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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발간사

생존을 위협받는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순수한 동포애에 기

반하여 1996년 6월 2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의 출범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종교계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립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쉼 없이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지원사업을 선

도해 왔습니다. 지난 20년의 남북관계사에서 대북지원은 남북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고 그 

동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립과 갈등뿐이었던 한반도에 화해

와 평화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년은 감히 

우리 사회의 나눔, 평화의 정신과 함께 성장해 온 스무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년 백서 -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은 지난 20년간의 

활동에 대한 진솔한 기록이자 성찰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나아

갈 방향과 활동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20년 백서를 발간하며 지난 몇 년간 이러저러

한 핑계로 우리 단체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해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출범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남북관계는 

과거 냉전시대를 떠 올릴 만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북지원사업

은 물론이고 남북 간 최소한의 대화와 교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

리 어렵다하더라도 나눔과 평화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일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 북한

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만 간주해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

감했습니다. 한 때 국내외 대북지원사업은 수원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

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상대

방의 공감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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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추진된 대북지원사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

북정책 틀 속에서 부상과 침체를 반복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도주의

에 입각한 지원사업마저도 국내 정치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정부가 독점하는 상황을 바꿔내고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활동 공

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북지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라는 보다 큰 틀 속에 정치를 포함시키는 정치

과정을 시민사회 주도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해준 북측 관계기관과 지

원현장의 북녘 동포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동포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

니다.

특별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을 주도하시며 민족 화해의 초석을 놓아주신 

故 김수환 추기경님, 故 강원룡 목사님, 故 강석주 큰스님, 故 김준곤 목사님, 故 강문규 

상임대표님을 추억하며 그 분들의 뜻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상임공동대표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백서발간위원장  최완규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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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격려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0주년과 20년 백서 발

간을 축하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

하 드립니다. 

저는 20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특별 창립발

기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의 대기근과 그로 인

한 북한동포들의 참혹한 실상이 알려지면서 김대중 대통

령과 함께 마음 아파하던 중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 출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의 동포애가 얼마나 깊고 넓은

지를 확인하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출범할 때만 해도 과연 뜻한 바대

로 이 운동이 잘 진행될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만, 북한동

포돕기운동이 거대한 국민적 흐름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을 

보며 감동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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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초기 활동과 이를 통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김대중 대통

령이 추진한 대북 화해협력의 햇볕정책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6.15남북공동선언은 적으로 갈라져있던 남과 북을 다시 우리민족이 되

게 했습니다.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같은 민간단체와 종교계의 대북지원 대중

운동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한반도에는 평화

의 꽃이 피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임원과 후원자 여러분!

여러분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북관계는 참으로 암울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

황에 처해 있지만 반드시 남북화해협력의 길, 평화통일의 길로 돌아설 것이라 믿기 때문

입니다.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를 위해 더

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립 20주년과 백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

사를 드립니다.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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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축 사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사업을 통해 한반도 평

화정착과 민족의 화해공존에 앞장서 오신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울러 ‘20년 백서’ 발간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소중한 기록

들이 역사 속에 길이 남게 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민족을 위한다는 소

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

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극한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의화

제19대 국회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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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긴장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겠지만, 결국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활성화가 남북관

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종국적 해법일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동포에 대

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야말로 NG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한결 같이 북한동포지원을 위해 힘써왔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본격적인 활

동에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통일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

을 다해줄 것이라 믿으며, 우리 국회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20주년과 ‘20년 백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모두 건승

하십시오.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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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축 사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사업 추진 등으로 한

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공존에 기여해 온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의 창립 20주년과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올 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로 2016년은 그 어

느 때보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도 경색되

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열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단 없는 소통과 교류를 통한 

남북 주민간 신뢰 구축 등 진정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처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순수 민간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적 긴장행동과 남북관계 경

색과는 별개로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

대는 선택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

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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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01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여

러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남북교류의 다각화를 통해 남북한 주민간 서

로 도움이 되고, 통일 이후 공존과 민족상생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

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대북지원 역사상 최초의 다년도 농촌개발사업을 추

진하며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성공시킨 모범적 선례를 도출하기도 했

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을 통해 실제로 남북한 접경지역 내 말라

리아 환자 발생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남북의 평화공

존과 민족상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또 다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한반도 전체의 이익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다가올 통일을 위한 실

제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남북 주민 모두가 통

일을 열망하도록 통일역량을 증대시켜 ‘하나 되어 함께 만드는 통일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같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대북

지원 활동 및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은 남북한 화해와 공영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

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남북의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간교

류협력 분야의 선구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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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진으로 보는 20년

01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된 창립 발기인 대회 모습(1996. 6. 21)

02 대한적십자사에 북한동포돕기성금 1억7천여만원(밀가루5만포대) 전달(1996. 9. 2)

03 재중동포 및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한마당 ‘손에손잡고’ 개최(1996. 12. 1)

04 재중동포 사기피해 실태조사단 중국 방문(1996. 12. 17~23)

05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 거리모금운동(1997. 5. 20)

06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인사 옥수수죽 만찬(1997. 4. 12)

07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제정 촉구를 위한 캠페인(1997. 6. 7)

1996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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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년

013

14

08 북한 식량난에 관한 국제협의회 Musgrove II(1997. 6. 23)

09 비료2천톤 대북지원(1997. 7. 18)

10 ‘사랑의 옷보내기운동캠페인’전개. 총 7차례에 걸쳐 옷모으기 행사 진행(1997. 10. 2 ~11. 30)

11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1998. 4. 25)

12 옥수수 1,500톤 대북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1998. 10. 13)

1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결성(미국LA,1998. 10. 15 ~17)

1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2명 첫 평양 방문(1998. 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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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15

16

17 18

15 ‘국토종단 희망의 행진99’진행(1999. 7. 24 ~ 8. 15)

16 트리플 2000캠페인(1996. 12. 1~ 2000. 1. 15), 1차분 계란 500만개 지원(1999. 12. 21)

17 ‘새천년맞이 북한에 사랑의 감귤보내기운동’전개(1999. 11. 20 ~12. 30). 제주산감귤3차분 416톤 대북지원(2000. 4. 17)

18 젖염소 450두 대북지원(1999. 8. 4)



사진으로 보는 20년

015

01 ‘북한결핵어린이돕기 파리-베를린 자전거 대행진’ 진행. 총 2천km구간(2000. 6. 20 ~ 7. 11)

02 창립4주년기념식 및 기념토론회(2000. 7. 7)

03 계란 2차분 500만개 대북지원(2000. 1. 24)

04 북한보건의료지원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선포식(2001. 2. 20)

2000-2006
PHOTO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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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5 미역 분배확인을 위한 1차 방북단 평양 방문(2001. 3. 5 ~ 10)

06 평양 룡성구역 농업과학원 본원협동농장, 콤바인 지원(2001. 10. 24)

07 평양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2002. 8. 30)

08 정성제약 알약공장 제약설비 지원(2002. 9. 13)

09 상원군 용곡 젖염소목장에 지원한 젖염소들(2002. 11.)      

10 ‘장수원 알용닭 종계장’ 내부 모습(2003. 2. 10) 

11 ‘제1회 동북아청년학생평화포럼’ 개최(2003. 8. 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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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21

12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2003. 9. 17)

13 평화나눔센터 창립기념 정책토론회(2003. 12. 1)

14 정성 수액약품공장 생산설비 출항식(2004. 1. 11)  

15 룡천역폭발사고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사무국단체(2004. 4. 27)

16 ‘제10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진행.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발표(2004. 11. 12)

17 ‘제6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남측 대표단 27명 참가(2004. 5. 3)

18 금강산 송구영신 해맞이행사(2005. 1. 1)

19 못자리용 비닐박막 930만 평방미터 개성육로 지원(2005. 3. 6)

20 제4차 대북협력 국제NGO회의(2005. 5. 28 ~ 31)

21 러시아 볼고그라드고려인 축제(2005. 8. 15)

22 준공된 정성수액약품공장 내부 모습(2005. 6. 7)

23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조립생산공장’ 준공, 대표단 67명 서해직항로 방북(2005. 9. 12)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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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26 27

24 창립 10주년 기념식(2006. 11. 8)

25 민화협·경향일보 시상 ‘민족화해상’ 단체부문 수상(2005. 11. 16)

26 조선적십자병원 종합수술장 준공식 및 남북공동수술(2005. 10. 12)

27 ‘정성 알약품공장’ 준공식 대표단 83명 방북(2006. 2. 25 ~ 28) 

28 ‘벼농사 기술지원을 위한 남북전문가토론회’ 평양 개최(2006. 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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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0

32

29

31

33

29 ‘제8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남측 방문단 21명 참가(2006. 5. 2 ~ 6)

30 남북 공동모내기행사,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대표단 105명 서해직항로 방북(2006. 6. 4) 

31 평화나눔센터 ‘제6차 정책토론회’ 개최(2006. 6. 13)

32 적십자병원에 지원한 회복치료기기를 교육하는 모습(2006. 5. 25)

33 지원한 사탕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룡천육아원 아이들(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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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 돈사 내부(2007. 12. 16)

02 당곡리 도정공장에서 도정된 쌀과 북측 작업원(2007. 10. 22)

03 대한불교천태종과 공동으로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방문(2007. 6. 8)

04 북한 수재지원물자 3차 지원(2007. 8. 28)

05 인재양성센터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개강식(2007. 10. 15)

06 ‘적십자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방북(2007. 11. 3)

07 환하게 웃고있는 신의주육아원 아이들(2007. 4. 26)

2007
PHOTO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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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회 고려인축제’에서 한국 참가단과 현지 고려인들이 함께 

 김치담그는 행사(2008. 10. 11)

02 함경북도 남양로동자구 유치원 아이들(2008. 6. 19)

03 ‘개성시 개풍양묘장 준공식’ 기념식수(2008. 5. 13)

04 개성육로를 통한 말라리아 혈액검사기 지원(2008. 7. 1)

05 ‘성남초원아이랜드’ 어린이집 아이들의 북한어린이돕기 저금통 나눔(2008. 11. 24)

06 적십자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을 둘러보는 남북대표단(2008. 9. 21)

2008
PHOTO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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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정성의학종합쎈터 종합품질관리실 준공식(2008. 9. 21)

08 정책토론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과 남북관계전망(2008. 1. 4)

03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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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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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PHOTO HISTORY

01 함경북도 온성군 급식물자 전달(2009. 4. 23)

02 2009년 대북지원 옥수수 1만1천톤 중 1차분 5,000톤 지원(2009. 8. 31)

03 기초 골조공사가 중단된 정성제약 동물실험실 공사현장에서 북측관계자들과 함께(2009. 8. 26)

04 2009년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 물자 1차 전달(2009. 5. 29)

05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2009. 11. 24)

06 온성읍 농장유치원 아이들에게 급식물자를 전달하는 모습(2009. 4. 13)

07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분석기기 수리 및 사용법 교육(2009. 10. 28)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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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북 수재지원을 위한 밀가루 400톤 임진각 전달식(2010. 9. 16)

02 2010 대북지원 국제회의(2010. 11. 15)

03 꿈돼지 저금통장으로 북한어린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웨스턴테크닉(2010. 12. 30)

04 옥수수 700톤 지원과 대표단 4명 신의주 양정사업소 방문(2010. 10. 29) 

05 정부의 5.24조치 후 처음으로 개성으로 들어가는 말라리아 공동방역물자(2010. 8. 17)

06 평양돼지공장 남새온실(2010. 4. 9)

07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원로기자회견(2010. 12.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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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및 전문가 방북(2011. 8. 19)

02 북한 주민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 호소 기자회견(2011. 5. 23)

03 제6회 임창순상 수상(2011. 4. 22)

04 헌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지원사업 업무협약식(2011. 6. 3)

05 온성군 어린이 지원용 빵 생산 공장(2011. 4. 12)

06 연변 동불사 조선족소학교 컴퓨터실(2011. 6.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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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PHOTO HISTORY

01

01 한민족어린이지원사업 경기도 협약식(2012. 2. 22)

02 한민족어린이지원사업 서울시기금 전달식(2012. 8. 14)

03 북민협 대북 수해지원 밀가루 1차분 500톤 임진각 지원행사(2012. 10. 5)

04 ‘북한어린이와 함께 하는 평화와 나눔의 한가위’ 선포 기자회견 개최(2012. 8. 28)

05 2012 대북지원 국제회의(2012. 11. 27 ~ 29)

06 미 달라스본부 윤유종 상임대표, 강원도 원산애육원 방문(2012. 9. 16)

07 중국 화룡시 신동소학교 1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2012.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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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HOTO HISTORY

01

01 중국 길림성 룡정시 북안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2013. 5. 21)

02 헌 교과서 수거를 돕는 수원율현중학교 학생들(2013. 12. 10)

03 북한 신년사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2013. 1. 3)

04 ‘네모상자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2013. 8. 24)

05 어린이평화축구교실 1기 (2013. 10. 19)

06 오상조선족실험소학교에서 중국 현지 연수 수업(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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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HOTO HISTORY

01

01 로버트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간담회(2014. 4. 8)

02 중국 길림성 장백현 조선족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2014. 6. 13)

03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2014. 7. 17)

04 국제평화축구(F4P) 영국 코치트레이닝 참가(2014. 9. 22 ~25)

05 청소년 DMZ 통일평화기행(2014. 10. 9)

06 2014년 후원의 밤, 소망재활원 학생들의 오프닝 공연(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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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HOTO HISTORY

01

01 광복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 대토론회(2015. 2. 27)

02 중국 흑룡강성 녕안중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2015. 5. 8)

03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2015. 11. 3)

04 볼고그라드 한국어대회(2015. 11. 25)

05 부산본부, 사할린 강제 징용 희생자 추념식(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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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2016. 1. 4)

02 1차 한반도 평화회의(2016. 3. 27)

03 백서발간 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2016. 3. 31)

04 제78차 공동대표회의(2016. 2. 26)

05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지원(2016. 4. 12) 

06 어린이평화축구교실 6기(2016. 4. 16)

07 중국 길림성 영길현조선족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내부모습(2016. 5. 5)

2016
PHOTO HISTORY

01



사진으로 보는 20년

041

02

04

06

03

05

07



04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현직 임원 명단

고 문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경조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    담  석왕사 주지

윤여두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 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공동대표

길정우  전 국회의원 (새누리당)  

김문찬  법무법인 서정 고문

김병준  양친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세영  서울의료봉사재단 이사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무    원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삼광사 주지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

손진우  삼융화성 회장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원혜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이재술  딜로이트 코리아 회장

이용선  양천 나눔과동행 대표

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정희  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석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종    호  인천 영산정사 주지

천정배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

홍창진  천주교 광명성당 주임신부

감 사

김영환  공인회계사

전    성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자문위원

김동수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한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김윤호  백두산문인회 회장

김종진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 

박남용  사람인 치과 원장

박상옥  광양 버스터미널 회장 / 전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장명봉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순천  포도엔지니어링 대표 / 환경기술사

홍원식  피스코리아 상임대표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정책연구위원

강동완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주원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 원장

김명신  UNESCO 한국위원회 선임담당관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문경연  전북대학교 지미카터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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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임원 명단

박지연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사회보장연구단 단장

홍보대사  정재환

사무처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홍상영

기획홍보팀  손종도 부장, 장근영 간사, 강지헌 간사

정책팀/평화나눔센터  이예정 부장,  양두리 간사

지원사업팀  이영재 간사

회계팀  서명희 부장 

광주전남본부 ((사)우리민족)

 

고 문 

안종일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조비오  광주평화재단 이사장

강신석  전 조선대학교 이사장 

윤장현  전 (사)우리민족 이사장 

 

이사장  

정석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동대표 

임승진  임승진치과 원장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광훈  담양주산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재봉 

팀장  김필운

부산경남본부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무    원  삼광사 주지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조기종치과 원장 /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공동대표 

현덕수  러시아 사할린 SSD그룹 회장 / 사할린 한국 한인회 회장

백승용  (주)삼주 회장 / 경남승마협회 회장

차상조  로덴치과 원장 / 부산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

문창섭  (주)삼덕통상 대표 / 전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문병기  시민장례식장 대표이사 / 새마을문고 부산광역시지부 회장

황준동  부경대학교 산학협력과정 연구교수

박명숙  우리나라 최초 스키 여성 국가대표 선수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리인수

홍보실장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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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요 통계자료

 농업지원사업 

•평안북도 및 함경북도 회령 씨감자 지원 

•평안남도 대동군, 황해남도 신천군, 

 평양시 사동구역 농기계 수리공장 및 

 협동농장 지원 

•평안남도 강서군 농기계조립생산공장 

•량강도 경운기 지원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평양시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농장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개성시 개풍군 양묘장 

 축산협력사업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알용종계장

•평양시 상원군 용곡 축산시범농장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목장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양돈장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 젖염소종축장 

 보건의료지원사업

•평양시 낙랑구역 정성의학종합쎈터

•평양시 동대원구역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시 중구역 평양의대병원

•평양시 대동강구역 평양산원

•평양시 대동강구역 고려의학종합병원 

•평양시 대동강구역 구강병예방원 

•평안남도 남포시 남포산원

•황해북도 사리원 인민병원

•평안남도 온천군 인민병원

•강원도 원산시 인민병원

 어린이지원사업 

•평양시 만경대 구역

•함경북도 온성군 105개 유치원·탁아소 

•함경북도 회령시 유치원·탁아소

•량강도 혜산시 유치원·탁아소 

•량강도 김정숙군 내 탁아소·유치원·소학교

•평안북도 염주군 양생원, 동림군 중등학원, 

 삭주군 이부모학원 

•평안북도 신의주 애육원·육아원, 

 룡천 육아원

•평안북도 정주시 유치원·탁아소 

•평안남도 남포시 유치원·탁아소 

•평안남도 안주시 소학교·유치원·탁아소·

 애육원·산모시설 

•강원도 원산시 육아원·애육원  

•황해북도 사리원시

 긴급구호 및 일반지원

•평안북도 룡천

•평안북도 신의주 및 평안남도 안주시 전역

•개성시 및 황해남북도 6개군  

•나진선봉 지구

•평양시 만경대구역 식품가공공장 

 말라리아 방역사업

•황해남북도 말라리아 방역 

 교육지원사업 

•평양시 중구역 금성제1중학교 

•교과서 용지지원사업

 IT교육사업

•중국 단동 인재양성센터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지원사업 

•길림성 매하구시 매하구소학교 

•길림성 장백현 장백소학교 

•길림성 서란시 서란소학교 

•길림성 장춘시 록원구소학교 

•길림성 화룡시 신동소학교 

•길림성 룡정시 북안소학교 

•길림성 훈춘시 훈춘제1실험소학교 

•길림성 영길현 조선족실험소학교

•흑룡강성 오상시 오상중학교, 오상소학교 

•흑룡강성 녕안시 녕안중학교 

•흑룡강성 상지시 상지중학교 

•동북3성 조선족학교 한글도서 지원, 

 사서교사 연수 

•길림성 훈춘시 제4조선족소학교 (광주전남본부)

•요녕성 무순시 신화소학교 (광주전남본부)

•요녕성 심양시 제6중학교 (광주전남본부)

 볼고그라드 고려인지원사업

•법률지원사업

•농업지원사업

•고려인축제지원

•한글문화교실

 사할린 고려인지원사업 (부산본부)

•사할린 한인역사기념관 건립지원 

•강제징용 한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지원

 평화교육사업

•서울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경기도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서울 평화축구 코치트레이닝 

•중국 연길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주요 사업 및 사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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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계자료

러시아 볼고그라드·사할린 
고려인지원 사업지역

러시아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볼고그라드

대한민국

사할린



04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연도별 
물자지원 
현황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71,500

750,000

5,104,180

2,801,500

8,456,360

8,943,620

7,293,840

7,355,650

7,885,935

6,439,376

7,597,370

7,658,752

1,521,746

1,401,859

401,630

440,024

243,004

168,475

7,280,744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

10,550,997
(단위 : 천원)

연도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

(취약계층)
계

1996 171,500 - - - 171,500

1997 4,612,180 - 492,000 - 5,104,180

1998 330,000 - 420,000 - 750,000

1999 2,290,000 376,500 135,000 - 2,801,500

2000 6,382,900 202,190 1,871,270 - 8,456,360

2001 5,344,390 556,000 2,823,230 220,000 8,943,620

2002 2,108,750 1,090,530 3,928,850 165,710 7,293,840

2003 2,891,390 1,952,370 1,209,710 1,302,180 7,355,650

2004 1,007,250 4,726,480 2,074,080 78,125 7,885,935

2005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6,439,376

2006 828,920 1,499,140 5,264,130 5,180 7,597,370

2007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7,280,744

2008 4,181,110 3,875,382 2,427,461 67,044 10,550,997

2009 4,163,576 229,980 3,150,606 114,590 7,658,752

2010 666,312 114,917 528,114 212,403 1,521,746

2011 47,000 1,120,368 - 234,491 1,401,859

2012 30,453 - - 371,177 401,630

2013 11,236 36,872 - 391,916 440,024

2014 - - - 243,004 243,004

2015 - - - 168,475 168,475

합계 39,784,295 18,269,381 30,784,019 3,628,867 92,466,562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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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방북횟수 및 
방북인원 현황

주요 통계자료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2회 8회 19회 20회 24회 21회 26회 62회 72회 65회 49회 25회 40회 38회 27회 12회 11회 15회

4명

29명

79명

106명

212명

363명

168명

970명

618명

84명 83명 63명

30명

12명 15명 15명

704명

2,962명

방북인원

방북횟수

연도
방문횟수

(회)
연인원

(명)

방문지역별(횟수/연인원)

평양 남포 신의주(룡천) 개성 금강산 기타

1998 2 4 1회        2명 1회     2명

1999 8 29 2회     13명 4회  10명 2회     6명

2000 19 79 8회     48명 8회  20명 3회  11명

2001 20 106 14회     85명 5회  17명 1회     4명

2002 24 212 20회  203명 3회     7명 1회 2명(자강도 만포) 

2003 21 363 19회  356명 2회     7명

2004 26 168 18회  136명 4회  15명 1회     7명 1회          3명 2회  7명

2005 62 970 37회  811명 6회  13명 2회  18명 17회    130명

2006 72 704 60회  647명 2회     2명 8회       48명 2회  7명

2007 65 2,962 38회  471명 3회     3명 24회 2,488명

2008 49 618 13회  217명 2회  12명 4회     4명 22회    377명 1회  1명 7회 7명(함북 온성) 

2009 25 84 9회     59명 4회     4명 2회       11명 10회 10명(함북 온성) 

2010 40 83 2회     21명 1회     4명 5회       26명 32회 32명(함북 온성, 회령) 

2011 38 63 2회        6명 8회       31명 28회 28명(함북 온성)

2012 27 30 3회          6명 24회 24명(량강도 혜산, 함북 온성)

2013 12 12 12회 12명(량강도 혜산, 함북 온성)

2014 11 15 1회          5명 10회 10명(평남 안주, 강원 원산, 량강도 혜산)

2015 15 15
15회 15명 
(함북 온성, 강원 원산, 량강도 혜산, 나진선봉)

합계 536 6,517 243회 3,075명 34회 101명 24회 65명 90회 3,124명 5회 15명 139회 140명

 * 2007년까지는 한국국적 방문자만 집계. 

 * 2008년부터는 북한 어린이 지원 해외동포들의 신의주, 룡천, 함북 온성 지역 등에 방문한 횟수를 포함.

 * 해외동포의 평안남도 안주, 강원도 원산, 량강도 혜산과 함북 온성 방문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한국 국적자의 개성이외 지역에 대한 방북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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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PART. 1  총  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과 역사적 의의

01 북한의 식량난과 우리 사회의 대응

1. 북한의 식량난과 초기 국제사회의 대응

1995년 8월 북한이 유엔(UN)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본격적

으로 외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은 같은 해 7~8월 3차례의 홍수로 전 국토의 

75%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북한은 대규모 긴급구호가 시급하다고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당시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이철 대사는 외교단 브리핑에서 ‘100년 만의 유례없는 대

홍수’라는 말로 홍수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였다.

북한의 식량지원요청에 따라 유엔 인도주의사무국(DHA) 재난평가팀은 같은 해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도 등의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현지답사

를 진행하였다. 답사 뒤 재난평가팀의 올라 랑그렌 팀장은 “전국의 75%가 피해를 입었다

는 북한의 발표를 의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유엔 인도주의사무국은 “북

한의 연간곡물 수요량 763만 9천톤 중 작황부족분이 195만톤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수

해로 190만 1천톤이 추가 손실돼 1년간 부족분은 수요량의 절반인 387만 5천톤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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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1996년에도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191만톤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북한어린이 201만명과 임산부 45만명이 아사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재앙이었는데, 어린이들이 식량

난에서 요행히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영구적 장애를 안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5년 8월 국제적십자사에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

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소식은 국제기구와 외신을 통해 남한 사회로 속속 전해졌다.

2. ‘북한붕괴론’과 보수진영의 대북지원 반대 논리

북한의 식량난 소식이 언론을 통해 국내로 확산되던 시기에도 당시 김영삼 정부는 대북 식량지

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 내 만연해 있던 ‘북한붕괴론’이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해 한국의 정계와 학계에서는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다. 존 도

이치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996년 2월  22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

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사흘 뒤인 2월 25일 인도 방문 중 가진 취임 3돌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고장 난 비행기와 같은 존재”라며 붕괴 가능성에 대해 발언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도 내부 정책토론 결과보고서에서 “북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대북정책 주안점은 기존의 개혁 유도로부터 - 말은 계속 그렇게 할지라

도 - 북한의 소프트 콜랩스(Soft - Collapse, 붕괴 시 충격 최소화 정책)에 두고 한·미가 협의하고 

비상사태 대비계획의 틀을 재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1) 이렇듯 김영삼 정부 내내 만

연했던 북한 붕괴론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이에 더해 ‘대북 식량지원문제’에 대한 보수진영의 부정적 시각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

는 데 한 몫 했다. 당시 보수진영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공격적 속성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북한의 재난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는 분단 이후 50여년 간의 냉전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

다. 예를 들면 당시 북한소식을 전담하고 있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 소속 통신사인 내외통

 

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토론	결과보고서	내	토론요지」,	1997.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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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처음에는 북한 수해 피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가, 그 후 국민정서가 북한동포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는 쪽으로 기울자 피해 규모를 10분의1로 줄여 발표하기도 했다.2) 

3. 종교계·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움직임과 정부의 규제

정부와 보수 측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민간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에 대해 소

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규제로 일관했다.

사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15만톤의 쌀을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한 바 있었다. 하지만, 대북 식

량지원에 대한 한국 내 보수진영의 반발 등이 거세지면서 이후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3) 

김영삼 정부는 국제기구의 지원요청이 계속되자 1996년 6월 11일, 300만달러라는 상징적 수준

의 대북지원액을 결정하였다. 또 지원품목도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배합분말과 분유로 제한하였

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이렇게 대북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한국 내 보수진영의 반발 등과 함께 

북한을 4자회담에 참여시키기 위한 카드로 대북지원을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4자

회담에 참여하면 비로소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또 대

규모 식량지원을 이산가족 상봉 등과 맞바꾸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종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북지원에 나설 경우 정부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하였

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대북지원을 위한 민간모금운동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

며 오히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활동에 나선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모금활동에 잇달아 제동이 걸렸다. 여

성단체연합의 경우 모든 회원단체가 참여하는 대중모금과 대규모 바자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통일

원에서 ‘회원 모금만 가능하다’는 부정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결국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모

 

2)	 	강문규,	“특별기고-배고픈	북	지원	민관	역할분담을”,	한국일보,	1996년	7월13일

3)	 	1995년	3월7일	김영삼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대북	곡물지원의사를	밝힌	뒤	6월21일	남북간에	쌀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쌀	15만톤을	북한

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북	1차분	쌀	2천톤을	실은	씨아펙스호에	대해	북한이	6월27일	인공기를	강제	게양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8월2일에는	하역중인	삼선비너스호	1등	항해사가	몰래	항구를	촬영하다가	배가	억류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씨아펙스호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과하고,	

삼선비너스호	사건에	대해서는	남한이	사과함으로써	대북식량지원이	완료될	수	있었지만,	국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쌀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크게	높

아졌다.



PART. 1  총 론

  1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과 역사적 의의

057

금활동으로 행사를 대폭 축소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통일협회도 각 기업의 

협조를 얻어 서울 장충공원에서 대규모의 북한 수재민 돕기 바자회를 열려 했으나 정부가 각 기업

에 자제 공문을 보내어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1995년 초 한국선명회(현 월드비전)가 추진한 ‘북한동포에게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은 당시 정부

의 통제와 이를 돌파하려는 종교계·시민단체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한국

선명회의 이윤구 회장(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은 1994년 12월 29일 베이징에서 북한 

부총리급 인사인 이성록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 대표와 양곡 20만~30만톤을 지원하는 합의서를 국

제선명회 이름으로 작성하였다. 국제선명회는 이 합의서에 기초해 1995년 20개국 지부에서 북한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가 이윤구 회장

에게 캠페인을 진행하지 말 것을 강하게 압박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선명회와 이 회장은 “이것은 

국제선명회가 하는 일”이라며 캠페인을 밀어붙였다. 선명회 측은 결국 범기독교계의 협력을 끌어내

면서 1995년 5월 30일 옥수수 500톤을 중국 도문에서 북한의 남양으로 실어 보냈다.

이렇게 정부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점차 각개약진

을 통해서는 대북 식량지원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대북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범국민적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된다. 이에 1996년 1월 15일에 6개 종단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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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과 초기 활동

1. 범국민연대체로 창립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통제가 지속되자 ‘범종단 북한수재민돕기 추진위

원회’를 꾸렸던 가톨릭·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유교 등 6대 종단과 각 분야의 

시민단체는 보다 큰 범국민연대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된다. 범국민연대체를 결성함으

로써 정부의 통제를 극복하고 대북지원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은 바로 이런 범국민연대운동에 대한 모색의 결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범국민연대운동 추진 단체와 개인들은 우선 1996년 6월 8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준비위원회(위원장 서영훈) 결성을 선포하

였다(발족 기자회견 참석자 : 서영훈 선생, 송월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김재중 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발족 기자회견(세종홀 1996년 6월 8일). 앞줄 좌로부터 김재중 천도교 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송월주 대한불교조계

종 총무원장, 서영훈 선생, 박재창 전 평남지사, 이윤구 한국선명회 회장



PART. 1  총 론

  1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과 역사적 의의

059

교 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인명진 목사, 이윤구 한국선명회 회장, 손의광 라이온스협회 한국본부

장, 이세중 변호사,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김지하 시인, 손봉호 교수, 박상증 목사, 서경석 집행

위원장 등). 준비위원회에는 가톨릭·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유교 등 6대 종단과 함께 경

실련, 이북 7도민회, C.C.C., 국제라이온스 한국본부, 흥사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변호사협

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준비위원회는 이어 1996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

대교당에서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 마침내 닻을 올린다. 창

립대회에서 김수환 추기경, 강석주 큰스님, 강원용 목사가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서영훈 선생, 송월

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최창무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김준곤 C.C.C. 총재 등 4명이 상임

대표로 선임되었다.

1996년 6월 21일 창립대회 당시 임원진

고문	 김수환	추기경,	강석주	큰	스님,	강원용	목사

상임대표	 서영훈	선생,	송월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최창무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김준곤	C.C.C.	총재	

공동대표	 강만길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고려대학교	교수)

	 강문규	(아시아시민운동연구원장,	전	YMCA	사무총장)

	 고				건	(명지대학교	총장,	전	서울특별시장)

	 김성수	(성공회	주교)

	 김순권	(경북대학교	국제농업연구소	소장)

	 김재기	(로타리클럽	총재)

	 김재중	(천도교	교령)

	 김종림	(흥사단	이사장)

	 김지하	(시인)

	 김진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전	과기처	장관)

	 박상증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박세록	(한민족통일준비모임	국제총재)

	 박완서	(소설가)

	 박재창	(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전	평남지사)

	 백낙환	(인제대학교	총장,	백병원	원장)

	 손봉호	(서울대학교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손의광 (국제라이온스 한국지구 의장)

이상철 (카나다연합장로교회 총회장)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윤구 (한국선명회 회장)

이한빈 (전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임    옥 (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장)

전제현 (남강문화재단 상임이사, 예비역 육군소장)

정의숙 (이화여자대학교 이사장)

정진경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조요한 (숭실대학교 총장)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 원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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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대회 호소문을 통해 광범위한 연대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

이 설명했다.

“대기근에 직면한 북한의 실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

하여 남한동포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할 범국민적 운동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을 발족시켜 북한동포를 돕는 일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다같이 참여하는 범국민

적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였다.”

‘범국민연대운동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발기인

으로 참여하였다. 6대 종단 대표를 비롯해 이미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단체 대표들은 

물론, 이북 7도민회 대표 등 기타 여러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참여 인물들은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인사들이 참여한 것은 보수, 진

보를 떠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함께 할 때 대북 식량지원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진

정한 인도지원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2.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참여로 이어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출범 뒤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정치권과 

종교계는 물론 중·고생, 중소기업인에 이르기까지 계층과 연령을 망라해 수많은 이들이 힘을 보

탰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런 열기를 바탕으로 1996년 7월 12일 서울 중구 삼각동 사무실

에서 ‘북한동포돕기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돌입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은 북한주민들이 7~8월에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7월에 5억원, 연말

까지 50억원을 모금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가하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모금운동 중 경기 파주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모

금한 성금 중 일부를 먼저 사용했다. 7월 29일 경기 파주시를 방문해 옷가지 3천 7백여점, 가스버

너 1천개, 부탄가스 4천개 등 구호물품을 우선 전달했다. 이는 ‘민족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해 

출범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시각에서 볼 때, 당장 피해를 입은 이웃의 고통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당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 성금 모금활동은 그 뒤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

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9월 2일 대한적십자사에 밀가루 500톤(5만포대) 지원, 성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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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7천여만원을 전달하여 9월 16일 인천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첫 지원물자를 실어 보냈다. 또한 

추석을 앞둔 9월 17일 낮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추석 근검절약 및 북한동포돕기’ 캠페인을 벌이

기도 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날 배부한 모금전단에서 “2만원이면 북한주민 7명이 한 

달간 살아갈 식량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추석 때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동포돕기에 동참하자”고 호

소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변진섭, 인순이, 육각수, 김민종 등 연예인들이 참여해 근검·절약을 촉

구하는 전단 1만여장을 직접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

3. 정부와의 갈등

이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도전’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흠집내기는 끊 

이지 않고 이어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 대북지원 모금활동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

응을 얻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선 것

이다.

