년 평양 식품가공공장을 착공하여 2005년 준공하였고, 전
라남도는 2003년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라
북도 같은 경우는 황해도 신천군 백석리에 농기계 지원과 함께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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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00년 초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승인사업 및 성사여부

심사위원회

지자체

사업명

성사여부

부산

제81회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 채화

성사

대전

제2차 WTA 총회 북한과학도시 초청

무산

경북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북한인사 초청

무산

제주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염원 합수 및 합토

무산

충남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북한 참여

무산

충남

2002 동아마라톤 북한 초청

무산

경남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방북

무산

강원

｢금강-설악권｣ 솔잎혹파리 공동예방사업

성사

강원

남북공동 어린 연어 방류

성사

충남

제82회 전국체전 성화 채화

무산

충남

특산품 교류전 북한 참여

무산

군산

오페라 ｢탁류｣ 북한 공연

무산

목포

신의주시 인도적 지원 사업

성사

전북

군산-전주 간 국제마라톤 대회 북한 초청

무산

철원

남북 철원군 간 농업교류

무산

철원

궁예·태봉국 학술회의 및 태봉제 북철원 초청

무산

대전

북한도시 WTA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사업

무산

서울 강동

선사문화학술회의

무산

고성

농축산분야 교류 및 협력 추진

무산

전남

우량씨감자 생산지원

무산

1차
(00.08)

2차
(00.10)

3차
(00.12)

4차
(01.01)
5차
(01.05)
6차
(01.08)

자료: 양현모 외(2007)

0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변천과정 / 11

[표 2-2] 2005년 이전 시기 지자체의 주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지자체

경기

인천

강원

전남

연도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관련 민간단체

2002

∙ 경운기 200대
∙ 지붕개량제 180천㎡
∙ 축구공 2002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2004

∙
∙
∙
∙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2005

∙ 벼농사 시범사업 3ha
∙ 농약 150톤, 분무기 1,200대, 손수레 1,400대,
경운기 100대, 콤바인 20대
∙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준공)

2005

∙ 페인트 124톤 등

2000

∙ 못자리용 비닐 27,000롤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1

∙ 어린연어 공동방류(55만 마리)
∙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 기자재
∙ 못자리용 비닐 6,000롤, 자전거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2
~
2003

∙ 어린연어 공동방류(50만 마리)
∙ 연어부화장 건설 부화장비 및 건축자재
∙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 기자재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4

∙ 어린연어 공동방류(50만 마리)
∙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 기자재
∙ 도로보수자재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5

∙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약품, 기자재
∙ 농민기술강습소 운영물품(냉온풍기, 미니버스)

남북강원도
협력협회

2003

∙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지원
(콤바인 100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2004

∙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수리부품 및 장비 지원
∙ 우리밀 종자 및 전남 브랜드쌀 지원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2005

∙ 못자리용 비닐, 모내기 및 온실 자재 등 지원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경운기 100대, 콤바인 20대
치과장비 5세트, 환자수송용버스 5대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착공)
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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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도

사업내용 및 지원품목

서울

2005

∙ 북한 아동 대상 제과원료 지원

경남

2005

∙ 남북농업교류를 통한 식량증산, 기술교류

전북

2005

∙ 농기계 수리공장(64평 규모) 지원
∙ 농기계(콤바인, 경운기 등) 및 농자재 지원

제주

1999
~
2005

∙ 감귤 총 36,128톤 지원
∙ 당근 총 13,000톤 지원

관련 민간단체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자료: 홍양호(2007)

4)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 구축
이 당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다. 각 지자체는 장기간 북한과 관계를 맺어온 대북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대북사업을 진
행하였다([표 2-2] 참고). 제도적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자체에게 있어, 이들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와 협력은 비용 절감과
함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강원도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주도해서 민간단체를 설립하였다. 남북
강원도협력협회는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단체이고,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전
라남도 22개 시·군의 기초 지자체 및 시·군 의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반관반민 남북협력
기구이다. 경상남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순수 풀뿌리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해당된다. 한편,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부산시, 인천시 등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서울에 근거를 둔 전국적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
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들 단체는 북한과의 안정된 관계를 기반으
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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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마련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도 마련 및 체계 정비는 2000년대 초중반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이다.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나
추진체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앙정부의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조례
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중앙정부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급증하였지만,
의욕에 비해 예산, 전문 인력,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자 관련 법률을
재정비한다. 우선, 2003년 5월 지자체의 대북사업 업무 담당을 기존의 행정자치부에서 통
일부로 이관하고, 2000년 7월에 마련한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업무 처리지침｣을 폐
지하고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을 제정한다.2) 이에 따라 2001년 경
기도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다([표 2-3]과 [표 2-4] 참고).

2)

2003년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이 제정되기 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
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 논란과 절차상의
중복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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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광역지자체

조례명

제정일자

1

강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98.09.09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98.12.31

2

경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01.11.09

3

광주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3.01.01

4

전남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03.06.05

5

서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4.07.20

6

인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04.11.08

7

경남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05.04.07

8

대구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5.08.10

9

울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6.04.06

1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7.05.09

11

부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7.07.11

12

전북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7.12.28

13

경북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8.01.10

14

대전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08.06.20

15

충남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1.11.10

16

충북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12.11.02

1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5.07.30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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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광역지자체

조성액

잔액

기금설치연도

1

강원

14,743,369

5,179,810

1998

2

경기

41,542,326

9,936,536

2001

3

전남

3,469,452

3,169,452

2003

4

서울

27,629,320

17,541,678

2004

5

인천

13,157,417

12,896,037

2004

6

광주

4,547,235

4,487,235

2005

7

경남

10,356,000

10,356,000

2006

8

제주

4,236,854

4,236,854

2007

9

부산

6,307,924

6,004,134

2007

10

전북

9,890,365

9,890,365

2008

11

충남

2,905,548

2,905,548

2011

12

충북

2,105,404

2,105,404

2012

13

경북

3,106,859

3,106,859

2013

14

대구

5,065,425

5,065,425

2015

15

대전

2,015,958

2,015,958

2016

16

울산

-

-

-

17

세종

-

-

-

주: 1) 부산(2016년 말 기준)을 제외하고 전부 2017년 말 기준
2) 충청북도는 2012년까지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오다가 2012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음
자료: 각 지자체의 기금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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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2000년대 중·후반: 개발지원으로 사업 전환
1) 긴급구호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논란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초기 대북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호 차원으로 북한 내 식량과 의료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미봉책에 그치면서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일어난다.3) 남북한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
지고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
지 못한 것이다([표 2-5] 참고).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북한이 먼저 관련 제도와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북핵문제 등
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갈등하고 있던 상황이라 유엔기구나 개별국가들은 미국의 입
장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개발지원을 추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논쟁
속에서도 국내 대북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
기 시작하였고, 지자체들은 전환 과정에서 시범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중요 행위
자로 급부상한다.

2) 농·축산 분야 지자체 차원 개발지원 시범사업 실시
지자체 차원의 개발지원 시범사업은 농·축산과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 농
촌개발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2006년 남측의 제안에 북한은 평양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평양 강남군 당곡리와 장교리 등지에서 ‘농촌 현
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는 당곡리에서 농촌
환경개선 사업과 농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는 농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
로 및 농로 포장, 주택 개보수, 탁아소 및 진료소 신축, 유치원 및 소학교 보수, 식수용
관정 설치 등을 진행하였다. 농민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벼농사 지원, 온실 채소재배, 농기
계수리 센터 및 도정공상 설치 등이 추진되었다. 보건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3)

2004년 9월 북한은 국제기구에 인도적 지원 사업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매년 진행되던 유엔의
합동호소절차(Consolidated Appeals Process, CAP)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2006년 평양 주재 유엔기구의
상주 직원 수가 급감하였고, 유럽연합의 일부 NGO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철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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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평양 조선종양연구소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부산시가 ‘겨레사랑 평양 항생제공
장’을 건립하고 원료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표 2-5] 대북지원 유형

구분

긴급구호

개발구호

개발지원

목적

인도주의 실현

인도주의 실현

인도주의 실현과
복지 증진

목표

긴급한 인명구조

시설 복구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주민 삶의 질 향상

핵심쟁점

재화와 서비스의 결핍

지역적 무기력

제도와 정책의 제약

방향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지역사회의
자립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시스템 개발

원칙

박애, 공평성, 중립성

인도주의 원칙, 타당성,
실현가능성, 적절성

원조효과,
원칙에 따른 지원

지원기간

단기(1년 이내)

중기(2년 이내)

장기(2년 이상)

자료: 경기도(2012)

3) ‘6·15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2007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더욱 활성화된다. 10·4 공동선
언에서 남북 양국은 6·15 공동선언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룬다.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외에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와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을 약속하였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당시 하루 평균 300대의 차량과 30대
의 선박이 남북을 드나들었고, 매달 3만 명의 관광객 외에도 1만 명 이상의 남한 국민이
방북하였으며, 남북 기업들 간에 1억 달러 이상의 물자 거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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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2008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실질적 교류 중단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활성화되던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
가 들어서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4)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한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5월 24일에 발표한 조치(5·24 조치)로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은 중단된다. 이에
더하여 2016년 2월 10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진다. 이로 인해 [표 2-6]에서 알 수 있듯이 몇몇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
다. 즉, 제주도의 감귤사업을 계기로 어렵게 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의 문은 10년 만에
닫히게 된다.
[표 2-6] 2009년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내역

