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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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005

∙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설탕, 밀가루 등) 1,030

∙ 고구려 유물전시회(행사비 지원) 1,050

∙ 남북공예대전(행사비 지원) 10

∙ 서울통일한마당(행사비 지원) 221

2006

∙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발굴(연구비 지원) 300

∙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행사비 지원) 50

∙ 조선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지원(위내시경, 유선암 진단설비 등) 350

∙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항생제 수액, 연막소독기 등) 200

2007
∙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만능수술대, 전신마취기 등) 500

∙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피부질환치료제, 해열제 등) 300

2008 ∙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디지털X-Ray, 수액제조설비 등) 800

2009
∙ 옥수수 지원(2,500톤) 1,000

∙ 조선종양연구소 의약품 지원(의약품, 수액, 의료소모품) 306

2010 ∙ 수해 구호물품 지원(밀가루 500톤) 270

부산

2000 ∙ 2000 부산 전국체육대회 금강산 성화 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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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1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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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7편 출품, 북한영화특별전 개최 -



62 /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전략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심으로

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부산

2004 ∙ 룡천역 폭발사고 피해주민 지원(의약품, 담요, 컵라면, 생수 등) 124

2005 ~ 
2007

∙ 항생제 공장 건립 자재 지원 750

2007
∙ 항생제 공장 준공식 부산대표단 참석 및 물자 지원(수분측정기 의료기) 31

∙ 수해물자 지원(의약품, 식료품, 의류, 침구류 등) 120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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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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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북한 어린이 돕기 성품 전달(분유, 밀가루, 농사용 비닐 등 5종) 120

∙ 피치(Pitch) 및 페인트 지원(피치 10,000톤, 페인트 124톤) 3,301

∙ 시 대표단 북한 공식방문(초청), 북측 민화협과 6개항 합의 -

∙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및 협력단 참가(숙식, 
의료기자재, 선물 등 지원)

706

∙ 시 경제대표단 북한(평양, 남포) 방문 및 남포항 현대화사업 적극추진 
의향서 체결(인천항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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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인천

2007

∙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 지원 699

∙ 인천 유나이티드 FC-북한 4.25천리마축구단 유소년 친선축구경기 -

∙ 북측 홍수피해 구호물품지원(벽지, 타일) 200

∙ 북측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일행 인천방문 -

2008

∙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사업 지원(의료기기, 건축자재) 296

∙ 평양 창광거리음식점 현대화사업 지원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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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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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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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2004
∙ 농업용 못자리 비닐 지원 100

∙ 룡천역 폭발사고 복구비 지원 100

2005
∙ 농업용 요소비료 지원(500톤) 120

∙ 모란봉 국수공장 설비 및 재료 지원 130

2006 ∙ 대북 수혜금 전달 30

2007
∙ 북한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생산설비 및 원자재 지원) 150

∙ 모란봉 국수공장 설비 지원(제면기, 발전기, 원자재 등 지원) 200

2008 ∙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치료약품 지원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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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경기

2002 ∙ 양강도 인도적 지원(경운기, 지붕개량재, 축구공) 1,000

2004
∙ 황해북도 인도적 지원(농기계, 의료장비, 환자수송용 버스 등) 1,340

∙ 룡천역 폭발사고 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

2005
∙ 당면 식품 가공 공장 건설 -

∙ 평양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사업 2,136

2006 ∙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도로포장, 도정공장 및 창고 자재지원 등) 4,385

2007
∙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농기계수리센터,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2,320

∙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온실, 양묘장 설치, 양묘자재 지원) -

2008

∙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오대벼 종자, 농약, 모판, 비료, 상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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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양묘하우스 증설, 양묘자재 지원) 4,100

∙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방역용품, 진단키트 지원) -

∙ 농·축산협력사업(양돈장, 시설채소 등 협력) -

∙ 긴급식량지원 -

2010

∙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종자, 묘목, 양묘자재 지원) 1,345

∙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방역용품, 진단키트, 임산부 치료약 지원) -

∙ 긴급구호(밀가루, 분유 지원) -

2011 ∙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방역약품, 진단키트, 초음파진단기 등 지원) 1,000

강원

2000
∙ 도지사 북한 방문(원산, 평양 등) 및 합의서 체결 -

∙ 인도적 지원(못자리용 비닐 9천 롤) 248

2001

∙ 연어자원보호증식(치어방류 자재 등) 30

∙ 산림병해충 시범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154

∙ 인도적 지원(씨감자 등)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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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강원

2002

∙ 연어자원보호증식(치어방류 자재 등) 24

∙ 안변연어부화장 건립(건축·전기자재 등) 1,000

∙ 금강산 구룡연 산림병해충 시범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253

2003

∙ 연어자원보호증식(치어방류 자재 등) 28

∙ 산림병해충방제(시범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288

∙ 안변연어부화장 건립(건축·전기자재 등)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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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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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삼지연빙상경기장 지원(필드하키자재 등) 871

∙ 인도적 지원(운송장비) 174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315

∙ 금강산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 개최 및 합의서 교환 -

2006

∙ 연어사료공장 건립(건축·전기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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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연어사료공장 건립(건축·전기자재 등) 680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280

∙ 삼지연빙상경기장 지원(빙상시스템자재 등) 407

∙ 인도적 지원(도로보수자재, 수해복구 물자) 977



66 /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전략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심으로