우선 안기부는 1996년 출범 이후 우리민

족에 참여한 기업 쪽 회원들에게 탈퇴 압력을 

넣었다. 출범 직후인 1996년 8월 중순 안기부 

요원들이 중앙위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한 기

업 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탈퇴를 종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주일 사이 기업인들 위주로 

10여명의 발기인들이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탈퇴한 기업인들은 발기인대회 때 100만원의 특

별회비를 내는 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에 열성을 보이던 이들이었다. 당시 안기부의 이

런 방해 활동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이 확산되면 정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검찰도 또한 1997년 6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일부 민간단체들이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하며 해당 단체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전국연합을 구

체적으로 거명하였다. 검찰은 두 단체가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금액 중 일부를 진행경

비로 사용하는 등 성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표 긴급 기자회견(중구 삼각동 사무실 1997년 7월 4일). 좌로부터 이

윤구 한국선명회 회장, 최창무 주교, 서영훈 상임대표, 송월주 스님, 김재중 천

도교 교령, 김종림 흥사단 이사장, 법륜 스님, 이용선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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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검찰 주장은 두 단체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임이 곧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로 당시 

검찰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식대로 2천 8백여만원을 유용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금액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같은 해 4월 12일 63빌딩에서 진행한 북한동포돕기 옥수

수죽 만찬 행사비 2천 3백여만원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켜 부풀린 것이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은 결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지만 이

미 잘못된 언론보도 등으로 모금운동에 큰 타격을 받은 뒤였다.

이러한 노골적인 규제에 더해 당시 정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통해 대북지원활동을 제한하

였다. 당시 이 법은 민간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불법’ 딱지를 받고 어

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과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은 규제법

의 해석과 운용을 변화시켜내기에 이르렀다. 김영삼 정부는 애초 대중 모금행위 자체를 금지했지만,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대중적 호응에 밀려 옥내모금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옥외

모금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북지

원단체들은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제도를 바꾸어 나갔다.

4. 1996년 하반기 모금 중단과 휴지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 활동은 1996년 하반기 들어서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침

체를 겪기도 했다. 그 중 1996년 9월 18일 발생한 ‘강릉 북한 잠수함 사건’은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

였다. 강릉 북한 잠수함 사건은 1996년 9월 18일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좌초된 뒤 

잠수함에 탑승한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무장한 채 침투한 사건이다. 49일 간의 전투 과정

에서 잠수함 승조원들 중 한 명이 생포되고 나머지는 사살됐다. 그러나 작전을 벌이던 우리 군인 12

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이 사망하고 민간인도 4명이 숨졌다.

이로 인해 모금운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참가해 북한동포돕기운동

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던 서울의 한 교회는 9월 22일 예배 때 “북한의 공비 침투에 대한 무언의 항

의표시로 이번 달 북한선교헌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모금 중단을 선언하는 단

체가 늘어나면서 대중모금운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종교계의 북한돕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인

을 대상으로 모금의 명분을 설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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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통일전망대에서 갖기로 한 북한

동포돕기 모금캠페인을 취소하는 등 모금운동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긴 휴지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

백했다. “그 후 몇 달간은 우리 사회 전체를 감도는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 및 공안정국을 평화적 분

위기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주된 과제였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굶주림에 쓰

러져가는 북한동포를 돕는 일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실무 활동가의 수를 줄이고 행정 예산을 절감하는 자구노력을 폄과 

동시에 새로이 이용선 사무총장을 선임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다.

5. 1997년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운동’, 대북지원 대중화 시대를 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런 참담한 

마음을 딛고 1997년 3월 말 다시 활동을 재

개한다.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을 시작한 것이다.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당시 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호소

하였다.

“한보사태에 5조원을 쏟아 붓고 매년 음

식물쓰레기로 8조원을 버리면서 4천억원이면 

충분히 해결될 북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

해 엄청난 참사를 빚게 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너무도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옥수수 1만톤 보내기 운동은 1주일 만에 목표액인 17억원에 근접한 모금실적을 거두면서 성공

리에 마무리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만톤 보내기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1997

년 4월 8일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다. 캠페인 기간은 2개월이었다.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은 “이번 캠페인 규모는 우리에게 매우 벅찬 목표”라고 고백하면서도 “지금의 북한 실정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고 

대북지원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인사 옥수수죽 만찬’에서 옥수수 1만 

톤(17억원) 지원을 약정하는 김수환 추기경(63빌딩 1997년 4월 12일).  

좌로부터 서영훈 상임대표, 김수환 추기경, 최창무 주교, 김준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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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10만톤 보내기 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는 4월 12일 63빌딩에

서 열린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인사 옥수수죽 만찬’이었다. 이 만찬 행사에는 공동 

초청인인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계, 재계 등의 주요 인사 700여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장을 가득 매운 이들은 옥수수죽을 먹으며 성금을 기탁하고 북한 현실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

청하였다. 이렇게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직접 옥수수죽을 먹으며 대북지원을 호소하는 모습이 우

리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운동은 한겨레신문에서 1997년 4월 4일 시작한 ‘아 굶주리는 북녘’이라는 

대북지원 캠페인에 힘입어 모금에 탄력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이 캠페인에서 한겨레

신문은 성금 계좌번호가 아닌 문의용 전화번호만 신문에 게재했다. 언론을 통한 직접 모금이 불허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 캠페인을 주관한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 사무실에는 전화가 폭주했다. 성금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와 함께 북한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의전화가 더 많이 걸려왔다. 가끔 왜 북한을 돕느냐는 항의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그리고 성금

을 직접 전달하려고 찾아오는 시민들과 교회·사찰·성당·동창회 등 각종 모임들이 줄을 이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몇 달간 그야말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모금이 진행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처는 더욱 바빠졌다. 실무자들은 중국에 가서 

옥수수를 구입하여 기차로 북한에 보내기 위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

야 한다는 절박함이 힘든 활동을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렇듯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운동

을 기점으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인도주의 운동이자 통일운동으로 굳건히 자

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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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의 역사적 의의

1. ‘인도주의 운동’을 통한 ‘민족화해의 길’ 제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과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은 적대와 대립만이 팽배하던 

남북관계에서 ‘인도주의 운동’을 통한 ‘민족화해의 길’을 제시한 새로운 시민운동이었다. 당

시까지 한국 사회에 팽배했던 반공이데올로기를 인도지원 활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라는 틀에서 볼 때 당시 굶주리는 북녘 동포를 돕자는 주장은 매

우 불온한 것이었다. 한 보수 정치인이 신문에 기고한 글은 이런 당시의 분위기를 단적으

로 보여준다. 그는 “국내의 친북분자들과 일부 그릇된 종교인들의 대북 식량지원 캠페인으

로 마치 우리 정부가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모르는 것처럼 인상지워지고 있다”4)며 북한동

포돕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친북분자’와 ‘그릇된 종교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한 주요 언

론사의 논설위원은 북한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조차 “북한 정부의 수해참상 홍보는 전례가 

없던 일로, 여기에는 북측이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군량미를 비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5) 고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반공주의적 시각들은 정치권이나 학계를 

넘어 일반 국민들의 의식 속에도 잠재해 있었다.

 

4)	 	이철승,	‘시론-대북	식량지원의	조건’,	세계일보,	1996년	6월	23일.

5)	 이정우,	“세미나	참관기:	북한	식량지원에	관한	정책세미나”,	『통일한국』,	1996년	7월호,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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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국민 캠페인 통해 ‘동포애’를 되살리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조금씩 완화시켜 나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은 북한 주민들

이 적이 아니라 민족애의 대상인 동포임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6월 21일 창립발기인대회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민족애를 호소하였다.

“노인들은 한 사람의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 집을 떠나는가 하면, 일부 부녀자들은 산과 들을 헤

매며 나무껍질과 풀뿌리를 찾는 등 말 그대로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념이나 체제

가 다르지만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은 우리의 한 민족이요 겨레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또 ‘남북은 형제’라고 강조하면서 긴 분단의 세월 속에서도 식지 않

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동포애를 북녘 동포들에게 전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이런 형제애를 되살려야 할 무조건적 운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식량위기를 6·25보다도 더 심각한 민족의 재난이라고 규정

하였다. 당시 남북의 상황을 보면 북한은 굶주림으로 엄청나게 동포들이 죽어가는 상황인 반면 남

한에서는 일 년에 음식쓰레기로 8조원을 버리고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에 따라 못

사는 형제가 겪고 있는 참화를 잘사는 형제가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나를 돌아보는 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녘 동포들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북녘 동포들을 아사의 위기에서 완

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런데

도 남녘의 우리들이 동족의 고통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특히 남녘의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칫 시기를 놓쳐 

엄청난 수의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남녘의 우리들이 이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느껴야 

할 것이라면서 캠페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러므로 북한동포를 돕는 운동은 북녘 동포뿐만이 아니라 남녘의 

우리들을 살리는 운동이며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시각은 북한동포의 현실

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된 1997년 4월의 옥수수죽 만찬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밝힌 호소에서 잘 드러

난다. 김 추기경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이북동포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정신적으로 메말라가

고 있는 병든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추기경은 또 이 운

동이 “정치, 경제 혼란으로 산산조각이 난 이 땅에 공동체를 다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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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한 주민들이 동포애를 회복할 때에만 남북한 사이에 충돌이 사

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선 남한 동포들이 식량

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을 더욱 단결시키고 남한에 대

한 증오심만 더욱 키우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동포의 아픔을 외면할 때 남북관계에

서 장차 불행한 미래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3·1운동에 비견되는 이 시

대의 민족운동으로 규정했다. “78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3·1운동을 일으켰다

면 이제 우리들은 민족애 발휘를 위한 제2의 3·1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며 “지금 이 시대 최

대의 민족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북쪽의 우리 동포를 돕는 운동일 것”이라고 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적극적으로 민족애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북관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3. 정부의 화해협력정책과 대중적 통일운동의 바탕이 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과 이를 통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어떤 정책이건 국민들의 동의가 없는 정책은 현실 정치에서 실행이 불

가능하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옥수

수 10만톤 보내기 운동’ 같은 대북지원 국민운동의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북지원활동은 그

러므로 햇볕정책 이후 진행된 개성공단 건설, 겨레말사전 출판 등 다양한 경제·사회문화 교류활동

의 모태 구실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북지원활동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으로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통

일문제는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 초중반까지도 재야 차원의 운동, 정치적 차원의 통일운동으로

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활동은 모금이라는 행동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

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일상에서의 통일운동’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이렇게 화해협력정책의 실현과 통일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

었던 것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들을 동포애라는 대명제 아래 묶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동포애라는 이름 아래 종교계는 물론 정치, 경제, 



06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여성, 노동계 등 사회 모든 계층에서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진

보적 인사들과 보수적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대중의 참여를 호소함으로써 국민들은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동포애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7년 6월 창립 1주년을 맞으면서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을 통해 우

리 민족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음을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보고하고 있다.

“우리가 첫출발을 한 작년 이맘때는 오늘처럼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거대한 국민적 흐름이 되리

라 사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년간은 우리 국민의 민족애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확인하는 감동의 민족드라마가 펼쳐진 시기였습니다.”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은 우리 민족이 극단적인 이념의 시대를 종결짓고, 동포

애를 통해 민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주요한 계기였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이 앞장섰던 북한동포돕기라는 새로운 길은 창립된 지 불과 1년 만에 ‘이제는 누

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렇게 대립과 갈등뿐이

었던 민족에게 화해와 평화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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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총  론

시기별 대북지원의 이슈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

01 대북지원의 태동과 긴급식량지원 캠페인 
 (1993년~1998년)

1. 북한 경제난의 시작과 대북정책의 혼선

1990년대 초중반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1993년 북한 신년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3년은 제3차 7개년경제계획의 마지막 해였지만 신년사에

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이는 북한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내부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북한식 농업정

책과 중공업 중심 국가발전전략이라는 내부 정책의 한계, 그리고 냉전 해체로 인한 중국, 

소련 등 우방국과의 경제관계 변화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이어져 90년대 북한의 식량

생산은 연 평균 415만톤에 그쳤다. 이는 당시 700그램(일부는 900그램)의 정량 배급을 기

준으로 할 때 연 평균 20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매해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특히 북한 전역을 휩쓴 1995년의 큰물 피

해는 식량난을 가속시킨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시기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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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

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

체를 형성·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정치적 통일을 완성한다는 점진

적 통일방안이었다. 또한 통일의 과정을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완성단계’의 3단

계로 나누고 1민족 1국가의 통일 완성은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통일의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하며 국민합의, 공존공영, 그리고 민족복리의 실천정

신에 입각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정책과 이행 사이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공

식적으로는 상호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통일정책을 내세웠지만, 북핵문제가 불거지며 남북관계 개

선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측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에 대한 국제사

회 및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대북 압박 세력과 지원지지 세력 간의 상반된 입장이 충돌했고 이러한 

충돌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에 투영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붕괴론을 전제로 한 흡수통일의 입장과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통한 민족공동

체통일방안의 이행 사이에서 정책적 혼선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임기 초반에는 ‘병

행정책’을, 후반에는 ‘연계정책’을 펼쳤다는 분석이 있다. 즉 초창기에는 북한의 도발이나 북한 변수

와는 별개로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병행정책을 추진했지만 이후에는 정치적인 부분을 남북교류

협력과 연계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정책적 혼란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초창기 활동을 비롯한 민

간단체들의 대북지원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민간단체

들의 기대와는 달리,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의 경착륙을 예측

하면서 정부 및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영삼 정부는 유엔이나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식량지원 호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창구단일

화 조치 등을 통해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을 규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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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지원 운동의 태동과 국민캠페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설립된 1996년과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이 본격화되던 1997년 

당시 북한 내부의 식량난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등의 여파로 남

북관계는 크게 경색되었다.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에 대량 아사가 발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북

한동포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터지며 남북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이는 국내에서 진행되던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잠정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한 범국

민연대체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종교계와 함께 본격적인 북한동포돕

기 범국민운동에 돌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릉 잠수함 사건이 발생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의 대북지원 캠페인은 그 해 말까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이듬해인 1997년 1월 북

측의 사과로 적십자차원의 대북지원이 재개되었으나 북한지원에 대한 국내 여론은 여전히 회의

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7년 2월 임진각 망배단에서 ‘설날 북한

동포돕기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3월 27일부터는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 캠페

인’을 추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해 

여름까지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2차 캠페인에 돌입하였다. 4월 9일 이렇게 ‘북한 동

포돕기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4월 12일에는 63빌딩 국제회의장

에서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강원룡 목사,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

표 등 네 분의 원로를 공동 초청인으로 하는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인사 옥수수죽 

만찬’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옥수수 1만톤 가격에 상당하는 17억을 쾌

척하며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금활동 이

후 1997년 5월에는 옥수수 1만 5천톤, 7월에는 비료 2천톤, 이어 9월 12일에는 수수와 감자 등 곡물 

1만 3천톤을 지원하였다. 또한 겨울 의류 40여만점, 간장 2만 7천리터, 운동화 5천점, 연말에는 다

시 150만점의 의류 및 방한복을 지원하였다.

그런가하면 대선을 앞둔 1997년 11월 18일에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가 참석한 ‘대선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권

에서의 대북지원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한층 발전된 정책대

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범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연대조직으로

서의 초이념적, 초가치적 성격에 더해, 54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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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문위원단’1) 을 조직하며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다.

이렇듯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은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받는 북한동포의 실상을 외면

하지 않고 동포애를 바탕으로 이들을 지원한다는 초종파적, 초당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결

과적으로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식량지원을 요청한 이후 시작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의 대북지원운동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이었던 우리사회의 대북 인식을 바꿔내는 계

기가 되었다. 

 

1)	 당시	국회자문위원단	명단	

		·		강경식,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덕룡,	김문수,	김호일,	맹형규,	박관용,	서상목,	신상우,	안상수,	이강희,	이경재,	이명박,	이성호,	이신범,	이원복,	이회창,	

장영철,	정의화,	조웅규,	황규선,	황병태,	황성균	(신한국당)

		·	길승흠,	김경재,	김근태,	김민석,	김상우,	김성곤,	김옥두,	김홍일,	신낙균,	유재건,	장영달,	조성준,	정동채,	정동영,	정한용,	최재승,	천정배	(새정치국민회의)

		·	김선길,	김허남,	박신원,	정일영	(자민련)

		·	김홍신,	이규정,	이미경,	이부영,	이수인,	권오을,	제정구	(민주당)

		·	장을병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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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관협력과 개발지원의 모색 
 (1999년~2002년)

1. 화해협력정책과 민간단체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부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확대와 대북포용정책을 통

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였다.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한 평화

공존의 실현을 무엇보다 중시한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가치를 햇볕정책으로 구체화했

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 방문 시 연설에서 사용한 후 정착

된 용어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참여정

책·포용정책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우호적인 신뢰구축

의 결과,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낸다. 이는 반세기동안 반목을 거듭하던 남북의 대치 역사를 

반전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간 교류협력으로의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안보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기조를 폈는

데, 이는 한·미 동맹체제를 통해 국가수호 역량을 견고히 다지면서 동시에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꾀한 것이다. 즉 북한과의 교류협

력은 남북의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기업 중심적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는 원칙하에 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추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평화와 호혜를 기

반으로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했던 김대중 정부의 일관적인 대북 정책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협력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민간단

체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1998년부

터 민간부문의 대북지원활동은 탄력을 받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 역시 크

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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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협력의 심화와 개발지원의 시작

이 시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북지원 단체들이 김대중 정부 이

전부터 주장해 온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가 김대중 정부에서 수용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1999년 2월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되었던 창구단일화 조치가 

풀리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 독자창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모금규제 조치가 완화되

었고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요구 등도 수용되었다. 이 시

기 많은 대북지원단체들이 설립되면서 민간단체 대북지원활동의 다원화와 전문성이 심화될 수 있

었다. 이처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부의 대북정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활동에도 주

력하였으며 이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민간과 정부 간의 상호 협력과 함께 대북지원 민간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

식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2월 29일 대북지원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

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가 공식 출범하였다. 북민협은 단체 간의 연대뿐만 아니

라 민관협력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협의 출범 과

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에도 두 차례 회장단체를 역임하는 등 민간단체 간, 혹은 정부와 

민간단체와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내에서는 꾸준한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과 모금활동을, 북한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지원과 방북을 통한 인적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97년 추진하였던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의 연장선상에서 1998년 3월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을 

재개하고 동시에 국제금식의 날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4월 초에 강문규 공

동대표와 서경석 집행위원장의 첫 평양방문이 성사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남북 간 인

적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런가하면 4월 25일 KBS와 공동으로 ‘북한동포를 위한 금식의 날’ 행사를 

특별 ARS 모금 생방송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최초의 ARS 모금 행사일 뿐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한 공개적이며 범국민적인 행사였다. ARS를 통한 모금 허용은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 환경 개

선의 길을 여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 허용 등 추가적인 규제 완

화 조치가 시행되며 대북지원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단체 등 시민운동 단체 전반의 모금 환경이 

점차 개선돼 나갔다.

창구다원화 조치를 통해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북한 식량상황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즉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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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기 시작한다. 당시 북측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 지원이 시작되면서 민간단체들의 사업 방향 전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업’, 농기계 지원 및 농업·축산기

술이전사업 등 실질적인 개발지원 방식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농업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 초기부터 꾸준

히 지원을 이어온 가장 대표적인 대북지원사업의 영역이다. 지원 초기에는 당시 가장 시급한 현안

이었던 대량 아사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구호차원의 식량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9년 9월 19일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농업지원사업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농업생산성 향

상에 초점을 맞춘 개발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규모 쌀 지원으로 북한의 시

급한 식량문제가 안정화되어가던 2000년 북한 10개군에 비료와 농약, 못자리 비닐 등의 필수 농자

재 지원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북한의 농업과학원 산하 5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국산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이앙기·경운기 등) 등 농업기술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02년부터는 

농기계 지원과 함께 북한산 농기계는 물론 남한에서 지원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를 위한 농기계수

리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8월 30일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평양시 사동구역의 농업기계화

연구소 내에 총 1,200평 규모의 농기계수리공장을 준공했다. 공장 건립 시 자재와 부품수리에 필요

한 각종 설비일체를 남측에서 가져왔고 우리 기술진이 방북하여 건립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였다. 

수리공장 건설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12차례에 걸쳐 29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국산 각종 중소형 농기계 등을 농업과학원과 량강도 내 협동농장에 지원하

였다. 2002년 첫 번째 농기계수리공장이 준공된 이래, 2003년과 2004년 두 번째, 세 번째 농기계수

리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진행된 농기계지원사업, 벼농사 기술이전사업에서 남북 

공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며 북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그 결과 2005년에

는 농기계를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조립생산공장’이 준공되었고, 남북

공동 벼농사 시험재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식량 지원으로 시작해 비료, 

농자재, 농기계 지원을 거쳐 북측 내의 역량 구축을 위한 기술이전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수혜자 중

심의 개발협력사업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보건의료지원에 대한 논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

건의료협력본부’의 구성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북한 보건의료기

반은 사실상 붕괴했고 기초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의

약품 부족 현상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1997년의 한 보고에 따르면 홍수 피해와 원료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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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래 의약품 생산이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9년 6월 ‘북한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2001년 2월 ‘북한 보건의료 지

원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선포식을 개최,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며 국민들의 동참

을 호소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8일 의약품 원료를 지원하면서 보건의료지원사업에 시동을 걸었

다. 보건의료지원은 농업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됐지만 이후 주요 지원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2002

년 8월 정성제약연구소(현 정성제약종합공장)를 방문하여 북측과 제약생산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

작한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8월부터는 정성제약연구소 내 수액약품공장을 건설하는 사

업을 본격화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대병원에 대한 병원현대화사업을 추진

하며 일회적인 의약품 지원을 넘어 병원, 제약공장 등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중장기 개발지원사업

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런가하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당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특히 북한 어린이

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이어갔다. 2001년 7월 평양 만경대구역과 사리원시의 아동 시설(탁아소, 유

치원)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으며, 2004년 4월 룡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고아원, 장애인 시설 6곳

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이러한 사업은 이후 2010년 ‘BaB캠페인(Bread & Balance)’으로 발전하

여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대북지원의 명맥을 잇는 사업으로 남게 된다.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식량, 의류, 생필품 등 단순 물자지원을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켰다. 그런가하면 분야별 전문가 방북을 통해 북한의 역량 

강화 및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경기도, 제주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 시

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활동 평가에서 중요한 지점은 과거 규제적 성격의 민간단

체 활동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

속가능 발전을 위한 북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활성화와 보건의료분야 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통해 일회성 긴급구호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자립가능한 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는 점도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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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개발지원사업의 본격화 
 (2003년~2008년)

1. 북핵문제와 대북포용정책의 공존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둔 2003년 1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핵개발 노선을 펼치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비정이 2003년과 2004년 네 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여 남하하는 등 민감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2005년

에 들어서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여 이듬해 1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2004년 룡천역 폭발 사고와 2006년 수재 피해를 복구할 자체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국내적

으로는 대북지원 물자에 대한 전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북핵문제가 큰 이슈로 부상하던 시기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반

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으나 과거 대북포용정책

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송금 특검 등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북핵문제도 해결해야 평화번영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북핵 3원칙을 

중심으로 핵문제를 타계하고자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보완·발전시

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추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

민참여 확대와 초당적 협력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한

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에

서의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의 번영을 이룬다는 구상을 제시하였

다. 이에 따라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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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통한 화해협력의 확대라는 기능주의적 노선을 취하였다. 다만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

가 남한 사회에서 갈등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함께 해결해 간

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2. 대북개발협력사업의 확대발전과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2006년 10주년을 맞이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 이때는 노무현 정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대

북지원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던 시기였다.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특징지어진다. 첫째,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사업의 발전, 둘

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지속, 셋째, NGO기관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민

간단체 역량강화, 넷째, 룡천역 폭발사고에 따른 긴급구호 활동 등을 통한 긴급구호역량의 강화 등

이다. 아울러 이 시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활동은 규모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

었다. 2003년 25차례에 걸쳐 물자지원이 이뤄졌고, 총 21회 방북에 365명이 함께 했다. 2004년에

는 대북지원 규모가 78억원을 넘어섰으며 방북 횟수도 26회로 증가하였다. 그런가하면 2006년에

는 72회로 가장 많은 방북횟수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 대북지원 규모가 100억원을 넘으며 최고

치를 기록하였다.

(1) 보건의료협력사업의 개발지원 방식으로의 진화

1999년 논의가 시작된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확대기를 맞는다. 이전에는 

주로 완제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를 지원하고 평양의대병원·고려의학종합병원·사리원인민병원 

등 2~3차 병원을 중심으로 일회적인 의료설비 지원에 집중해 왔으나, 2003년부터는 제약생산지

원 및 조선적십자병원현대화사업 등 개발지원 성격의 보건의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04년 1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 민화협)와 북한

의 최대 병원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후 병원 전반

의 환경 개선, 설비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친다. 이러한 북한 최상위 중앙급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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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현대화사업은 북한 전역의 보건의료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쳤다. 북한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

니라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 및 재가동의 기틀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적십자병원 지원을 

매개로 군 병원에의 접근과 지원이 가능해졌고, 정교함이 요구되는 종합수술장 지원 등을 통해 대

북지원의 경험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병원현대화사업과 더불어 정성제약연구소(이하, 정성제약)에 대한 

생산설비와 제약기술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2003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 수액제(링거액), 정제(알약) 등의 기초의약품 제조공장을 국제적인 우수의약품 제조규정(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에 입각하여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3월 기아대책기구와 공

동으로 북측 민화협, 정성제약 측과 합의서를 교환한다. 정성수액약품공장 지원사업은 북한에 각

종 기초의약품(수액제 및 정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공장을 건설하고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

초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업이다. 또

한 정성수액약품공장은 GMP 규정에 따라 설계·건설되어, 준공을 계기로 수액약품공장의 설비시

스템과 위생 관리시스템, 운영방식, 교육과정 등은 북한 내 GMP 제도화작업의 모태가 되었다. 이

는 현대적 방식으로 기초수액제의 대량생산체계를 도입하여 의약품 생산뿐 아니라 북한의 보건의

료체계를 개선하고 현대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초기 설계부터 정상

가동, GMP 교육, 지속적 개입, 경협을 통한 운영지원 등의 전 과정을 책임있게 추진함으로써 북한 

의약품생산지원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2)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농축산개발협력사업

노무현 정부 시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북지원사업

을 펼쳤다. 1999년 제주도와의 '감귤보내기운동'을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공동사업을 시작한 이래, 

2000년대 들어서며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2004년 들어 전

라북도와 전북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황해남도 신천군을 대상으로 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

로 하고, 2004년 3월 5일 이에 관한 합의서를 북측 민화협과 체결했다. 2005년 10월에는 강현욱 전

북지사를 비롯한 223명의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해 공동 벼베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황해남

도 신천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대규모 직항로 방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

의 모범적 사례를 만든다. ‘농도’로서의 전라북도 위상에 걸맞게 향후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의 안정

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라북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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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25억원 상당의 물자를 총 10차례에 걸쳐 황해남도 신천군 내의 협동농장에 지원하였고 직항

로 방북을 비롯하여 6차례 대표단이 방북하였다. 특히 2005년도 9월에 지원한 콤바인(종합수확기) 

20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동양물산기업, 북측의 금성뜨락또르(트랙터)공장이 힘을 합쳐 

평남 강서군에 건설한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공장’에서 남북의 기술진들이 직접 조립·생산

한 첫 번째 농기계로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경기도의 경우 2005년에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함께 ‘남북 공동 벼농사시험재배사업’을 진행하

면서 현대적 농법에 대한 북한 담당기관의 이해 증진과 농업 생산기반의 확충을 모색하고자 했다. 

시험재배농장을 평양 룡성구역 농업과학원 시범포전 3ha에 조성하여 북측의 식량증산의 기반을 마

련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추진하였고, 2004년에 콤바인 20대, 경운

기 100대 등 농기계 지원사업, 2005년에는 북한 현지에서 남과 북의 전문가들이 벼농사시험재배를 

함께 하며 구체적인 농업기술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이후 강남군 당곡

리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농촌현대화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2003

년 평안남도 대동군에 이어 2004년에는 평안남도 강서군을 대상으로 협동농장 지원사업을 추진했

다. 그러던 중 2006년 7월 로켓발사와 10월의 1차 북한 핵실험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

북지원사업이 일시적으로 축소되기도 했지만 결국 2010년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연계되는 또 하나의 민관협력사업의 의미를 갖는다. 민

과 관이 협력하여 대북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북한을 상대

로 했을 때 남북 상호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제공해준다는 의미 또한 가진다. 게다가 남북 간의 지

자체 협력사업은 지역에서의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남북 주민들간의 접촉의 기회를 

넓히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전국적 네트워크와 대북사업에서

의 노하우를 접목함으로써 민관차원에 내재된 대북지원의 잠재력과 재원 활용간의 시너지를 제고

하는데 기여하였다. 물자와 자본을 갖춘 지자체와 경험과 기술을 지닌 대표적인 대북 NGO단체의 

협력사업은 그 자체의 시너지를 넘어서 통일 저변 확산이라는 풀뿌리 통일운동이자 남북협력의 새

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3) 정책연구 역량 강화와 국내외 대북지원 단체와의 연대

이 시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과의 연대 및 협력 증진, 남남갈등 해

소 및 향후 개발협력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사실 대북지원 및 개발사업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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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여러 위기가 닥치기도 했지만 남남갈등도 대북지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

인 중 하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당시부터 이러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북한과 재

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해왔는데,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3년 11월 평화나눔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로 평화

나눔센터의 정책포럼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서 해당 시기의 주요 북한 

현안을 다루는 정책허브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평화나눔센터가 추진하는 정책포럼 및 토론회에서

는 개발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북한개발지원에서의 NGO 역할 및 기초 논의의 틀

이 마련되었으며, 2005년에는 자료집 『북한개발지원과 NGO』을 출간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23

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의 사무국으로 전체 회의의 조

직과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2007년 이후부터는 NGO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집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치는 등 더욱 활발한 정책연구활동을 펼쳐나갔다.

(4) 룡천역 폭발 사고와 긴급구호 사업의 진전 

북한의 재난에 따른 긴급구호활동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속적인 주요 사업이었다. 

2004년 룡천역 폭발사고와 2006년과 2007년 수해 긴급구호 지원이 그것이다. 2004년 4월 22일 평안

북도 룡천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북민협 회장 단체였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의 긴급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북한 룡

천역폭발사고 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의 사무국단체로 선임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참사 초

기에는 의약품, 생필품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긴급구호물자와 복구장비 등을 지원했는데, 룡천이 

중국 접경지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긴급구호물자는 중국에서 구입한 후 단동에서 신의주를 거쳐 사

고현장에 전달하였다. 이후 긴급지원에서 복구지원으로 사업의 성격이 전환되면서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개보수를 위한 물자와 아스팔트, 상하수도관, 전기선 등 도시기반시설 복구를 위한 물품, 

그리고 농업복구를 위한 씨감자 500톤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렇듯 룡천역 긴급구호는 일회성 지원으로 멈추지 않고 긴급구호에서 재난복구로 사업의 방향

이 전환되면서 훗날 룡천소학교건립위원회를 발족 시키는 등 구체화된 개발사업으로 발전하였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계속해서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추후에도 룡천 전 지역의 인프라 및 생

활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활동을 이어나갔다. 룡천역 사고 긴급구호와 복구사업은 북한지역 

재난에 대한 민간단체 간 협력방식과 민관협력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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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를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이념적 성향을 뛰어넘

어 동포애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룡천에서 대표단을 안내한 장송근 룡천복구지

휘부 부위원장은 ‘룡천은 남북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복구한 21세기 민족화해의 상징물’이라 평

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2006년 7월 한반도를 강타한 큰비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

며, 특히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북한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 당국은 사망 549

명, 실종 295명, 부상 3천여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6자회담 결렬과 미사일 발

사 등으로 당시 남북관계는 크게 경색돼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

한의 큰물 피해는 군사적 문제를 뛰어넘은, 인도적 차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 

규정하고 북한 수재민돕기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7월 말부터 9월

까지 북한의 수해피해지원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전개하여 의류, 라면 등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물

자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노력에 영향을 받은 정부도 2007년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식량 차관을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8월 7일부터 10여일동안 북한지역에 태풍 등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 

1967년 평양 대홍수 이래 4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 및 실종이 600여명, 이재민 

90만명, 주택 파괴 및 침수 24만여가구, 농경지 20만정보가 훼손되는 등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

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한 또한 피해상항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전하며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7년 8월 16일부터 긴급 모금운동을 진행하여  

8월 24일, 1차 지원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8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북핵문제와 장거리 로켓발사로 군사적 긴장이 높

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의 일관된 정경분리의 원칙 안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 

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다년간의 축적된 사업 수행의 노하우와 다방면의 노력의 결과로 체

계적이고 현지 중심적인 농축산 및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기술진의 주기적인 방

북을 통한 기술교육과 지원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북한

의 관련 당국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 전문성을 향상시킨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각계의 북한 전문가들과의 네

트워킹과 정책포럼, 집중토론회, 국제세미나를 주도하며 민간 씽크탱크로서의 기능도 확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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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와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역할 확대 모색 (2009년~현재)

1. 남북관계 경색과 대북지원활동의 약화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지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 핵포기, 후 대화’를 기조로 하는 ‘비

핵·개방·3000’을 발표한다. 이전 10년 동안의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했다는 배신감과 이를 남한 정부가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동했다. 그러나 핵개발 이외에 체제 보장을 위한 다른 제도적 장치

가 없다고 판단하는 북한에게 있어 핵포기는 요원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점점 

더 악화돼 갔다.