연도

2009

지자체
서울

∙ 대북 옥수수 및 조선종양연구소 지원

대구

∙ 북한 어린이 내복 보내기

경기

∙ 개풍양묘장 조성
∙ 말라리아 공동방역, 대북긴급 식량 지원
∙ 양동 현대화 사업

인천

∙ 남북유소년 축구팀 합동전지훈련 지원 등

광주

∙ 배합사료공장 지원

강원

∙ 안변송어양식장 건립
∙ 산림병해충 방제 등

충북 제천
경남

4)

주요 추진 사업

∙ 고성군(북한) 과수원 조성 지원
∙ 과수원 조성, 통일딸기 모주 재배
∙ 의약품 지원 등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자체 주도의 농촌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 북측의 중단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인근 협동농장과의
격차 발생, 낮은 재정자립, 그리고 남측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해 북측의 지속적인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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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자체

주요 추진 사업

경북

∙ 개성지역 사과 과수원 조성

제주

∙ 북한 감귤보내기, 흑돼지 사육협력

서울

∙ 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대구

∙ 북한 어린이 내복 보내기

인천

∙ 북한 영유아 지원
∙ 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광주

∙ 배합사료공장 지원

경기

∙ 개풍양묘장 조성, 양돈 현대화 사업
∙ 말라리아 공동방역

경남

∙ 과수원 조성, 통일딸기 모주 재배 등

제주

∙ 북한 감귤보내기

2009

2010

경남 거창
경기

∙ 말라리아 공동방역

인천

∙ 말라리아 공동방역
∙ 중고 자전거 지원

대구

∙ 북녘 어린이 내복보내기

인천

∙
∙
∙
∙
∙

경기

∙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 전염병 지원
∙ 개성지역 한옥보전사업

강원

∙ 산림병해충 방제
∙ 말라리아 공동 방역
∙ 연어부화장, 양어사료공장 운영, 송어양식장 건립

경남

∙
∙
∙
∙

2011

2012

∙ 과수 농약지원

식량, 생필품, 의약품 지원
말라리아 공동방약
유실수 조림, 치어 방류, 수산양식 기술이전 및 교류
경운기 지원
체육물품 전달

통일벼종자 보내기, 통일딸기 모종지원, 콩 농사 자재지원, 종자묘목
시설온실 개보수
교과서 용지 60톤 지원
병해충 방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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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자체

주요 추진 사업

서울

∙
∙
∙
∙
∙

경기

∙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 개성지역 한옥 보존사업

2014

경기

∙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 개성지역 한옥 보존사업
∙ 유소년 축구대회

2015

경기

∙ 유소년 축구대회, 양궁교류전 개최

2013

자료: 전영옥·김연근(2017)

경평축구대회, 서울시향 교환공연 지원
못자리용 비닐막 지원, 산림조성 및 병충해방지 협력
의료장비 및 소모품 지원
북한 영유아 식량 및 학용품 지원
재난구호지원 등

03
역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특징과 평가
1_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양상
2_성공·실패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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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역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특징과 평가
1_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양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실험과 이로 인한
대북제재로, 특히 2010년 한국정부가 취한 5·24조치로 중단이라는 힘든 상황을 맞는다.
일부 지자체에서 10년 동안 쌓은 북한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
였지만 대부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비록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 정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7~8년까지 진행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이를 바탕으
로 하는 평가는 향후에 진행될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10년
동안 추진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1)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영향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로 인
해 지자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집권시기별로 살펴보
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활성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 중단되기 시작하
는데, 이는 국내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북 인식과 관련 정책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5)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미친 영향은 앞서 살펴본 인적, 물적 교
류 등 표면적인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제정과 협의체 운영 등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03년(참여정부 1년차)에 제정된

5)

중앙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대북정책 역시 정치적 부침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정부의
국제기구 경유 혹은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같은 경우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 변동이 매우 컸다. 최대
지원 규모(2007년)와 최소 지원 규모 간에 3,500배 차이가 난다.

03 역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특징과 평가 / 23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강
조된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지원계획에 여전히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통일부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방침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
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과 세부 지원계획에 대북협상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행한다
는 방침이 포함되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자율성 논쟁을 떠나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지침이 수립되었다는 점이다. 2004년 9월에는 정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장기간 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6·15 남측위원회와 6·15 북측위원회라는 상설 연대기구가 구성되어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부터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
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일어났고, 협의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2009년 제12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제12조
교역당사자 부분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삭제된다. 대북지
원민관정책협의회 역시 이명박 정부 시기 총 4차례만 개최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심지
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분야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농·축·산림 분야 협력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에 ‘긴급
구호’ 범위 내에서 추진되었다. 2006년부터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가장 활성화되
었던 2007~8년도까지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이 시도되었지만, 국내·외 정세 변화와 준비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교류는 비정치적 성격과 함께 직접적인 인적교류로 서로 간 동질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교류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각 지자체들은 ‘공통성’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예로 철원군
이 지리적 조건과 지명을 활용하여 북철원에 궁예를 재평가하는 남북공동학술회의를 제
안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측 인사들을 남측에 초청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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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방북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12월 당시 강원도 도지사 김진선이
북강원도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방북한 것이 첫 번째 사례이다. 2002년 후반부터 특히 참
여정부 들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교류가 일어난다. 2002년 9월 제14회 부산아시
안게임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한 것처럼 남측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북측이
참여하는 형태가 생겼고, 2004년 인천에서 개최된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처럼 정
부와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식도 생겨났다. 더욱 뜻깊은 사
회문화교류 형태로는 남북 공동개최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제주시는 2003년 10월
남북공동의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을 개최하였고, 강원도는 2005년 6월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2006년부터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되기 시작하였지만, 강원도, 인천, 경기도와 서울 등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였다.
농·축·산림 분야 교류와 협력 역시 시기별로 비슷한 특징을 보이지만, 한 가지 다른 특징
은 점차 진전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지자체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2002
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전에 제주도의 감귤지원과 강원도의 못
자리용 비닐 9천 롤 지원 등의 사업이 있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사례로는 경기도에서 추진된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경
기도는 북측의 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평양시 외곽의 룡성구역에서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
진하였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남측의 지본주의 시스템이 적용된 남
북한 기술·노동 집약형 평양식품가공공장을 성공적으로 건립하였다. 경기도 못지않게 농
업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지자체는 전라남도이다. 전라남도는 2003년 대동농기계
수리공장을 함께 시공하는 등 평안남도와 농업분야에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남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교류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과수업 분야
에서는 충청북도 제천시가 2004년 북고성군 삼일포 과수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막
을 열었다.
2006년에 들어 지자체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북측의 필요와 남측의 요구가 부합하면서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된다. 2006년을 전후로 지자체들은 지속성을 보
장받을 수 있고 남북이 서로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 중 몇 가지 사업은 새로운 시도이자 실질적인 효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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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남한의 자재,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 결
합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 농촌 현대화 연차별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
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남-북-해외동포 3각 협력모델을 만들고 추진하였다. 발효콩과
발효콩 빵공장에 사용할 콩으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들이 재배한 콩을 사용하기로 하면
서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북제천은 최초로 민간차원 남북영농기술교
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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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성공·실패사례 분석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성공 사례의 공통점
이상에서 살펴 본 사업 중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으로 남북 상호 간의 호혜에 기반한 신뢰관계 구축은 사업의 지속과 확대의
밑바탕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2007년부터 논의 및 추진된 제주도의 흑돼지 평양농장
지원 사업은 1999년부터 지속된 감귤과 당근 지원 사업을 통해 형성된 신뢰가 바탕이 되
었다. 이 사업은 2007년 감귤 북한보내기 운동에 대한 화답차원으로 제주도민 대표단이
방북하였을 때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로부터 양돈지원 사업 요청을
받게 되면서 추진이 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간 이익을 고려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도의 감귤지원 사업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감귤 가격이 폭락하게 되자 감귤 수매를 통한 가격 안정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경남
의 ‘통일딸기’ 역시 2006년 경남의 수해로 딸기 모종이 부족하게 되자 모종의 상태가 안
좋은 중국산을 대신해서 반입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시민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08년까지 14개 광역지자
체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10곳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였다.
한편, 충북 제천시의 북고성군 삼일표 과수원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대북사업
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천시는 과수원 1만 평의 소요비용 1억 3천만 원 중 1억 원을 시민
들의 참여로 모금하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시의 대북사업 추진의 큰 동력이 되었
다.