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강원

2007
∙ 북한태권도시범단 초청행사(장웅 IOC위원 등 시범단 48명 방남) -

∙ 북강원도 수해복구 물자제공(판유리 10,000㎥ 지원) -

2008

∙ 내수면자원보호증식(사료공장 생산원료 제공 등) 234

∙ 안변연어사료공장 준공식 참석 -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287

2009

∙ 안변송어양식장 건립* -

∙ 금강산공동영농사업 양돈사료 제공 73

∙ 산림병해충방제(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제공) 297

강원 
철원

2001 ∙ 농업교류협력사업(농기계 100세트, 주요 부품 2년치 제공) 321

충북
2008 ∙ 농업교류협력사업(황북 봉산군 협동농장 농자재 지원 등) 190

2009 ∙ 농업교류협력사업(황북 봉산군 목화가공공장 건립 등)* -

충북
제천

2004 ∙ 금강산제천사과 삼일포농장 과수원 조성 106

2005 ∙ 삼일포농장 관리사 신축 60

2006 ∙ 삼일포농장 파풍망 및 복숭아 덕시설 55

2007
∙ 신계사농장 조성(사과나부 1000본 식재, 유공관 등 자재 지원) 150

∙ 신계사농장 홍보간판 설치 60

2008
∙ 금강산제천사과 양묘장 설치(사과나무 대목 2000본 식재) 20

∙ 제천약초 금강산 시범포 조성(재배관리 기술협력) 10

전북

2001 ∙ 창무극 춘향전 합동공연(평양 봉화예술극장) -

2004 ∙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차 전북 대표단이 평양 방북 -

2005 ∙ 농기계 영농자재 지원 및 농기계수리공장 신축 1,786

2006 ∙ 농기계 추가지원 및 축산지원 427

2007
∙ 돼지공장 축사 신축 및 종돈·사료 지원 1,113

∙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준공식(전북 관계자 등 100명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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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전북 
완주

2008 ∙ 북측 농촌 살림집 현대화 사업(페인트 100톤, 농기계 4점 지원) 180

전북 
진안

2007 ~ 
2008

∙ 진안인삼 개성시범포 설치사업 192

전북 
장수

2009 ~ 
2010

∙ 장수사과 농장 조성 지원(사과나무 묘목 6천 주 현물 지원)* -

전남

2001 ∙ 씨감자 공급사업 제안 및 접촉 시도(북측 반대로 무산) -

2002 ∙ 통일쌀 보내기 운송비 지원 10

2005

∙ 통일대축전 지원 10

∙ 영양빵 공장 지원 3

∙ 비닐온실 및 시설원예 지원 50

∙ 통일쌀 보내기 지원 20

2006
∙ 통일대축전 지원 300

∙ 평남 비닐온실 설치 및 시설원예 협력사업 지원 100

2007

∙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평양 발효콩 공장’ 협력사업 200

∙ 수해피해돕기 지원(쌀, 의류, 내의) 100

∙ 못자리용 비닐·시설원예 지원(비닐 54톤) 30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0

2008 ~ 
2009

∙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평양 발효콩 빵공장' 협력사업 200

경북
2008 ∙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토양개량, 농기계, 기반정비 및 관수시설) 300

2009 ∙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묘목 7천 주, 농약 등 자재지원) 257

경남 

2006 ∙ 장교리 협동농장 농업교류(벼육묘공장, 남새온실 설치 등) 1,040

2007

∙ 장교리 협동농장 농업교류(공동벼농사, 시설, 농기계 등) 747

∙ 평양 소학교 건립사업(건축자재 등) 987

∙ 수해피해지원(시멘트, 철근, 농약 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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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경남 

2007 ∙ 방북모니터링, 운송비 등 기타 지원 190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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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1999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100톤)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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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제1차 제주도민 북한방문 교류사업(253명, 평양 및 백두산) -

∙ 제2차 제주도민 북한방문 교류사업(257명, 평양 및 개성) -

∙ 북녘 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5,000벌) 50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4,000톤) 1,020

2003

∙ 제3차 제주도민 북한방문 교류사업(256명, 평양 및 개성) -

∙ 녹화사업 관련 목초종자 지원(2톤) 20

∙ 민족통일평화 체육문화축전 북한 참가자 190여 명 제주 방문 -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7,500톤) 2,147

2004
∙ 룡천 폭발피해 지원 생활용품 기증(화상치료제 등) 2,700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8,107톤) 2,437

2005

∙ 의약품 지원사업(24종, 55,589점) -

∙ 북녘 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600벌) 6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3,049톤·당근 7,000톤) 3,438

2006 ∙ 북한수해피해돕기 건축자재(인발관) 지원 40

2007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260톤·당근 4,100톤)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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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 도 사업 내용
사업금액

(단위: 백만 원)

 

2007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260톤·당근 4,100톤) 1,470

∙ 성홍열치료제 의약품 지원사업 5

∙ 북한수해피해돕기 제주감귤주스 지원(1.5L 60,480병) 90

∙ 제4차 제주도민 북한방문 교류사업(69명, 평양 및 묘향산) -

∙ 개성깐마늘공장에 여성용자전거 200대 지원 20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11,340톤) 4,847

2009
∙ 제주산 농산물 지원(감귤 300톤·당근 1,000톤) 608

∙ 제주 흑돼지 남북협력사업(분만틀 외 기자재 제공)* 240

자료: 경기도, 201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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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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2] 2018년 지자체별 향후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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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진 예정 사업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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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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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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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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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진 예정 사업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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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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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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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진 예정 사업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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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