이러한 보수적 정책기조 속에서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발사, 5월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10년 이상 지속돼 온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사업은 거의 중단되기에 이른

다.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건에 이은 5.24조치로 남북은 급속도로 갈등과 대립국면으로 

빨려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며 남북관계는 무기한적인 냉

각 상태로 들어갔다. 2008년의 이산가족 상봉과 신종플루 지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

부차원의 인도적 교류 및 지원은 이전 정부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고, 민간단체의 자체적

인 대북지원활동도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막혀 거의 중단되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 없

이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실제로는 인도적 지원을 남북관계에 강하게 연계시켰다. 즉 

분배투명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우선시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을 

대북 압박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안

전판이자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대북

지원 과정에서의 남북주민들의 교류는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전단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대북지원의 방향, 원칙 등에 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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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잣대만이 존재했고 민간의 역할과 자율성은 무시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10년 이상 지속, 발전

돼 온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활동공간은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지원 축소·중단의 역설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G2 시대’로 변한 동북아질서와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 국내외적인 과제

를 안고 2013년 2월 25일 취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

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평

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보상황이 엄중하지만 미래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두 차례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에 대응

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등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

어서기 바로 며칠 전이었던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김대중 정부

정부차원

무상지원

당국차원 339 944 684 832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34 62 65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 229 243

계 339 978 975 1,140

식량(쌀)차관 - 1,057 - 1,510

계 339 2,035 975 2,650

민간차원 (무상) 223 387 782 576

총  액 562 2,422 1,757 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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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행했고 이미 그 이전인 2012년 12월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3차 핵실험 후 유엔

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취했던 유엔 결의안 2087호보다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를 담은 결

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정전협정 백지화, 전시상황 

선언 등 공세의 수준을 높였고 ‘핵 선제 공격’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과 서부전선 포격, 대북 심리전 중단 ‘최종 시한’ 통보 등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

했다. 이후 극적으로 8월 고위급 군사 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에 잠시나마 훈풍이 불기도 했으

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감행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에 따른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폐쇄가 연속되며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가 진

전되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근

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드레스덴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한 달 후인 4

월 말 드레스덴 선언이 자신들의 체제를 폄하하고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그간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지원협력사업도 드레스덴 선언의 연장이라 주장하며 전면중단하였

다. 사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 중단된 민간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11 949 1,221 2,000 1,432 - - 183 - - - - -

81 102 120 134 216 241 77 21 - - - - 24

205 262 19 139 335 197 217 - 65 23 133 141 116

1,097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1,510 1,359 1,787 - 1,505 - - - - - - - -

2,607 2,672 3,147 2,273 3,488 438 294 204 65 23 133 141 140

766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54 114

3,373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3 195 254

(단위 : 억원)

출처 : 통일부, 『2015 통일백서』, 2015, p.120. 참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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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민간의 소규모 식량지원을 보류하고 방북을 제

한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실은 2009

년 이후 중단된 민간단체의 개발지원사업 중단조치의 유지, 그리고 식량 및 비료 지원 불허 방침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 교류협력 및 지원사업 중단 상황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경

색된 남북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그간 전

용을 막는다는 명목 아래 인도지원 물품에서도 영양식 또는 영양식 제조용으로 가공된 물품만을 간

헐적으로 승인해 왔으며, 이명박 정부 때에도 지원된 밀가루, 옥수수 등 소규모 식량지원을 승인대

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결국 우리 정부의 지원물품 제한 등의 규제와 북측의 국내 민간단체 대북지

원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겹치며 대북지원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의 총규모는 실제 반출액을 기준으로 2013년 183억원, 2014년 195억원, 2015년 

254억원이었다. 이중 WHO, WFP,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2013년 133억원, 2014년 

141억원, 2015년 14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을 통한 지원은 2013년 51억

원, 2014년 54억원, 2015년 114억원이었다. 지원 물자도 주로 영유아에 대한 영양식과 의약품 등으

로 한정되었고, 2014년 4월 이후에는 이마저도 대부분 해외동포단체를 통한 우회지원으로 진행되

었다. 총 지원규모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의 141억을 뛰어 넘었지만 민간단체의 자체지

원은 오히려 2012년 118억원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들어 정부는 대북지원 확대 정책의 하나로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5년간 중단된 민간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며 농축산·산림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북한의 

반응, 지원 효과, 분배투명성 등을 감안하면서 품목 확대 문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2015년 5월 1일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협력사업의 범위와 폭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적 협력사업 확대,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대북지원 확대에 

대한 진일보된 정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실제 통일부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5년 만에 대북 비료지

원을 승인하였고 2~3차 남북협력기금 지원 재개 및 2015년 11월 북민협 대표단의 방북 승인, 규모 

있는 농업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민관협력에 있어 긍정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2015

년 8월 25일 고위급접촉 이후 10월 15일 북민협 실무대표단과 북측 민화협과의 실무접촉이 근 1년 

3개월 만에 개성에서 성사되며 중단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그

러나 11월 18일로 합의됐던 북민협 대표단(27개 단체 31명)의 평양 방문이 북측의 내부사정으로 돌

연 취소되고, 12월 남북차관급 회담이 결렬되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의 휴지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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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민간단체 대북지원활동은 첫째, 전임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정치문제

와 구분하여 인도적 지원, 특히 취약계층과 영유아 지원은 지속할 것임을 밝혔지만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여전히 이를 돌파해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5.24 조치 이후 위축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개선되지 못했다. 둘째,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품목이 

점차 확대되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정부 출범 초기 2년간 그 폭과 속도가 매우 더딤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 초기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진행되지 못했다. 예

를 들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UN을 통한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제안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국내NGO와의 협력은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 되짚

어 볼 문제이다. 정부가 추진한 모자패키지 사업뿐만 아니라 ‘복합 농촌단지 조성’이나 농림축산 종

합 개발사업들은 이미 민간단체가 지난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들이다. 국내 민간단체들이 거의 10

여년 이상 진행해 온 개발지원방식의 지원사업이 재개된다면 정부차원의 개발지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민관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이 현 정부 초기에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불능 상태에 접어들었고 북한은 

더욱 강경한 정책으로 맞서며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교류의 마지막 

보류로 인식돼 온 개성공단 마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그나마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온 대

북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사업마저도 전면중단이라는 중대 고비에 직면하게 되었다.

3. 대북지원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역할의 모색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08년까지는 개풍양묘장사업과 양돈지원사업 등 농업축산 지원사

업, 남포산원 외래병동 건설, 적십자병원 개보수, 정성의학종합쎈터 지원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지속되었고 지자체차원의 기술진 방북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官)차원의 대북지원 

자체에 회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뿐 아니라 민간의 활동까지도 규제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힘

들게 구축해 온 제도적 성과들이 사장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민관협력의 상징이었던 대북지원민관

정책협의회(민관협)는 실질적으로 와해되었다. 이에 더해 소위 ‘퍼주기’ 논란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며 개발지원 목적의 방북과 교류가 불허되었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따

른 대북제재조치, 그리고 뒤 이은 2010년 5.24 조치를 기점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활동은 거의 

중단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는 민간단체가 요청하는 긴급 재난 지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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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없이 승인하기도 하였다. 2009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옥수수 1만 1천톤 지원, 2010

년 수재민에 대한 밀가루 1,400톤 지원, 2011년 황해도 수재민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2012년 긴급 

수재민 지원을 위한 밀가루 500톤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지역 방문도 크게 위축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교류사업 잠정 

중단 방침 이후 2012년 대표단의 평양 방문이 무산되었고 2013년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의 방

북 규제조치로 평양 방문이 막히며 지난 4년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차원의 평양 방문은 한번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지원 규모도 2011년 14억원에서 2012년 4억원으로 급감하면서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활동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특히 2015년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

북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지원 규모를 기록한 해였다. 일반구호와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취약계층)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반구호와 보건의료, 농업축산 등 3개 

분야에서는 단 한건의 물자도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규모는 5.24 조치가 시행되고 

남북관계가 극으로 치달았던 2010년에 비해서도 10분의 1 수준에 머물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BaB 캠페인’을 통한 북한어린이 지원사업만은 해외본부와의 협력 속에 지속적으로 진행됐

으며, 보다 많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갔다.

더불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계속해서 민간단체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재개를 위한 다

양한 옹호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두 번째로 북민협 회장단체를 맡으며 연

대를 바탕으로 지원환경 개선활동에 앞장섰다. 그리고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적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옹호활동을 선도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제연대를 통해 꽉막힌 대북지원을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도 전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9년부터 매년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등과 함께 ‘대북지

원 국제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제기구, NGO, 연구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

고 북한의 변화상과 대북지원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대북지원사업, 특히 향후 본격적인 개발지

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 NGO 및 UN 기

구들과의 연대를 통해 향후 대북지원의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초기인 1997년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협의회(머스그로브 II)’ 주관을 시

작으로, 이후 ‘대북협력국제NGO회의’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경기도, 프리드리히에

버트재단 등과 함께 하는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이러한 국제협력의 전통을 잇는 사업으로서 대북지

원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2013년부터는 평화교육 부문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과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셔티브(Korean Youth Peace Initiative, 이하 KYPI)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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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에 처음 개강한 어린이 평화축구교실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진행되며 매 기

수는 총 4강으로 구성된다. 본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축구(Foodball for Peace International)의 프

로그램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평화교육으로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데, 어린이들은 축구와 체육활동을 통해 공평과 포용, 책임감, 신뢰, 존중이라는 평화 가치들을 배

워나간다. 그리고 2015년에는 10명의 영국 코치진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을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체육교

육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트레이닝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가하면 2013년 7월 시

작된 KYPI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방학을 기해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서의 평화 강좌, 그리고 중국 평화투어로 구성되며 중국 평화투어에는 중국 현지의 조선족 고등학

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본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이 평화, 갈등, 폭력, 갈등해결 등 평화학의 기

본 개념을 익히며 일상의 평화에서부터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까지 고민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 초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외동포 지원사업은 대북지원

사업의 침체기가 장기화되며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재

외동포 지원사업은 초기 중국 조선족 초청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서 시작하여 러시아 볼고그

라드 고려인 지원사업,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볼고그라드 고려

인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실무자가 현지에서 직접 사업

을 진행했으나 2010년경부터는 현지 고려인 조직에 사업을 이관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현재는 현지 

고려인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술지원, 한글문화

센터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는 중국 조선족학교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사업

은 크게 조선족학교 도서관 설치사업, 한글도서 지원, 도서관 담당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10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의 신동소학교에 첫 번째 도서관이 개

관한 이래, 2016년 5월 현재까지 12개의 도서관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2013년 첫 번째 교사 연수 프

로그램이 한국에서 진행된 이래 매년 한 두 차례씩 한국과 중국에서 도서관 사서 교사들에 대한 교

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2012년 1만 3천권의 도서를 지원한 이래 현재까지 10만권이 넘는 

도서를 중국 조선족학교에 지원하였다.

대북지원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강경 행동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뿐만 아니라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및 남북

교류 활동을 극히 어렵게 만드는 환경 요소로 작용했다. 그동안 전개되어온 다양한 형태의 대북 개



09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발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도지원 사업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주창활동은 물론, 국내 평화교육과 재외동포사업, 북한 어린이를 대

상으로 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남북관계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어린이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내외 모금 및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화나눔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및 정책세미나와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메일 웹진 ‘공감’의 지속적인 발행, 각급 학교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헌교과서 

수거 캠페인, 대북지원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캠페인을 통해 회원 및 일반 대중

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

외정책, 남북관계라는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그래왔듯

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로서

의 활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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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총  론

기고 및 인터뷰

20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출범을 회상하며

초조와 불안이 없지 않았지만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여러 샘에서 나오는 물이 도랑물, 개

울물이 되어 흐르다 하나의 강을 이루듯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도 각계각층과 여러 교단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

던 분들이 공동의 목표 아래 모이며 시작되었다. 이는 ‘인간

됨’의 길이며 사회의 ‘인간화’의 방도였다. 요즘도 ‘인도적 차

원의 원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사재인 성사재천’ 

(謀事在人 成事在天)이란 말이 새삼스럽다. 역사의 흐름 속

에서 하나의 운동이 표출되는 데는 그 원인과 동기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출범도 우연이 아닌 

역사적 필연이었다. 그 때 사회적 상황은 “동이불화”(同而不

和)였으나 이 운동에서 “화이부동”(和而不同)을 보여주었다.

•최창무 가톨릭 대주교 (초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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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을 전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독일은 통일국가

가 되었고 소련 연방도 해체되었다. 이렇게 냉전 체제가 해체되

며 한반도도 독일과 같이 통일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의 변화가 물밀 듯 한국 사회에 들어왔지만, 오랫동안 이념에 사로잡

혀 있던 한반도에서는 ‘흡수통일’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사이

의 골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종교인들은 북한의 ‘종교 자유’와 ‘선교’에 대한 성급한 기

대로 선교 전략에 부심하며 백서까지 만들었지만 오랜 분단의 역사로 이질적 상태에 처한 남북이 쉽

게 화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민간에서는 남북간 교류협력에 열을 올리기도 했지만 양측 정부는 

실권(失權)이나 정부 붕괴의 두려움 때문에 서로간의 비방과 불신은 더욱 커져갔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명구가 있다. 선입견과 관성에 사로잡혀 살아온 

분단국가가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며,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이뤄져

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성급한 통일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멘의 경우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2차 대전 종전(終戰)과 함께 민족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곧이어 굳어

진 냉전 구도로 남북은 분단을 맞게 된다. 이념과 사상으로 점철된 분단 상황은 6.25전쟁이라는 참

화로 이어졌고,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북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반목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남북이 함께 크게 외치기도 했지만 이내 메아리 없이 사라져 버리기 일

쑤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단은 고착되었고, 남북은 통일의 방식과 원칙에만 매몰되며 분단의 

골은 더 깊어졌다. 북쪽에서는 절대적 일인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유지되고, 남쪽은 이념 갈등으로 

‘안보’와 ‘종북’이라는 유령같은 비어에 시달리며 서로 비난과 폄하의 말만 교환하고 있다. 또한 이산

가족들은 고령화와 사망으로 그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개인주의와 물신주의, 향락주의로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남북이 천재지변을 당할 때 ‘이웃 사랑’의 손길을 보내며 경직된 단

절 관계가 누그러진 때가 있었다. 남한이 큰 수해를 입자 북한은 식량과 옷감을 무상으로 보냈고, 북

한이 큰물 피해를 입었을 때 남한도 범국민적인 구호활동을 펼쳤다. 우리 민족 속에 위기 극복을 위

한 협력, 동포애가 솟아남을 보고 놀랐을 정도이다. 분단의 극복을 위해서도 민족의 잠재적 능력인 

‘대동단결’과 ‘이웃사촌’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사명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나설 일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정부는 정부

로서 민간은 민간으로서 서로 협심하여 한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한다.

동질성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이뤄져야



PART. 1  총 론

3장. 기고 및 인터뷰

093

‘광복 50년, 분단 50년’이 되던 1995년, 김수환 추

기경은 새해 담화에서 ‘모두가 분단 극복을 위해 노

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당시 서울대

교구 보좌주교로서 사회분야를 담당하고 있었던 필

자는 이러한 교구장의 뜻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위

원회를 구성하고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이하, 민

화위)’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민화위는 아래 세 가지 

활동에 주력하였다. 첫째, 남북이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같은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그 기도문은 성 프

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로 선택했다. 둘째, 북의 굶주림을 해소하는데 동참한다는 취지로 실천적

인 모금 운동을 펼쳤다. 셋째, 좌우의 생각을 아우르고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학교’를 개

설하고 대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민화위는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민족화합운동을 펼쳐나갔으며, 같은 뜻을 품

은 이들과 함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발족에 기꺼이 동참하였다.

선의의 뜻을 가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동참하며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직을 갖추어 

사무실을 개설하고 공동 모금에도 돌입하였다. 그러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바로 ‘옥수수죽 만찬’이다. 1998년 

6월 사회의 유명 인사들이 63빌딩에 모여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체험하기 위해 ‘강냉이죽’을 들며 

모금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본 행사는 참여 인사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언론 매체가 동참하며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명동 거리에서는 여러 종교인,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함께 

어울려 거리 모금을 진행하였다. 지나가던 많은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하며 성탄 때의 구세군 ‘자선

냄비’와 같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물론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하며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특히 

당시 정부의 모금 운동 규제는 큰 장애 요인이었다. 그러나 함께한 이들, 실무를 담당한 이들은 서

로 협력하며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필자는 1999년 4월 천주교 광주대교구로 전보 발령을 받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한 

발짝 떨어지게 되었지만, 멀리서나마 항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마음깊이 응원해 왔다. 민족

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지난 20년을 한결 같이 달려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임직원과 활동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20년 전의 초심으로 민족화해와 평화의 초석을 놓는 일에 앞

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국제금식의 날’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최창무 대주교. 1998년 

4월 25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전 창립 당시의 초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해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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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남북한 식량·농업협력

2000년 후반 필자는 장관직을 벗자마자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의 공동대표단에 합류한 이후 2001년 5월 첫 방

북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평양을, 네 차례에 걸쳐 금

강산과 개성공단을 다녀왔다. 이 중 두 번은 나무심기사업

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방북은 농기계수리공장 지원, 육묘

장 건설, 모심기 지도, 친환경 유축농업소개, 비료 및 비닐

지원 등 농축산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이 중 스

님들과 함께 금강산의 신흥사를 찾아 나무를 심었던 일, 그

리고 유한킴벌리의 산림녹화캠페인인 “우리강산 푸르게 푸

르게”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들과 함께 북녘 땅에 나무를 심

었던 경험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필자는 장관 재임 중 

금강산 노송들이 솔잎혹파리의 습격으로 죽어가는 것을 막

기 위해 북측에 약재와 방제기술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수

적인 국회의원들로부터 공박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 기억 

때문인지 삼일포에서부터 개골산(皆骨山) 일만이천봉에 이

르기까지 그림같이 뻗어 있는 노송들의 독야청청한 모습을 

바라보며 일부 극보수 정치인들의 근시안적인 퍼주기론을 

떠올리기도 했다.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거창한 슬로

건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작은 일부터 도와가려는  

•김성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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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은 더 없이 중요하다. 

남한에 넘쳐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과학적으로 숙

성·발효시켜 잉여 유기물질을 적절히 배합 처리하면 양질의 유

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농업과 화훼

농사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질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은 말 그대로 ‘누

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북측으로서는 유기질 비료를 통해 지력을 높일 수 있고, 

남측도 오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00년대 중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자격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북측 대

표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측 대표로부터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 공식채널을 통해 남측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북측 대표들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통일부 계통을 통해 

남측에 유기질 비료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막상 우리 정부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사

업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 대해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면 어땠을

지 큰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생명의 숲’ 등 대북지원단체들은 묘

목포장 지원, 나무심기사업 등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수년간 지속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녹화사업은 남측에 보수 정부가 들어

서며 중단되었다. 후보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북쪽에 나무를 심으면 교토의정서 합의에 따라 탄소배

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남측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선기간 중 필자 등과 

‘서울숲’에서 진행한 ‘후보와의 차 한 잔’ 회동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녘 땅에 

대대적인 조림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8년간 북한 산림녹화지

원사업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금강산에 갈 때마다 필자는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기어코 들르는 곳이 있었다. 남측 통일농수산

사업단의 농업협력사업 현장이 바로 그 곳이다. 이들은 2005년부터 북측 농업성 농업과학원과 공동

으로 금강산 삼일포, 금천리 일대 2,500여ha, 4천여가구가 포함된 11개 협동농장에서 농업협력사업

을 펼치고 있었다. 본 사업은 남측 전문가의 기술지도와 자재 지원으로 벼농사를 비롯 보리·밀 재

배, 옥수수와 콩 농사, 감자, 김장채소, 과채류 재배, 고등원예 및 양돈사업, 산나물, 누에, 양봉 등

을 망라하고 있었다. 그리고 초기 큰 성과를 거두며 2007년부터는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으로 사업

을 확대하였다.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본 농업협력사업은 남북 공히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서로돕기’ 활동

꽃봉오리가 채 피기 전에 

좌절된 남북농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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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남북 식량농업협력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동해안의 금강산 지역과 서부의 개성지역 등 두 지역의 벼농사 

협력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협력사업 이전에 비해 30~33%나 증가하였고, 

밭작물은 거의 50%의 증산을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이 매우 높은 남

한과 비교해도 90% 정도의 수준이었다. 농업협력사업의 큰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3년

간의 공동협력사업의 결과 2모작이 가능한 면적이 금강산 지역에서만 그 이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났

다. 선진농법과 농자재 그리고 농업기계화에 의한 적기적산(適期適産)의 효과였다. 

이외에도 농축산협력사업을 통해 큰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양돈사업을 통해서는 자체적인 유기

질 비료(퇴비) 조달도 일부 가능해졌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윤여두 대표가 주축이 돼 진행

한 북한 농업기계화지원사업도 농업생산성 향상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양묘장 설립

과 운영으로 산림녹화사업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

나기 시작할 무렵인 2000년대 후반,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성공의 싹이 잘려나갔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식량 총생산량이 연평균 450~470만톤에 불과하여 식량자급율이 약 70% 

(남한 24%) 정도였다. 북한의 최소 식량필요량을 540만톤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약 1백만톤 안팎

의 식량이 부족한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외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족한 식

량을 제대로 수입할 수 없어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금강산과 개성지역의 협동농장에서 확인한 남북 공동협력사업

의 성과는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협력사업을 북한 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면 북한은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자급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협력 상대방에게 일부 돌려줄 수

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산하에 울창한 숲이 조성된다면 수재와 가뭄 피해가 줄고 공기

는 맑아지며 기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산업 분야의 남북협력 방안도 무궁무진하다. 

불화하던 형제간이든 서로 싸우던 이웃간이든 모든 인간관계

에서 신뢰를 쌓으려면 배려(care)와 나눔(sharing)이 선행돼야 한

다. 그런 점에서 북녘 동포들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퍼주기’로 낙

인찍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들에게 일방적인 퍼주기로 비쳐지는 배려와 나눔이 꾸준

히 계속될 때에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결국 그 신뢰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

기 때문이다. 대북지원은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때문에 남북관계의 회복과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재개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농업분야의 협력과 서로돕기에서 시작돼야 한다.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과 비핵화 등 거창한 정치군사 부문의 합의를 위해서도 본질적으로 정치

‘적대적 공생관계’를 

끝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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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갈등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

주의적 자세와 민생살리기에 기반한 식량농

업 분야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 우선 당장

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에 민관이 발 벗고 

나서는 조건 없는 배려와 나눔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 고기 낚는 방법과 수단의 제공

이 뒤따라야 한다. 임기 내에 굵직한 업적을 

남기려는 정치적 제스처, 예컨대 남북정상회

담 개최라든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은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협

의할 사안이다. 남북 간에 증오와 갈등을 서

로 국내 정권안보에 이용하려는 ‘적대적 공

생관계’는 이제 끝내야한다. 또한 2010년 발표된 5.24 조치 해제나 최근의 개성공단 재개문제 등

은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평화 프로세스로서

의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역시 신변보장체제를 확실히 한 바탕위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일이다.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되고 장차 남북 신뢰관계 형성에 근간이 

되는 농림축수산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앞

서 예로 든 산림분야나 유기질 비료 지원은 물론, 남측의 선진 영

농기술의 지원, 비닐하우스 고등원예 사업 및 양돈 등 축산분야(한우 및 산양과 양계 등)에서의 협

력도 남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는 사업들이다. 특히 수산분야 중에서 공동 양식어장 사업은 대단

히 유망한 협력분야이다. 남측은 기술과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노동력과 무오염의 연안 바다를 

제공하면 막대한 어패류와 해조류의 생산이 가능하다. 그 판매처와 수출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2008년 중단된 남북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 중에는 당장의 이익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방

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세계 평균의 두 배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에서 장차 20~30년 후에는 남한 농림수산물의 상당 부분이 북쪽으로 이

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책 차원에서라도 남북간 농수산협력이 하루 빨리 재개돼

야 한다.

평안남도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는 김성훈 고문. 

2003년 9월 16일

남북협력사업, 

하루 빨리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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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서 
‘나눔’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

20년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된 이후 남북

한 모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이 창립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이유였던 북

한의 기아가 종식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 비록 지

속가능한 농업생산, 수도 및 위생 인프라, 보건의료 체계 개

선을 위해 여전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국

제사회의 많은 노력 덕분에 이제는 긴급 식량지원의 필요성

은 크게 줄어들었다.

초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설립 목적이 자선이었

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나눔(sharing)’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굴곡지고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남북

관계로 인해 ‘서로돕는’ 활동은 수시로 타격을 입었고, 물

적, 인적 접촉이 확대되다가도 다시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

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초강대국 간의 

힘겨루기가 한반도의 경제, 군사, 외교에 수시로 영향을 끼

쳤다. 그런가하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남북 간의 이

•에리히 와인가트너 전 평양 주재 식량원조 연락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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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오랜 교착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

다. 물론 과거 남북관계의 진전 사례 덕분에 때때로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하지

만, 화해분위기가 무르익는가 싶으면 남북은 또 다시 적대감에 빠져 서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

라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20년 동안 ‘서로돕기’라는 도덕적 의제에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현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확

신한다.

보통 우리는 가진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거

지의 동냥 그릇에 동전을 떨어뜨리거나 가슴에서 우러나온 선의로 이웃에게 적선하는 것을 자선이

나 자비라고 생각한다. 지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원조기구들은 자

신들이 준 선물과 자신들의 도덕성이 인정받기를 원한다. 북한을 지원하는 원조기구들 사이에서 끊

임없이 제기되는 불만 중 하나는 북한이 도움을 받고도 감사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 당

국은, 특히 남한의 지원 물자에 대해, 포장이나 자루에서 한국어 라벨을 떼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기부자들은 분노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고 북한의 수혜자들이 원조기관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990년대 말 평양 주재 식량원조 연락사무소장(WFP FALU)으로서 본인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나눔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이와 무언가를 나눌 때, 그 나눔은 주는 이와 

받는 이 양쪽 모두의 것이며, 자원을 나눈다는 것은 그러한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인류는 이 지구를 공유한다. 우리는 숨 쉬는 공기를 공유한다. 우리는 DNA를 공유한다. 우리

는 가족, 마을, 국가, 민족 정체성 등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공유한다. 또한, 역사, 종교, 언어, 

문화도 공유한다. 우리는 사업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한다. 또한 우리는 공동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인류의 운명을 공유할 것이다.

나눔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정의하는 특징이다. 나누지 

않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적 속성을 포기한 것이며, 나눔에 대한 거부는 공동체가 분열되었다는 증

거이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는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북 간의 나눔과 ‘서로돕기’도 막아왔다. 그런 점에서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공동체가 분열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인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로돕기’를 통해 

많은 변화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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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인류 역사가 필연적으로 

자유경제 이념이 지배하는 세계를 향하게 되리라 생각했다. 미국

의 정치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더 나아가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

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서구의 자유 시장자본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이 인류의 사회문화적 진보의 

귀결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보수주의는 ‘시장의 힘’에 의존해서 자원의 분배를 도모함으로써 사람들

로 하여금 나눔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거부하게 만들었다. 부자들의 자비는 인정되었지만, 인류 공

동체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계의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거부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힘은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도리어 시장의 힘은 세계 전역에서 무분별

한 경쟁을 낳았고, 세계 공동체는 대부분의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수의 미친 

부자들과 세계의 경제 귀족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놓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절대다수로 나뉘었다.

나눔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분단을 관찰하면, 약간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은 그들이 세계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장마당의 확산에 매료되는 것은 북한의 장마당에서 ‘역사의 종말’의 씨앗을 보았기 

때문인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 북한 권력자든 탈북자든 – 남한의 태도가 혹시 북한 동포들은 극도

의 빈곤 속에 밀어놓고 자신들은 강대국의 도움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데 대한 죄책감과 관

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과 자원을 공유한다는 생각이 혹여 치유하기를 거부하는 도덕적 상처

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20년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 정부 간에 주기적으

로 반복돼 온 수많은 의견충돌의 중심에 ‘나눔’이라는 논쟁적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유감스럽게도 ‘공유(나눔)’에 대한 거부

는 세계 인도지원 공동체 내에서도 큰 이슈

가 된지 오래이다. 원조단체들도 세계화라

는 거대한 힘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

다. 이로 인해 인도지원 활동에서조차 협력

이 아닌 경쟁이 표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오

늘날 세계 어딘가에서 인도지원에 대한 수

요가 발생하면 수백 개의 원조단체들은 희

소한 인도지원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한다. 

이로 인해 단체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정보

를 공유하지 않으며, 영역 다툼에 참여하고, 
2014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사회를 보는 에리히 와인가트너. 베이징 

2014년 11월 6일

‘나누지 못하는’ 세상, 

그로 인한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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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적인 사업에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도지원 단체와 인권단체 간의 극명한 구분이 두드러지는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이후 첫 10년 동안 인도지원 단체들은 대북지원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

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북한이 더 이상의 식량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것이 

변하였다. 그 시점부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에서 인권이라는 채찍으로 방

향을 전환하였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북한을 지원하는 기관들 간에도 이러저러한 불협화음이 존재해 왔다. 북한 지원 초

기부터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 NGO들은 비상주 NGO를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기구와 양

자기구들은 종종 NGO 전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남한 NGO들과 협

력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한 국제 NGO들은 남한 NGO와 거리를 두기

도 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NGO들이 자금과 인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조금 다른 색깔을 띤 단체라고 할 수 있

다. 필자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다소 호의적이라는 점

을 인정해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은 시작 단계부터 경쟁이 아닌 협력을 지향해왔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원단체 간 협력기구의 

책임자로 대북지원사업과 연을 맺었다. 본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표로 있었던 평양 주재 

식량원조 연락사무소(Food Aid Liaison Unit, FALU)는 국제 NGO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었

다. 사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FALU의 역사는 조금 겹치는 지점이 있다. 1990년대 중반 미

국에서 열린 머스그로브(Musgrove) 회의가 연대적 성격이 강한 FALU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 탄생에 일정 부분 영감을 주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매년 개최하는 ‘대북지원 국제회의’

도 FALU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위원들이 시작한 회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20주년은 축하받아 마땅하다. 필자에게 있어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은 단순한 지원 단체가 아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나눔을 마치 잘못인양 취급하

는 세상에서 나눔에 헌신하는 유능한 여성들과 남성들이 모인 조직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정보가 점점 상품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보 공유를 중요한 가치로 상정하며, 경쟁적으로 자

기 이익을 취하기보다 바람직한 결과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서로 돕는’ 운동,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유일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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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은 양방향의 통로이다. 우리가 나눔에 동참하든 나눔을 거부하든, 나눔과 관련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우리가 나눔을 거부하면 우리는 공통의 인류애를 포기하는 것이며 분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나눔에 동참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반응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남북한이 나눔을 거부하

면 남북 주민들은 수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나누지 않으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북지원 초기 국제 인도지원 공동체는 북한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면 북한이 외

부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실

적인 기대였고, 성공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지역적 대립으로 그러한 기대

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가하면 최악의 식량 위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식량 원조를 개발협력으로 

전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기

대했다. 이 또한 현실적인 기대였지만, 핵실험과 그로 인한 징벌적 제재로 인해 이러한 기대 또한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0주년에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돕

는’ 운동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이

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인도지원 단체와 개발지원 단체뿐만 아니라, 평화단체와 평화운동 

진영을 자신의 네트워크에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인도지원을 통해서든 개발원조를 통

해서든, 나눔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

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한반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화해이다. 자원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 갈망과 희망을 

터놓고 나누는 것, 이것이 화해로 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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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다시 올 남북관계의 봄을 준비해야

겨울에 태어나 다시 겨울을 맞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창립됐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식량난 소식을 접하며 남한 국민들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형

제, 자매로 인식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원 활동 초기 정부를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청와대에 계셨는데 분위기

가 어땠나요?  

 1996년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서경석 운영위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대규모의 대

북지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통일원이 승인을 내주지 않는

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뿌리 깊

은 반북 의식과 북한 붕괴가 가까웠다는 신념을 깨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임기 중에 통일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으니

까요.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핵심 인사들은 붕괴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인터뷰

‘찬바람 부는 겨울에 태어나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을 맞은 형국’.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1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처한 환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하지만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는 

바이런의 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는 다시 찾아올 남북관계의 봄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되던 1996년에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대북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통일부의 수장으로,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의 자격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년 역사를 한 발짝 옆에서 지켜봐 왔던 정세현 전 정관. 그에게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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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정부쪽 인사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여성내의를 지원한 적이 있

었어요. 그랬더니 한 국회의원이 여군들이 입을 수도 있으니 아동용으로 줄여서 보내라고 하더군

요. 당시 분위기가 그 정도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붕괴론이 현 정부 내에서도 여전히 강고하다는 

것입니다. 붕괴론의 시기를 거쳐 교류협력의 10년, 그리고 다시 붕괴론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입장에서는 추운 겨울에 태어나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을 맞은 격

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국제정치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합니다.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노태우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오면 화해협력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

치에 대해 약간의 식견만 있어도 남북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끼리는 적대하

지 말고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당선되면 교류협력

은 가능합니다.

남북화해와 한반도평화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
이를 위해 통일의 구심력을 높이고 원심력을 제거해 가는 과정이 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의 반수는 제재와 봉쇄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1950~1960년대 서방이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 취한 정책이 바로 봉쇄(containment) 정책입니

다. 선을 그어 놓고는 공산권은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며 대립을 지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봉쇄정책

은 공산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공산권을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유럽의 사례는 

봉쇄정책으로는 평화는 고사하고 상대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결국 70년대 

들어 서방은 헬싱키 조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여정책으로 돌아섭니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관여(engagement) 정책뿐입니다. 서로 만나고 알아가고 이해

하는 과정이 없이 평화는 요원합니다. 그렇다고 ‘관여’가 단순히 ‘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여정책의 와중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여 정책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파급

력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의 갈등의 파괴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은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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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해결을 가능케 하는 기반입니다. 