2)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실패 사례의 주요 원인
1990년대 말부터 10여 년 동안 추진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성과 못지않게 성사되지
못한 사업을 포함하여 많은 실패 사례를 낳았다.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패로 평가받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소규모의 단기적 지원 사업이거나 일회성
이벤트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추진 과정이 용이하고,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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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성사가 된 경우에도 그 성과가 미미하고 지속 가능한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이 어려운 것들이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체제 안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였다. 비정치 분야라 하더라도 남북 간 우열 비교가 가능한 사업일
경우 북한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호혜원칙을 등한시한 경우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방북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데, 북한은 남한을 방문해
야 하는 사업을 선호하지 않았으며, 방북 역시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조건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유로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많은
사회문화교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2000년 중반까지도 나타난다. 서울시의 서울-평양 경평 축구대회, 부산시의 부산국제영
화제 북측 참가, 인천시의 동북아 4개국 친선축구대회 북측 참가, 울산시의 전국체전 북
측 지역대표단 참가, 경주시의 세계역사도시회의 개성시 참가 추진 실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요 문제점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 부족 상황에서의 무리한 사업 추진,
지자체 간 사업 중복 문제, 평양 등 북한 일부지역 집중, 지원역량을 초과한 과다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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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향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고려사항
1_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 시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들
도 앞 다투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공개된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살펴
보면, 중단된 사업 재개에서부터 새로운 공공 인프라 개발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 경험이 풍부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의 경우
는 기존 사업 재개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북한 긴급구호
식량 사업, 결핵 치료제 지원, 영유아 취약 계층 지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재개할
계획을 밝혔다. 강원도는 금강산 공동 영농 협력, 북강원도 결핵퇴치 지원, 연어방류, 금
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등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역시 중단되었던 감귤(농
축액) 보내기 사업과 한라-백두 생태 환경 보존 공동협력 등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경남은 큰 성과를 거두었던 통일딸기 사업 등을 재개할 계획을 밝혔다.
[표 4-1] 지자체의 남-북-동북아 도시 다자교류협력 계획

지자체

협력 국가 및 도시

주요 사업

인천

중국

신규 크루즈 항로 개설

강원

러시아

러시아 PNG 강원도(삼척) 종착지 유치

러시아 하산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중국, 러시아, 일본

환동해 크루즈 상품 개발

중국, 대만

4자 양궁 교류 경기 개최

중국 산둥성

관광루트 개발

경북

충남

자료: 언론 보도와 각 지자체가 발표한 문건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지역적 특색과 근접성을 고려한 사업 역시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는 임진강 두루미 남북공
동 보호 및 연구 활동을 계획 중이며, 인천시는 남북 공동 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 사업
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북강원도와의 결핵퇴치 사업, 연어방류, 공동축산단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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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사업 외에도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눈여겨 볼 계획은 동북아 주변 국가 도시들을 연계한 교류협력 사업이다.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자체들은 지리적 이점과 지역적 특색을 발휘한 다자협력 사
업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각종 국제 사회·문화행사에 북측 인사나 대표단을 초청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업 아이템이다.

2_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각 지자체는 남북관계 해빙기를 맞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
체 차원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지난 10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도 달라졌다. 지자체의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을 위해서는 달라진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2000년대 중반까
지 이루어진 10년 동안의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최근 10년 동안 달라진
환경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선별적·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조치에 따라 선별적·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과 향후에 있을 부분적 완화에 따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2018년 8월 기준으로 유엔안보리는 총 10
회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이 결의안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
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10회의 결의안 중 여섯 번이 2016년
이후에 결의된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인 2018년 4월
30일에도 추가 조치가 신규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201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2007
년 10·4 남북공동선언 등에서 합의된 사안을 재준수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변화된 상황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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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의 소지가 있는 교류협력 사업 지양
북한의 정치체제를 포함해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분야의 사업과 연구
는 지양해야 한다. 경제협력, 더 나아가 정치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낮은
단계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2000년대
지자체 차원의 사회문화교류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
년대 초반 대부분의 사회문화교류가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고,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활성화되다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중단되었다. 이는 사회문화교류가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 상이한 정치·문화 특징을 반영하게 되고, 교류를 개방과 연결시켜 사고하는 북한의 경
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남측의 오판이라 할 수 있다.

3)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1990년)와 ‘부속합의서’(1992년)에 의하면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민족이라는 정서적인 측면과 함께 통일을 지
향한다는 공감대에서 규정된 것으로 실제 교류에 있어서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역대 지자체 차원의 농·축·산림 분야 교류와 협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도 서로의 필요와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경제협력으로의 교류협력 분야 확대
타 분야 특히 경제 분야로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역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사회문화교류, 농·축·산림 분야 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에 국한되어 왔고, 이 분야들 간에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북한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추진 사업이 결정되었거나, 대부분 단기적인 이벤트성 사업에
그쳤다. 또한 협력 지역이 평양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이 아닌 패키지를 구상하고, 각 사업별로 어떻게 연결하고 확대시
켜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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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적 기반 조성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내부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달리 말해, 정치적
명분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통일기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는 것이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
진할 수 있는 주체로 보기 힘든 부분이 많다([표 4-2] 참고).
[표 4-2]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는 법․제도 상황

구분
남북합의서

남북 간
교류협력
관련 법률

주요 내용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지자체는 합의서 체결 주체로 인정받지 않음(제4조; 제15조; 제17조 등)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협력사업’의 주체로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으로 규정(제2조)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통일부 장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원 제한(제5조)
∙ ｢남북협력기금법｣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권한을 통일부장관에게 부여(제7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통일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전문지
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원 제한(제14조)
∙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 단계에서부터 통일부와 협의하여 추진(세부 지원계획)

정부지침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대북지원사업자’를 남한주민(법인․ 단체)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제한(제2조)

자료: 정대진·정일영(2018) 법․제도 참고해 저자 재정리

특히, 200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이 더욱 극명해졌
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상당히 제한된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업 추진의 정치적 명분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권형 대북정책’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방향과도 맞지 않다.6) 한편, 지속적인 남북교류협
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통일과 평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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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기반 사업 역시 구상해야 할
것이다.

6)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은 10년의 경험과 10년의 중단을 겪었다. 즉, 지난 10년 동안 교류와 협력이 중
단되면서 앞선 10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북한과의 관계를 상실한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
의 대북 제재와 제도적 제한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중앙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자매/우호 도시 그리고 대북 민간단체 등 다
양한 주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동북아 지역의 자매/우호 도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6)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년 7월)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 등의 ‘분권형 대북정책’ 이념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4·27 남북정상회담 때도 지자체의
역할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측면에서 주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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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과 전략
1_역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현황과 한계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역시 2010년 5·24조치 전후로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0
년 이전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회문화교류에서 보건의료분야 지원까지
앞서 살펴본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부분은 2004년 5월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 지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성금
을 모금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시기 서울
시의 남북교류협력은 긴급구호와 개발구호 차원으로 쌍방의 이익과 지속성을 상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발지원 단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표 5-1] 참고). 2010년 이명
박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서울시 역시 남북관계 경색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은 추진할 수 없었지만, 관련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2012년부터 6·15 및 10·4 선언 기념 학술회의 등을 지원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제협력 기업 관련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2016년부터 민간단체와 자치구 대상 평화와 통일 교육 사업 역시 추진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던 서울시
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부대행사 지원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구체적으로 모
색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서울시는 북측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공연과 남북 태
권도 합동 시범공연을 지원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방정부가 지
원하는 형태로, 중앙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8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후
원은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자체가 지원한 것으로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이다. 특히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판문점 선언 이후 열린 첫 민간차원의 교
류로 남북교류협력의 부침을 잘 보여주는 행사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축구대회는
1999년 평양대회를 시작으로 2007년 경남 창원, 2015년 평양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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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를 해오고 있다는 점과, 개최시기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
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표 5-1]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주요 추진 실적

구분

2010년
이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내용

토종동물 종보전 및 복원
(서울-평양 동물원 동물교류)

99.01~
16.12

∙ 총 7차: 19종 43수 반입/24종 59수 반출

용천역 열차 폭발사고 지원

04.05

∙ 소방용품, 담요, 구급약 등 지원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06.05~
09.12

∙ 전자 위 내시경, 디지털 X-Ray 등 의료
기자재 74종, 검사시약 등 의료품 지원

문화교류
05.05~
10.10
인도적 지원

2010년
이후

∙ 고구려 유물전시회
∙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발굴
∙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
∙ 북한수해 지원: 총 3회
∙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
∙ 대북 옥수수 지원

학술회의 등 행사 지원

12~

∙ 6·15 및 10·4 선언 기념 학술회의 등

남북경협 관련 행사 지원

13~

∙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기업 관련 행사 지원

평화·통일 교육 사업 지원

16~

∙ 시민 대상 평화·통일 교육
∙ 공직자 대상 평화·통일 교육
∙ 평화·통일 교육 관련 기반조성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18.02

∙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

민간단체 남북 체육대회 후원

18.08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후원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및 관련 언론보도 참고해 저자 재정리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가 추진 및 성사시킨 사업들은 전형적인 지자체 차원의, 제
한된 범위 내에서 추진된 남북교류협력이라 할 수 있다.