  

 장관님께 남북통합, 통일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

니다. 통일,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남북통합,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의 구심력을 

높이고 반대로 원심력은 제거해 가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통일의 구심력을 높인다는 것은 더 많은 남

북한의 대중이 통합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독

일의 사례를 보세요. 베를린 장벽은 1989년에 무너

졌지만 서독은 1969년부터 ‘접근을 통한 변화’로 대

변되는 관여정책(동방정책)을 통해 89년 이전 이미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민심을 

연결하는 과정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같은 민

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그 역할

을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통해 동독에 지원한 금

액이 58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반도에서도 이미 그 물꼬를 단체들이 열어 놨습니다. 

   이렇게 구심력을 높여 놓은 후에는 통일의 원심력을 제거해 가야 합니다. 미일중러가 바로 통

일의 원심력입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통일 한반도 보다는 현재의 분단 상태가 더 유리하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통일 한반도가 역내 평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자국의 이익에 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의 구심력을 높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북 주민

들 사이에 통합과 통일에 대한 열의가 충분히 높아졌을 때에만 통일원심력을 줄이는 통일외교정책

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북지원단체의 맏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다시 열릴 교류협력의 시대를 준비해야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1994년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직접 이끌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4년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탄생하지 못했

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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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 시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미국이 무

력 사용에 대해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는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던 터에 김

일성 주석이 퇴로를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거의 20일간 남북정상회담 준비로 정

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안이 중요했던 터라 나와 행정관 네 명, 총 다섯 명이서 회담을 준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무위로 끝났지만. 처음에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

각하던 김영삼 대통령도 회담이 무산되자 매우 아쉬워 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1994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다면 민간의 역할은 도리어 더 중요해 졌을 

겁니다. 남북관계에서 정부는 큰 판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주민의 마음을 이어가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없는, 민간의 영역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올 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 단체의 맏형입니다. 국제적인 위상도 있고 북에서도 영

향력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 만큼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향후 2년 동안 대

북지원활동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으면 곧 봄이 옵니다. 그 때를 준비해

야 합니다. 

우선 네트워킹에 주력해야 합니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금의 기반도 확장해 나가고요. 그리고 무엇

보다 ‘퍼주기 프레임’을 깨는 작업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펼쳐나가야 합니다. ‘퍼주기 프레

임’은 6.25 전쟁을 기억하는 이들의 반북 의식에 기반 한 ‘반통일 이데올로기’입니다. 왜 지원이 필

요한지 그것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명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메시

지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야 합니다. 외부 학자들에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북

한에서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목소리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10주년이던 2006년, 우리는 20주년이 되는 2016년에는 대북개발협력이 본 궤도에 오

르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남한 땅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생경

하지 않은 세상이 될 거라 기대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교류협력의 큰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한반도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세현 전 장관의 말처럼 교류협력의 시대는 다

시 온다.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교류협력의 큰 물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

으로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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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총  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평가 및 향후 방향

01 나눔과 평화의 길, 그 20년의 여정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6월 창립 이래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동

포들을 돕기 위한 외길을 걸어왔다. 작은 외침으로 시작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한 우리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분단 이후 60년 이상 지속된 적대적 

대북인식을 완화시키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인도주의운동, 민족화해운동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분단 이후 우리 사회는 북한을 함께 미래를 열어갈 같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

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안보 위협’으로만 바라보았다. 우리에게 있어 북한은 포용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갈등과 타도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민족애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이기에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생각으로 매도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

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세계적 차원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우리 정부의 대

북정책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대북지원의 환경도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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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꾸준히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종교계와 민간단체들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김대중 정부 출

범이후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전임정부들과는 달리 포용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대

북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과 안보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어느 한쪽을 일방적

으로 포기하거나 희생시키기보다 이 둘을 조정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남북한 간에 정치군사적 문제가 발생해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부분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다. 또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때로는 정치적 부

담을 덜기 위해 민간단체를 앞세워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 궤도에 오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활동은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고, 중앙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긴급구호 위주의 지원에

서 농축산 및 보건의료분야의 중장기 개발협력사업으로 확대·발전되었다. 2000년부터 이명박 정

부 초기인 2009년까지의 10년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총 384회(연인원 6,266명) 북한을 

방문하였고 지원 규모도 800억원에 달했다. 2006년 한 해에만도 60회에 걸친 평양 방문이 이루어

졌으니, 일년내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 누군가는 평양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조정국면을 거쳐 2010년 5.24조치로 최악의 남북관계가 형성

된 이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활동은 현재까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박근혜 정부 3년차인 현재까지 단 한건의 평양방문도 성사되지 못했고, 지원 규모도 

2015년의 경우, 5.24조치가 시행되며 남북관계가 극으로 치달았던 2010년의 10분의 1 규모에 머물

며 20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갈등관계로 바뀌었고, 야심차게 기획했

던 새로운 개발사업들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며, 이전에 진행했던 대표적인 개발협력사업들

도 모두 중단된 채 6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5개 정부를 거치며 조금씩 성장해 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이 이렇

듯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단된 남북관계의 기본 속성에서 연유하는 문제이다.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사업이 남북 

간의 화해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평화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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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본질적으로 대립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이라는 본질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민간차원의 대북지원활동은 언제든 그 독자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치·군

사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북관계의 부침에 가

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인도지원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의 기본 인식이다. 우리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기본

적으로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한과 교류하고 협력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지원을 체제에 대한 도전과 불안요소로 보는 이중적 잣대가 작용한다. 이

러한 북한의 태도는 지원사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함으로써 지원단체들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데 큰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010년 이후 

우리 정부가 민간의 대북지원활동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치며 남북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북

한은 남한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10년 넘게 쌓아온 민간단체들과의 신뢰를 뒤로 한 채 민간단체의 

지원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태도는 우리의 지원활동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급속한 악

화는 대북지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현격히 약화시켰다. 이에 더해 그간의 인도적 대북지

원이 마치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퍼주기식 지원’이었다는 일부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대북지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대북지

원 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의 부침과 큰 상관없이 인도주의운동으로서 또한 민족화해운동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 왔

다. 대북지원은 북한동포들의 인도적 위기를 완화하고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해왔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동포를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동력이 우리 국민의 동포

애와 통일에 대한 의지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대북

지원의 축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민족적 포용성을 약화시키는 

근거 없는 비난과 흠집내기에 대해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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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운동의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첫째,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인도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일에 앞장서며,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남북통합 NGO’로서 한

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몇 년을 거치며 ‘인도주의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평화는 무력을 통해 결코 얻어지지 않으

며 평화로운 과정과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절실히 되새기게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몇 년간 정체된 우리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대북지원활동

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둘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 

서로 돕고, 보다 나은 공동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코리안 디

아스포라 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전 세계 우리 민족이 서로 돕는 운동은 단순히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만이 아

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남북 간의 심

각한 견해차가 극단적인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완충역할을 담당하며 남북통합과정

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의 화합과 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과의 한층 발전된 의사소통망을 만들어 나갈 것

이다. 향후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합과정은 결국 남북한의 선택과 변화에 달려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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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과 변화는 남한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며, 남한의 선택과 변화 또한 북한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의 미래구상을 공유하고 남북 공히 만족할 수 있는 미래상을 그려나가

기 위한 소통구조와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대북지원 경험을 가진 민간단

체들은 북한의 미래구상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그간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여러 기관과 다양한 소통의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

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

화와 소통의 장을 확대·다양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 진보와 보수 간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보다 힘있게 추진

해 나갈 것이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비록 그 이전에 비해 남북의 교류협력은 크게 확대된 반면,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 내부의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는 양

상을 보였다.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남북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념 논쟁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픈 과거의 역사를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

가야 한다. 화합과 통합만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우리 사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 한반도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10년 전인 2006년 11월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공표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짐’은 지

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다짐을 되새기며, 오늘 우리는 다시 ‘나눔과 평화’의 길에 나선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짐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관용과 이해, 비폭력과 평

화의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역량 형성을 위해 노

력한다.

 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의 상호협력과 평화공존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

력한다.

 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들에

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사업의 환경과 

조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원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그

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후원자와 수혜자 모두에 대

해 높은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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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동포들

을 돕기 위한 긴급 식량지원으로 시작되었다.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동포애는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

동’을 촉발시켰고, 이러한 움직임은 1996년 6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발족으

로 이어졌다.  

이러한 범국민운동은 1990년대 중반 국제기구나 제3국을 통해 간접 지원하

던 대북지원 방식을 우리 민간단체의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1996~199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민간단체의 초기 대북지원 활동은 우리 

정부의 협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온전히 민간의 노력과 국민들의 광범위한 호응으로 

이뤄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운동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인도

주의운동을 넘어 민족화해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북한동포들에 대한 초기 긴급구호활동은 당시 남한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대북  

적대감을 완화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

을 하였다. 더불어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남북관계를 

대결의 관계에서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촉매제로 작용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식량지원과 함께 지원의 범위를 의류, 국내 

농·축·수산물, 어린이 급식물자와 교육기자재, 각종 생필품 등으로 확대하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2000년대 들어 우리 정부의 대규모 

식량·비료지원과 함께 농축산, 보건의료 등 분야별 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며 식량

지원과 일반구호성 지원은 점차 감소하였지만 재난 시 긴급구호활동과 북한주민들

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반구호 물자 지원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01
일반지원 및 긴급구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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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가. 북한동포돕기 범국민모금운동

1996년 6월 21일 창립한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은 그 해 7월 12일 ‘북한동포돕기 범국

민모금운동’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모금운동

에 돌입하였다. 7월부터 2개월간 모금한 성

금은 총 1억 7천만원으로 여기에는 천주교 서

울대교구와 대한불교 조계종이 각각 5천만원, 

대한불교종단협의회 6백만원, 천도교 중앙총

부 5백 5십만원, 일반시민 성금 6천만원이 포

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반시민 성금 중 1천

1백만원은 황해도 출신 인사들이 고향돕기운

동 차원에서 보내온 성금이었다.

모금된 성금 중 1차로 1억 7천 1백 5십만원 상당의 밀가루 500톤(5만포대)을 구입하여 9월 2일 대

한적십자사에 기탁하였고, 9월 16일 이 첫 지원물자를 인천항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전달하였다. 9월  

2일 기탁식에는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최창무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주교, 김재중 천도교 교령 등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가두 모금캠페인과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범국민 캠페인은 9월 18일 강릉 

잠수함사건이 터지며 다음 해인 1997년 4월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을 전개하기 전까

지 잠정 중단되고 만다.1)

1. 긴급 식량지원을 위한 범국민운동

 

1)	 	1996년	9월	17일,	명동에서	진행한	가두모금캠페인에는	서유석,	인순이,	변진섭,	김민종,	육각수,	장혜리	등의	유명연예인들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전단	약	1만장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북한동포돕기 범국민모금운동’ 선포 기자회견(1996년 7월 12일). 좌로부

터 이세중 변호사, 이한빈 전 부총리, 서영훈 상임대표, 강원룡 목사, 송월주 

스님, 김재중 천도교 교령, 박재창 선생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금액

9월 16일 밀가루 500톤 (10kg*5만포)  인천항 → 남포항 171,500,000원

1996년 대북 식량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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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선포문(1996년 7월 12일)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북녘동포를 도웁시다!

작년 여름, 엄청난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북녘땅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철

렁이게 하는 무거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식량이 모자라 국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북한에 세계 각국에서 지원을 했고, 우리도 쌀 15만톤

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은 중

단된 상태이며 그 후에 북한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최근에는 아사자가 늘어

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내외신 보도들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위기상황을 마주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모금운동기구로서 출범하였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조직도 조만간 만들어질 예정이며, 특히 교민회가 구성되어있

는 세계 곳곳마다 해외지부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주지

부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남태평양지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서로 미워하며 헤어져 살아온 지도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갑니다. 이념과 체제의 차이도 오랫동안의 미움도 굶주려 죽어가는 동포

를 돕자는 우리의 따뜻한 동포애로 녹여버리고 통일 시대를 앞당겨 나갑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범국민모금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월수입 0.3%이상을 자동이체하는 회

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북한동포를 돕는 것을 시작으로 통일시대를 앞당기려

는 우리의 힘찬 행진에 앞장서 주십시오.

1996년 7월 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선포식 참가자 일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선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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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7년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보내기 범국민캠페인’ 및 식량 지원

1996년 발생한 강릉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대북지원은 긴 휴지기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 기

간 동안 북한은 최악의 식량위기를 겪으며 대규모 기근과 아사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7년 3월 10일부터 12일

까지 인천 송도비치호텔에서 ‘북한식량난에 관한 국제협의회’(대회장 김진현 공동대표)를 열고 마

지막 날인 12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식량난과 국제민간지원 실태보고회’를 개최하여 북

한 식량난에 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실태보고회에는 박경서 당시 WCC 아시아국장과 스티브 린

튼 유진벨재단 이사장이 참여하여 특별보고를 하였다. 뒤이어 3월 27일 흥사단 강당에서 6대 종단

과 함께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모금운동

에 돌입하였다.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이 중

단된 대북지원을 재개하는데 주요한 계기를 

마련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4월 9일

부터 제2차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북

한동포돕기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

인’(모금위원장 이윤구)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은 1997년 4월 12일 김수환 추

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등 네 

01  명동 거리캠페인(1996년 9월 17일). 시민들의 모금 동참을 호소하는 가수 인순이     02  밀가루 500톤 적십자사 전달(1996년 9월 2일). 좌로부터 최창무 

주교, 김재중 교령, 송월주 스님, 서영훈 상임대표,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01 02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 기자회견 (1997년 3월 27일). 맨 우측 

사회는 이윤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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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선포문(1997년 3월 27일)

국민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최악의 식량위기로 인한 대량의 餓死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케서린 버티니 세계식량계획 사무국장은 수주일내로 북한의 식량이 바닥이 날 것임을 보고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기근의 심각성은 이미 85년 이디오피아를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50만명이 굶어죽었

고 餓死직전의 주민이 천만명에 이른다는 믿기 힘든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얼

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오랜 굶주림으로 체형이 

줄고 저능아까지 집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상황을 보며 우리는 지난 68년 백만명의 아사자를 냈던 이 시대 최악의 비극, 비아프라 참

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북한지역에서 정말로 이러한 참사가 재연된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좌시되어

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북한식량돕기 범국민캠페인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미국 유럽등 선진국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도와야 하는

가 하는 생각에서 북한돕기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한 북한의 

식량위기는 해결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아무리 북한정권이 밉다고해서 그 체제하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우리 동포까지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보사태에 5조원을 쏟아 붓고 매년 음식물쓰레기로 

8조원을 버리면서 4천억원이면 충분히 해결될 북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엄청난 참사를 빚게 된다

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무도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은 대량아사라는 우리 민족에겐 지울수 없는 비극적 참사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정

권의 대남전략이나 잠수함침투 등으로 인한 그간의 대북 평가나 지원정책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민족

적 비극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북

한동포돕기 범국민캠페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에 우리들 각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북한에 옥수수 1만톤 보내기 캠페

인을 벌일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캠페인이 끝나는 대로 다시 4~6월 대량 아사를 막기 위한 2차 3

차 캠페인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미주 등 해

외동포 사회에서도 동시에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동안 거리와 학교에서, 교회와 사찰에서 이루어

질 북한동포돕기 캠페인에 국민여러분의 애국적인 동참을 머리숙여 호소합니다.

1997년 3월 27일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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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원로들을 공동초청인으로 하여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

하는 사회 각계인사 옥수수죽 만찬’을 통해 범

국민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극도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뒷받침 

속에 이만섭 전 국회의장, 조세형 새정치국

민회의 총재 권한대행 등 정치인과 종교계, 

재계, 시민사회 700여명이 참여한 옥수수죽 

만찬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일 행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인 

김수환 추기경이 옥수수 1만톤을 구입할 수 

있는 17억원을 약정하였고 영화배우 고은아 

선생도 1,000만원을 약정하는 등 각계에서 성

금이 답지하였다. 이후 한겨레신문과 공동으

로 12월까지 진행한 ‘아 굶주리는 북녘’이라는 

대북지원 캠페인에 힘입어 ‘북한동포돕기 옥

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이 범국민

운동으로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이후 북한동

포돕기운동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족운동,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1997년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캠페인

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옥수수

죽 만찬행사에 대한 일부 보수언론의 흠집내

기와 상당수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는 그렇

다하더라도 모금운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정부는 대북지원

을 위한 모금운동을 원천적으로 불허할 방침이었지만, 사회적 여론에 못 이겨 기업의 모금운동 참

여와 언론을 통한 직접 모금만 불허하고 옥내 모금행사와 언론보도는 용인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

어졌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법」을 잣대로 한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인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압력은 계속되었다. 

당시의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동포

들의 고통에 마음아파하고 같은 동포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동포애 때문이었다. 이 

캠페인을 함께 조직한 한겨레신문조차 처음에는 이 운동이 며칠을 갈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이후에

01  대북지원 기자회견(1997년 4월 8일). 좌로부터 당시 이용득 전국사무

금융노련 위원장, 오태순 신부, 이윤구 공동대표, 인명진 목사, 박청수 원불교 

교무, 법륜 스님     02  ‘각계 사회인사 옥수수죽 만찬’(1997년 4월 12일). 좌

로부터 당시 서영훈 상임대표, 송월주 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김

준곤 목사, 최창무 주교, 박청수 원불교 교무, 법륜 스님     03  중국 단동 옥수

수지원. 1997년 5월 20일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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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성금납부 명단을 게재할 

지면부족을 걱정할 정도였다. 당시 언론을 통한 직

접적 모금이 불허된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에는 성

금구좌번호가 아닌 문의전화번호(02 - 734 - 7070)

만을 기재할 수 있었다.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0만

톤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의 사무처를 담당했던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성금구좌와 북한의 상황

을 묻는 전화, 그리고 성금을 직접 전달하고자 찾

아오는 교회·사찰·성당·동창회·개인들의 방문

으로 그야말로 정신없는 몇 달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모아진 성금으로 중국산 옥수수 1만 5천톤을 

구입하여 1997년 5월 20일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

를 통해 북한에 1차로 지원하였다. 이후 종교계를 

비롯한 개별 민간단체들은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1차 지원분 옥수수 1만 5천톤 전달식에는 오태순 신부, 이광선 목사, 법륜 스님, 이규홍 금융노련 

부위원장, 이용선 사무총장, 고영기 대한적십자사 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이후 7월 18일에는 농협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북한에 비료 2천톤을 지원하고 9월 12일에는 2차 지원분으로 수수 1만 2천톤

과 감자 1천톤을 중국의 단동, 도문, 집안에서 북한의 신의주, 온성, 집안으로 전달하였다. 애초 2차  

지원도 옥수수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의 옥수수 흉작에 따른 가격 폭등과 북측의 수수 지원 요

청에 따라 지원품목을 수수로 변경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식량지원에는 일반 국민들 이외에도 천

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불교운동본부, 원불교

와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나사렛형제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북한옹

진군돕기 범인천시협의회 등이 참여하였다.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금액

1997년 5월 20일 옥수수 1만 5천톤 · 중국 단동 → 신의주

3,550,000,000원
1997년 9월 12일 수수 1만 2천톤, 감자 1천톤

· 중국 단동 → 신의주

· 중국 도문 → 함경북도 온성

· 중국 집안 → 자강도 만포

1997년 7월 18일 비료 2천톤 · 여수항 - 남포항
492,000,000원

※농협중앙회  노동조합 후원

1997년 대북 식량·비료지원 현황

04  거리모금캠페인     05  성금전달식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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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10만톤 보내기 캠페인’ 선포문(1997년 4월 8일)

우리들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6개 종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

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97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주 동안 북한동포

돕기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아직 모금액의 집

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총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모금규모는 목표

액인 17억원에 가까이 근접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한주간의 1차 캠페인은 우리사회에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어 

모금운동의 열기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매일매일 성금이 답지하고 있으며 북한동포돕

기운동에 나서겠다는 각계의 결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상황은 너무

도 절박하여 처절한 소식이 계속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절박한 상황

과 국내의 모금열기의 틈바구니에서 더 이상 지체하고 있을 수 없어 서둘러 북한동포돕

기 캠페인을 재개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2개월간을 제2차 캠페인 기간으로 설정하면서 고심 끝에 우리는 옥수수 10만톤을 

우리의 모금목표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규모는 우리에게 매우 벅찬 목표임은 말할 것

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북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목표달성

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달아오르는 국민의 호응을 고려하면서 이 정도의 모금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연한 마음으로 범국민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 운동은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운동이며 금세기 최대의 민족운동이다. 이 운동의 

성공없이 우리는 세계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고 후손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운동은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 북한동포들이 다 굶어죽은 후에 북한을 굴

복시켜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별히 사회각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지방의 시민운동, 사회운동, 노

동조합, 기업, 대학, 문화예술인등 온 국민이 열화와 같이 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간

절히 호소한다.

1997년 4월 8일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종교계 및 시민사회 단체일동

북한동포돕기 제2차 범국민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대국민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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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8년 ‘국제금식의 날’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지원에 대한 그간의 규제가 점차 풀리면서 3월 10일 

총 3억 4천만원 상당의 봄보리 2모작용 비료 800톤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북한동포돕기 재개와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YMCA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원룡 목사의 인사말과 법륜 스님의 북한식량난에 관한 

긴급보고, 송월주 스님의 기자회견문 발표,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 총무의 행사

개요 발표 및 영화배우 문성근 씨의 문화예술인 대표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서

영훈 상임대표, 김재중 교령, 최창무 주교, 김상근 목사, 지덕 목사, 김홍도 목사, 민병억 목사, 이우

정 평화여성회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어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최초로 강문규 공동대표와 서경석 집행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

회(이하, 아태위)와 식량과 농업지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1998년 4월 25일에는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한국위원회 상임대표 : 강문규, 김상근 

목사, 방지하 스님, 이재정 NCC 통일위원장, 류재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장응철 원불교 서

울교구장, 최창무 주교)을 개최하였는데 이 행사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북지원의 안정화

와 제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는 국내 25개 도시와 세계 35개국 82개 도시에서 동시

에 진행되었는데 대북지원에 대한 호소와 함께 참가자들이 한 끼를 굶고 그 비용을 기부하는 방식

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행사에는 7천여명의 시민들과 

김근태, 이상수, 박철언, 이부영, 김홍신 등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KBS가 생중계한 본 행

사는 최초의 ARS 방송모금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 행사를 홍보하는 KBS의 스팟 광고에는 김수

환 추기경과 가수 현미 씨가 참여하여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고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지미 카

01  국제금식의 날 거리 모금 캠페인(명동). 좌로부터 류태선 목사, 김준곤 목사, 최창무 주교, 이우정 대표, 김종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02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본 행사. 올림픽체육관 1998년 4월 25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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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전 미국 대통령, 달라이라마, 빌리그레이험 목사, 토니홀 미국 하원의원 등의 해외 지도자들도 

한 끼 굶기 행사에 참여하며 전 세계에 북한동포지원을 호소하였다.

금식의 날 모금행사를 계기로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운동에 관한 규제들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되었던 대북지원 창구가 다원화되었고, 민간의 직접적인 대북접촉 허

용, 언론과 기업의 모금운동 참여 허용 그리고 민간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 등

이 이루어졌다.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행사 프로그램

본대회 순서

모금 및 문화행사 
(KBS2 생중계방송)

•사        회 : 문성근 (영화배우)

•개회선언 : 최창무 상임대표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국민의례

•대  회  사 : 서영훈 상임대표

•경과보고 : 김동완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내빈소개 : 김상근 목사 (겨레사랑 - 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공동대표)

•격  려  사 : 강인덕 통일부 장관

•대국민호소문 발표 : 이우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해외동포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호소 :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공동선언문 채택 : 민병억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사 회 : 손범수, 이한숙

•문화공연 : 임응균, 신승훈, 변진섭, 자우림, 연합합창단 등

•북한식량난에 관한 보고 (영상물 상영) 

•100m천에 평화를 염원하는 글 이어쓰기 

•각 지역 모금행사 중계 및 각계 인사 인터뷰 

•세계지도자들의 메시지 발표 

 -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달라이라마, 빌리그레이험 목사, 준벤서 목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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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긴급 식량지원

1998년 4월 국제금식의 날 행사로 모아진 성금으로 중국산 옥수수 1,500톤을 구입, 10월 13일

부터 약 2주간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로 물자를 전달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측의 인도요원이 물

자를 가지고 신의주를 직접 방문하여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 민화협)와 물자 인도·인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1999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옥수수 2,500톤과 밀가루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1999년 2월 9일,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방침이 발표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민간단체로는 처

음으로 4월 2일 중국 북경에서 북측 민화협을 대표한 아태위와 만나 식량, 도서, 젖염소를 비롯한 

각종 지원물품의 인도·인수 절차 등을 협의하고 대표단 교류와 방북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합

의서’를 교환하였다. 그 이후부터 지원물자를 적십자사가 아닌 우리 단체의 이름으로 직접 전달하

게 되었고 본격적인 방북과 다방면에 걸친 지원사업들이 진행된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우리 정부의 대규모 쌀, 비료지원이 이뤄지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단순 식량지원에서 농업, 축산, 보건의료 등 분야별 개발협력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즉 정

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민간차원의 시범적 개발협력사업 추진이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면

서 민관협력을 통한 대북지원이 점차 자리를 잡은 것이다. 물론 북한어린이 지원사업이나 수재지

원 등 긴급구호 사업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후원단체들의 밀가루 등 식량지원은 간헐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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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방북 및 참여단체

1998년

3월 10일 봄보리 이모작용 비료 800톤 여수항 → 남포항 · 한국비료공업협회(9개회원사) 후원

10월 13일 옥수수 1,500톤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 류태선 목사, 윤지열 부장

  (신의주 방문)

1999년

1월 5일 옥수수 1,500톤 단동 → 신의주

· 금융노련, 천주교 민화위, 원불교, 

새마을운동중앙회, 천도교, 김명혁 목사, 

송월주 스님, 백낙환 공동대표, 

장기천 공동대표, 김길자, 두상달 지도위원, 

포항제철 등 후원

· 인도요원 - 두상달 장로,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이강천 기업은행 노조부장, 

강영식 국장(신의주 방문)

7월 2일 옥수수 1,000톤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 김영수 교수, 이종무 실장

  (신의주 방문)

11월 18일
밀가루 51톤, 귀리 18톤, 

라면 300상자 
인천항 → 남포항

· 제일제당, ㈜임팩스코리아, 판영상사업단 

후원

2000년 7월 27일 밀가루 210톤 인천항 → 남포항 · ㈜CJ39쇼핑 후원

2001년

1월 3일 밀가루 120톤 인천항 → 남포항
· 서울시 강동구 중식업연합회

(103개 중식업 식당) 등 후원

7월 6일 밀가루 400톤 인천항 → 남포항

8월 10일 요소비료 1,000톤 인천항 → 남포항 · 인도요원 3명 방북, 한국노총 후원

9월 8일 밀가루 400톤 인천항 → 남포항

9월 19일 밀가루 500톤 인천항 → 남포항 · ㈜에이스침대 후원

2002년

1월 16일 밀가루 600톤 인천항 → 남포항

· 전남 목포시 후원

· 1월 22일 ~26일  밀가루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 7명 평양 방문

9월 18일 밀가루 400톤 인천항 → 남포항

10월 3일 밀가루 51톤 인천항 → 남포항

2003년 9월 9일 밀가루 30톤 인천항 → 남포항

2004년 11월 24일 쌀 50톤 인천항 → 남포항 · 전남 지원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대북 식량·비료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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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09년 긴급 식량지원 - 옥수수 1만 1천톤 지원

2008년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로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과 국제사회의 인도지원이 크게 감소

하며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악화되었다. 당시 북한 주재 영국대사는 2009년 초 북한 동북지역의 

식량 배급이 200g 밑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전하였고 세계식량계획(이하, WFP)도 외부지원이 없을 

경우 북한의 전체 식량 부족분이 전체 필요량의 1/5에 해당하는 110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

다. 또한 WFP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2008년 북한의 53개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주민의 60%가 하루 두 끼 이하의 식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1일 배급량도 150g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전년도인 2008년 북한 전역을 강타한 가뭄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의 

긴급지원요청을 받고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서울시(시장 오세훈), 인천시(시장 안상수), 사

회복지공동모금회, 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이영훈),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와 함께 옥

수수 1만 1천톤(약 38억원 상당)을 지원하였

다. 이 물자는 2009년 8월 31일부터 11월 25일

까지 4개월에 걸쳐 전달되었다.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2009년

8월 31일
중국산 옥수수 1차분 4,200톤

(25kg포대 168,000포)  
중국 대련항 → 남포항

10월 22일 ~ 11월 25일
중국산 옥수수 2차분 6,800톤 

(40kg 포대 170,000포)
중국 단동 → 신의주 → 서포

2009년 옥수수 1만 1천톤 지원현황

중국단동역 옥수수 상차 직업. 2009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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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과 물적·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처가 늦

어져 피해를 키우기 쉽다. 이로 인해 때때로 발생하는 북한의 자연재해 등은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

실을 가져왔는데 1995년 북한 전역을 강타한 대홍수와 2004년 4월 발생한 룡천역 폭발사건, 2006년 

~2007년의 수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5년 북한의 홍수피해와 이로 인한 기아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민

간과 종교계의 인도주의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5년 7월 발생한 큰물사태(홍수)로 50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고 5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수많은 농경지와 공공건물들이 큰물 피

해를 입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의 긴급지원요청으로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섰고 곧이어 국내의 민간단체와 종교계

도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운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1996년 ‘북한동포돕기 범국민모금운동’과 1997년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을 통한 긴급 식량 및 비료지원 등이 초기 긴급구호활동에 해당된다. 

긴급구호는 긴급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으로 남

북간 정치적 사안과 연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에 기반

한 민간의 긴급구호활동은 남북 정부차원의 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

에 더해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일정 정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동시에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

하게 진행된 긴급구호활동은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한편, 남한에서는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대북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일정 정도 완화하고 통일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긴급구호활동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방식으로써 지원대상과 지원물자가 분명하기에 일반 국민

들의 동의와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2. 긴급구호활동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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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4년 룡천역 폭발사고 피해복구 지원

2004년 4월 22일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대

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사고 발

생 직후 ‘룡천 피해복구 중앙지휘부’를 긴급 구

성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총력체제에 돌입하

였다. 

북한은 4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세부적

인 피해상황을 밝히기 시작했다. 조선중앙통

신은 “피해반경 2Km, 가장 심한 피해 반경 

1.5Km, 폭발사고 지점 구덩이 깊이 15m” 라고 

보도하면서 사망자 150여명, 부상자 1,300여 

명 등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공공건물 및 산업·상업건물 30여동, 주택 8,100세대(완전파괴 

1,850세대, 부분파손 6,250세대) 등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피해지역이 반경 4Km이며, 일차적인 손실액만도 3억유로(480억원)에 이른다고 정

정 발표하였다.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 생필품, 의약품 등 긴급구호 물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었기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4월 23일 북한은 유엔인도지원조정국

(UNOCHA), 국제적십자연맹(IFRC), WFP 등 국제기구들과 중국을 비롯한 평양주재 외국대사관

들에 룡천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면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당시 평양을 방문한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방북단에게도 룡천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룡천역 사고가 발생하자 55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로 ‘룡천역 폭발

사고 피해돕기운동본부’(이하, 룡천동포돕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사무국단체로 활동하였다.

룡천동포돕기운동본부는 2004년 4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대국민 모금운동을 시작한다. 사고 초기에는 의약품, 생필품 등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긴급

구호 물자와 복구장비들을 지원하였다. 룡천이 중국 접경지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물자는 중

국에서 구입한 후 단동에서 신의주를 거쳐 사고현장에 지원하였고 국내 조달물자는 인천항에서 중

국 단동항으로 수송한 후 육로를 거쳐 룡천으로 지원하였다. 더불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을 제고하기 위해 명동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모금을 전개하는 동시에 4월 29일에는 MBC와 공

동으로 모금 생방송(ARS 060 - 705 - 1004 모금)을 진행하였다. 이 모금운동에는 일반 시민들과 종

교계, 시민단체, 각급기관,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남, 강원도, 익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도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룡천동포돕기운동본부 발족식. 한국프레스센터 2004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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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8일 인천항에서 개최된 제1차 지원물자 출항식에는 송월주 상임대표, 손학규 경기

도지사,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 정정섭 기아대책 부회장, 유기덕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등 100여명의 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하였다. 1차 지원으로는 경기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룡천동

포돕기운동본부에서 마련한 의약품, 생필품, 라면 등 약 100억원 상당의 물자와 그 외 개별단체들

이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물자가 함께 지원되었다. 이후 개별단체의 지원분을 제외하고 ‘룡천동포돕

기운동본부’ 차원에서만 총 140억원 상당의 물자가 지원되었다.

중국 단동 → 룡천 물자 지원

룡천역 폭발사고 피해돕기운동본부 참여단체

감리교서부연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세군,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

스,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나눔운동,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대

한결핵협회, 대한의사협회,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동북아평화연대, 민족통일촉진회, 사단법인 백범정신실천겨레연

합, 사단법인 한울안운동, 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음봉사회, 선한사람들, 아름다운가게,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 예장통합사회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진벨재단,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터내셔날에이드코리아, 재해극복범시민연합, 좋은벗들, 지구촌공생회, 천주

교서울대교구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 투명한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 평화네트워크, 평화의

숲,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복지재단, 한국제이티에스, 한민족복지재단,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

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KYC한국청년연합회, 두레공동체운동본부, 광주전남대책위원회, 룡천돕기강원도민

긴급행동 (총 55개 단체)

4월 29일 ~ 5월 13일 소독약 4만병, 화상연고약 9천 6백개, 수액바늘세트 3만 5천세트, 비타민 B1 및 비타민 C 

 주사 16만개, 붕대와 의약솜, 상수도관 5천m 등

5월 20일 ~ 27일 구급차 및 각종 생필품 등 2천 6백만원 상당의 물자 지원

6월 14일 1억 1천만원 상당 밀가루 긴급 지원 



13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룡천소학교건립위원회’ 참여단체 (12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민화협 용천복구지원협의회, 룡천돕기 강원도민 긴급행동, 룡천돕

기 광주·전남대책위,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익산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

합, 세계평화여성연합, 지구촌공생회 

인천항 → 단동항 → 룡천 물자 지원

1차 : 4월 28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룡천동포돕기본부, IAK에서 마련한 의약품, 생필품, 라면 등 

 약 100억원 상당의 지원물자 출항 (인도요원 2명 동승)

2차 : 5월 5일 서울시, 익산시, 기아대책, 예장총회 등이 기증한 17개 컨테이너, 총 5억원 상당의 물품 출항

3차 : 5월 14일 남북나눔운동, 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 선한사람들, 한민족복지재단, 밀레오레, 

 ㈜월드패넷에서 지원하는 의류, 두유, 어린이영양제 등 5개 컨테이너 총 26억원 상당의 

 지원물자 출항

4차 : 5월 19일 농협, 광주전남대책위 및 부평시청에서 기증한 총 1억 6천만원 상당의 물자 출항

5, 6차 : 6월 4일,14일 익산시에서 기증한 쌀과 하우스콘테이너 지원 

7차 : 6월 18일 제약협회에서 기증한 3억원 상당의 의약품 지원 

8차 : 7월 21일 항생제, 봉합사 등 지원 (이연제약, 비브라운 코리아 기증) 

룡천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이 마무리되며 룡천동포돕기운동본부는 복구로 지원 방향을 전환하

기로 결정하고, 5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이 12개 단체로 구성된  ‘룡천소학교건립위원회’를 발

족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함께 위원회의 사무국단체를 

담당하며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복구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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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천 참사 1주년이 되는 2005년 4월 ‘룡천

소학교건립위원회’ 대표단 11명이 룡천을 방

문하였다. 송월주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한 대

표단은 소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탁아소, 룡

천역 등을 둘러보고 룡천이 민족화해의 또 다

른 상징으로 거듭났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대

표단을 안내한 북한의 장송근 룡천복구지휘

부 부위원장(룡천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룡천이 남북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복구한 

21세기 민족화해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지원

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2004년 룡천 재해에 따른 남측의 지원은 북한의 재난 발생 시 민간단체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방식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룡천재해대

책 실무기획단’은 민간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갔고, 민간에서도 대북협력민간

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단체를 중심으로 ‘룡천동포돕기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단체간 협의와 조율

을 통해 중복 지원을 피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북측과도 공고한 협

의채널을 구축하여 긴급구호활동, 룡천소학교 건립 등 복구 활동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2005년 5월 물자 지원을 끝으로 룡천에 대한 긴급 및 복구지원 활동은 종료되었다. 이후 이리

역 폭발사고를 경험했던 익산시의 시민들과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룡천돕기 익산시민모임’이 결

성되었고 이후에도 이들을 중심으로 룡천지역의 육아원과 탁아소 등에 대한 급식 및 생필품 지원

을 이어나갔다.

룡천소학교 후원단체 및 기관

천도교, 대한한의사협회, 두레공동체운동,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아름다운

학교운동본부, 오산시민모임, 풀무질서적,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역술인협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생협연대, 익산교육청, 계명대, 작은이를 생각하는사람

들, 광진주민연대, 팔각회, 안산시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국제학교, 세종건설, SK(주), LG CNS, 관악네티즌연대, 텐플러

스, 중림어린이집, 서울애화학교, 신세계 I&C, ㈜미니마이크로시스템, 대한영양사협회 등 <무순>  

룡천소학교 준공식 기념사진. 룡천 200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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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역

2004년

6월 19일 · 철근 105톤 (45,122달러) 지원 

6월 20일 · 시멘트 960톤 (48,020달러) 지원

7월 15일 ∼ 7월 17일 · 이용선 사무총장, 김선양 건축사협회 이사 등 건립실무단 7명 신의주 방문

7월 21일 · 밀가루 (9백만원 상당) 지원 (목포 우리민족 지원)

9월 17일 · 페인트, 학용품 등 지원 (인천항 → 남포항)

10월 5일 · 철근 280톤 지원

10월 8일 · 철근 20톤 지원 

10월 21일 · 창문, 책상 등 26개 품목 지원

10월 29일 · 벽지, 장판, 악기 등 27개 품목 지원

11월 1일 · 페인트, 학교비품 등 32개 품목 지원

11월 5일 · 세탁기, 정수기 등 지원 (인천항 → 남포항)

11월 15일 · 소학교, 유치원 학생용 운동복 및 소학교 책걸상 지원

11월 17일 · 피아노, 아코디언 등 학생용 악기 지원

11월 29일 · 중국 현지 실무자 룡천 현지 모니터링 방문 및 지원물자의 분배 확인

12월 6일 · 병원용 처치대 및 아동용 침대 지원

12월 18일
· 도로복구용 아스팔트 2,000톤 지원 (울산항 → 남포항)

  - SK에서 1,000톤 지원

2005년

1월 10일 · 교실용 유리, 냉온풍기 등

4월 29일

룡천소학교 준공식 개최

· 준공식 대표단(11명) 룡천 방문

   - 송월주 상임대표, 채규정 익산시장, 김선양 건설단체 총연합회장, 

      선성수 전남교육청 과장, 김정기 익산시의회의장, 이용선 사무총장, 

      이정식 MBC PD, 김진구 통일부 과장 등

4월 29일 ∼ 5월 24일

아스팔트 2,000톤 및 씨감자 500톤 지원

· 인도요원(6명) 룡천 방문 

   - 소창호 바이오산업 부장, 이창준 SK 과장, 최양옥 익산시 계장,

      정영재 광주전남룡천돕기운동 사무총장, 홍상영 부국장, 황재성 간사

   ※ 7일간 7회에 걸쳐 지원

룡천소학교건립위원회 지원 및 방북 현황

※ 국내에서 수송한 물자가 아닌 경우 중국 단동에서 룡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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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6년 수해지원

2006년 7월 중순 한반도를 강타한 큰 비는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고 인

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북한은 홍수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7월 홍수로 사망 549명, 실종 295명, 부상 3천여명 등 모두 4천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

생하였다. 또한 2만 8천여가구가 반파 혹은 완파되었고 7천만평이 넘는 농경지가 침수 또는 매몰

되었다. 

당시는 6자회담 결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이었지만 인도

적 지원과 정치군사적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국내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긴급 수해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7월 말부터 9월까지 북한의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전개하여 의류, 라면 등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물자를 3차례에 걸

쳐 북한에 지원하였다. 

이 긴급지원을 위해 을지병원(원장 박준영)과 우리 단체 홍보대사인 방송인 정재환씨가 각 1천

만원, 한의사협회 2백만원, 소망공동체에서 1백만원, 한국청소년수련원(원장 이창식) 등 각계에서 

성금을 기탁하였고 한국제약협회, 보건의료발전재단, 삼익제약에서 의약품을 한국생협연합회 등

에서 라면을 기증하였다.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후원단체

2006년

8월 16일 의약품(포도당, 항생제) 및 의류 인천 → 남포
UGIZ

보건의료발전재단

8월 23일 라면 3만개 인천 → 남포

한국생협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

8월 30일 의약품(항생제, 연고제) 인천 → 남포
한국제약협회

삼익제약

2006년 수해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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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년 수해지원

2007년 8월 7일부터 10여일 동안 북한지역에 태풍 등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  

1967년 평양 대홍수 이래 4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 및 실종이 600여명, 이재민 

90만명, 주택 파괴 및 침수 24만가구, 농경지 20만정보가 훼손되는 등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한 또한 피해상황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전하며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7년 8월 16일부터 긴급 모금운동을 진행하여 

8월 24일, 1차 지원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8억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2007년 긴급 수해지원을 위해 국민 개별성금 이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탁한 성금 5억

원과 10억원 상당의 물자가 모였다. 경기도(1억원), 한국토지공사(1억 5천만원), 영통포럼(무원 공

동대표, 5천만원), 석왕사(영담 공동대표, 2천 3백만원), 대한치과의사협회(안성모 공동대표, 5백 

만원), 대한한의사협회(유기덕 공동대표), 생명사랑하림재단(김홍국 공동대표, 1천 5백만원), 원

불교여성회(한지현 공동대표, 9백만원), 마산시(1천만원), 한살림(1천만원), 산재의료관리원(1천

만원), 한울안운동(9백만원), 건강사회를 위

한 치과의사회(5백만원), 강동구 중식업연합

회(5백만원), 익산 룡천돕기모임, 경북관광

개발공사, 아름다운가게, 한국여성민우회, 

청파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맥스, 두

예건축, 창이엔지 등이 모금에 동참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성공

단기업협의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내서

기업인협의회, 한국제약협회, 비즈파인코리

아, 더휴컴퍼니, 인원어페럴, 동심에디피아, 

KRD 등에서 현물을 기증하는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졌다. 지원물자 전달. 개성 봉동중학교 2007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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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지원 경로 방북 인원(개성) 지원 품목 / 수량

2007년

8월 24일 인천 → 남포 -  라면  4,200박스

8월 25일 도라산 → 개성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2명)
 밀가루 4,800포 (20㎏)

8월 28일 도라산 → 개성

신필균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전흥윤 공동모금회 배분팀장,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4명)

 철삽  10,000개

 호주 긴삽  5,000개

 고무장화  2,000켤레

 코팅장갑  20,000켤레

 라면  466,560개

 간장  39,216병

 콩기름 39,216병

 의복  2,307점

 통조림 치킨 17,304개

9월 13일 도라산 → 개성
공동모금회, 마산시 등 

지원단체 대표 6명

 손수레  1,200대

 소독약  100개 

 아동용체육복  2,000벌

 의류  3,117점

9월 14일 도라산 → 개성
이영동 공동대표, 

토지공사 임원 등 6명

 경유  73,860ℓ

 시멘트 873.5톤(40㎏, 21,837포)

9월 20일 도라산 → 개성 영통포럼, 공동모금회 임원 등 7명

 페인트 9.6톤 (코레폭스,경화제)

 여성의류  5,294점

 의류  36,176점

 의약품 398통 (20종)

10월 11일 도라산 → 개성 김기문 중기협 회장 등 임원 12명

 의류   991박스

 시멘트 360톤 (9,000포)

 밀가루 80톤 (4,000포)

 의류 및 생필품   125박스

10월 27일 도라산 → 개성
산재관리원, 한살림, 

강동군중식업연합회 임원 등 13명
 페인트 23톤 (21,325ℓ)

10월 30일 도라산 → 개성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임원 등 6명 
 페인트 15톤 (12,668ℓ)

 의류 14,320점

11월 2일 인천 → 남포 -
 페인트 60,860ℓ

 책걸상 200개

2007년 수해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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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0년 북한 수재민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2010년 7~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평안도와 함경남도 자강도, 강원도, 황해남북

도 신의주 등에서 수십명이 사망하고 농경지 55,700

여정보와 살림집 21,690여세대가 침수되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종교계, 지자체 등과 함

께 긴급 식량지원에 나섰다. 2010년 8월 27일 ‘민족

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과 함께 밀가루 

300톤을 지원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경기도, 한국

JTS와 함께 밀가루 400톤을 지원하였다. 지원된 밀

가루는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장풍군, 금천군, 황해

남도 배천군, 청단군, 연안군 등 총 6개 지역의 유치

원과 탁아소 어린이 등에게 전달되었다. 

2010년 10월 29일에는 인천시와 함께 수해가 가

장 심했던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옥수수 700톤을 지

원하였으며, 이 식량은 신의주시 수재민들과 탁아

소, 유치원, 고아원 등지에 전달되었다. 당시 신의

주에 대한 옥수수지원 과정에서 대표단 4명(영담 상

임공동대표,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홍상영 국장, 황재성 부장)이 신의주를 방문하였다. 

 

2)	 	9월	16일	 -	1차	대북	수재	구호물자	지원	및	대표단	5명	방북	(도라산→개성육로)

	 	 -	지원	물자	:	밀가루	400톤	(경기도,	한국JTS	지원분)

	 	 -	방북대표단	:	영담,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강영식	총장,	홍상영	국장,	김애경	JTS	국장

	 9월	20일	 -	인천시	대북	수재지원	협약식	(인천시청)

	 	 -	참석자	:	영담	상임공동대표,	송영길	인천시장

	 	 -	내용	:	신의주지역	수재지원	옥수수	700톤(3억원	상당)	지원	협약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방북 

2010년

8월 27일 밀가루 300톤 도라산 → 개성 대표단 9명 개성 방문 

9월 16일 2) 밀가루 400톤 도라산 → 개성 대표단 5명 개성 방문 

10월 29일 옥수수 700톤 중국 단동 → 신의주 대표단 4명 신의주 방문

2010년 수재지원 현황

01  1차 밀가루 300톤 지원 및 대표단 9명(개성 2010년 8월 27

일). 좌로부터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김명혁 목사, 김훈일 신부, 박

남수 천도교 교령, 법륜 스님, 박종화 목사, 박경조 성공회 주교, 이

정익 목사, 김대선 원불교 교무    02  옥수수 700톤 지원 및 대표

단 4명 신의주 방문(2010년 10월 29일). 우로부터 영담 상임공동

대표, 김순옥 신의주 해방식량공급소장,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신

의주 양정사업소 관계자, 홍상영 국장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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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11년 ‘북녘의 식량사정을 걱정하는 종교·시민사회 모임’ 긴급지원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으로 인해 5.24조치 이후 겨우 유지돼 오던 민

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사정을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한 32개의 대북지원단체와 종교계 대표들

이 ‘북녘의 식량사정을 걱정하는 종교·시민

사회 모임’을 결성하고 5.24조치 1주년을 하루 

앞둔 2011년 5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북 긴급지원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캠페인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1

년 6월 발생한 태풍 메아리,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인해 당시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6월 개성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남측 민화협)과 북측 민화

협이 만남을 갖고 황해도 사리원에 밀가루 2,500톤을 지원하는 합의서를 체결한다.

남측 민화협이 주관한 이 긴급 캠페인은 정부의 식량지원 불가방침으로 잠시 주춤거렸으나 국

민적 여론에 의해 정부가 식량지원을 승인하며 다시금 탄력을 받았다. 정부 승인 두 달 후인 7월 26

일, 밀가루 300톤 지원을 시작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2,500톤의 밀가루를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배확인을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32명의 대표단이 사리원 현

지를 방문하였다. 이 캠페인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JTS, 대화와 소통, 굿네이버스, 기

아대책, 함께나누는세상,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등 30여개 대북지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으로 참여하였다.

지원 대상 지원 물자 참여단체

황해북도 사리원시

· 260개 기관 / 82,000명

· 탁아소, 유치원, 애육원, 병원, 소학교, 

   중학교 및 산모

· 밀가루 2,500톤

   - 총 11차례에 걸쳐 개성육로를 

      통해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한국JTS,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함께나누는세상, 기아대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대화와소통 등

2011년 긴급지원 현황

긴급 기자회견. 2011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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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긴급 호소문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민족의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들이, 통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우리의 아이들이, 심각한 굶주림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생명과 인권의 존엄성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

다. 한반도 평화와 건강한 통일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WFP)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최소 6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북한은 세계 40여개 국가에 식량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어느 국가도 선뜻 북한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

다. 북한은 자구책으로 중국에 철광, 석탄 등의 원자재를 무조건 수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기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결국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잃게 했던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안타까움과 분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국민들도 이러한 행동을 한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

의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이러한 군사적·정치적 긴장상태와는 별개로, 수백만의 북한 동포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

도 우리가 외면 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굶주림에 고통 받는 동포들을 돕

기 위한 인도적 실천이 절실합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끈이며, 남북이 상생하는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입니

다. 통일 후 함께 살아갈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을 모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

니다. 각계의 지원금과 국민성금을 통해 우선 밀가루 5천톤을 준비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굶주린 북녘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것만큼 중요

한 일은 없습니다. 이는 그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대북정책의 원칙을 이해하며, 우리 정부의 확고한 뜻은 북한당국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북한주민들의 기아와 질병의 저 참담한 고통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정부에 요청합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져 주십시오. 시민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식량이 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자의 반출

과 방북에 대한 제한조치들을 조속히 완화·해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단체나 국

제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시급히 재개해야 하며, 북한의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대해서도 남북 공동대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두산 화산 뿐만아니라 북한의 산림황폐화와 홍수, 구제역과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

고 복구하기 위한 협력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대북 지원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논란과 지원물자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지

원의 효과를 높이고 분배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종교인 여러분,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 5. 23
북녘의 식량사정을 걱정하는 종교·시민사회 모임

강교자(한국YWCA연합회 회장), 강철규(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권근술(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진(한국JTS 공동대표), 김대선(원불교 교무), 김덕룡(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명혁(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삼

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형문(한국유권자운동연합 상임의장), 김홍진(신부, 쑥고개성당 주임), 남부원(한

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마의웅(민화협 공동의장), 몽 산(스님,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문난영(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민경태(홀트아동복

지회 회장), 박남수(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원철(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성민(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박창빈(월드비전 부

회장), 법륜(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한국JTS 이사장), 신명자(평화3000 이사장), 오재식(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영 담(스님,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 상임공동대표), 안양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성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용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일하(굿

네이버스 회장), 이창복(민화협 공동상임의장), 인명진(목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임종철(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등 32명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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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012년 북민협·남측 민화협 공동 ‘긴급 수해지원 캠페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2년 1월, 56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북민협의 회장단

체로 선출되었다. 당시는 2011년 12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7월 평안남도 안주시와 인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가 발생하자 북민협은 

이를 계기로 긴급 식량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4명의 실무대표단과 북측 민화협

이 개성에서 만남을 갖고 ‘긴급 수해지원 및 어린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8월 28일, 북민협과 남측 민화협이 공동으로 ‘2012 북한 긴급 수해지원 및 북한어린이돕기 

범국민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 달간 ‘북한어린이와 함께하는 

평화와 나눔의 한가위 캠페인’ 추진을 선포한다. 이 캠페인을 위해 공동 모금 구좌운용 및 ARS 모

금(060 - 7000 - 400 / 한통에 2,000원), KBS 방송모금, 각계 인사 초청 모금행사 등을 계획하였으

나 9월 17일 상암동 평화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KBS 특별 모금생방송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면서 애

초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로 10월 5일 개성육로를 통해 1차로 밀가

루 500톤(2억 6천만원 상당)을, 10월 25일 

2차로 기초의약품과 의류를 평안남도 안주

시와 개천군에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로 현지 모니터링에 

대한 북측의 거부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추가 지원 불허방침으로 3차분으로 예정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500톤 지원과 대표

단 현지 방문은 무산되었다.
1차 밀가루 500톤 전달식. 임진각 2012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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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13년 북민협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2012년 북민협과 북측 민화협은 ‘북한 평안남도 어린이지원사업’을 위한 밀가루 2,000톤 지원

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의 세부합의서(분배확인서) 교환 및 남측 대표단의 현지 방

문 거부 입장,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없는 식량지원 불허 방침으로 인해 무산되며 사업이 2013년으

로 연기되었다.

2013년 1월 북민협 상임위원회에서 어린이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북측에 사업재개 

협의를 위한 접촉을 제안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개월간 침묵하던 북측 민화협은 5월 말

어린이지원사업 재개·추진의사를 밝히며 6월 19일에 우리측 제안을 수용한 합의서와 분배계획서

를 보내왔다. 이에 북민협에서는 1차로 15억원 상당의 밀가루 1,000톤과 옥수수 1,200톤, 전지분

유 16톤을 황해도 및 평안도 13개 지역 6만여명의 아동들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통일부에 반출 승인

을 요청하였다.  

북측 민화협은 또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북민협 대표단(단장 인명진 회장) 9명에 대한 현

지 방문을 수용하고 사전에 초청장을 보내오는 등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

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진행되었던 소규모 식량지원을 불허하는 방침을 세우고 북민협의 물자반출

승인을 보류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식량 지원 불가방침은 2016년 상반기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개성 방문 참여단체

2012년

10월 5일

· 밀가루 500톤

(25톤 트럭 20대)

  *2억 6천만원 상당

도라산 →

개성 봉동역

박창일

북민협 부회장,

김기진 JTS 공동

대표 등 11명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남북평화재단,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재단, 

평화3000, 한국JTS 

10월 25일

· 기초의약품

(해열제, 수액제, 식수 

소독약 12종)

  *16억원 상당

· 의류

(여성의류 12,000벌, 

아동용 내복 3,000벌) 

  *16억원 상당

도라산 →

개성 봉동역

강영식 북민협 

운영위원장 등 

6명

기아대책(섬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2년 긴급 수해지원 현황



143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1장. 대북지원사업  -  01. 일반지원 및 긴급구호

어린이지원사업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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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안남도 안주시 수해지원 

2013년에는 오랜 장마로 한반도 곳곳이 

크고 작은 물난리를 겪었다. 북한도 예외가 아

니어서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에서 수해

가 발생하였다. 특히 평안남도 안주시는 7월  

15일과 21일까지 내린 비로 전체 면적의 80%

가 물에 잠겼고, 1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

하였다. 

안주시의 수해소식을 접한 이북5도청 산

하 평안남도 안주군(현 안주시) 군민회는 고

향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여 8월 5일  

성금 500만원을 우리 단체에 기탁하였다. 이

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성금과 자체 재원으로 2만달러 상당의 국수 19톤을 마련하여  

9월 24일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를 거쳐 안주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의 승인유보 방침에 

따라 부득이 해외동포단체를 통해 간접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지원 물자
지원

예정일
지원 경로 지원 지역 지원 대상

밀가루 1,000톤

옥수수 1,200톤

전지분유 16톤

7월 

한달간

· 중국 단동 → 신의주 

  (열차)

· 인천 → 대련 → 남포

  (선박)

· 개성 육로

  (개성공단 정상화 전제)

황해도, 평안도 13개 지역 

· 황해남도 3개 지역

 (해주시, 신천군, 은천군)

· 황해북도 3개 지역 

 (사리원시, 봉산군, 송림군)

· 평안남도 4개 지역

 (평성시, 순천군, 은천군, 덕천군)

· 평안북도 3개 지역 

 (신의주시, 룡천군, 정주군)

· 소학교

· 유치원

· 탁아소 

· 애육원

· 육아원 

 -지역내 량정 사업소를 

   통하여 분배 

· 전체 약 180개 

   단위 6만여명

북민협 2013년 북한어린이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주군민회 성금 전달식(2013년 8월 5일). 좌로부터 석관성 군민회 상임고

문, 최기석 군민회 장학회장,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김웅도 군민회 회장, 장

경학 군민회 상임고문, 영담 상임공동대표,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윤여두 상

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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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15년 나진·선봉지역 수해지원

2015년 8·25 남북고위급 합의 다음 날인 26일, 태풍 고니가 북한 나선시 지역을 강타하였다. 

공식적으로는 40여명의 사망자와 건물, 농경지의 유실 등이 보고되었으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해외동포단체들의 긴급지원요청을 받

고 세 차례에 걸쳐 국수 20톤과 의류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정부의 대북지원 규제와 북측

의 남측 단체 지원에 대한 거부로 인해 긴급구호활동은 큰 제약 속에 진행되었다. 

일자 지원 지역 지원 물자 금액 지원 경로

2015년

9월 17일 나진선봉지구 국수 10톤 13,500달러 중국 훈춘 → 나진시

10월 13일 나진선봉지구 국수 10톤 13,500달러 중국 훈춘 → 나진시

12월 29일 나진선봉지구 의류500세대분 12,000달러 중국 훈춘 → 나진시

2015년 나진·선봉지역 수해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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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가. 북한어린이 급식지원사업 (2001년∼2007년)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의 어린이들이었

다. 1998년 유엔아동기금(UNICEF)와 WFP

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어린이의 62%가 발육

부진과 만성 영양실조 상태이며 38.2%가 신

체 왜소, 5세 이하의 영유아 사망이 1,000명당 

48명에 달했다. 또한 북한청소년의 신장은 남

자 155cm, 여자 152cm로 남측에 비해 10cm 

이상 작으며 몸무게도 10kg 적다고 보고되었

다. 2000년 이후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

나 불안정한 식량수급과 열악한 보건의료 체계로 인해 북한어린이들은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방치

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된 한반도를 함께 이끌어 갈 북한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2001년 북한어린이 급식지원본부(본부장 이윤구 공동대표)를 구성하

고 북한어린이 급식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 급식지원사업은 밀가루와 양념스프로 국수(혹은 

수제비)나 빵을 만들어 매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각 대상지역 내 기존 공

장을 이용하고 북측이 노동력을 조달하였다. 또한 국내 제약업계의 지원을 받아 국수에 비타민, 칼

슘 등의 어린이 영양소를 함께 첨가하여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아동급식사업은 초기에는 평양의 만경대구역과 사리원시, 정주시 등  

3개 지역의 유치원 및 탁아소 어린이 4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2년 8월부터는 

북측 민화협과 합의하에 지원 대상을 좀 더 어려운 지역인 남포, 량강도 혜산, 함경북도 회령으로 

변경하여 역시 4만여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용 밀가루와 양념스프, 의류 등의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였다.

2002년 사업에는 인제대와 동서대, 경남지역 교회들이 동참하였으며 좋은벗들의 법륜 스님도 

2,000만원을 기부하였다. 또한 매일유업이 지원한 분유를 남포유치원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2003

년 1월에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원으로 26억원 상당의 분유 400톤을 인천 - 남포 

3. 북한어린이 지원 및 BaB 캠페인

이윤구 공동대표 남포육아원 방문. 2003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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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원 물자 지원 지역/기관 지원 경로

2001년

밀가루 800톤 (2회) 

양념 스프 1.5톤 (2회)

평양시 만경대 구역, 황해북도 사리원시, 

평안북도 정주시 유치원·탁아소 아동 4만명
중국 단동 → 신의주 → 서포

<1차 방북> 7월 21일 ~ 28일, 대표단 5명 방북 

 - 송월주 상임대표, 종하 스님, 지하 스님, 영담 스님, 이용선 사무총장

<2차 방북> 9월 11일 ~ 15일,  대표단 6명 방북 

 - 이윤구 공동대표, 박동순 동서대 총장, 백영철 통일포럼 회장, 

    구충곤 유림종합건설 대표, 이용선 사무총장, 정영재 광주전남본부 사무총장

2002년

쌀 190톤 (2회)

밀가루 800톤 (2회)

양념 스프 1톤

이유식 3,996캔

이불 480채

남포시 유치원·탁아소 아동 2만명 

함북 회령, 량강도 혜산 유치원·탁아소 아동 2만명

중국 단동 → 남포(인도요원 방북)

중국 장백 → 혜산(인도요원 방북)

중국 삼합 → 회령(인도요원 방북)

인천 → 남포

<1차 방북>  6월 1일 ~ 5일, 대표단 3명 방북

 - 김용지 경남 동림회 회장, 조국현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김선희 부장

<2차 방북> 11월 12일 ~ 16일, 대표단 7명 방북 

 - 이윤구 공동대표, 백낙서 인제대 대학원장, 김병직 일산백병원 원장, 유종길 목사, 

    정순영 동명정보대학 총장, 정영일 이랜드복지재단 국장, 김선희 부장

2003년

밀가루 850톤 (3회)

양념스프 2톤 (2회)

분유 400톤(1회) 

설탕 90톤 (2회)

이불 500채, 냉장고 2대,

겨울용품(의류, 생필

품 등)

남포시 유치원·탁아소 아동 2만명

함북 회령, 량강도 혜산 유치원·탁아소 아동 2만명

중국 단동 → 남포(인도요원 방북)

중국 장백 → 혜산(인도요원 방북)

중국 삼합 → 회령(인도요원 방북)

인천 → 남포(인도요원 3명 방북)

<1차 방북> 2월 8일 ~ 11일, 분유지원 대표단 15명 방북(서해직항로 경유)

 - 이윤구 공동대표,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 등 15명

<2차 방북> 4월 7일 ~ 12일, 대표단 8명 방북  

 - 이윤구 공동대표, 강병도 창신대 학장, 김상기 MBC 통일방송협력단 단장, 

    윤영관 MBC 시사제작국장, 조기양 MBC 부장, 이정식 MBC PD, 강영식 사무국장

2004년
밀가루 240톤 

쌀 50톤
남포시 유치원·탁아소 인천 → 남포 

2005년 의류 및 생필품 평안북도 신의주 애육원, 룡천 육아원 중국 단동 → 신의주

2007년

급식자재(5회)

(밀가루 53톤, 분유, 설

탕, 콩기름 37톤), 

생필품

(의류, 과자, 신발 등)

신의주 애육원 (130명)

신의주 육아원 (220명)

룡천군 육아원 (420명)

염주군 양생원 (120명)

동림중등학원 (470명)

삭주군 이부모학원 (123명)

중국 단동 → 신의주

북한어린이 급식지원사업 지원내역 및 방북 현황 (2001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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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를 통해 지원하였고 축산분야 대표단 15명이 서해직항로를 통해 지원 현장을 방문하였다. 

또한 2004년 룡천폭발사건 피해 지원을 계기로 룡천탁아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익산시와 ‘룡

천돕기 익산시민모임’은 이후 룡천군 육아원과 결연하여 생필품과 급식 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

하였다.

그러나 2004년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7월 밀가루 240톤과 쌀 50톤 지원을 끝으로 아동

급식사업은 잠정 중단되고 만다. 이후 북한어린이 지원사업은 ‘룡천돕기 익산시민모임’과 함께 2005

년 평안북도 룡천과 신의주의 육아원, 애육원 등에 대한 급식 및 생필품 지원에 국한돼 추진되었는

데 2007년도에는 인근 염주군과 삭주군의 3개 아동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의 급식자

재(밀가루, 분유, 설탕, 콩기름) 및 의류 등의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이 지원사업은 익산시민모임과 

함께 한국생협연합회, ㈜고려정보통신, 복지단체 너머, ㈜웨스턴테크닉, 성남시 중원구 어린이집

연합회, 창동고등학교 등이 후원하였다. 

나. 북한 영유아 및 변경지역 어린이 지원사업 (2008년∼2009년)

2008년 이후 어린이지원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남포지역 어린이(영유아)

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과 남포산원 현대화 및 산모지원이었다. 남포산원 현대화사업은 병원을 거점

으로 지속적으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지원사업 모델이

었다. 남포산원은 남포시의 산모들뿐만 아니라 룡강군을 비롯한 주변지역 산모들도 이용하는 병원

이다. 이 사업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받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1차

년도 사업인 골조공사만 마무리 한 채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발

효되며 사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총 12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한 남포지역 어린이(영유아) 지원사업은 0세

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을 북측 실정에 맞게 현지에서 제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이유식이나 분유 지원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발지원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업 추진 1년 만에 중단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3) 

위의 두 사업과 함께 조·중 접경지역 어린이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되었다. 기존 진행하던 평

안북도 신의주와 룡천군 6개 어린이기관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2008년 6월부터는 함경북도 온성군 

 

3)	 	자세한	내용은	본	백서	1장,	3절	보건의료	분야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및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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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2곳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2009년에는 총 5곳의 유치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매월 국

수, 콩기름 등 급식 물자를 지원하였다. 또한 내복, 이불 등 아동용 생필품과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중국 도문에서 온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2009년 한 해 동안 총 11개 시설 3,327명

의 어린이들에게 총 19차례에 걸쳐 급식물자와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함경북도 어린이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온성군 전역의 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된다.

연도 지원 물자 지원 지역/기관 지원 경로

2008년

급식자재(국수, 분유, 설탕, 콩기름)

밀가루 25톤

옥수수 85톤

의류, 의약품, 학용품 등

* 총 5회 지원

신의주 애육원

신의주 육아원

룡천군 육아원

염주군 양생원

동림중등학원

삭주군 이부모학원

중국 단동 → 신의주

급식자재(국수, 분유, 콩기름, 라면)

의류, 이불, 의약품, 학용품 등

* 총 7회 지원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중국 도문 → 온성

2009년

급식자재(밀가루, 국수, 라면, 분유, 콩기름)

생필품(사탕, 과자, 의류, 담요 등)

* 총 5회 지원

신의주 애육원 (130명)

신의주 육아원 (220명)

룡천군 육아원 (420명)

염주군 양생원 (120명)

동림중등학원 (470명)

삭주군 이부모학원 (123명)

중국 단동 → 신의주

급식자재(밀가루, 국수, 라면, 분유, 설탕, 콩기름)

생필품(사탕, 과자, 의류,  담요 등)

* 총 14회 지원

온성읍유치원 (712명)

남양로동자구유치원 (396명)

왕재산리유치원 (398명)

온성농장유치원 (586명)

종축장유치원 (252명)

중국 도문 → 온성

북한 영유아 및 변경지역 어린이 지원사업 지원내역 (2008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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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aB 캠페인 “북한어린이에게 BaB을 나눕니다. 희망을 키웁니다”(2010년∼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보다 효과적

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 3월 29일 함경북도 온성군 인민위원

회 및 회령시 인민위원회와 합의서를 교환하

고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에 따라 온성군 

105개 유치원 6,562명의 어린이와 회령시 3개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점심급식용 빵과 

콩우유 가루, 국수 그리고 의류, 과자 등의 물

자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국 현지의 

빵, 국수 공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물자

를 구입하고 중국 도문 - 온성(남양), 중국 삼

합 - 회령 육로를 통해 정기적으로 물자를 전

달하였다. 조중 접경지역은 남측 후원자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다. 때문에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에 속해 있는 캐나다, 미국 달라스, 중국 본부 등의 해외동포단체들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0년 2월 24일 개최된 제64차 공동대표회의에서 함경북도 어린

이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코자 2010년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BaB(Bread and Balance)

이 희망이다’를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BaB위원회’(공동위원장 영담, 인명진 상임공동대표)를 구성하

였다. 또한 공동대표들이 온성군 1개 유치원에 대한 후원결연기관과 기금후원기관 유치에 적극 나

서기로 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하였다. 이후 홈페이지를 개설(www.bab.or.kr)하고 한겨레통

일문화재단과의 공동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갔으며 이재석광고연구소는 광고제작을 

후원하여 한겨레신문 등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0년 7월 27일에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인천광역시와 온성군 유치원 어린이 지

원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지자체 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불허방침으

로 지원이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이 캠페인에는 국내 12개 기관 및 단체(갈릴리교회, 부천 석왕사, 백병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대한치과의사회, ㈜고려정보통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시,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LG 

CNS, 새길교회, 웨스턴테크닉 등)와 개인후원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2010년 회령시 3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광주전남본부가 담당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온성군 물자 전달.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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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BaB 캠

페인’에 참여하는 후원자와 함께 중국 현지의 

빵, 국수 공장을 방문하고 지원과정을 참관하

는 후원자 현지방문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두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2009년 4월 북한의 1차 장거리 로켓발사

에 따른 대북지원 축소 조치, 2010년에 발생

한 3월 천안함 사건과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 5.24조치, 그리고 11월에 발발한 연평

도 포격사건으로 2009년 이후 남북관계는 급

속히 냉각되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도 중단

과 축소, 재개, 중단이라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북한어린이 지

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와 후원단체들의 꾸준한 지원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 또한 해외동포단체를 통한 간

접 지원으로 추진되었기에 남북간 정치적 상

황과 정부의 대북지원 제한조치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었다. 