38 /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전략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심으로

2_｢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사업 주요 내용
서울시는 2015년 5월 1일 정부의 민간·지자체 남북 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구상한다. 2015년 5월부터 시장(3회)과 정
무부시장(5회) 주재 하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고, 2016년 11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
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사업을 발표한다. 그 이후 2017년 2월 3개 분야 10개 사업
소관부서장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보완한 후에 7월 통일부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
울시는 ‘공동이익’, ‘협력·분담’, ‘참여·지지’ 3대 기본원칙에 의거해 지속가능한 도시교류를
비전으로 제시한다.7)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협력관계 구
축의 일환으로 우호교류협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
하기 전에 공동사업단을 먼저 구성하고, 현지조사 및 실무협의를 거친 후에 시범사업 단계
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은 협력과제로 3대 분야 10대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10
대 사업은 다시 30개의 구체적인 사업과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표 5-2] 참고).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3대 분야는 ‘도시 인프라 협력’, ‘경제협력’, ‘시민교류’로 구성되어 있다. ‘도
시인프라 협력’은 4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도시환경 개선’ 등이 해당된
다. 이 4개 사업은 다시 11개의 구체적인 사업과 협력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11개 구체
적 사업들 중,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에서는 ‘평양시 누수탐사 사업’과
‘평천오수정화장 개선지원 및 하수관로 조사’를 추진가능 시범사업으로, ‘서울-평양 수도
공사 설립’을 중·장기과제로 제시하였다.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사업 같은 경우
는 중·장기과제로 ‘재난대비 장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지원’이 포함되었다. 다른 한편, 서울

7)

서울-평양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협약 체결은 교류협력의 단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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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사업 중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운
영’, ‘교통신호시스템 설치·운영’을 추진가능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경제협력’ 분야 역시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은 ‘산업협력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식생·동물자원 교류’, ‘기술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등이다. ‘산업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애니메이션 분야 협력으로 서
울시는 ‘서울-평양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공동 개최’를 추진가능 시범사업으로 제시하였
고, 중·장기과제로는 ‘남북애니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평양시 유휴공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가능한 시범사업으로 설정한
상태이다. ‘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식생·동물자원 교류’ 사업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기
추진 및 성사시킨 ‘식생·동물 종자 교환, 희귀종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를 시범사업으로
재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교류’ 분야는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 사업 중
‘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사업은 다시 5개의 구체적인 사업과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데, 앞서 설명한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시민교류’
분야 중 ‘보건의료 협력’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들
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
만 이 방안이 발표된 이후 최근 2년 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 무엇보
다도 사업 위주의 계획이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시민[단체]의 소통 및 참여를 독려한다는 추진방향
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치적 부분에 대한 고려와 내용이 빠져있다. 또한, 앞서 분석한 지난 20년 동안
의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에서 나타난 특징과 한계점이 수정·보완 없이 서울시 방안
에서도 부분적이지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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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3대 분야 10대 과제

3대 분야

10대 과제
①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
- 평양 취‧정수장, 상수관망 정비
- 평양 하수처리장 개량 지원
- (중장기과제) 서울-평양 수도공사 설립
②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 재난·안전 분야 기술·인력 교류
- (중장기과제)재난대비 장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지원

도시인프라
협력

③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 평양시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지원
-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 교통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④ 도시환경 개선
- 평양 관련 전시회·심포지엄 개최
- 살림집수리 시범사업 시행
- 평양형 시민주택 모델개발
- 소단위 도시재생 협력기구 구성

경제협력

추진가능 시범사업
- 평양시 누수탐사 사업
- 평천오수정화장 개선지원
- 하수관로 조사

-

-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운영
- 교통신호시스템 설치·운영

-

⑤ 산업협력단지 조성
- 서울-평양 국제 영화제 개최
-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및 마케팅 협력
- (중장기 과제) ‘남북애니센터’ 건립 지원

- 서울-평양 국제 애니메이
션 영화제 개최

⑥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 평양 유휴공간 태양광 설치
- 평양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평양시 공공부문 LED 보급
- (중장기과제)서울-평양 ‘태양광 도로’ 조성

- 평양시 유휴공간 태양광 발
전시설 설치

⑦ 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식생·동물자원 교류
- 산림자원 공동이용 토대 마련
- 남북한 식생·동물 종자교환 및 기술교류협력

- 식생·동물 종자교환
- 희귀종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⑧ 기술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 평양 WeGO 가입을 통한 전자정부 전파
- 서울-평양 전자정부 구축 협력 사업

-

05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과 전략 / 41

3대 분야

시민교류

10대 과제

추진가능 시범사업

⑨ 역사, 문화, 체육, 학술 교류
- 서울-평양 역사도시 학술대회
- 역사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협력
- 서울-평양 체육 교류
- 서울-평양 음악‧미술·미용 등 교류
- 언론·미디어분야 교류

※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류추진

⑩ 보건의료 협력
- 결핵제로화 사업
- 영‧유아 건강 지원사업
- 보건의료인력 협력사업

※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추진가능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를 참고해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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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향후 추진 방향과 전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급전환되고 있고, 2018년
10월 기준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역시 활발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준비로 서울시는 최근 2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세와 지난 20년 동안 나타난 지자
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방안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1)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 선별적·단계적으로 추진
기존의 3대 분야 10대 사업을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선별적·단계적으로 추
진한다. 기존 방안은 분야별로 시범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들만 제시한 상태
이다. 이는 공동사업단 구성 및 현지조사와 협의 후 본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추진 가능
한 사업으로, 우호교류협약 체결도 어려운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전략이다([표 5-3]
참고).
[표 5-3]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실행절차

서울-평양
우호교류협약

⇨

공동사업단

⇨

현지조사
실무협의

⇨

시범사업

⇨

본 사업

유엔안보리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조로 지정된 유
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틀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0월 결의된 1718호를 기준으로 10회의 결의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무기와 물자 등 공급, 판매, 이전 금지;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
등 금지; 금융제재; 화물검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사안별로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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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도 두고 있다([표 5-4] 참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남북한 간 신뢰관계 구
축 단계에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조성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지
속적으로 이어가는 사회문화 분야 교류가 추진될 수 있다. 이 분야의 협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기본 정신인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 기여와
연관되어 있다. 다음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
재 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원이나,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의 구호 및 지원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임
신부, 수유여성,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상황과 북한 주민의 복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엔 헌장에서 중시하는 인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마지막
으로, 비영리적인 공공 인프라 사업 역시 초기에 추진을 타진할 수 있다. 2017년 8월에
결의된 2371호 26항에 의하면, 결의안은 금지하지 않은 경제활동과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거나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2017년 11월에 발표된 2375호
18항에서는 비영리적인 공공 인프라 사업일 경우 합작 투자 또는 협력회사 운영도 가능하
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분야와 세부적인 예외
사항은 서울시의 우선과제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사업을 구상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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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틀 속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분야와 근거

분야

사회문화 교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사항 근거
∙
∙
∙
∙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
긴장 완화 조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

인도주의적 지원

∙ 식량, 보건의료 등 인도주의 목적 가능
∙ 북한 주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경우
∙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중대한 고충에 깊은 우려 표명
∙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구호, 지원 활동 가능
∙ 북한 주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 존중과 보장 필요
∙ 임신부, 수유여성, 5세 미만 어린이 영양실조 상황 심각함
∙ 유엔 협력 인도적 지원 활동의 경우 북한 외환은행 또는 조선 국영 보험회사와
금융거래 가능

공공 인프라 사업

∙
∙
∙
∙

금지하지 않은 경제활동과 협력 분야 가능
(사안별) 신규 합작투자나 협력 회사 운영 가능
(사안별) 북한 국적 노동자 고용 가능
비영리 공공 인프라 사업을 위한 합작 투자회사 또는 협력회사 가능

자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2397 저자 재정리

2)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업 계획 및 추진, 우선과제 패키지 제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모두의 이익과 필요성에 부합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한다. 즉, 공생(共生)과 공영(共榮)을 추구한다. 이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지속가능한 도
시교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두 도시 간 신뢰관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이 각자의 필요성에 부합해야 하고, 실질
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평양과의 교류협력이 긴급구호와 개발구호 차원을 넘어 개발지원
으로까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발생하였던
북한의 유엔 합동 호소절차(Consolidated Appeals Process, CAP) 거부와 NGO 철수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를 설정할 때 3대 분야 사업
간의 연계와 사업별 단계적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중
단되었던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점이 북한에 잘 전달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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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평축구 재개와 제100회 전국체전 북한 선수단 참가 등 사회문화 분야 교
류를 단독 추진하는 방안보다는 인도주의 사업인 보건의료분야 지원 그리고 경제협력과
도시인프라 협력 우선과제 사업과 연계하여 평양에 제안 및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문화 분야 교류는 추진이 용이하다는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교류 초기에 주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단발적인 이벤트성
교류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 간 현격한 사회경제 차이가 쉽게 드러나면서 체제경
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우 평양이 거부할 가
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보건의료 분야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틀 속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와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이 시급한 그리고 북한 역시 원하는 분야이다.8) 이와 함께 도시인프라
분야 협력은 서울시의 도시개발 및 재생 경험을 평양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경제협력 분야와 연결시킬 수 있어 서울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두 도시 모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3)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 추진 지양, 공동사업단 구성
북한의 정치 체제를 고려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과 무리한 추진을 지양한다.9)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난 60여 년 동안 벌어진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는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국가가 다른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로 양국 간 경제적, 사회적 발
전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고,

8)

2018년 10월 10일자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관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여전히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 결핵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결핵
발생과 사망률은 10만 명당 각각 513명과 43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9)