2013년 12월에는 새로이 북측 민화협과 「평안남도 안주시 어린이지원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교

환하고 안주시 내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애육원, 산모시설에 대한 국수, 밀가루 등의 급식물자와 

의약품 등의 생필품을 2014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소위 취약계층에 대

한 남측 민간단체의 직·간접적인 지원마저도 어려워졌다. 결국 2015년 8월 이후에는 해외동포단

체를 통한 지원도 막히면서 어린이 지원사업이 잠정 중단되기에 이르다가 2016년 3월 재개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어린이 지원사업을 위해 총 131차례에 걸쳐 18억 4천만원 상당

의 급식 물자 및 생필품이 지원되었다. 2010년 총 30회, 2억 3천만원 상당의 물자 지원을 시작으

로 2011년에는 총 24회, 3억 2천만원 상당의 물자가 2012년에는 총 23회에 걸쳐 4억 5천만원 상당

의 물자가 지원되었다. 2013년에는 26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물자가 전달되었고 2014년에는 13회  

2억 4천만원 물자, 2015년에는 총 15회 2억원 상당의 물자가 북한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01 급식지원 후원자 지원현장방문. 중국 도문 2015년 10월 13일     

02 미 달라스 본부 윤유종 상임대표 지원학교 방문. 강원도 문산중등학교 

2015년 5월 6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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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원 물자 지원 지역/기관 지원 경로

2010년

급식자재(국수, 빵, 콩우유가루)

사탕, 의류 등

 * 총 9회 지원

· 함북 회령시 남문유치원, 탄광기계유치원, 

탄광기계탁아소 (3개소) / 889명
중국 삼합 → 회령

급식자재(빵, 콩유유가루)

사탕, 과자, 내의, 학용품, 치솔 등

 * 총 21회 지원

· 함북 온성군 온성읍, 농장, 종축장, 

남양로동자구, 왕재산리, 주원구, 

고성농장1, 용남리, 세선리, 풍서리, 

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대가정세대

(고아원) 등 105개 유치원 / 6,562명 

중국 도문 → 온성

2011년

급식자재(빵, 국수, 콩우유가루)

사탕, 과자, 내의 등

 * 총 24회 지원

· 함북 온성군 온성읍, 농장, 종축장, 

남양로동자구, 왕재산리,  주원구, 고성농장1, 

용남리, 세선리, 풍서리, 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대가정세대

(고아원) 등 105개 유치원 / 6,562명 

중국 도문 → 온성

2012년

급식자재(빵,국수,콩우유가루)

 * 총 23회 지원

 * 매회 지원시 빵 15,000개∼24,000개 / 

    콩우유가루 7,500봉지∼12,000봉지 

    지원 또는 국수 10톤(1만개) 지원

· 함경북도 온성군 45개 유치원 / 3,160여명 중국 도문 → 온성

2013년

빵, 콩우유가루 (매회 1만달러)

 * 총 15회 지원
· 함경북도 온성군 45개 유치원 / 3,300여명 중국 도문 → 온성

급식자재(국수 및 채소, 장류)

겨울의류 5,000벌

* 총 7회 지원

* 매회 국수 20톤 및 채소, 장류 지원

  (매회 2만 5천달러)

· 량강도 김정숙군 내 탁아소 45개, 

유치원 37개, 소학교 16개(1학년생) / 

5,800명

중국 장백 → 혜산 

국수 38톤, 밀가루 50톤

* 3회 지원

· 평남 안주시 내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애육원, 산모시설 

중국 단동 → 

신의주 → 평남 안주

국수 19톤 

* 총 1회 지원
· 평안도 5개 지역 어린이기관 중국 단동 → 신의주 

2014년

국수 20톤(매회 2만 5천달러)

* 총 11회 지원

· 평남 안주시 내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애육원, 산모시설 

중국 단동 → 

신의주 → 평남 안주

국수 10톤

* 총 1회 지원
· 량강도 혜산시 유치원 중국 장백 → 혜산

국수 10톤, 축구공 100개

* 총 1회 지원
· 강원도 원산 육아원, 애육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원산

2015년

국수 31톤, 내복, 과자 등

* 총 8회 지원
· 함경북도 온성군 중국 도문 → 온성

국수 9.5톤

* 총 3회 지원
· 량강도 혜산시 중국 장백 → 혜산

국수 20톤, 의류 500세트

* 총 3회 지원
· 나진선봉지구 중국 훈춘 → 나진시

국수 10톤

* 총 1회 지원
· 강원도 원산 육아원, 애육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원산

BaB캠페인 지원내역(2010년~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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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귤보내기운동

제주감귤을 북한에 지원하는 활동은 1999

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경석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이 제주를 방문하

여 제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제주시 기독교교회

협의회에 감귤보내기운동을 제안하였고 당

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이를 적극 지원하기

로 하면서 1999년 11월 27일 제주도 농업기

술원 강당에서 ‘새천년맞이 북한에 감귤보내

기 제주도민운동본부’(본부장 김정서 목사)가 

발족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근민 제주도

지사와 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를 맞아 제주도산 감

귤 2,000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범제주도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제주항에서 첫 출항식이 열렸으며 이후 제주 - 남포항을 운항

하는 전세 화물선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4,244톤의 감귤(26억 6천 4백만원 상당)을 북한에 전달

하였다. 지원된 감귤은 평양과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내의 병원과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등에 

전달되었으며, 지원 과정에서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하였다. 특히 두 번째 

방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동행하였다.

이후 감귤보내기운동의 범도민운동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0년 11월 제주도 내 각 

계 지도자들이 모여 ‘새천년맞이 북한에 감귤보내기를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북한동포돕기제주도

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로 확대 개편하고 독자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하

게 된다.

4. 감귤, 계란, 김·미역 등 국내 농·축·수산물 지원

제3차 감귤 출항식. 제주항 2000년 1월 17일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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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지원 및 방북 현황 (1999년~2000년)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인도요원 방북 

1999년

12월 23일 · 제주산 감귤 1차분 300톤 제주항 → 남포항

김선희 부장, 

오성찬 제주역사연구회장, 

양유진 북제주군 청년회장

(3명)

12월 29일 · 제주산 감귤 2차분 284톤 제주항 → 남포항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2명), 

김현동 국장

2000년

1월 17일 · 제주산 감귤 3차분 416톤 제주항 → 남포항 3명

2월  2일 · 제주산 감귤 4차분 1,200톤 제주항 → 남포항 3명

2월  8일 ~ 12일
· 감귤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 평양 방문(5명)

   - 김정서 목사, 이창규 제주농협장, 문영희 제주YWCA 총무, 임문철 신부, 강영식 사무국장

2월 16일 · 제주산 감귤 5차분 1,019톤 제주항 → 남포항 -

2월 20일 · 제주산 감귤 6차분 1,025톤 제주항 → 남포항 3명

3월 28일 ~ 4월 1일
· 감귤 2차 대표단 평양 방문

   -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4명

나. 트리플 2000 캠페인

1999년 장기화된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

해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영양식품인 계란을 

지원하는 운동이 당시 축협중앙회 신구범 회

장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 사업은 당시 계란

의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초과생산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는다는 의미도 

있어 국민들이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

다. 이에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 2천만

명의 북한동포들에게 2천만개의 계란을 보내

자는 취지로 캠페인의 명칭을 ‘트리플 2000 

캠페인’으로 정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축협중앙회(회장 신구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

합(위원장 배일도), 한국방송공사(사장 박권상)가 공동으로 운동본부를 구성, 1999년 12월 1일 세종

‘트리플 2000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세종홀 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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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트리플 2000 캠페인’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후 일반 국민모금, ARS 모금(08282 - 1004), 축협 창구모금 및 거리 모금 등의 다양한 모금활

동을 전개하여 총 1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모아진 16억원의 성금으

로 계란 2,000만개를 구입, 3차례에 걸쳐 이를 북한에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배확인을 위해 대

표단이 두 차례 평양과 지원 현장을 방문하였다. 1999년과 2000년 남측의 계란 지원의 영향으로 북

측은 질 좋은 계란의 자체 생산을 위해 노력하며 이후 산란(알용닭)종계장 현대화 사업을 우리측에 

요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2년 당시 축협과 통합된 농협중앙회, 새

마을운동중앙회와 공동으로 2002년 현대화된 산란종계장을 지원하기로 북측 농업과학원과 합의

하였다. 그리고 2003년 2월 8일 10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에 ‘장수원 알

용닭공장’을 준공하였다. 

계란 지원 및 방북 현황 (1999년~2000년)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인도요원 방북 

1999년 12월 21일 · 계란 1차분 500만개 인천항 → 남포항
축협 전진식 단장, 

송경민 부장, 신호 간사 (3명)

2000년

1월 11일 ~ 15일

· 계란 분배확인을 위한 1차 대표단 평양 방문 (4명)

   - 최준구 서울경기축협 지회장, 박성민 C.C.C. 총무, 이희종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실장, 

      이용선 사무총장

1월 24일 · 계란 2차분 500만개 인천항 → 남포항
이제영 축협팀장, 

남봉현 국장 (2명)

3월 6일 · 계란 3차분 1,000만개 인천항 → 남포항

김병준 집행위원, 

박재상 축협 과장, 

정헌두 양양축협 과장 (3명)

3월 14일 ~ 18일

· 계란 2차 대표단 평양 방문 (6명)

   - 박재창 공동대표, 현광래 대전충남 축협조합장, 김상현 광주전남 축협조합장, 

      이정현 축협 부장, 조선옥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부장, 이종무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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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산

원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는 산원 관계자로부

터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미역의 절

대량이 부족하여 일반인들은 물론 산모들에

게 배급하기도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다. 언

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전남 완도와 고흥

군의 사회단체, 미역 양식업체들이 남측에서 

생산된 미역을 북한의 산모들에게 지원하겠

다고 제안하며 ‘사랑의 김·미역보내기운동’

이 시작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전남 완도군, 고흥군과 공동으로 ‘사랑의 

김·미역 북녘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원욱)를 구성하고 현물(마른미역 및 염장미역) 모집운동과 일

반 시민모금운동에 돌입한다. 그 결과 1차로 마른 미역 23톤(23,000상자 / 염장 미역 110톤 해당)을 

2000년 9월 28일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지원하였고 이 미역은 평양산원에 10톤, 황해남북도, 평

안남북도의 각급 산원에 13톤씩 분배되었다. 북측은 8~9월 중에 서해안에 닥친 태풍으로 인해 북

측의 미역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는데 때마침 미역을 보내주어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미역의 질이 

매우 좋다며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마른 미역에 이어 2차로 염장 미역(간미역)과 김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지원량이 많으면 

산원 이외에도 탁아소와 각급 학교, 일반 가정에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 2월 6일  

2차로 15억원 상당의 국내산 염장 미역 1천톤(15kg / 66,667상자)을 지원하였다. 이 수량은 4천 5백

만명이 한끼씩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북한동포 한 사람이 두 끼씩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 인천항에서 

개최된 출항식에는 송월주 상임대표와 천용택 의원(완도군 출신), 차관훈 완도군수 등 운동본부 임

원 및 완도군민 40여명이 참석하였다. 2차 지원에는 당시 김형천 운동본부 사무국장 등 4명의 인도

요원이 전세 화물선에 동승하여 남포항을 방문하였다. 또한 각급 기관에 대한 분배 완료 후 3월 5일

부터 10일까지 운동본부 대표단 7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분배상황을 확인하였다. 

2차 지원에 이어 3월 26일에는 3차분 염장 미역 1,000톤을 지원하였으며 3차 지원분은 북측 아

태위에 500톤, 조선여성협회에 500톤으로 나누어 배분하였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4일까지 분배확

인을 위한 2차 대표단 7명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후 2003년 5월 28일에는 사랑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상임대표 정우겸)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받아 국내산 김 78만속(1속당 100장 / 26억원 상당 / 60컨테이너 분량)을 인천

미역 2차지원(2001년 2월 6일). 좌측부터 차관훈 완도군수, 송월주 상임대

표, 천용택 의원, 김원욱 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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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남포항으로 지원하였다. 김 78만속 지원은 남측 특산물 지원을 통한 남북화해분위기 조성

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국내 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큰 도움

을 주었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었다. 1차 지원 이후 2004년 9월 10일 추가

로 김 20만속이 지원되었다.

라. 기타 농산물 지원

한편 2001년 4월 14일에는 전남 담양군과 함께 담양의 특산물 방울토마토 10,000상자를 인천 

남포 해로를 통해 지원하였고, 7월 10일과 31일에는 전남 무안군 및 전남양파보내기운동본부와 함

께 무안군 특산물인 양파 572톤을 지원하였다.

미역·김 지원 및 방북 현황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인도요원 방북 

2000년 9월 28일
· 미역(건미역) 1차분 23톤

(10kg / 2,000상자)
인천항 → 남포항 -

2001년

2월 6일
· 미역(염장미역) 2차분 1천톤

(15kg / 66,667상자)

인천항 → 남포항

(전세독선)

정영재 전남우리민족집행위원장,

최순옥 간사, 

김형천 운동본부 사무국장, 

전한양 운영위원 (4명)

3월 5일 ~ 10일

·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 1차 평양 방문 (7명)

   - 김원욱 운동본부 상임대표, 차관훈 완도군수, 정호성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용태 완도농협 조합장, 김용남 완도수협 조합장, 이정식 운동본부 운영위원,

      김형천 운동본부 사무국장

3월 26일 · 미역(염장미역) 2차분 1천톤
인천항 → 남포항

(전세독선)
2명

9월 1일 ~ 4일 ·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 2차 평양 방문 (7명)

2003년 5월 28일
· 김 78만속

(1속당 100장 / 총 7,800만장)
인천항 → 남포항 -

2004년 9월 10일 · 김 20만속 인천항 → 남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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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식량난에 더

해 추위로 고통 받는 북한 아동들과 주민들

에게 겨울의류와 방한용품을 보내는 ‘북한동

포 사랑의 옷 보내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은 1997년 5월 13일 한국일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R&D Bank와 공동으로 ‘사랑

의 옷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이 사업에는 남대문, 동대문 등의 23

개 상인연합회가 참여하여 한 달만에 15만벌

의 의류를 수집하였다. 이후 옷보내기 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7년 10월 2일, 6대 종단과 32개 시민·사회·여성·노동단체

와 공동으로 흥사단 강당에서 ‘북한동포 사랑의 옷보내기운동’(본부장 두상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

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하였다. 

이후 11월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올림픽공원, 장충단공원, 여의도 고수부지, 일산 미관광장, 

양천공원, 중계 근린공원, 분당 시민공원 등에서 옷모으기 행사를 개최하여 의류와 방한용품, 운동

화 등을 기증받았다. 10월 22일 1차로 의류 40여만점(40피트 컨테이너 11개), 12월 5일 150여만점의 

5. 의류 지원 활동

1차 옷모으기 행사. 장충단공원 1997년 10월 25일

‘북한동포 사랑의 옷보내기 운동’ 참여단체

종교계      개신교(C.C.C., 복음주의협의회 등), 불교(조계종),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시민·사회·여성·노동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랑의차함

께타기운동본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우리민족서로

돕기불교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봉공회,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금

융노동조합연맹,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의회, 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청년여성문화원, 한

국노총, 한국부인회, 한국선명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연극협회, 한국방송프로듀

서연합회,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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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방한용품(40피트 컨테이너 26개)을 부산항을 통해 나진·선봉으로 전달하였다. 2차 지원 

물자는 일반 시민들이 기증한 물품과 함께 제일모직, 에스에스패션, 이랜드 등 의류회사와 화승, 금

강 등의 제화회사 등이 후원한 물품이 포함되었다.

이후 1998년 12월 3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북

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만찬’을 개최하고 ‘제2차 북한동포에게 사랑의 옷보내기운동’을 선포한다. 

1999년 1월 의류 20만점을 북한 강원도 지역에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제2차 옷보내기 캠페인을 통

해 2000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의류와 옷감, 담요 등의 방한용품을 지원하였다. 

특히 초기지원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등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의류 지원과정에서 1999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여성계 대표단(단장 이길여 공동대표) 6명이 방

북하여 의류 및 옷감지원, 향후 지원 방향 등에 관해 북측 조선여성협회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당

시 북측은 기성복 이외에 추가로 옷감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1999년 10월 16일 옷감 1만야드와 

2000년 3월 15일 옷감 30만야드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옷감 30만야드는 약 15만명의 주민들이 한 

벌씩의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양이었다. 옷감 지원은 내일신문, 새마을운동중앙회, 경인여대, 직

물공업협동조합(회원사 67개 업체), 대한방직협회, 한국소모방협회, ㈜SK상사, 코오롱 등의 후원

을 받아 이루어졌다.

2000년 이후 겨울 의류 및 방한용품 지원활동은 특정 유치원, 탁아소 등에 대한 의류와 담요를 

지원하는 북한어린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었다.

의류 지원 현황 (1997년)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1997년 10월 22일
겨울의류 40만벌

(40피트 컨테이너 11개)
 부산항 → 나진항

1997년 11월 21일
운동화 5,000점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인천항 → 남포항

1997년 12월 5일
겨울의류 150여만점

(40피트 컨테이너 26개)
 부산항 → 나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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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류 지원에 이어 2000년 12월 20일 대한YWCA 강당에서 ‘북녘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내

복보내기운동’ 선포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산 내복을 지원하는 ‘북녘동포에게 겨울나기 사랑의 내복 

보내기운동’을 개시한다. 선포기자회견을 통해 “내복보내기운동은 식량보내기에 이어 가장 기본적

인 의식(衣食) 문제 해결 방법으로… 내복과 함께 담요, 겨울의류, 신발 등 각종 방한용품도 함께 보

내어 북녘동포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의 내복보내기운동은 가장 인

도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사업입니다. 단순한 물품지원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녘동포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피부에 닿도록 전함으로서 모처럼 맞이하는 민족화해의 분

위기를 더욱 확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운동으로 전개할 것입니다”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내복보내기운동은 당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내 중소 내복 생산업체들을 돕

는다는 의미에서도 많은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이 운동에는 원불교 은혜심기운

동본부, 대한YWCA연합회와 원광대·계명대와 함께 내복 생산업체가 밀집된 전라북도의 여러 기

관단체들이 참여했으며, 모금된 성금으로 총 20여만벌의 국내산 내복을 구입하여 북한의 조선여성

협회에 전달하였다.

의류 지원 현황 (1999년~2002년)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참여단체

1999년

1월 22일
겨울의류 20만벌

(20피트 컨테이너 12개)
인천항 → 남포항

예장통합, 천도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우리민족불교운동본부, 인천지부

한문화운동연합 등

5월 11일 의류 1만벌 인천항 → 남포항 원불교 강남교당

6월 1일 의류 및 비누 1컨테이너 인천항 → 남포항

10월 16일 옷감 1만야드, 의류 8,500벌 인천항 → 남포항 ㈜세창상사, 한전KDN, 원불교

2002년

3월 15일
옷감 30만야드, 의류 5만점

(20피트 컨테이너 13개)

인천항 → 남포항

(인도요원 2명)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방직협회,한국소모방협회,

㈜SK상사, 코오롱, 내일신문,

새마을운동중앙회 경기지부, 

㈜한진

8월 5일 여성 위생대용 천 20만야드 인천항 → 남포항 원불교 박청수 교무

9월 5일 겨울담요 2,520장 인천항 → 남포항 원불교 봉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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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 및 의류, 방한용품 지원 현황 (2001년~2002년)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참여단체

2001년

1월 3일
겨울내의 17,000벌

겨울의류 325상자 
인천항 → 남포항 원불교 은혜심기운동본부

2월 6일
겨울내의 61,240벌

겨울의류 15,310점
인천항 → 남포항

대한YWCA연합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원광대·계명대, 주석천 사장

3월 26일
겨울내의 28,540벌

구두 4,000컬레
인천항 → 남포항 한국여성단체연합, 금강제화

5월 17일 옷감 21,500야드 (1컨테이너) 인천항 → 남포항 한국여성지도자연합

6월 26일 겨울내의 35,000벌 인천항 → 남포항 전라북도

9월 1일 겨울내의 6,700벌 인천항 → 남포항 전주·전북 우리민족 기독교모임

12월 29일
겨울내의 10,672벌

겨울의류 7컨테이너
인천항 → 남포항

곽치영 의원, ㈜이엘인터내셔널,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강북중학교

2002년

1월 30일 겨울내의 40,000벌 인천항 → 남포항 서울시 강동구

4월 17일 아동용 이불 480채 인천항 → 남포항

11월 13일 의류 및 이불 14,000여점 인천항 → 남포항

12월 18일 겨울의류 4컨테이너 인천항 → 남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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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제난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한 북한어린이들을 위해 교육지

원활동도 진행하였다. 우선 필수 학용품이 절대적인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

지 세 차례에 걸쳐 공책, 필기구 등의 각종 학용품을 대규모로 지원하였다. 1999년 6월 13일 처음으

로 지원한 공책 30만권은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우동석) 회원사들과 모닝글로리가 기증한 

물자였다. 이후 본격적인 학용품 지원을 위해 2000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솔교육의 후원을 받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이상주),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북한어린이에게 학용품보내기운동’

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은 학생들이 쓰지 않는 각종 학용품들을 기증하는 방식으로 당시 112개 초

등학교, 14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학용품들은 종류별로 포장하여 평양과 황해

북도, 황해남도의 8개 시·군 인민학교에 전달되었다. 

2002년~2004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판사, 원

불교 등의 후원을 받아 4차례에 걸쳐 총 602톤의 교과서 용지를 지원하였고 3차례에 걸쳐 후원단

체 대표단이 평양과 지원 현장을 방문하였다. 교과서 용지 602톤은 150페이지 교과서 450만권을 

제작할 수 있는 양이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학교 책걸상(모란봉

중학교) 및 건물 개보수 자재(평양1중), 음악교육기자재, 교육용 TV 등을 간헐적으로 지원했으며 

체육용품(탁구공, 축구공, 농구공 등)도 지원하였다.

그런가하면 19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

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박기봉), 매일경제신

문, 경인여대(학장 김길자)와 공동으로 ‘남북

도서교류 캠페인’(추진본부장 박기봉, 김길

자)을 전개하여 의학·과학기술서적 3만권

을 모았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서적은 북

측 아태위를 통해 1999년 6월 13일 평양 인

민대학습당에 전달하였다. 지원 서적은 한국

출판협동조합 소속 200여출판사들이 기증한 

것이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학과장 한상완)

와 경인여대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활동가들

6. 교육용품(학용품 및 교과서용지 등) 및 
     생필품·식품가공공장 지원

교과서용지 200톤 출항식(2002년 10월 16일). 오른쪽은 이수호 전교조 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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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서적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단순 물자지

원과는 달리 남북이 서로의 학술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의 학술 발전을 꾀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류

협력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교육용품 지원 및 방북 현황 (1999년~2008년)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후원단체

1999년

5월 11일 탁구공 6,000개 인천항 → 남포항 평화산업

7월 13일 공책 30만권 인천항 → 남포항 ㈜모닝글로리

11월 16일 축구공 500개 인천항 → 남포항 판영상사업단

2000년 9월 28일

학용품 3컨테이너(공책 20만권, 

연필 60만자루, 스케치북 1만권, 

크레용 3,600개 등) 

인천항 → 남포항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솔교육, 한국문구공업

협동조합, (주)바른손, ㈜쓰리엠

농구공 6,000개 인천항 → 남포항

생활체육협의회 전국농구연합회, 

아이러브바스켓볼, 한국농구연맹

(KBL), 스포츠투데이

2001년 1월 3일
학용품 2,562상자,

음악교육기자재 10세트
인천항 → 남포항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용산전자상가상우회

2002년

6월 19일 축구공 2,002개 인천항 → 남포항 경기도, 천주교 수원교구

10월 16일 교과서용 종이 <1차> 200톤 인천항 → 남포항

전교조, 원불교 강남교당, 

청년출판사, ㈜한국금속, 

세진산업개발

10월 29일 ~ 11월 2일 교과서 제작용 종이지원을 위한 대표단 6명 방북

2003년

1월 8일 교과서용 종이 <2차> 120톤 인천항 → 남포항 전교조

1월 21일 ~ 25일 교과서 제작용 종이지원을 위한 대표단 방북 (6명)

8월 31일 교과서용 종이 22톤 인천항 → 남포항

2004년

1월 16일 교육용 DVD TV 250대 중국 단동 → 신의주 전교조

1월 26일
책상 200개, 의자200개, 

책장 10개
중국 단동 → 신의주 남북학술교류협회 준비위원회

8월 28일 교과서용 종이 260톤 인천항 → 남포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8년

7월 4일 교육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개성방문 (8명)

8월 6일 학교 개보수용 지붕재 인천항 → 남포항

8월 23일 ~ 27일 교육지원사업 대표단 방북 (7명)

11월 14일
평양1중학교 신축공사 자재

(출입문 250개)
인천항 → 남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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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공업 제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일상 주

거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시로 지원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노안과 각종 안과 질환으로 고

통 받는 북한주민들, 특히 노인들을 위해 2000년 7월 28일부터 ㈜1001안경·콘택트 체인본부(대표 

권철오)와 공동으로 ‘북한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돋보기 10만개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이 캠페

인을 통해 모아진 7만개의 돋보기안경과 안경알, 안경테, 검안기 등을 7차례에 걸쳐 북측 조선의학

협회에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누와 콩기름, 설탕 그리고 여성 위생대용 천(20만야드) 등 생필품도 수시로 지

원하였다.

주요 생필품 지원 및 방북 현황 (1997년~2004년)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후원단체

1997년 11월 21일 간장 27,000리터, 운동화 5,000점 인천항 → 남포항
원불교 서울사무소

신송간장

1999년
6월 1일 비누 1컨테이너 인천항 → 남포항

8월 5일 여성 위생대용 천 20만야드 인천항 → 남포항 원불교 박청수 교무

2000년
5월 5일 식용유 18,200병(0.9리터) 인천항 → 남포항 제일제당

9월 28일 돋보기안경 1만개 인천항 → 남포항 1001안경·콘택트 

2001년

1월 3일 식용유 45,500병(0.9리터) 인천항 → 남포항 제일제당

2월 5일 ~ 10일 식용유 지원 업체(제일제당, CJ39쇼핑) 대표단 방북(5명)

8월 27일 자전거 100대, 손수레자전거 100대 인천항 → 남포항

2002년 2월 27일
돋보기 안경 1만개 및 검안기, 

렌즈가공기 6대
인천항 → 남포항 1001안경·콘택트

2003년

1월 22일 설탕 50톤, 압축솜 30톤 인천항 → 남포항

3월 13일
안경테 1만개, 안경알·돋보기 1만개, 

시력검사기 5대
인천항 → 남포항 1001안경·콘택트

3월 28일 ~ 4월 2일 안보건 대표단 7명 방북

9월 9일 설탕 40톤 인천항 → 남포항

9월 22일 돋보기안경 1만개 인천항 → 남포항 1001안경·콘택트

2004년

3월 27일 안경알 2만개 인천항 → 남포항 1001안경·콘택트

6월 10일
검안기 및 안경테 1천세트, 

보청기 20세트
인천항 → 남포항 1001안경·콘택트

7월 7일 돋보기안경 1만개 인천항 → 남포항 1001안경·콘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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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경기도와 공동으로 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였다. 당

면과 냉면은 북한주민들의 일상적 주식의 하나지만 열악한 생산시설과 원료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기계식 대량생산 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식품가공공장을 설립하

여 저렴하고 품질 좋은 냉면과 당면을 북한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식품가공

공장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실

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애초 이 사업은 2004년에 시작됐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잠

시 중단되었다가 2005년 4월 남북이 사업재개에 합의하면서 5월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을 위

해 네 차례에 걸쳐 총 5억 5천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와 생산설비, 초기 원료(9톤) 및 수송용 보냉탑

차 등을 지원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기술진이 현지를 방문하여 설비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

사 개시 5개월만인 10월 6일,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16명이 현지를 방문하여  

‘운하식품가공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운하식품가공공장은 800여평에 본 건물 150평, 냉동시

설 40평, 숙면실 20평, 보관창고 40평, 화장실 및 소독샤워실 5평, 야외건조장 200평을 갖추고 있

으며 연간 냉면 1800톤, 당면 7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보통강구역 주민 5만 세대 및 인근 지

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평양 운하식품가공공장 준공식. 2005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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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시작된 대북 긴급 식량지원과 긴급구호활동은 북한주민

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난 70여년의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화해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쌀, 밀가루, 의류 등 대규모의 단일물자 지원은 이후 농업, 축산, 보건의료, 어린이지

원 등 분야별 개발협력사업으로 세분화, 전문화되는 물꼬를 텄다. 계란지원이 이후 산란 

종계장지원사업으로, 대규모 분유지원이 어린이급식지원사업으로, 식품 지원이 식품가공

공장지원으로 발전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근래 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은 1990년~2000년대에 비해 크게 호전되며 이제는 보다 

큰 규모의 본격적인 개발협력사업을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류협력을 위해 개발협력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변화상을 확인

하고 이에 맞는 개발협력의 로드맵을 그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는 어린이, 산모와 수유부, 노인과 장애인 등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을 필

요로 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최근까지도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상당

한 고통을 겪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대규모 긴급구호 활동은 대북지원에

서 여전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긴급구호 

매뉴얼을 발전시키고 북측과의 공고한 협의채널을 유지하면서 긴급 상황 발생 시 북한주

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가 및 
향후 방향

일반지원 및 긴급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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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식량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몇 년간의 외부 지원에

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은 해소되지 못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2000년을 전후하여 낙후된 농

업축산 생산 기반을 복구하고 식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협력사업으로 지원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북한의 농업 생산 체계는 기본적으로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 작업소, 국영 관

개관리소, 협동농장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축산분야는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원종

장, 종축장, 종축검정장, 국영축산인 국영농목장, 공동축산인 협동농장, 그리고 농민

부업축산인 농가로 구분돼 있다. 또한 농업축산 정책은 당의 관리하에 내각의 농업성

과 행정구역별 농촌경리위원회 및 협동농장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북한 농업정책의 교과서와도 같은 주체농법은 경지면적 대비 생산량 증대를 위

해 밀식재배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오랜 밀식재배는 북한 토지의 지력을 약화시

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무리한 자연개조정책으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수재피해

가 가중됐으며, 체제의 성격상 증산에 대한 동기가 약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계속

해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식량 감소추세에 더해 동유럽의 붕괴로 인한 고립의 심화, 

그리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겹치며 1990년대 중반 결국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불

리는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단순 식량 지원에서 농업축산 개발협력으로의 전환

을 모색할 무렵 북한도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품종육성 연구개발 등 선진기술 도

입과 농축산 인프라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상황과 대외관

02
농업축산 지원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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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인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농업축산 시설, 

농기계 부족과 노후화, 사료 부족, 에너지 부족 등의 현상이 심각했다. 따라서 북한

의 농업축산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식량 증산을 위해서는 외부의 자원과 기술 도입

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농업지원사업은 벼 

등 주곡생산을 위한 못자리용 비닐·비료 등 필수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농기계 수

리 및 조립생산공장 건립, 비닐하우스 지원 그리고 현대적 농업기술 이전으로 확대

되었다. 이후 종합적인 농촌현대화 사업으로 진화, 발전하였다. 그런가하면 북한주

민의 고른 영양 섭취를 목적으로 진행된 축산지원사업도 1999년 젖염소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양계·양돈 분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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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추진된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

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농업

협력사업의 시초가 되는 사업으로 크게 주곡

생산지원과 잠업생산지원으로 나뉜다. 주곡 

(감자, 옥수수)생산 지원사업은 북한 8개군에 

각기 10만달러 상당의 씨감자, 농약, 농업용 

비닐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대상 지역은 

평양시 상원군과 중화군, 황해북도 사리원시, 

황해남도 장연군, 평안남도 개천시, 문덕군, 

봉산군, 숙천군이다. 잠업생산지원은 자강도 강계시와 장강군 2개군 내 잠업농장에 춘잠, 추잠 생

산을 위한 잠종, 잠업 관련 재료, 잠업자재,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여 농업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였

다. 사업추진을 위해 1999년 9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이 방북하여 북측과 10개군에 대한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9월 19일 베이징에서 북측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

하, 아태위)와 이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2000년 2월 3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선한사람

들(현 굿피플),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문화일보, 지하철공사노동

조합, 대한잠사회 등이 참여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업협력위원회’(위원장 강문규 상임대표)

를 구성하고, 같은 달 10개군 농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민간단체와 북한 대상 지역의 지원 관

계를 명확히 하는 부속 합의서를 북측과 교환하였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씨감자(1,400톤)·비료·

농약·비닐·잠종(누에알)·각종 농자재 등 14억 5천만원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지원과정에

서 물자인도를 위해 참여 단체 임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 남포와 신의주를 방문하였다.

2000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지원물자의 모니터링과 향후 협력사업 논의를 위해 강문규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10명의 대표단(윤장호 선한사람들 부회장, 김선규 경기도 새마을부녀회

장, 맹용수 서울지하철노조 본사지회장, 이성범 복음주의협의회 중앙위원, 이종승 새마을 충남회

장, 임수호 대한잠사회 회장, 최병권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정관 천주교민화위 본부장, 이용선 사무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감자생산지원 8개군 중 상원군 상원목장, 중화군 국영평양청

년 남새온실농장, 력포지역 세우물리협동농장, 사리원 미곡리 협동농장, 봉산군 천계협동농장 등  

5개군의 농장을 방문하여 현지 관리위원장, 또는 기사장(생산책임자)등을 만나 생산결과를 확인하

1.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업세부
사업

농기계 및 농자재와 잠업물자 지원. 200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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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산 관련 문제점을 들었다. 당시 현지 농장의 보고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했다. 대체로 감자종

자는 괜찮은 편이나, 파종시기(대체로 3월 10~20일경 파종)가 20~30일 정도 늦어지면서 소출이 

줄었다는 것이다. 1정보당 감자 수확량은 평균 17~24톤 정도라고 했다. 그리고 남측이 지원한 비닐 

박막은 채소 생산이나 잠실 등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협동농장마다 분무기나 농기계가 부족해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농장당 70여대의 트랙터가 있으나 30여대 정도만 가동되고 있었는데, 이는 

타이어와 부품, 기름 등의 조달이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방북단은 현지 방문 중 9월 하

순에 벤 벼가 한 달이 넘도록 논에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현지 농장에서는 이를 장

비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들쥐와 새떼의 공격으로 6~7% 정도의 수확량 감소가 발생

하며 미질도 낮아진다고 걱정하는 농장원들이 많았다.

방북단은 농업성 산하 농업과학원의 일반농업 및 잠업지도처 책임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가졌다. 

북한은 여러 지역에 대한 소규모 지원보다 몇 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낼 때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지 협동농장을 둘러보고 농업기관과 협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감자생산 지원에 대해서는 감자 종자보다 농기계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장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등 농기계가 낡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

품지원보다는 남한의 농기계를 농업과학원 평양본원과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의 각 분원(협동농

장 포괄)에 시범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과학원이 책임

지고 현지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이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남측 농기계의 전면 보급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잠업협력사업에 대해서 북한은 잠업 부문의 열악한 상황을 솔직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1999년 9월 19일 북측 아태위와 합의서 체결 (중국 베이징) 

2000년 4월  4일 비료, 농약 등 농자재 8개 군에 지원 인천 → 남포

4월 10일 ~ 12일 씨감자 1,400톤, 비닐 50톤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3명 신의주 방문

6월 5일 잠종(누에알) 2,200상자 지원 인천 → 남포

10월 1일 ~ 31일
손수레 1만대, 예비용 타이어 1천개, 공기펌프 1천대

및 패치 2천갑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7명, 2회에 걸쳐  

신의주 방문 (우경선 새마을

문고 중앙회장, 이창식 새마을

운동중앙회 사무총장 등)

10월 24일 ~ 31일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업 대표단 방북 (강문규 상임대표 등 10명)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업 물자 지원 및 방북 내역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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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정했다. 방북단과 북측 관계자들은 남북잠업 

현황에 대한 토의를 거친 후 남측 기술과 자재 지

원을 중심으로 사리원시 등 일정 구역에 시범사업

을 전개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001년 3월 대표단 방북에서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과 북측 농업과학원은 2001년도 농업협

력사업 대상 지역을 농업과학원 산하 5개 협동농

장과 평안북도 동림군 소재 농업과학원 잠업시험

장으로 변경하고, 농기계와 공동 벼농사 기술협력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후 농기계 지원 및 농업기술협력사업을 

본격화하였다.(잠업지원사업으로는 2000년에 이

어 2001년에는 동림군에 있는 농업과학원 잠업시

험장 50ha를 대상으로 2억 2천만원 상당의 잠실, 

생사(生絲)검사기, 잠종(누에알), 비료, 농약, 잠업

제재료, 기타 자재 등을 지원하였다.)

이렇듯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업은 첫 대북농업협력사업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

나 시행착오도 많았다. 무엇보다 지원물자의 분배 및 사업 결과(생산량, 효과 등)에 대한 북측의 

답변과 확인이 늦어지며 지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모니터링 측면에

서도 예정된 모니터링 방북이 수차례 연기되며 모니터링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고 총 10개군 중  

4개군만 제한적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전체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주

곡생산지원의 경우 감자농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해당 지역은 벼농사가 주로 이뤄지는 지역이었

고, 이마저도 씨감자의 지원시기가 20일 가량 늦어지며 지원된 비닐 박막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

는 등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교류협력기금 지원 및 집행, 현장 방문 등

에 있어 여전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문

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사업이 일회적인 물

자지원에서 지속적인 생산지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씨감자 지원. 신의주 2000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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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가. 국산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 (2001년)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2001년부터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업의 일

환으로 국산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을 바탕으로 

한 농업기술협력사업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새로이 광주전남본부와 

농협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대한잠사회, 한

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우바이오가 참여하는 

‘남북농업협력본부’(공동본부장 강문규 상임대

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김성훈 전 농림부장

관)를 구성하고 농업과학원 산하 5개 협동농장 

(평양 룡성구역 본원 협동농장, 황해남도 해주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평안남도 평성시, 평안북도 

정주시의 분원 협동농장)과 평안북도 동림군 소재 농업과학원 잠업시험장을 대상으로 한 국산농자

재 및 농기계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일반 제조분야와 마찬가지로 농기계산업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농기계가 1960년~1970년대 제작된 데다 부품 조달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기계가 고장 나도 제대로 

손을 보지 못했다.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계가 태반이었다. 이에 따라 한때 80% 수준에 달했던 

북한 농업의 기계화율은 2000년대 초반 30~4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북한은 농업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모내기 전투·김메기 전투·벼베기 전투·금요 별보

기운동 등은 북한이 인력에 의존하여 농업생산량을 높이고자 실시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성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게다가 벼베기·건조·탈곡·운반 등 모든 

벼베기 과정이 인력에 의해 진행되다보니 이 과정에서 수확량의 25%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수

확작업의 기계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농기계 부품 및 기술지원을 통해 북한의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

하는 한편, 국산 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농업 생산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2001년 북한의 조

선농업과학원에 경운기 200대, 이앙기 50대 및 육묘상자 18만장, 콤바인(종합수확기) 15대 등을 지

원하여 농업과학원 산하 지방분원 농장에 배분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북한의 주력 트랙터인 천

2. 국산농자재 지원 및 대북 농업기술협력사업

북한에 지원한 경운기. 농기계공장 야적장 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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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28호 수리용 타이어, 베어링 및 벨트류 등 트랙터 500대분의 부품을 지원하였고, 농업과학원 

산하 시험협동농장에 국산 중고 콤바인 50대, 이앙기 2대와 기타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경기

도의 지원을 받아 경운기 200대를 량강도 내 각급 농장에 전달하였다. 

지원된 국산 농기계에 대한 북측의 평가는 대단히 높았다. 이앙기의 경우 북측 이앙기(대동강 

18호)와 비교 실험한 결과 그 효율성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그런가하면 애초에 북측이 우려한 파종

방법(밀식과 소식 재배)의 차이로 인한 벼 수확량도 오히려 남측 농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경운기는 논밭 모두에 적합하고 사용이 쉬우며, 부속작업기(쟁기, 분무기, 양수기, 트레일러 

등)의 효율성도 높아 북측이 가장 선호하는 농기계였다. 또한 처음으로 지원된 국산 콤바인(종합수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4월 5일 보행이앙기 50대, 보용품(이앙기 부품) 100세트, 육묘상자 180,075개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방북

5월 17일
경운기 100대, 작업기(7종 500대), 잠종(누에알) 1,000상자, 

잠실자재 5동, 잠업용 약품, 잠업자재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방북

5월 29일 ~ 6월 5일 

<1차>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7명 방북

- 강문규 상임대표, 김성훈 공동대표, 노의현 농협농업경제 대표, 윤여두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윤장현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임병철 농협 축산상무, 이용선 사무총장

6월 26일 배추종자 100,000봉, 무종자 100,000봉,  트럭 1대 인천 → 남포

7월 10일 ~ 14일

<2차>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7명 방북

 - 고희선 농우바이오 회장, 최승호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임수호 잠사회장, 류기춘 경북제사 회장, 

이종찬 농협 해외협력실장, 정원식 농우바이오 상무, 이용선 사무총장

7월 17일 경운기 100대, 부속작업기(7종 700대) 인천 → 남포

8월 10일 요소비료 1,000톤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8월 27일 이륜자전거 100대, 3륜 손수레자전거 100대 중국 단동 → 신의주

9월  1일 콤바인 15대 및 부품 30세트, 생사검사기 1조 지원 인천 → 남포

10월 23일 ~ 27일

<3차>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7명 방북

- 윤여두 이사장, 신현우 국제종합기계 대표, 이영성 대동공업 본부장, 오기택 국제종합기계 부장, 

남성우 농협 축산개발부장, 정상모 MBC전문위원, 이용선 사무총장

12월 13일 ~ 18일  

<4차>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7명 방북

- 윤여두 이사장, 김완수 이리프라우 대표, 구진화 제일농기구 대표, 신정웅 중앙정밀 대표, 

최윤식 농기계조합 차장, 민현기 MBC부장, 이용선 사무총장

2001년 국산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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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기)은 벼 수확철 인력난과 수작업 시 손실율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북측은 지속적인 콤바인 지원

과 기술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농업기계화 추진을 위한 견본 농기계 공급, 농기계 수리공

장 건립, 수리용 부품 지원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협력방안을 북측과 협의해 나갔다. 이와 함께 

남북 기술자들 간 협력을 통한 남북공동의 민족형 농기계 개발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

으로 2002년도부터는 농기계 수리공장 건립과 농자재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기술협력사업이 

확대 추진되었다.

나. 농기계수리공장 및 농업기술협력사업

①  농업과학원 농기계수리공장 건립 (2002년)

농기계 지원과 함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북한에서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는 물

론 남한에서 지원한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를 위

한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2002년 

8월 30일 북한의 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평양시 

사동구역의 농업기계화연구소 내에 총 1,200평 

규모의 농기계수리공장을 준공하였다. 수리공장 

건설을 위해 2002년 3월부터 12차례에 걸쳐 29

억원 상당의 각종 자재 및 부품 수리를 위한 설비

물자가 지원했으며 이와 함께 경운기·콤바인·

이앙기·국산 각종 중소형 농기계 등을 농업과학원과 량강도 내 협동농장에 지원하였다. 또한 우리 

기술진이 방북하여 공장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였다.

2002년 8월 첫 번째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2003년과 2005년에는 각각 평안남도 대동

군, 황해남도 신천군에 농기계수리공장이 세워졌다.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건립사업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과 전라남도 22개 시·군협의회가, 신천군 농기계수리공장은 전라북도와 전북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건립과 추진은 앞서 진행된 평양시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과 동

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 9월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에는 대규모 지역방문단이 참석하

농업기계화연구소 내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2002년 8월 30일 평양 사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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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방차원의 대규모 인적교류의 선례를 남겼다.

지원 과정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지원과 수리공장 건립 사업은 국산 농기계의 효

율성과 우수성을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10월 2년 동안의 농기계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방북한 대표단에게 북측 파트너와 기술진들은 남측 농기계가 매우 우수하다며 사의를 표하였

다. 특히 북한은 벼 수확철의 인력난과 수작업 시 발생하는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콤

바인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콤바인 기술협력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런가하면 농기계 기

술협력사업은 국내 중고 농기계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남측 농기계 회사들의 대북진출 전망을 가

늠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자 지원 물자 / 방북 내역 지원 경로

2002년 

(총 12회 지원)

-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자재 및 천정크레인

농기계수리공장 기초설비 14종

농기계시험기기 8종

수리공장 작종 작업 공구

천리마 28호용 타이어 2,000개 및 벨트 1,000개

천리마 28호용 각종 수리부품

- 콤바인 50대  

경운기 200대 부속작업기 6종, 1,200대 

각종 중소형 농기계 125대 

트랙터 4대

인천 → 남포

중국 단동 → 서포 

· 인도요원 5명, 2회 방북

3월 30일 ~ 4월 3일 농기계수리공장 시공 및 설비 기술진 5명 방북

5월 21일 ~ 25일
<1차>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방북 (13명) 

- 김성훈 공동대표, 김명혁 공동대표, 김진홍 공동대표, 윤여두 이사장, 이용선 사무총장 등

6월 25일 ~ 29일
<2차>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방북 (38명) 

- 송월주 상임대표, 임창렬 경기도지사, 최덕기 천주교 수원교구 주교 등

8월 27일 ~ 9월 1일
<3차>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대표단 방북 (41명) 

- 송월주 상임대표, 김진홍 공동대표, 윤여두 이사장 등

10월 12일 ~ 15일 <4차>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방북 (7명)

2002년 농업과학원 농기계수리공장 / 국산 농기계 지원 및 방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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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라남도 - 평안남도 대동군 협동농장 지원사업 (2003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전라남도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이하, 북측 민화협)의 협의를 

통해 평안남도 대동군에 두 번째 농기계수리공

장을 건설하고 더불어 대동군 내 협동농장에 시

범적으로 남측 농법을 도입해 보기로 합의하였

다. 이에 따라 중고 콤바인 100대, 경운기 100대,  

이앙기 5대 등 총 320대 농기계를 지원하였고 

제2호 농기계 수리공장 신축을 위한 각종 자재 

및 설비, 온실 자재, 비료, 농약 등을 일괄 지원

하였다. 또한 보온못자리에서부터 이앙, 방제 및 수확작업 전반에 국산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번

기에 부족한 북측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조량 부족 등 예년 보다 기상조건이 좋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물의 손실이 크게 줄어 단위면적당 곡물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

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측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체농법의 전환이 불가피하

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었다. 북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남측에서 지원한 이앙기로 이앙 

(1평당 80주 이앙)한 논과 북측 이앙기로 이앙(1평당 120~150주 이앙)한 논의 수확량을 비교한 결

과, 적게 묘를 이앙한 남측 논에서 1정보당 6.5톤의 고수확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농업

과학원은 그간 자신들이 북측 현실에 맞다고 주장한 농법(밀식재배법과 성묘재배법)의 변화를 적극

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이를 좀 더 큰 규모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못자리

용 비닐박막과 이앙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며 이런저런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원 물자에 대한 세부 사용현황(가동시

간, 고장 여부 등)과 생산량 등 상세 현황을 문서로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싸스(SARS)로 

인해 약 4개월간 방북이 중단되며 애초 계획한 대로 각종 농기계에 대한 기술이전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남북이 끝까지 협력한 덕에 2003년 9월 전라남도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대표단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 농업 관련 단체 

대표 등 110명의 대표단이 서해직항로를 거쳐 현지를 방문,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을 개최

할 수 있었다. 전남남북교류협의회는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2004년에도 평안남

도 강서군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같은 해 10월 15일, 180명의 대표단이 방북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 농민편의소 준공식을 현지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평안남도 대동군 2003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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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라북도 - 황해북도 신천군 협동농장 지원사업 

      (2004년~2006년)

2004년 들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전라북도 

및 전북 14개 시·군과 협력하여 농업 분야의 남북교

류협력사업을 추진, 2004년 3월 5일 전라북도 이형규 

부지사와 북측 민화협 최성익 부회장 간에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 본 사업은 황해남도 신천군

을 대상으로 한 약 250평 규모의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신천군 내 30개 협동농장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필

요 농자재 지원, 그리고 남측 방식의 농법으로 운영하

는 2정보 규모의 백석리 시범농장 운영 및 이에 필요한 

못자리용 비닐 지원 등을 포함한다.

본 협력사업은 2004년 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남

일자 지원 물자 / 방북 내역 지원 경로

2003년 

(총 9회 지원)

-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자재 

농기계수리공장 기초설비 및 공구 

트럭 2대

- 콤바인 100대 및 각종 보용품, 포대 

경운기 100대 부속작업기 7종

파종기 및 이앙기 등 

- 시범농장(10ha) 온실자재 및 못자리 비닐, 농약, 비료 등

인천 → 남포

중국 단동 → 서포 

3월 31일 ~ 4월 5일

<1차> 대표단 방북 (10명) 

- 강문규 상임대표, 조충훈 순천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김봉렬 영광군수, 김흥식 장성군수, 

임호경 화순군수, 하승완 보성군수, 이용선 사무총장, 정영재 광주전남본부 사무총장

7월 4일 ~ 9일
<2차> 기술진 방북 (4명)  

- 박영진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등 4명

8월 8일 ~ 12일

<3차> 대표단 방북 (8명) 

- 윤여두 농기계협동조합 이사장, 이용선 사무총장, 장옥신 구례군의회 의장, 최문신 해남군의회 의장, 

고석주 오성농기계 사장 등 

9월 16일 ~ 20일

<4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대표단 서해직항로 (110명) 

- 송월주 상임대표, 김성훈, 윤여두 공동대표, 조충훈 순천시장 등 21개 시·군대표 80명,

김재기 순천대총장, 몽산 대흥사 주지 등

2003년 대동군 협동농장 지원 및 방북 내역

‘남북 공동벼베기행사’에서 지원한 콤바인으로 추수하는 강현

욱 전북지사. 2005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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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며 2004년 7월부터 근 1년간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5

년 8월 10일 이형규 부지사 등 대표단 8명의 평양방문을 시작으로 다시 사업에 탄력이 붙었고, 2개

월 후인 10월 3일부터 4일까지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윤여두 공동대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대

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223명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여 신천군 협동농장에서 남북 

공동 벼베기행사를 개최하고 마무리 건설 중인 ‘신천군 농기계수리공장’을 둘러보았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라북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총 10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

의 물자를 황해남도 신천군 내의 협동농장에 지원하였고 직항로 방북을 비롯해 총 6차례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하였다. 특히 2005년도 9월에 지원한 콤바인 20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동양

물산, 북측의 금성뜨락또르(트랙터)공장이 힘

을 합쳐 평남 강서군에 건설한 ‘우리민족·금

성·동양 농기계공장’에서 남북의 기술진들

이 직접 조립·생산한 첫 번째 농기계로 그 의

미가 더욱 컸다.

신천군 백석리 시범농장에 대해서는 북한

의 로동신문에서도 그 성과가 언급될 정도였

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주체농법을 현대적 농

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6년 6월 문명수 전라북도 농림수

산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연도 지원 물자 지원 경로

2004년

못자리용 온실자재 (비닐 및 강선, 파종기, 육묘상자 등)

경운기 100대 및 부속작업기 600대, 차량 1대

이앙기 2대 및 중소형 농기계 8종 18대 

농기계수리소 건설자재 및 각종 설비 (12종 / 13대)

농기계수리소 각종 공구 (142종 908개) 및 소모품

콤바인 50대(중고) 및 수리부품, 포대 10,000장

농약 (3종 750병)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12명 남포 방문(2회)

2005년

못자리용 비닐 500만㎡

콤바인 (신형) 20대 및 포대

수동 분무기 300대

개성육로

인천 → 남포

2006년
비닐 144만㎡

콤바인 6대 및 이앙기 100대

인천 → 남포

중국 단동 → 신천군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 지원 및 방북 내역

신천군의 농업 방식 변화를 다룬 北 로동신문 기사. 2007년 5월 5일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1장. 대북지원사업  -  02. 농업축산

179

북측과 향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와 북측은 2007년부터는 한층 발

전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남포 대대리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양돈장 건설과 온

실, 농자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6월 대표단 방북 시 황해

남도에 지원하는 이앙기 100대에 대한 전달식을 갖기도 했다.

다. 농기계조립생산공장,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공장> 건립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동양물산은 2005년 6월 10일, 북한의 아태위 및 북측 민화협과 ‘농

기계조립생산공장’ 건설과 농기계 공동생산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한다. 이

에 따라 공장부지 및 세부 추진일정, 지원 규모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읍에 

위치한 금성뜨락또르(트랙터)공장 내에 농기계조립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협력방식

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동양물산은 농기계 조립라인을 설치하고 기술을 북측에 이전하며, 

금성뜨락또르공장은 건물과 노동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평안남도 강서군에 위치한 금성뜨락또

르공장은 부지면적 40만평에 종업원 수가 1만명에 달하는 북한 최대의 농기계공장이며, 주요 생산

품은 천리마28호 트랙터, 풍년75호 트랙터, 소년호 45마력 트랙터와 천리마 40형 등이다. 이 공장

은 해방 이전에는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화학공장이었으나 1954년부터 농기계를 생산하기 시작하

여 1957년에는 트랙터 수리공장으로 변모하였고 1958년에는 소련제 트랙터(T-32A)를 모방한 북

한 최초의 28마력급 천리마28호를 생산하였다. 1960년에는 천리마 28호를 이용한 불도저를, 1962

년 구소련의 DT-75호를 모방하여 75마력 무한궤도식 트랙터 풍년 75년호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01 농기계조립생산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 하는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2005년 7월 15일     

02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공장 준공식. 2005년 9월 14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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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는 증설공사를 완료하고 현재의 금성트랙터공장으로 개칭하였다.

‘농기계조립생산공장’은 본 공장 3,880㎡(약 1,175평)에 대기장 2,000㎡(약 600평)의 규모로 연

간 콤바인 3,000대(10대/일), 이앙기 10,000대(33대/일)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공장에서 조

립생산된 농기계는 일차적으로는 남측의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 내 

협동농장에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의 판매와 한국 및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은 농기계 부품의 현지 생산 조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생산 단가를 

낮춤과 동시에 북한에 생산 기술을 이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7월 15일, 동양물산 김희용 회장과 윤여두 공동대표, 이용선 사무총장 등 대표단과 기술

진이 방북하여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장 건설에 필요한 건설 자재 및 자동 조

립라인, 각종 공구 및 설비 등을 지원했으며 기술진이 방북하여 공장 건설 및 콤바인, 이앙기 등의 

기계 조립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5년 9월 14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67명의 대

표단이 방북하여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북측 

민화협의 정덕기 부회장, 문응조 농업성 부상, 최재혁 금성뜨락또르공장 기사장 등 북측 인사 50여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2005년

6월 27일
농기계조립생산공장 협의를 위한 대표단 개성방문 

- 윤여두 공동대표, 이용선 사무총장 등 14명

7월 15일
농기계조립생산공장 착공식 개최 (평남 강서군 금성뜨락또르 공장)

- 윤여두 공동대표,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이용선 사무총장 등 6명 방북 

8월 3일 농기계조립생산공장 건설자재 1차 지원 인천 → 남포

8월 17일 중고 종합수확기(콤바인) 50대 및 농기계조립생산공장 건설자재 2차 지원 인천 → 남포

8월 28일 농기계조립생산공장 건설자재 3차 지원 및 각종 공구,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8월 31일 ~ 9월 15일 농기계조립생산공장 기술진 방북 (5명)

9월  3일 트랙터 1대, 경운기 5대 지원 (농기계조립생산공장 연구용) 인천 → 남포

9월 12일 ~ 15일 

9월 14일,  평남 강서군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공장 준공식 개최

- 농기계조립생산공장  준공식 대표단 67명 서해직항로 방북 

  (김성훈, 윤여두 공동대표,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등)

10월 15일 농기계조립생산공장 자동조립라인 및 도장설비 지원 인천 → 남포

11월 5일 ~ 15일 농기계조립생산공장 기술진 방북 (5명)

12월  6일 농기계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개성방문 (9명) 

2006년 1월 18일 ~ 24일 농기계협력사업 및 이앙기 조립기술 교육을 위한 대표단 방북 (10명)

농기계조립생산공장 지원 및 방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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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참가하였다. 2005년 7월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공장’은 추수기에 사용할 콤바인 50대

를 처음으로 생산했으며, 이듬해인 2006년 봄 한국에서 지원하는 이앙기 1,200대를 조립·생산하

였다. 이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원사업과 경협을 연계하여 국산 농기계에 사용되는 부품 

중 일부를 이곳에서 생산하여 국내 농기계회사에 공급하는 협력사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연도 금액 지원 내역

2001년 1,802 농기계 : 경운기 200대, 이앙기 50대, 육묘상자 18만장, 콤바인 15대

2002년 1,832

농기계 : 중고콤바인 50대, 경운기 200대, 승용이앙기 2대, 로타베이터 2대, 

색채선별기 1대, 무논정지기 2대, 옥수수파종기 60대, 양수기 10대, 동력분무기 10대, 

배부식분무기 30대, 육묘용파종기 6대, 농산물건조기 2대

농기계수리공장 : 건설(1,179평 신축) 자재 및 각종 기자재 

수리용부품  : 타이어(앞, 뒤), 곡축베어링, 혹벨트류 등 500대분

2003년 1,268

농기계 : 중고 콤바인 100대, 경운기 200대, 이앙기 5대, 파종기 2대, 주행  분무기 2대, 

동력분무기 5대, 배토기 8대

농기계수리공장 : 건설자재, 기초설비 및 각종공구, 트럭 2대

농자재 : 못자리용 비닐막막 100만㎡, 비료,농약 등 

2004년 2,074

농기계 : 경운기 200대, 콤바인(중고)70대 이앙기 2대, 각종 중소형 농기계  

농기계수리공장 : 건설자재, 기초설비 및 각종공구,

농자재 : 못자리용 비닐막막 10만㎡, 육묘자재, 농약, 종자 등

2005년 3,391

농기계 : 콤바인 50대, 경운기 108대, 이앙기7대, 트랙터 2대, 각종 중소형 농기계 등

강서 농기계조립생산공장 : 건설자재, 자동 조립라인, 설비, 공구 

농자재 : 못자리용 비닐박막 930만㎡(전북 지원), 농약, 비료, 손수레, 기타 농자재 

2006년 2,500
농기계 : 이앙기 1,000대, 승용이앙기 1대, 각종 중소형 농기계 등

농자재 : 못자리용 비닐막막 388만㎡ (경기도, 전남, 전북 지원 포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북 농기자재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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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2005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벼생산 증대를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벼농사 시험

재배 사업에 착수하였다. 벼생산 증대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벼농사시험재배는 평양 룡성구역 농업과학원 내 시범포전 3ha를 조성하고, 여기에 남과 

북의 각기 다른 종자로 재배법을 달리하여 비교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남측은 볍씨, 영

농기술, 비료, 농약, 농기계를 제공하고 북측은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며 벼 생육 관리를 맡았다. 그

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북한의 농업과학원 벼시험연구소와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각각 담당하였다.

벼시험재배는 파종·모내기·농약살포·거름주기·출수조사·생육조사·수확량조사 등 시험

재배의 전 과정을 남북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측의 기술진(경기

도 농업기술원)은 2005년 5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현지를 방문, 북측 농업과학원 연구사들과 함

께 시험재배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5일 남북 최초로 공동 재배한 벼를 함께 수확하는 벼베기 행사를 개최하

였다. 벼베기 행사는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  

23명과 고금학 농업과학원 부원장, 리태식 벼연구소장 등 30여명의 북측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험재배 결과 남측 벼 재배지역의 소출이 10a당 494kg로 북측 재배지역보다 높게 나왔

다. 본 벼시험재배사업은 남북의 벼농사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낸 사업이었고 더불어 재배기술과 벼종자 분야의 남북협력이 절실히 필

요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남측으로서도 북측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농

자재 지원을 넘어 북측에 적합한 품종과 농업기술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남북공동 벼농사시험재배사업

경기도 재배법(6,780평) 북측 재배법(2,250평)

경기도

오대벼

경기도

화동벼

북측

올벼 20

북측

양덕 1

북측

올벼 20

북측

올벼 20

2,230평 1,325평 1,180평 2,045평 1,120평 1,130평

기계이앙 손 이앙

남북 벼 시험재배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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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남북공동 시험재배사업 벼베기 행사. 2005년 10월 5일     02  벼생육조사. 2005년 9월 12일      03  벼시험재배사업으로 수확한 쌀 반입. 2006년 1월 6일

0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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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시험재배 기념으로 시범포전에서 수확한 쌀 1톤을 인천항을 통해 경기도에 전달하였다. 

북측 쌀이 남측으로 반입된 것은 1984년 남측의 대홍수 때 북측이 쌀을 지원한 이후 22년 만이었고, 

북측에서 남북이 공동 경작한 쌀로는 최초였다.

일자 인원 방문 지역 방문 목적

3월 30일 9명 개성 벼농사시험재배사업에 대한 협의

4월 12일 10명 개성 2005년 사업 합의서 체결

4월 30일 ~ 5월 4일 2명 인천 → 남포 육묘상자, 트럭, 경운기, 파종기, 비료 등 벼농사시험재배 물자전달

5월 18일 ~ 26일 7명 평양
시험재배 포장 구획확정, 시험재배방식선정, 벼 품종선정, 파종, 

선반육묘기 활용기술지원 

6월 3일 ~ 8일 2명 인천 → 남포 농약150톤 전달(황해북도 협동농장)

6월 6일 ~ 11일 8명 평양

모내기, 육묘생육조사, 병충해 방제 농약살포, 농기계사용요령 교육, 

기상관측기기 설치, 금후 포장관리요령 교육, 토양시료 채취, 

향후일정 협의

6월 24일 인천 → 남포 분무기 1,200대 전달(황해북도 협동농장)

7월 18일 ~ 23일 7명 평양 이삭거름주기, 출수기예측, 병충해방제

7월 18일 ~ 23일 2명 인천 → 남포 경운기100대 전달(황해북도 협동농장)

8월 23일 6명 개성 기술진 방문협의, 남북공동벼베기 일정협의

9월 1일 인천 → 남포 콤바인 20대 전달(황해북도 협동농장)

9월 10일 인천 → 남포 콤바인, 탈곡기, 정미기, 탈망기 등 농업자재 지원

9월 10일~14일 4명 평양
생육점검, 북측벼의 도복확인, 북측과 상자육묘, 상토, 이앙기별 시비량, 

기계이앙 재식밀도, 병충해 방제에 대한 협의

9월 23일 5명 개성 대표단 방문 일정, 규모 협의

10월 1일 ~ 6일 7명 평양 벼 수확량 조사 

10월 5일 ~ 6일 16명 평양 남북공동 벼베기 행사, 시험재배 사업평가

11월 10일 ~ 11일 11명 개성 사업 협의  

11월 9일 ~ 14일 2명 인천 → 남포 손수레 1,400대 전달(황해북도 협동농장)

12월 7일 ~ 8일 11명 개성 사업 협의

2005년 벼농사시험재배사업과 농기자재 지원 관련 방북 및 물자지원 일지

※인원표시가 없는 곳은 물자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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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군 농촌현대화사업 1) 2)

농업기술협력과 벼농사시험재배 등 농업 부문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은 평양 강남군에서 대대적인 농촌현대화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강남군 당곡리

와 장교리에서 진행됐는데 각각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당곡리 현

대화사업은 크게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지원사업, 그리고 탁아소, 진료소, 

도로포장, 살림집 개선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리고 장교리 

사업은 육묘공장과 비닐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벼육묘, 딸기묘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가. 강남군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2006년~2008년)

2006년 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북측 민화협과 강남군 당곡리 일대

에서 종합적인 농촌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사업은 농업·보건의료·주

거·교육·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 전반

을 아우르는 종합개발사업으로 남북협력으로

는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 형태였다. 강남군 당

곡리는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20km 거리, 개

성 방향 고속도로변에 인접해 있으며, 750여

세대 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당곡리 협

동농장의 면적은 여의도의 약 2.4배에 달하는 700ha(210만평)이였으며 그 중 농경지는 600ha(논 

350ha, 밭 250ha)를 차지한다. 사업 시작 당시 당곡리 협동농장은 벼농사 300정보, 채소를 기본으

로 하는 밭농사 80정보를 재배하고 있었다.

 

1)	 	이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와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같은	실무진들의	현장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백서』(2012)

와	지원물자	내역	및	현장방문	내용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북한은	2010년	행정구역	재편을	통해	평양시	강남군을	황해북도로	편입시켰다.	

남북공동 모내기 행사. 평양 강남군 당곡리 2006년 7월 3일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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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

기도, 북측에서는 민화협, 강남군인민위원

회, 당곡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보건, 주택, 도로포장 등 주

민복지분야는 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

업을 추진해 나갔다.

2006년 당곡리 협력사업은 우선 100ha 

규모의 벼농사협력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를 위해 남측은 벼종자, 농기계, 자재를 제

공하고 영농기술 전수를 위해 기술자를 파

견했으며 북측은 경지 재배관리, 노동력 투

입, 그리고 남한 기술진의 현장방문을 지원

하였다. 그리고 벼종자는 남한의 오대벼 종

자와 북한의 평도 15호 종자를 절반씩 파종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을 위해 다양한 물자가 지원되었다. 2006년 3월에만도 벼종자 3,700kg·육묘상자 

45,000장·육묘상토 8,000포·승용이앙기 1대·보행이앙기 7대·경운기 15대·1.4톤 트럭 1대·8톤  

카고 트럭 1대·파종기 4대·발아기 10대·탈망기 1대·기상관측기 1대·토양분석기 1세트·컨테

이너 하우스 1동·농약 35.4톤·비료 311톤·시멘트 1,744톤·철근 1.5톤·거푸집 1,000개·콘크

리트 관 80개·리어카 110대 외 각종 자재 및 비품 90여종이 지원되었다. 이어 4월에는 굴삭기  

1대·덤프트럭 2대·8톤 카고트럭 1대·그레이더와 롤러 각 1개·믹서기 3대·관정자재 1식·승압

기 2대·이앙기 500대 등이, 5월에는 이동식 화장실 4대·무석면 슬레이트 5,500장·용마루 750

장 등을 지원되었다. 그리고 6월에는 관수용 모터 2대·트랙터 2대 및 관련 부품·NK 비료 18톤

이 당곡리에 전달되었다.