북한에서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없는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남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은 중앙기관인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북한 지방인민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남북한 지방 간 교류협력이라고
하지만 협상의 대상이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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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질적인 협력에 앞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교류와 협력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부족한 상황이다.10)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에서 사회문화 분야 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
구축의 밑바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질성에서 오는 반감과 그로 인한
편협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여 양국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한다. 경제 분야 협
력 역시 경제적 상호의존도 형성이 정치적 신뢰 구축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필연적인 것
은 아니다. 남북 관계는 민족 내부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 간 관계 문제라는 특수한 상
황에 놓인다. 그에 따라 국가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현될지 쉽게
알 수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협력 사업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제2항),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
리고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3대 분야 10대 사업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현지조사와 협의를 통해 서울과 평양 모두가 원하는 사
업을 새로 정한 후에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마련을 통일기반 사업
의 상시과제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2004년 7월과 2008년
1월 각각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평화·
통일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지속가능한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2004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표 4-2]에서 알 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협력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제2항);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제5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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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률과 지침은 지자
체의 역할과 자율성을 제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제정이 아
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018년 9월 기준 국회에 제출된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16건이고, 이 중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를 남북관계 발전 문제를 협의 및 심의하는 대상으로 지정
하는 것 역시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배제된 상황이다. 제5조 협의회
구성을 살펴보면,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심의 및 조정 참여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률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 심의 등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와 같이 통일
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위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차관급 공무원과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2017년 통일부는 중앙-지방 간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상시적인 소통을 유
지하기 위해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유와 소통을 주된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참여
하지 않는 한, 이 협의체의 역할과 교류협력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자체 주도의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보완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서울시 의회 등과 협의하여 이 법안들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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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 참여형 사회문화 행사와 통일·평화 교육 활성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의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와 교육을
통일기반 사업 상시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5년 4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
한 조례｣를 근거로 세 개 분야에서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통일
교육 기반조성(민관협력 체계 마련; 공감대 형성; 교육 콘텐츠 개발; 종합평가)과 함께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 공모사업을 시민 교육형과 콘텐츠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자치구를
지원함으로써 공감대의 횡적 확대뿐만 아니라 종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현재 3년째 추진
중인 평화·통일 교육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 및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①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통일교육을 위해 통일
교육 전문 기관인 통일 교육원과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등이 협업하여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해 나간다. ②교육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하는 음악회
와 전시회 등 예술 공연과 연계하여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가 형성되도록 한다.
③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여론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서울시 주최 혹은
주관으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공
유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와 교류 및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든다.

6)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일기반 사업의 상시과제로
추진한다.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계획과 법·제도 기반 조성
만큼 중요한 부분이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다자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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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관련 사업 협조 및 지원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에는 지자체의 대북교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통일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유엔안보
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11) 이러한 국내·외 법·제도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
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 관련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울시가
구상 중인 사업을 중앙정부의 추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혹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원하
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서울 소재 대북 지원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및 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중요한 협력대상이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경험이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은 사실이다. 중앙정부
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 수장의 정치적 성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
자체에 비해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로 인해 시기별로 다르기는 하
지만 풍부한 경험과 북한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6월에 창립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농업축산지원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어린이급식사업, 헌 교과
서 날개를 달다, 중국조선족학교자원사업, 고려인지원사업, 평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2004년에 결성된 겨레하나는 2011년까지 총 260억 원 상당
의 물품을 북에 지원한 경험이 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풍부한 경험은 10년 동안 중단
되었던 사업을 재개해야 하는 지자체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정부기구인 대북지원 민간단체는 북한과의 교류협
력을 위한 물꼬를 트는 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12) 실제 앞서 예시로 든

11)

2018년 8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이행지원정보 7호: 대북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면제 취득 지침’에 의하면 국제기구
혹은 비정부기구는 회원국, 북한 주재 유엔 코디네이터 사무소, 그리고 위원회 서기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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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이다. 즉, 서울시는 북한(평양)과의 교류협력 재개를 위해 서울 소재
대북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서울-평양-민간단체 간 신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표 5-5] 참고).
[표 5-5] 주요 대북지원 민간단체 현황

일련번호

지원규모
(1999-2016)

민간단체

소재지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서울

남북나눔

서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

4

유진벨

안양

5

나눔인터내셔널

서울

6

샘복지재단

서울

7

어린이어깨동무

서울

8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서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서울

월드비전

서울

11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서울

12

한국제이티에스(JTS)

서울

13

한민족복지재단

서울

14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

1
2
3

9
10

5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자료: 문경연(2018)

12)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는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 예외사항으로 인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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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도시외교와 연계, 서울-평양+α 다자협력 모델 구축
서울시 도시외교와 연계하여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 분위
기를 조성하고, 미시적으로는 자매/우호 도시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남북+α 협력 모델
을 구축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 양자 간 교류협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한다([표 5-6] 참
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 화해, 평화 그리고 번영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구축 못지않게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
지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교
류협력 재개를 위해, 그리고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역량 강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표 5-6] 서울시 도시외교와의 연계 및 기대효과

기대
효과

한반도 평화·번영
분위기 조성

남북(서울-평양)+α
다자협력 모델 구축

동북아 평화·번영 선도
국제도시 이미지 구축

⇧
서
울
시
도
시
외
교
정
책
(안)

형
식

내
용

양자외교

∙ 4강 외교 : 전략지역/도시 공략
∙ 자매/우호도시 체결, 관계 강화

다자외교

∙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 국제기구 참여 및 어젠다 주도

정치외교
(신뢰구축)

∙ (시장외교) 분야별 인적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 비전통 안보 분야 이슈 협력

경제외교
(상호의존)

∙ 해외도시, 지역 개발 사업 참여
∙ 서울시 투자(기업, 관광 등) 환경 조성

공공외교
(이미지)

∙ 정치가치 분야 : 거버넌스, 인권 중시 정책
∙ 문화 분야 : 전통문화, 대중문화(한류)
∙ 대외정책 분야 : 우수정책 공유, 공적개발원조
＋

남
북
교
류
협
력

우선과제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
내
용

평화외교
(평화·번영)

중·장기과제
통일기반 사업

상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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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시의 도시외교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8년 1월 기준 23개 자매도시와 39개 우호도시와 결연
을 맺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양자외교를 펼치고 있다([표 5-7] 참고).
그 중 미·중·일·러 4강의 수도 및 주요도시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향후 동북아 수도협력기구를 기반으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도시 간 포괄적 다자협력체제 구축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 동북3성은
한반도와 시베리아(러시아)를 잇는 지역으로 총수출 대비 대중(對中) 수출 비중이 26.7%
(2018년 상반기)나 되는 한국에게 있어 남·북·중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4강 수도 및 주요 전략도시와의 교
류협력이 남북(서울-평양)+α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남북(서울-평양)+
동북3성 협력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을 연계한 다자경제협력을 신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음과 동시에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게끔
한다.
[표 5-7] 서울시 국제교류 현황

구분

현황

서울시 자매도시(4강 포함)

23개

서울시 우호도시(4강 포함)

39개

기준

18.01
자매도시

6개

우호도시

10개

미·중·일·러 4강

서울소재
국제기구

정부 간

15개

준정부 간

7개

비영리단체

8개

서울시 가입 국제기구

19개

18.05

17.12

참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고해 저자 재정리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소재 국제기구와 가입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초기에는 대
북지원 창구로,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된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유지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다([표 5-8] 참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은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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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간단체 차원의 대북지원을 실시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남북한 간 또는 북한과 국
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으로 대북지원이 크게 위축된 이후에도 북한과 국제사회를 연결하
는 가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제기구는 국제규범, 원칙, 절차
에 따른 대북지원으로 원조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북한 내부 사
정, 인적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주요 대북지원 국제
기구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 유엔아동기금(UNICEP)의 어
린이, 모자지원 사업, 국제백신연구소(IVI)의 백신공급은 대표적인 대북 인도주의적 사업
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표 5-8] 서울 소재 정부 간 국제기구 현황

연번

구분

기구명

개소 연도

1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1953

2

국제백신연구소 본부

1997

3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1999

4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2000

5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2001

6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07

한-ASEAN 센터

2009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2009

9

글로벌녹색성장기구

2010

10

UNDP 서울정책센터

2011

11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2011

1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2015

13

유니세프 서울사무소

2017

14

세계은행그룹(IFC, MIGA) 서울연락사무소

2017

1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2017

7
8

UN 및 정부간 기구
(15개)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 참고해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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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하는 서울시에게 있어 국제기구, 특히 서울 소
재 유엔난민기구와 유엔아동기금 등과의 협력은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고, 이들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지자체 간 교류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자
체 간 교류협력 사업 중복과 경험 부족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
들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
고, 북한 노동당은 남한에서 제안하는 모든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력이 없는 상태
이다. 2018년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기준 통일부에 접수된 민간 차원의 북한주민접촉신고 건수는 약 640건에 이르지만, 15건
만 승인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무산된 경우도 많지만, 북한 측의 ‘거부’로 성사되
지 못한 교류협력 사업도 많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경험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대북접촉 네트워크와 성공사례 공유는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한편,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정 등을 위해서라도 지자
체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은 매우 필요하다. 서울시(시장)는 2018년 전국시도지사협의
회 회장 도시이다. 법·제도 개정에서 사업 공동추진까지 회장도시로서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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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과 전략

구분

추진 방향과 전략
∙ 선별적·단계적 추진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고려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

우선과제
중·장기과제

∙ 상호주의 원칙 입각, 공생(共生)·공영(共榮) 추구
- 3대 분야 사업 간 연계, 우선 과제 패키지 제안
∙ 북한 정치체제 고려, 분쟁 가능 사업 주의
- 공동사업단 구성, 3대 분야 10대 사업 재구성
∙ 법·제도 기반 마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에서 남북교류협력 주체 부분 개정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등에 지자체 포함

통일기반
사업

상시과제

∙ 시민 참여형 사회문화 행사와 평화·통일 교육 강화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교육 실시(통일교육원, 서울연구원과 연계)
- 교육과 예술 공연 연계, 평화·통일에 대한 ‘뜨거운 인지’ 형성
- 온라인플랫폼 구축, 여론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전문가 포럼 개최
∙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 혹은 협조
- 대북지원 민간단체, 특히 인도주의 지원 분야 협업
- 서울시 도시외교와 연계, 남북(서울-평양)+해외도시/국제기구 다자협
력 모델 구축
- 지자체 간 사업 공동 추진, 성공사례 공유

이상에서 논의한 추진 방향과 주요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서울-평양 포
괄적 도시협력방안｣은 사업의 특성상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과 ‘통일기반사업’으로 나
눌 수 있다.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은 다시 대북제재 등 국내·외 정세와 북한 내부 사정
을 고려하여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과제는 남북교류협력을 재개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같은 분야의 다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하
지만,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한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일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제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
력을 위한 서울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다. 상시과제로 수행할 통일기반
사업은 자율성 증진, 공감대 확대, 다양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표 5-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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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은 북한(평양)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
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세 가지 추진 방향과 전략을 기준으로 서울시가
기존에 제시한 3대 분야 10대 사업 그리고 최근에 논의 중인 구체적인 사업들을 [표
5-10]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강조할 부분은 우선과제가 패키지라는 점과 중·장기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북한(평양)에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① 서울-평양 체육·문화 교류
- 경평축구
- 제100회 전국체전 북한 선수단 참가
- 서울-평양 교향악단 협연
② 보건의료 협력
- 평양시 결핵관리 역량 제고
- 영·유아 건강(식량) 지원
- 보건의료 인력 교육 등
③ 서울-평양 학술교류

경제
협력

시민
교류

중·장기과제

① 언론·미디어 분야 교류
② 서울-평양 역사 교류
- 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③ 서울-평양 체육 교류
-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④ 서울-평양 문화 교류
- 국제 영화제 개최
- 서울-평양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개최

① 대동강 수질개선과 평양 상하수도 개량
- 서울-평양 수도공사 설립
②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협력
- 재난대비 장비 및 재난관리 시스템 지원
③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 평양시 교통체계 종합 컨설팅 지원
-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 교통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력
④ 도시환경 개선
- 살림집 집수리 시범사업 시행
- ‘평양형 시민주택 모델’ 개발
- ‘소단위 도시재생 협력기구’ 구성
① 산업협력단지 조성
-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남북애니센터’ 건립
②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 평양 유휴공간 태양광 설치
- 평양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평양시 공공부문 LED 보급
- 서울-평양 ‘태양광 도로’ 조성
③ 산림자원 공동이용
- 탄소배출권 확보
④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 평양 WeGO 가입, 평양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
⑤ 서울-평양 기업 간 교류
- 평양 진출 중소기업 지원
- 서울-평양 기업교류 및 서울 진출 지원
- 평양산 제품 판로지원 및 해외시장 공동 개척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업

① 대동강 수질개선
② 평양 상하수도 개량
③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협력
- 기술·인력 교류
④ 도시환경 개선
- 서울-평양 도시전 및 심포지엄 개최

우선과제

① 산림자원 공동이용
- 양묘장 현대화 사업
- ‘평양 나무심기’
② 식생·동물자원 교류
- 식생·동물 종자교환
- 희귀종 공동연구

도시
인프라 협력

3대 사업

[표 5-10]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 수정안

① 법·제도적 기반 마련
② 시민 참여형 사회·문화 행사
- 평화와 통일 주제 예술 공연
- 의견 수렴 온라인플랫폼 구축
③ 평화·통일 교육
- 시민 대상 교육
- 공직자 대상 교육
- 평화·통일 교육 기반조성(통일교육원, 서울연구원 연계)
④ 다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협력
- 자매/우호도시 협력
- 국제기구 지원·협력
- 지자체 간 협력
- 중앙정부 관련 부서와 협력
- 중앙정부 관련 협의체 참여

통일기반사업
상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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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표 1]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실적 (1999~2011년)
*은 진행 중 중단된 사업

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설탕, 밀가루 등)

1,030

∙ 고구려 유물전시회(행사비 지원)

1,050

2005
∙ 남북공예대전(행사비 지원)

10

∙ 서울통일한마당(행사비 지원)

221

∙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발굴(연구비 지원)

300

∙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행사비 지원)

50

2006
서울

∙ 조선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지원(위내시경, 유선암 진단설비 등)

350

∙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항생제 수액, 연막소독기 등)

200

∙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만능수술대, 전신마취기 등)

500

∙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피부질환치료제, 해열제 등)

300

∙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디지털X-Ray, 수액제조설비 등)

800

2007
2008

∙ 옥수수 지원(2,500톤)

1,000

2009
∙ 조선종양연구소 의약품 지원(의약품, 수액, 의료소모품)

306

2010

∙ 수해 구호물품 지원(밀가루 500톤)

270

2000

∙ 2000 부산 전국체육대회 금강산 성화 채화

2002

∙ 2002 통일아시아드 구현(부산아시안게임 백두산 성화 채화, 북한선수단
초청)

130

∙ 부산 교류협력 대표단 평양 방문(경제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의류제작
용 천 지원

500

부산
2003

∙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7편 출품, 북한영화특별전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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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2004
부산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 룡천역 폭발사고 피해주민 지원(의약품, 담요, 컵라면, 생수 등)

124

2005 ~
∙ 항생제 공장 건립 자재 지원
2007

750

∙ 항생제 공장 준공식 부산대표단 참석 및 물자 지원(수분측정기 의료기)

31

2007
∙ 수해물자 지원(의약품, 식료품, 의류, 침구류 등)

대구

120

2000

∙ 통일 손수레 보내기(손수레 비용 지원)

64

2003

∙ 주민 생필품 보내기(생필품 모금, 지원)

190

2004

∙ 룡천역 폭발사고 성금지원(성금 모음, 지원)

110

2005

∙ 소형 풍력발전기 지원(소형 동력발전기 12대)

10

2006

∙ 북한어린이돕기 빵공장 건립 등(기금 조성 지원 등)

44

2007

∙ 북한어린이돕기 빵공장 건립 등(기금 조성 지원 등)

751

2008

∙ 북한어린이돕기 내복지원 등(내복지원, 의료인력 파견 등)

204

2009

∙ 북한어린이 내복보내기 운동(1만 벌 확보, 물품 전달)

5

2010

∙ 북한어린이 내복보내기 운동

5

2004

∙ 룡천 참사지원(성금 22백만 원 및 구호물품 170백만 원)

192

∙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운동(의류, 생필품, 식료품 등 지원)

240

∙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 개최(북측 103명 참가)

-

∙ 북한 어린이 돕기 성품 전달(분유, 밀가루, 농사용 비닐 등 5종)
∙ 피치(Pitch) 및 페인트 지원(피치 10,000톤, 페인트 124톤)

인천

∙ 시 대표단 북한 공식방문(초청), 북측 민화협과 6개항 합의
2005

120
3,301
-

∙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및 협력단 참가(숙식,
의료기자재, 선물 등 지원)
∙ 시 경제대표단 북한(평양, 남포) 방문 및 남포항 현대화사업 적극추진
의향서 체결(인천항만공사)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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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 지원
∙ 인천 유나이티드 FC-북한 4.25천리마축구단 유소년 친선축구경기

699
-

2007
∙ 북측 홍수피해 구호물품지원(벽지, 타일)
∙ 북측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일행 인천방문

인천

2008

200
-

∙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사업 지원(의료기기, 건축자재)

296

∙ 평양 창광거리음식점 현대화사업 지원

907

∙ 인천시 대표단 평양방문(치과병원 준공식, 창광거리 현장 방문 등)

-

∙ 긴급 식량지원(옥수수 1,000톤)

400

∙ 남북유소년축구대회(항공비, 체류비 등 지원)

230

2010

∙ 수해물자 지원(의약품, 영양식 등 지원)

649

2011

∙ 말라리아 공동방역(의약품 지원)

160

2007

∙ 북한 수해지역 주택 복구 지원(시멘트 912톤, 강재 112톤)

170

2008

∙ 평양 양돈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사업

210

2009

∙ 평양 양돈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사업

433

2010

∙ 평양 양돈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사업

55

2009

광주

∙ 농업용 못자리 비닐 지원

100

∙ 룡천역 폭발사고 복구비 지원

100

∙ 농업용 요소비료 지원(500톤)

120

∙ 모란봉 국수공장 설비 및 재료 지원

130

2004

2005
울산
2006

∙ 대북 수혜금 전달

30

∙ 북한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생산설비 및 원자재 지원)

150

∙ 모란봉 국수공장 설비 지원(제면기, 발전기, 원자재 등 지원)

200

∙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치료약품 지원

150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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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2002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 양강도 인도적 지원(경운기, 지붕개량재, 축구공)

1,000

∙ 황해북도 인도적 지원(농기계, 의료장비, 환자수송용 버스 등)

1,340

2004
∙ 룡천역 폭발사고 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

∙ 당면 식품 가공 공장 건설

-

2005
2006

∙ 평양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사업

2,136

∙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도로포장, 도정공장 및 창고 자재지원 등)

4,385

∙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농기계수리센터,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2,320

2007
∙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온실, 양묘장 설치, 양묘자재 지원)
∙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오대벼 종자, 농약, 모판, 비료, 상토 등)
경기

1,782

∙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관리사 등 시설 신축, 종자 및 묘목 지원)

-

∙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방역차량, 장비, 약품 지원 등)

-

∙ 2008 평양 남북 친선 유소년 축구대회

-

2008

∙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양묘하우스 증설, 양묘자재 지원)

4,100

∙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방역용품, 진단키트 지원)

-

∙ 농·축산협력사업(양돈장, 시설채소 등 협력)

-

∙ 긴급식량지원

-

2009

∙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종자, 묘목, 양묘자재 지원)
2010

2011

1,345

∙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방역용품, 진단키트, 임산부 치료약 지원)

-

∙ 긴급구호(밀가루, 분유 지원)

-

∙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방역약품, 진단키트, 초음파진단기 등 지원)
∙ 도지사 북한 방문(원산, 평양 등) 및 합의서 체결

1,000
-

2000
강원
2001

∙ 인도적 지원(못자리용 비닐 9천 롤)

248

∙ 연어자원보호증식(치어방류 자재 등)

30

∙ 산림병해충 시범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 인도적 지원(씨감자 등)

1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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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 연어자원보호증식(치어방류 자재 등)
2002

∙ 안변연어부화장 건립(건축·전기자재 등)

24
1,000

∙ 금강산 구룡연 산림병해충 시범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253

∙ 연어자원보호증식(치어방류 자재 등)

28

∙ 산림병해충방제(시범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288

∙ 안변연어부화장 건립(건축·전기자재 등)

864

2003
∙ 대표단 방북(원산 방문, 안변연어부화장 준공식 참석), 합의서 교환

2004

강원

-

∙ 룡천역 폭발사고 성금 전달(대한적십자사)

60

∙ 연어자원보호증식(치어방류자재 등)

48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293

∙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자재 제공

909

∙ 인도적 지원(도로보수자재 등)

842

∙ 삼지연빙상경기장 지원(필드하키자재 등)

871

∙ 인도적 지원(운송장비)

174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315

2005
∙ 금강산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 개최 및 합의서 교환
∙ 연어사료공장 건립(건축·전기자재 등)

2006

1,085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283

∙ 삼지연빙상경기장 지원(빙상시스템자재 등)

871

∙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

-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협력(김진선 도지사 등 대표단 8명 평양 방문)

-

∙ 연어사료공장 건립(건축·전기자재 등)

680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280

∙ 삼지연빙상경기장 지원(빙상시스템자재 등)

407

∙ 인도적 지원(도로보수자재, 수해복구 물자)

97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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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 북한태권도시범단 초청행사(장웅 IOC위원 등 시범단 48명 방남)

-

∙ 북강원도 수해복구 물자제공(판유리 10,000㎥ 지원)

-

2007
∙ 내수면자원보호증식(사료공장 생산원료 제공 등)
강원

2008

∙ 안변연어사료공장 준공식 참석

234
-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 안변송어양식장 건립*
2009

강원
철원

287
-

∙ 금강산공동영농사업 양돈사료 제공

73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297

2001

∙ 농업교류협력사업(농기계 100세트, 주요 부품 2년치 제공)

321

2008

∙ 농업교류협력사업(황북 봉산군 협동농장 농자재 지원 등)

190

2009

∙ 농업교류협력사업(황북 봉산군 목화가공공장 건립 등)*

2004

∙ 금강산제천사과 삼일포농장 과수원 조성

2005

∙ 삼일포농장 관리사 신축

60

2006

∙ 삼일포농장 파풍망 및 복숭아 덕시설

55

충북

충북
제천

106

∙ 신계사농장 조성(사과나부 1000본 식재, 유공관 등 자재 지원)

150

2007
∙ 신계사농장 홍보간판 설치

60

∙ 금강산제천사과 양묘장 설치(사과나무 대목 2000본 식재)

20

∙ 제천약초 금강산 시범포 조성(재배관리 기술협력)

10

2008
2001

∙ 창무극 춘향전 합동공연(평양 봉화예술극장)

-

2004

∙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차 전북 대표단이 평양 방북

-

2005

∙ 농기계 영농자재 지원 및 농기계수리공장 신축

2006

∙ 농기계 추가지원 및 축산지원

1,786

전북
∙ 돼지공장 축사 신축 및 종돈·사료 지원

427
1,113

2007
∙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준공식(전북 관계자 등 100명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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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전북
완주

2008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 북측 농촌 살림집 현대화 사업(페인트 100톤, 농기계 4점 지원)

180

전북 2007 ~
∙ 진안인삼 개성시범포 설치사업
진안 2008
전북 2009 ~
∙ 장수사과 농장 조성 지원(사과나무 묘목 6천 주 현물 지원)*
장수 2010

192
-

2001

∙ 씨감자 공급사업 제안 및 접촉 시도(북측 반대로 무산)

2002

∙ 통일쌀 보내기 운송비 지원

10

∙ 통일대축전 지원

10

∙ 영양빵 공장 지원

3

-

2005

전남

∙ 비닐온실 및 시설원예 지원

50

∙ 통일쌀 보내기 지원

20

∙ 통일대축전 지원

300

∙ 평남 비닐온실 설치 및 시설원예 협력사업 지원

100

∙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평양 발효콩 공장’ 협력사업

200

∙ 수해피해돕기 지원(쌀, 의류, 내의)

100

2006

2007
∙ 못자리용 비닐·시설원예 지원(비닐 54톤)

30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0

2008 ~
∙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평양 발효콩 빵공장' 협력사업
2009

200

2008

∙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토양개량, 농기계, 기반정비 및 관수시설)

300

2009

∙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묘목 7천 주, 농약 등 자재지원)

257

2006

∙ 장교리 협동농장 농업교류(벼육묘공장, 남새온실 설치 등)

경북
1,040

∙ 장교리 협동농장 농업교류(공동벼농사, 시설, 농기계 등)

747

∙ 평양 소학교 건립사업(건축자재 등)

987

∙ 수해피해지원(시멘트, 철근, 농약 등)

50

경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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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 방북모니터링, 운송비 등 기타 지원

190

∙ 농업교류(공동벼농사, 과수원 조성, 묘목 지원 등)

450

∙ 가정주택 건립(시멘트, 철근, 배관자재 등)

250

∙ 방북모니터링, 운송비 등 기타 지원

136

2009

∙ 과수원 조성, 통일딸기 재배 묘묙·비료지원, 모주 재배 등

411

2010

∙ 과수원 조성, 통일딸기 재배 묘묙·비료지원, 모주 재배 등

153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100톤)

163

2007

2008
경남

1999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4,336톤)

1,367

2000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3,031톤·당근 2,000톤)

1,419

2001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6,105톤·당근 4,000톤)

4,122

∙ 제1차 제주도민 북한방문 교류사업(253명, 평양 및 백두산)

-

∙ 제2차 제주도민 북한방문 교류사업(257명, 평양 및 개성)

-

2002
∙ 북녘 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5,000벌)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4,000톤)
∙ 제3차 제주도민 북한방문 교류사업(256명, 평양 및 개성)

50
1,020
-

∙ 녹화사업 관련 목초종자 지원(2톤)

제주

20

2003
∙ 민족통일평화 체육문화축전 북한 참가자 190여 명 제주 방문

-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7,500톤)

2,147

∙ 룡천 폭발피해 지원 생활용품 기증(화상치료제 등)

2,700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8,107톤)

2,437

2004
∙ 의약품 지원사업(24종, 55,589점)
2005

∙ 북녘 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600벌)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3,049톤·당근 7,000톤)

2006

∙ 북한수해피해돕기 건축자재(인발관) 지원

2007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260톤·당근 4,100톤)

6
3,438
40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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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260톤·당근 4,100톤)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1,470

∙ 성홍열치료제 의약품 지원사업

5

∙ 북한수해피해돕기 제주감귤주스 지원(1.5L 60,480병)

90

2007
∙ 제4차 제주도민 북한방문 교류사업(69명, 평양 및 묘향산)
∙ 개성깐마늘공장에 여성용자전거 200대 지원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11,340톤)

20
4,847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300톤·당근 1,000톤)

608

∙ 제주 흑돼지 남북협력사업(분만틀 외 기자재 제공)*

240

2009

자료: 경기도, 201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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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2018년 지자체별 향후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 리스트

지자체

추진 예정 사업

강원

∙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공문서)
∙ 금강산 공동 영농 협력 사업 재개(공문서)
∙ 북강원도 결핵퇴치 지원 사업 재개(공문서)
∙ 북강원도 연어방류 사업 재개
∙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 재개(공문서)
∙ 남북문화예술단 상시 교류 구체화(공문서)
∙ 남북 잇는 땅길(동해북부선(강릉-제진)), 하늘길(양양-원산 삼지연 공항), 바닷길(속초-장전
원산, 청진 평화 크루즈) 개척(공문서)
∙ 평양 개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강원도 참가(공문서)
∙ 남북강원도 산림 복원, 조사, 공동 연구 협력 업무 협약(남북강원도협력협회, 강원대 산림환경
과학대, 금수강산 3개 기관)
∙ 영농장비 지원, 남북강원도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교류 사업
∙ 원예작물 남북 공동 생산단지 조성
∙ 북강원도 공동축산단지 조성
∙ 금강산 관광 재개(공문서)
∙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이하 모두 공문서)
∙ DMZ 피스 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정례화
∙ 궁예도성(태봉국) 남북 공동 발굴·복원
∙ 남북 8개 공유하천 공동 이용(평화의 댐 기능 전환)
∙ 평화의 바다 공원(남북 공동어로 구역) 조성
∙ 남북 백두대간 민족 평화 트레일 조성
∙ 남북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유치 및 지원
∙ 옥수수 품종육성 남북교류 협력
∙ 남북 음식문화 교류 협력
∙ 풍력발전 개발을 위한 남북공동 풍향조사연구
∙ 러시아 PNG 강원도(삼척) 종착지 유치
∙ DMZ 일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 평화 누리길 조성
∙ 동서 녹색평화도로 연결(선형개량 및 확장)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전액 국비 추진)
∙ 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민통선 등) 북상
∙ 경원선(백마고지~평강) 복원
∙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 양묘장 조성사업
∙ 포천~철원,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
∙ 국도31호선 양구 월운~금강 건설
∙ 국도3호선 연천 신서면~철원 철원읍 건설
∙ 동해~청진‧흥남‧나진 물류항로 개설
∙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 평화지역(5개郡) 특별 도시재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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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진 예정 사업
∙
∙
∙
∙
∙
∙
∙
∙
∙

북한 조림 지원, 개풍양묘장 재가동
북한긴급구호 식량 사업(의약품 식량) 재개
결핵 치료제 지원 사업 재개
영유아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재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재개
북한 댐 운영 정보에 대한 남북 공유
임진강 두루미 남북 공동 보호 및 연구 활동
DMZ 구간의 옛길(376번) 복원
남북평화협력 TF 설치(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등 부서에 분산된 남북협력, 접경지 관련
업무, 북한 이탈주민과 민주평통 등 통일 관련 단체 지원 업무 등)

경남

∙
∙
∙
∙

경남 통일딸기 사업 재추진
남북공동 벼농사 재개
북한에 농기계 지원 재개
남북 의료협력 사업 재개

부산

∙ 북방경제도시협의회에 북한 참석 요청
∙ 부산 세계마술올림픽에 북한 초청
∙ 2002년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유치 성공 시 북한팀 참여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발족, 부산기업체 중심 개성공단 신발제조업체 입주 확대, 그린닥터
스를 통한 병원 설립(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공약)
∙ 수산 분야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공문서)

대구

∙ 국채보상운동 남북공동 조사 센터 설립

경북

∙
∙
∙
∙
∙
∙
∙
∙
∙
∙
∙
∙

전남

∙ 땅끝 협력 사업 재추진
∙ 평양 발효콩 빵 제2공장 건립
∙ 세계 수묵화 비엔날레에 북한 작가 초청, 북한에 친환경 농업 시범 단지 조성, 종자 지원 방안(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공약)
∙ 나진, 선봉지구 등 두만강권역 장기적 개발 및 투자사업 동참 계획
∙ 남해안 철도 조기 완공 추진(공문서)
∙ 함북지역 산모와 영유아 대상, 전남의 미역과 이유식 재료 등 제공 계획

경기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포항 영일만항에 국제여객 부두 조성
남북과 러·중·일을 연결하는 환동해 크루즈 상품 개발
포항 출발 금강산 및 백두산행 프로그램 개발
산림 녹화 사업 노하우 북측에 제공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남북, 중국, 대만 참가 4자 양궁 교류 경기 개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북한 탈춤 공연팀 참가
영하 40도의 환경에서 재배 가능한 양파 종자와 농기계 보급
농업기술교류단 운영
(가칭) 한반도 포럼 개최
남부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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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진 예정 사업

인천

∙
∙
∙
∙
∙
∙
∙
∙
∙
∙
∙

광주

∙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참관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북한 문화 특별전 개최

전북

∙ 농업·축산 지원 사업,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 산립 복원 사업 실현가능성 재검토
∙ 농지의 토지 개량 사업, 종자개량 및 재배기술 보급 사업, 축사환경개선 사업 등 농생명산업과
연계한 농축산업 기술 전파 사업 추진
∙ 서해안 철도에 대비, 새만금항 인입철도 조기 건설
∙ 서해안 바닷길 직항로 개설 사업
∙ 제99회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과 공연단 초청
∙ 세계소리축제 및 세계 서예비엔날레에 북한 문화예술단체 초청
∙ 역사유적 공동 답사 추진

충남

∙
∙
∙
∙
∙
∙
∙
∙
∙
∙
∙

남북체육교류사업
공예문화산업 교류
삼국 문화유산 교류전 및 태조왕건 남북교류 특별전
중국-황해도-대산항 서해안 뱃길
남북화합평화통일 줄다리기
축산 사육단지 시스템 지원
농업 기술 지원
수산업 기술 지원
산림 황폐화 복구사업
수의방역분야 교류 및 방역공조 체계 구축사업
개성공단 재가동 시 도내 진출기업 자금 지원

충북

∙
∙
∙
∙
∙
∙
∙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북한 선수단, 북한 무예 공연단, 태권도 시범단 초청(공문서)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북한선수단, 북한 태권도 시범단 초청(공문서)
동북아 체육스포츠 사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공문서)
무예도보통지(북한, 유네스코기록 등재) 관련 남북공동 토론회 개최(공문서)
옥천 묘목 보내기 사업(공문서)
제천시는 한반도평화고속도로 건설
북한 자연재해 긴급 구호 산림 복구사업 추진
금강산 내 제천사과농장 조성 계획

개성한옥보전 사업 재개
말라리아 공동 방역 재개(강원도와 공동 추진)
남북 공동 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 사업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고려 개국 1100주년 남북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미술작가 초청 작품 제작 및 전시
실향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
신규 크루즈 항로(중국-북한-인천) 개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평화수역 조성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 정부에 제안
첫 통일센터 유치
해양수산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부록 / 73

지자체

제주

추진 예정 사업
∙
∙
∙
∙
∙
∙
∙

북한 감귤(농축액) 보내기 재개
한라-백두 생태 환경 보존 공동협력 재개
한라산-백두산 공동 학술연구 조사 교류 사업
제주-북한 평화 크루즈 사업 재개
한라-백두 남북교차관광 재개
제주포럼에 북측 인사 초청
남북에너지 평화 협력 사업 재개

자료: 각종 언론보도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자료를 참고해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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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trategi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cusing on the role of a local
government
Min-gyu Lee
This report provides an accurate analysi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s role as a local government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t also suggests six directions of
｢Comprehensive Plans for a City-to-City Partnership between Seoul
and Pyongyang｣ through which the SMG can increase its capability to
interact with North Korea.
First, the SMG ought to organize current three areas and ten projects
into priority tasks and mid-and long-term tasks and fulfill them in
phases. I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being enforced, the SMG needs to initiate exchange by pushing
ahead with projects covering the following areas: sociocultural
exchange, humanitarian aid, and nonprofit public infrastructurebuilding projects.
Second, the SMG is required to plan and carry out projects that are
in the interests and meeting the need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It is possible to continue sustainable city-to-city exchange through
the projects bringing tangible benefits to both sides. Such projects
can be designed and implemented through economic and city
infrastructur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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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SMG ought not to promote projects which can stir dispute
by taking into account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It is necessary
for Seoul to ponder on forming a joint project group and undertaking
tasks based on existing three areas and ten projects upon mutual
agreement by conducting field research.
Fourth, build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where local
governments can independently forge a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is needed. It ought to be part of regular tasks which needs to be done
for laying the groundwork for Korean reunification. To that end, a
new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related Act restricting the role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Fifth, hosting a range of social and cultural events and education
programs that engage citizens to build a consensus about peace and
reunification needs to be a regular task. Since 2015, the SMG has run
peace and reunification education programs. It is necessary for Seoul
to examine the following four points in order to systematically develop
them :
To deliver consistent reunification education, continuous co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Seoul Institute is required.
“Hot cognition” needs to be triggered by linking art performances
such as concerts and exhibitions.
Customized education ought to be offered by collecting public
opinion in real time through establishment of an online platform.
The SMG ought to hold forums on peace and reunification to ensur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are
presented.
Sixth, to enhanc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related
capability of the SMG, a multilateral network of cooperation ought to
be created as part of regular tasks which needs to be don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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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preparing for reunification.
It is crucial to cultivat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rough which the SMG will receive help and support for
relevant projec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tending aid to North Korea are also
essential partners. The reason is that they have relatively more
experience i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an local
governments.
It is required to formulate and implemen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related policies, in conjunction with urban diplomacy. By
doing so, the SMG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ocal-level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model.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set up a comprehensive multilateral partnership with cit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North Korea, through urban diplomacy.
It is suggested that the SMG work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experience in exchange and cooperationrelated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When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it is vital to build a network where contacts with North
Korea will be made and retained and success cases will be shared in
terms of development of th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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