그런가하면 2006년 6월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111명의 경기도 대표단이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방북하여 당곡리 모내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남측 대표단은 당곡리 

주민과 함께 1천여 평의 논에 이앙기와 손으로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모내기 

행사 이후에는 비닐하우스 육묘장과 도로포장 현장 등을 둘러보며 사업현장을 참관했다.

2006년 초 벼농사 협력부터 시작하여, 7월에는 벼와 채소의 생육 관리가 진행됐고 농로포장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8월에는 도정공장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9월에는 트랙터용 

수리부품 30종·경운기 수리부품 27종·콤바인 3대·사다리 3대·벼자루 1,500장·트랙터 트레

일러 및 소모품 일체 2대·컨테이너 하우스 1동·각종 건축 공구와 자재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해 

남북공동 벼베기 행사. 200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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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방

문단이 당곡리를 방문하여 현지주민들과 함

께 남북 공동 벼베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

리고 농업기술진은 작황상태를 점검하였다.

이후 10월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과 경기도 기술진이 도정공장 기초건설 및 도

로포장 공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였다. 그

러나 방북일정 중 발생한 북한의 제1차 핵실

험으로 인해 대북지원사업이 잠정 보류되면

서 일정을 당겨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에도 2006년 당곡리 농업협력사업은 ha당 

수확량이 남한 평균 벼 수확량과 비슷한 5.12

톤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남

북은 북한 농법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먼저 북한 품종이 소비 수중형으로 내비성이 약해 잘 쓰러지기 때문에 다수성 품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벼의 육묘 방법도 냉상못자리(성묘)에서 보온절충못자리(중묘)로 변화시키고 재식방법도 

밀식(120~150주/평)에서 소식(80~95주/평)으로 전환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27개동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채소를 호텔과 식당에 납품할 수 있게 되면서 당곡리 협동농장의 수익은 크

게 향상되었다. 이는 북한에 없는 남측 채소와 과채류 종자를 이용한 소득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하

는 계기였다. 당시 채소재배면적은 총 3,764평으로 수박 360평·오이 180평·파 2,000평·시금치 

714평·마늘 510평으로 나눠 재배하고 있었다.

한편 2006년 사업성과를 확인한 북측은 핵실험으로 사업 전반이 보류된 상황에서도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의 벼농사 협력 및 농촌현대화사업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

를 전달해 왔다. 그리고 2007년 2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협의를 재개한다. 당시 북한은 당곡리가 강남군 내 리협동농장 생산성 경진대회에서 2등(2005

년 10등)을 한 사실을 전하였다. 또 주택 지붕과 창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실내 온도가 

5도 정도 상승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후 2007년 벼농사협력사업의 규모는 총 200ha로 결정하고 오대벼 100ha는 기존 사업지에 북

한품종 100ha는 추가 사업 대상지에 재배하기로 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의 사

업 대상지 이외에도 당곡리 협동농장은 한국에서 전수한 상토 제조법을 이용해 당곡리 논 400ha 전

체에 기계 이앙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07년 3월 벼종자 7.5톤·파종기 4대·모

판·복합비료·농약을 지원했으며 기술진이 방북하여 당곡리의 온실과 시범농장 부지를 점검하고 

온실설치와 농로포장. 200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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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절충 못자리 설치를 도왔다.

벼가공 시설인 도정공장도 신축했다. 그 

과정에서 전압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

였다.

그리고 2007년 4월에는 트랙터 2대와 트

레일러, 농약 및 농기구를 지원하고 이후 기

술진이 방북하여 기 지원한 농기계를 정비

하였다. 이들은 농기계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 당곡리의 경우 농기계 사용이 하루 8~9

시간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농기계 정비와 수리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

었다. 또한 함께 방북한 농업 전문가들은 묘

판 설치 및 치상 요령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

시했으며 육묘관리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토마토·수박·고추 등의 채소

품종을 비닐하우스 전면에 배치할 것을 지도

하고 채소 파종과 육묘관리 요령을 교육했

다. 북측에 주택의 신축도면을 전달하고 일

반 주택의 보수 및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보수를 위한 자재 지원계획을 협의했다.

2006년에 이어 2007년 5월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모내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북측의 협

동농장관리위원장은 주변 마을에서도 당곡리의 협력사업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전했다. 모내기 행

사를 위해 방북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도정공장·벼농사 자재·주택보수 추가물

자·농기계 부속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술진은 올바른 제초제 사용법, 제초제 살포 후 물 관리 

방법, 농기계정비 및 수리교육을 하였다. 이후 6월에 방북한 기술진들은 벼 생육관찰 및 재배관리, 

잡초 발생 상황 조사 및 방제교육, 토마토 유인관리교육, 토마토 곁가지 제거 및 착과제 처리방법, 

수박 순자르기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이어 7월에는 현관출입문, 창문 등과 같은 신축주택 건설 물

자 및 도정공장 승압기를 지원하고 주택신축과 보수, 소학교 유치원 지붕 보수 현황을 점검하였다.  

8월에도 농기계수리부품, 강화문, 동관 및 이중 온실자재 등이 지원되었고, 이어 9월에 방북한 기술

진들은 여름철 수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벼의 생육 조사를 하였다.

2007년 여름 발생한 수해로 당곡리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당시 최대 80ha에서 알

곡 생산을 기대할 수 없고, 총 23% 정도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었다. 기술진들은 일단 수해로 인

한 병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농약 살포를 지시하고, 수확기를 대비해 콤바인·트랙터·경운기를 

01 보온절충못자리 설치. 2007년 4월     02  시설채소재배 협력. 2006년 7월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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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였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속속 진행되었다. 200명 규모의 유치원에 대해 교육자재용 TV 7대·

녹화기 7대·녹음기 7대·음향설비 1개·대형 손풍금 5대·소형 손풍금 10대·관악기 1조·타악기 

1조·말, 블록과 같은 놀이감 1조·체육활동을 위한 배구공 10개·농구공 10개가 지원되었다. 이와 

더불어 책상 100개·의자 200개·칠판 15개·교탁 9개도 전달되었다. 또한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

해 서류함 6개·이불장 10개·담요 200첩·음료수통 7개·세탁기 3대를, 유치원 아동들의 취식을 

위해 200명분의 식판·그릇·솥·연탄·500L 냉동기 3대 등이 지원되었다.

550명 규모의 소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되었다. 칠판 15개·교탁 15개·학생책

상 275개·걸상 550개가 우선적으로 지원됐

으며, 교양실용 책상 60개·걸상 120개·실

험실용으로 책상 180개·의자 200개가, 체육

기자재로는 뜀틀 1조·매트 10개·축구공 30

개·배구공 20개·농구공 20개·핸드볼공 

20개·축구그물 2개·핸드볼그물 2개·배구

그물 2조·탁구대 10조·탁구공 100개·탁구

채 20조가 전달되었다. 이 외에도 음악교육 당곡리 인민병원 신축완료. 2008년 2월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추진방향
벼농사 및 주민복지 

기반구축에 집중투자

벼농사, 채소농사

주민복지 사업 확대
농촌현대화 사업 마무리

농업

벼농사
- 벼농사협력사업 100ha

- 농기계/비료 등 지원

- 벼농사협력사업 200ha

- 농기계/비료 등 지원

- 벼농사협력사업 200ha

- 농기계/비료 등 지원

농업기반

조성

- 농로 및 진입로포장 3.4km

- 중장비지원 6종

- 농업용 관정개발(1공)

- 도정공장 및 창고신축 자재 지원

- 시설채소재배

- 시설채소재배

- 도정공장 및 창고 마무리

- 농기계 정비기술 지원

- 농기계수리센터 건립

- 채소재배(5종)

- 농기계 정비기술 지원

주민복지분야

- 주택 개보수 59세대

- 소학교 개보수

- 의약품 지원(60여종)

- 주택신축자재

   (창틀, 문틀, 페인트)

- 유치원, 문화회관 개보수

- 탁아소, 진료소 신축

- 의약품 지원

- 의약품 지원

- 콩우유 생산공장 완공

연도별 사업추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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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06년 2007년 2008년

벼농사

육묘장 온실 비닐온실(3,600평)
온실 보수물자

2중하우스 1개동

육묘상자 45,000개 45,000개 95,000개

상토 160톤 160톤 220톤

비료 332톤 128톤 176톤

농약 40.8톤 36.8톤 22톤

종자(오대벼) 3.7톤 7.5톤 7.5톤

못자리용 비닐 50,400㎡ 54,000㎡

채소농사

상토 10톤 30톤 20톤

비료 10톤 19.6톤 38톤

농약 0.01톤 0.1톤 0.1톤

종자 열무, 얼갈이
방울토마토, 토마토, 고추, 

수박 등

방울토마토, 토마토, 고추, 

수박 등

농기계

이앙기
승용(6조식) 1대

보행(4조식) 7대

경운기 15대 2대

콤바인 3대

트렉터 2대(중고) 1대

파종기 4대 4대

볍씨발아기 10대

기타

지하수 개발 1개소

도정시설 1개소

토양분석기 1기

기상관측기 1기

수송용 트럭 1대 개성

기타 자재

포트, 활죽, 보온덮개, 

유인용 와이어, 고무장갑, 

물조루 등 농업 부자재,

기계부품, 컨테이너 하우스, 

이동식화장실 등

콤바인 등 농기계 수리부품,

포트, 활죽, 보온덮개, 

유인용 와이어, 고무장갑, 

물조루 등 농업 부자재

포트, 활죽, 고무장갑,

물조루 등

연도별 농업물자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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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학교 비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2007년 10월에도 2006년에 이어 공동 벼베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도정공장에 승압기를 설

치하고 도정공장의 시험가동을 실시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기술진이 방북하여 협농농장 내에 농

기계 수리센터 건설을 진행하였고, 도정공장의 운영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남

측 자재로 건설되는 진료소, 탁아소의 지붕 및 골조 공사의 시공을 위해 기술교육을 진행하였다. 당

시 방북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실무진과 경기도 기술진은 한국이 지원한 교육기자재가 교육 

시설에 도착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곡리 유치원에 지원한 실내외 놀이시설

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2008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당곡리 사업 3년차를 맞아 200ha 규모의 벼농사

협력사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오대벼 종자·보온절충못자리 상자 육묘 자재·비

료·농약 및 기타 자재가 지원되었다. 그리고 채소농사를 위해 방울토마토·토마토·고추·수박 

종자와 육묘자재·비료·농약·유인 및 재배용 자재가 지원되었다. 그리고 2008년 4월 당곡리에

서 3년간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농촌현대화사업은 남북의 합의로 공식 종료되었다. 남북 쌍방이 최

초 합의부터 3년간의 중장기 사업을 계획한 것은 기존 남북협력사업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 본 사업

은 중장기협력사업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농업기반조성과 환경개선을 통한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은 상당한 성과와 선례를 남겼다. 먼저 

한국의 유기질비료(퇴비) 지원을 통해 당곡리 농토의 지력을 향상시켰고, 100평 규모의 농기계수리

소와 시간당 6~7톤을 처리할 수 있는 도정공장을 건립함으로써 농업기반을 다졌다. 또한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당곡리 진출입로, 농로, 마을 안길 등 15km에 달하는 도로포장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더해 농가 주택 개보수(59세대)·주택신축(70세대)·소학교와 유치원·마을회관 보수와 탁아소 신

축·마을 진료소 신축·의약품 지원과 콩우유가공설비 등 당곡리 주민생활 전반을 변화시킬 만큼 

다양한 사업이 성과 있게 추진되었다.

당곡리 지원사업에서 또 하나의 특기할 점은 

대규모 물자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기술지원과 

교육이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사업기간 동

안,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자들과 경기도청 각 

부서 실무자,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실무자들과 정기적으로 현지를 방문하

여 농업 및 농기계유지관리, 각종시설설치, 기기

운용 기술전수 등을 진행하였다. 사업 초기부터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술협력에 

집중하며 다양한 전문가 토론회, 평가회를 개최하신축 도정공장에서 도정한 햅쌀을 받는 북측 농장원들. 2007년 10월 27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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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일환으로 2006년 3월 <남북 벼농사 협

력사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북측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평양 보통강호텔

에서 진행된 본 토론회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등 남측 대표단 11명과 농업성 책임

지도사 및 평양시와 7개도 농촌경영위원회 대표 

등 북측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경기도 농업기

술원은 한국의 육묘상토 조제기술과 벼육묘 기

술, 뗏장육묘기술, 벼육묘 기간 중 주요 병해충 발생 양상 및 방제 기술 등을 소개하였다.

남북 농업기술 전문가토론회 개최. 2006년 3월 5~6일

일자 방문 목적 방문 경로 인원(명)

2006년

1월 12일 당곡리 벼농사협력사업 합의서 체결 개성 7

2월 사업대상지 방문 및 사업협의 (3회) 평양, 개성 22

3월 4일 ~ 7일
농업발전 토론회 개최 
- 벼농사 및 기타 농법관련 기술자 토론회

평양 11

3월 15일 ~ 18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합의서 작성(경기도 김성식 부지사) 
- 벼농사협력, 농업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 사업

평양 8

3월 ~ 5월 벼농사, 도로포장, 육묘장, 건축 등 기술진 방문(6회) 평양, 개성 49

6월 3일 ~ 4일
우리민족 - 경기도 대표단 방문(경기도 손학규 지사 등)
- 남북공동 모내기 행사 및 사업장 방문

평양 111

6월 ~ 8월 벼농사, 도로포장, 채소, 건축 등 기술진 방문(5회) 평양 34

9월 16일 ~ 19일 도정공장 및 진료소 기공식 평양 7

9월 벼농사 작황조사(1회) 평양 8

9월 27일 ~ 30일
우리민족 - 경기도 대표단 방문(경기도 권두현 행정2부지사)
- 남북공동 벼베기 행사

평양 35

2007년

2월 10일 ~ 13일 2007년 남북협력사업 협의 평양 3

3월 ~ 5월 농업, 주택개보수, 도정공장 건축 기술진 방문(3회) 평양 22

5월 30일 ~ 6월 2일
우리민족 - 경기도 대표단 방문
- 남북공동 모내기 행사

평양 29

6월 ~ 9월 농업, 주택개보수, 장비 기술진 방문(4회) 평양 25

10월 20일 ~ 23일
우리민족 - 경기도 대표단 방문
- 남북공동 벼베기 행사

평양 10

11월 ~ 12월 소학교, 탁아소, 농기계수리센터 등 건축 기술진 방문(3회) 평양 18

2008년 1월 21일 ~ 24일 당곡리 현지방문 및 점검 평양 9

사업현장 방북 내역 ※ 총 35회, 408명 사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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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연도 횟수

농업협력사업
벼종자, 비료, 농약, 못자리용비닐, 

농기계 등 지원

2006년 8

2007년 7

2008년 2

농업기반조성사업

온실설치, 도정공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신축, 관정설치, 

농로포장 등

2006년 21

2007년 2

2008년 -

환경개선사업

마을 안길포장, 주택 개보수 및 신축, 

진료소 및 탁아소 신축, 마을회관 신축, 

소학교 및 유치원 개보수, 콩우유가공공장 신축

2006년 4

2007년 15

2008년 -

분야별 물자지원 내역

나.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지원사업

200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상남도와 함께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에서 대규모 벼육

묘 및 채소육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남과 북은 600평 규모의 육묘공장과 2,000평 규모의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여 봄에는 벼육묘를 생산하고 이후에는 채소 재배와 채소육묘 생산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육묘공장은 벼와 채소의 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벼의 경우 한 해 두 번 육묘

가 가능하며 이는 50만평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수량이었다.

벼육묘와 더불어 육묘공장에서 딸기묘를 생산하여 경상남도로 반입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

는 경상남도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주생산지라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

었다. 당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딸기 모종은 생산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딸기묘 가격이 

상승하면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딸기 모종을 수입해 오던 터라, 청정지역인 북한산 딸기 모종이 국

내로 들어올 경우 수입 대체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됐다.

2006년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상남도, 북측 민화협의 합의하에 추진됐으며, 농

업기술을 포함한 현장 사업실행은 경남의 민간농업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북측의 장교리 협

동농장관리위원회가 담당하였다. 2006년 2월 육묘공장 및 온실 자재를 전달한 이후 3월에는 육묘

공장과 비닐온실 설치에 착수하였다. 이후 14회에 걸쳐 실무진과 기술진이 현장을 방문하며 벼육

묘·모내기·채소육묘와 재배·딸기묘 육묘·벼베기 등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경

운기·이앙기·트랙터 등의 농기계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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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통해 북한은 대규모로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육묘방식을 접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남북의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만나며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신뢰는 점차 높

아졌다. 특히 2006년 10월 25일 분단 이후 최초로 딸기묘 1만주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었다. 

북측에는 남측의 기술과 물자를 지원하여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게 돕고, 남측 농민들에도 필요한 

부분을 북한에서 생산하여 반입하는 상생협력방식은 향후 남북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

으로 고려돼야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한 해 동안 경상남도와 함께 장교리 협동농장지원사업을 진

행하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경남통일농

업협력회가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북측과 직접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북

지원단체가 진행하는 대북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했다. 경상남도의 딸기모주를 북측 장교

리로 보내 이를 키워내고 그 모종을 다시 경남으로 들여오는 방식은 이전까지의 남북협력사업에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큰 발전이었다. ‘통일딸기’로 이름 붙여진 이 딸기는 2006년 1만주를 경상남도

로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2007년 2만 5천주, 2008년 5만주, 그리고 2009년에는 10만주를 들여오

는 성과로 이어졌다.

‘통일딸기’사업은 북측 협동농장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남측 농가들도 양질의 저렴한 딸기

모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

구 온난화로 인해 작물의 북방한계선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한계에 직면한 남측 

농가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01  강남군 장교리 벼육묘공장 준공식. 2006년 4월 7일     02  장교리 딸기하우스 기술이전. 2006년 7월 19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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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세부내역 방문 경로 인원(명)

1월 1일

경상남도 - 북측 민화협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서 체결

(남측에서 이주영 경상남도 정무부시장, 북측에서 민화협

 정덕기 부회장 합의서 체결)

개성육로

1월 21일 ~ 24일 벼육묘공장 및 시설하우스 부지선정 인천 → 평양 4

1월 27일 육묘공장 및 시설하우스 자재, 경운기, 발전기 등 전달 인천 → 남포

2월 22일 ~ 3월 15일 벼육묘공장 및 시설하우스 기초작업, 골조작업 인천 → 평양 5

3월 11일 ~ 25일 벼육묘공장 및 시설하우스 비닐씌우기, 배관, 전기작업 인천 → 평양 5

3월 21일 농약 및 농자재, 벼파종기, 육묘상자 및 상토 등 전달 인천 → 남포

3월 18일 ~ 22일 농기계사용 기술이전 및 나무식재사업 합의서 작성 인천 → 평양 3

4월 5일 ~ 11일 1차 벼육묘 기술이전 및 시범, 시설하우스 배관점검 및 관정시설 인천 → 평양 3

4월 5일 ~ 8일

이앙기 250대 전달식 및 장교리 벼육묘공장 준공식

(윤여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주영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전강석 경남통일농업협의회 회장 등)

인천 → 평양 13

4월 19일 ~ 25일 벼육묘 기술 이전, 시설하우스 배관 인천 → 평양 2

4월 23일 비료, 트랙터, 농약 및 농자재 등 전달 인천 → 남포

4월 29일 ~ 5월 4일
트렉터 사용 및 농기계 수리기술 이전, 벼육묘 상황점검 및 

기술지도, 토양연구 및 남새시범재배 
인천 → 평양 5

5월 13일 ~ 16일
벼이양 기술이전 및 이앙기 시범운전, 비료시비방법지도, 

벼육묘 상황점검 및 병충해 점검
인천 → 평양 3

5월 19일 농약 및 농자재, 발전기, 딸기모종 등 전달 인천 → 남포

6월 14일 ~ 17일 벼이양상태 및 병충해점검, 시설채소농사 기술지도, 딸기재배 지도 인천 → 평양 4

6월 22일 농약 및 농자재 전달 인천 → 남포

7월 12일 농기계 부품, 공장 자재 등 전달 인천 → 남포

7월 19일 ~ 22일
벼농사 및 시설하우스 생육 및 병충해 점검, 

벼육묘공장 딸기 생육점검
인천 → 평양 4

8월 14일 ~ 17일 딸기 생육점검. 벼생육 점검 및 벼멸구, 벼도열병 방제 인천 → 평양 2

8월 16일 농약, 농약살포기, 비료 등 전달 인천 → 남포

9월 14일 농기계 부품, 육묘상토, 비료 등 전달 인천 → 남포

9월 27일 ~ 10월 1일 딸기모종 남측이송 선적토의, 겨울농사 종자전달 및 재배기술 이전 인천 → 평양 4

9월 30일 바인더, 탈곡기 등 전달 인천 → 남포

10월 21일 ~ 24일 탈곡기 및 바인더 사용방법 설명 및 수리기술 이전 인천 → 평양 3

10월 25일 육묘공장 재배 딸기모종 10,000주 반입 남포 → 인천

2006년 장교리 협동농장 지원사업 방북 및 물자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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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1998년 젖염소 지원으로 시작된 축산지원사업은 초기에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동포

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남측

의 우수한 축산종자 지원을 통한 종축개량 등 축산분야에서 북한의 역량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또한 2000년대 후반에는 개별 단위 사업으로서의 축산지원사업을 

농업과 연계함으로써 입체적인 종합 농축산지원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가. 젖염소 지원사업 (1999년∼2002년)

젖염소 지원사업은 북한의 식량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던 1998년 시작되었다. 젖염소는 

반추동물 중 섬유소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동물

로 배합사료가 필요한 젖소와는 달리 산야초로

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다. 또한 젖염소 젖은 

우유와 달리 소화에 어려움이 없어 북한어린이

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아주 적합했다. 이에 더

해 소형 가축인 젖염소는 북한의 농가에 직접 분

양이 가능한, 즉 북한주민들의 직접 소유가 가능

한 가축이기도 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8년 6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국민일보사와 공동으로 ‘북

한 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장 김준곤 상임대표, C.C.C. 총재)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동시에 북

한의 조선농업과학원, 북측 민화협과 젖염소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1999년 4월 아태위

와 평양시 상원군 용곡리, 평양시 강동군 구빈리,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리에 각각 시범농장을 건설

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대학생선교회(C.C.C.)는 북한 젖염소의 종축개량을 위해 우수

품종 및 종축 개량기술을 지원하였고 주 단백질 공급원인 유제품 생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염소젖은 영양 취약계층인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에게 영양식으로 제공하였다. 그런

5. 젖염소·양계·양돈 지원사업

젖염소 120마리 지원 출항식(인천항 2001년 1월 3일). 좌측부터 두상

달 장로, 김준곤 상임대표, CJ39쇼핑 상무, 이용선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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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염소 목장 물자 지원 및 방북 내역 (1999년~2002년)

일자  지원 품목 지원 경로 지원 지역

1999년 8월  4일 젖염소 450마리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방북

상원군 

용곡목장

강동군 

구빈리목장

2000년

2월 24일 월동용 건초 100톤 중국 단동 → 신의주

3월 24일 착유가공시설, 유리병 4만개, 병마개15만개 인천 → 남포

4월 4일 ~ 11일 젖염소 착유시설 기술진 방북(6명)

7월 27일 산양유 운송용 냉동차 2대 인천 → 남포

9월 28일 초지(100ha) 조성용 비료, 울타리자재 인천 → 남포

2001년

1월 3일
젖염소 120마리, 사료 60톤, 

목초종자4,080Kg(5종)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방북

10월 24일 젖염소 100마리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4명 방북

봉산군 

은정목장

11월 6일 ~ 10일 C.C.C 축산대표단 방북 (박성민 C.C.C 총무, 이관우 목사, 강영식 사무국장 등 7명) 

2002년

1월 29일 ~ 2월 2일 대표단 5명 방북 (김준곤, 강문규, 송월주 상임대표, 서경석 위원장, 이용선 사무총장)

2월  8일 사료용 건초 70톤  중국 단동 → 신의주
봉산군 

은정목장

2월 27일
젖염소 320마리, 간이착유기 10세트, 사료 20톤, 

치즈가공설비, 경운기 5대, 사료 및 의약픔 등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방북

강동군 

구빈리목장

봉산군 

은정목장

4월 27일 ~ 30일 축산대표단 방북 (박성민 C.C.C. 총무, 성기열 사장, 김영일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등 7명) 

6월  5일 산양유 가공설비 1조 인천 → 남포
강동군 

구빈리목장

6월 11일 ~ 15일 산양유 가공설비 설치 기술진 방북 (김종식 목사, 함정우 부장 등 4명)

6월 12일 트랙터 및 축사급수시설 인천 → 남포
봉산군 

은정목장

8월  7일 인공 초지조성용 울타리자재 인천 → 남포
봉산군 

은정목장

8월 14일 목초종자 4톤, 비료 260톤 인천 → 남포
봉산군 

은정목장

8월 20일 ~ 24일 초지조성 기술진 방북 (이관우 목사, 성기열 사장 등 3명)

10월 16일 젖염소 140마리, 배합사료 34톤, 각종 약품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방북

봉산군 

은정목장

2003년 2월 24일 ~ 3월 1일 대표단 방북 (이관우 목사, 황원택, 김철영 목사, 강영식 국장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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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면 지원한 젖염소의 종축 보존을 위해 시범목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북한이 자력 기

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더불어 젖염소 질병과 대책, 무리별 교배시기와 출산시기, 새

끼염소 관리, 젖을 짜는 시기와 날짜별 채유량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사료 및 초지 조성

에 필요한 물자도 지원하였다. 

1999년 4월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00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젖염소와 각종 물자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3차년도인 2001년 3월 9일에는 북한농업과학원과 젖염소 협력사업에 관한 합

의서를 다시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지역을 농업과학원이 새로 조성하는 황해북도 봉산군 은정

리로 변경하고 젖염소 100두와 건초 70톤, 경운기 5대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에

는 젖염소 320두와 간이 유착기 10세트 등 착유·가공처리 시설의 반출을 시작으로 목초종자 4톤, 

비료 330톤 등의 물자를 총 7차례에 걸쳐 전달하였다. 또한 분배 상황 확인과 기술협의, 물자 인도

를 위해 총 7차례에 걸쳐 기술진이 현지를 방문하였다. 사업 전체적으로 1999년 첫 지원물자 반출 

이후 2002년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물자가 지원되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한국대학

생선교회는 같은 해 8월 <봉산군 은정리 염소원종목장-C.C.C./농업과학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11월에는 젖염소 130두·경운기·건초·수의약품과 사료를 지원하였다. 이를 끝으로 젖염소지원

사업 5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된다.

나. 양계지원사업

젖염소 지원사업이 한창이던 2002년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축산지원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며 농협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종계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계란은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산모와 어린이들의 영양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영양식품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계란을 지속적으

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지원한다는 목

표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2002년 2월 새마을운동중앙회, 농협중앙회와 함께 북측의 조선농업

과학원과 「알용닭 육종장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

합의서 체결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농협중앙회, 새마을운동중앙회는 5차례에 걸쳐 

장수원 알용닭종계장 준공식. 2003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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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 건설을 위한 각종 설비자재와 병아리 4,100수, 사료 36톤 등 약 8억 2천만원 상당의 물자

를 지원하였다. 또한 7차에 걸쳐 남측 기술진이 방북하여 건축·시공을 진행하고 양계기술을 이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년 2월 10일,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 농업과학원 내에 ‘장수

원 알용닭공장 통일 산란종계장’을 준공하였다. 이 종계장은 대지면적 17,765㎡(5,373평)에 한 주에 

19,200수의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는 부화장, 3,000수 규모의 종계사, 각각 10,000수 규모의 육

축사와 육성사를 비롯하여 23,000수 규모의 계분처리장, 발전기실 등 총 6동의 건물을 갖추었다.

준공식 개최를 위해 2003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106명의 대표단이 전세기를 이용하여 서해 

직항로를 경유 북한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에는 송월주 상임대표와 강문규 상임대표(새마을운동중

앙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역 새마을지회장들, 송석우 농협 축산경제대표, 김남용 낙농육우회장 등 

주요 축산단체 대표, 김방철 의사협회 부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진이 함께 했다.

장수원 알용닭공장 물자 지원 및 방북 내역 (2002년~2003년)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2002년

2월 2일 북한 조선농업과학원과 합의서 체결 

3월 29일 ~ 4월 6일 제1차 조사단 3명 방북 (농협 김성철, 김삼수, 배동웅)

6월 3일 ~ 8일 제2차 조사단 5명 방북, 설계도면 협의 (김성철, 김삼수, 서동일, 황창규, 이용선 사무총장)

10월 2일
1차 물자지원 : 

병아리 4,100수, 각종 건설자재 및 전기·배관자재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4명 방북

(새마을 김정열 부장, 

농협 김삼수, 최태양 차장, 

강영식 국장)

10월 11일 ~ 19일 1차 기술진 8명 방북 (김성철, 김광회, 이주훈, 이중석, 최철호, 손용갑, 송원호, 이용선 사무총장)

11월 2일
2차 물자지원 : 

계분처리시설, 부화기, 급이기, 케이지, 사료 등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4명 방북

(농협 이경원, 배동웅)

11월 18일 ~ 26일 2차 기술진 방북 7명 방북 (농협 김성철 차장 등)

12월 2일 ~ 7일

1차 감리단 방북(농협 김성철 차장과 시공업체 대표 등 8명)

시공 및 설계 : 두예건축, 금강 LEB, 바루커환경, 평농산업, 태화전공, 금보시스템, 한양농장, 

㈜우일산업, 보일공업, 성광시스템, 부일기기, 농협사료 등

12월 7일 3차 물자지원 : 내부 설비 자재 인천 → 남포

12월 9일 ~ 17일 3차 기술진 7명 방북

2003년

1월 15일 4차 물자지원 : 추가 설비 및 건설자재 인천 → 남포

1월 22일 5차 물자지원 : 사료 인천 → 남포

1월 20일 ~ 25일 4차 기술진 2명 (김삼수 농협 차장, 이용선 사무총장)

2월 8일 ~ 11일 준공식 방문단  106명,  서해직항로 경유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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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돈지원사업

① 강남군 장교리 돼지공장 (2005년~2006년)

2004년에 들어서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중·대가축으로 축산지원사업의 확대를 모색

한다. 그 일환으로 같은 해 7월 소 종축개량 지

원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500마리분

의 한우정액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지원하

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

로 강남군 장교리에 돼지 종축개량과 육돈 생산 

시범목장을 건설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본격

적으로 양돈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장교리 양돈장은 총 대지면적 6,165㎡(1,865평)에 번식돈사·분만자돈사·육성비육사·관리

사·축분저장탱크 및 소독시설을 갖춘 현대식 양돈장으로 열효율을 높이는 등 북한의 실정에 맞게 

설계, 건설하였다. 특히 돼지종축개량 및 돼지생산뿐 아니라 축분시설을 통해 돼지 배설물을 비료

화하여 이모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축분시설은 슬러시방식으로 1차로 고액을 분리시킨 

후 고형분은 건조하여 유기질 비료로, 액비는 6개월 저장 후 유기질 비료로 사용함으로써 입체적인 

농축산 지원사업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2006년 2월 25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농협중

앙회와 함께 ‘강남·농협 통일돼지공장’ 준공식을 장교리 현지에서 개최한다.

②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2007년~2008년)

이어 2007년에는 전라북도와 함께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에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

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 2월, 

농자재 및 농기계(분무기 100대, 파종기 5대 등) 

지원을 시작으로 양돈장 건설을 위한 건설자재 

등을 9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그런가하면 2007년  

5월, 12명의 대표단 방북 이후 7차례에 걸쳐 남

측의 건설 및 양돈 관리 기술진이 현지를 방문하

강남·농협 통일돼지공장 준공식 대표단 직항로 방북. 2006년 2월 27일

대대리 돼지공장 준공식. 200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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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측 양돈장 관계자들과 함께 양돈장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

쳐 2007년 10월 24일 남포 현지에서 전라북도 대표단 101명을 포함해 150여명의 남북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대표단에는 한명규 전북부지사, 김병곤 전라북도의회 의장,  

14개 전라북도 시,군 대표단과 윤여두 공동대표, 김홍국 하림 회장 등이 참여하였다.

약 8억원이 투입된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은 대대리 돼지목장 1동에 위치해 있으며 

21,180㎡ 부지에 연간 1,000마리(100톤)의 육성돈(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돼지)을 길러낼 수 있는 규

모이다. 330㎡규모의 축분처리장과 상주인원 15명이 생활할 수 있는 관리동, 번식·분만·육성돈

사·자동감지 및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된 소독시설, 사료창고, 양수장, 변전실 등을 갖추었다. 또한 

장교리 돼지목장과 같이 축분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발효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축분발효장 1개동을 설치하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서 생산된 유기질 축분 비료를 활용하여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총 2,800㎡ 규모의 남새온실(비닐하우스) 8동도 함께 건설하여 농업과 축산

을 병행하는 순환구조의 농축산 기지의 면모를 갖추었다. 양돈장 준공 이후에도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은 양돈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008년까지 격월로 사료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로 지원이 중단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대리 돼지공장 실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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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물자 지원 및 방북내역 (2007년~2008년) 

일자  지원 물자 및 협력업체 지원 경로

2007년

2월 14일
중소형 농기계(분무기100대, 파종기 5대, 논두렁조성기 2대)

 · 협력업체 : 익산농기계
인천 → 남포

3월 28일
각종 건설자재 및 전기설비, 콘테이너(사무실용), 이동용 화장실(2개)     

· 협력업체 : 건지, GS코리아, 세우메쉬산업, 신농그린택
인천 → 남포

5월 19일 ~ 22일  전북 대표단 12명 방북 (부지 확인 및 일정 협의)

6월 13일 시멘트 400톤 및 철골자재
중국단동 → 남포 

인천 → 남포

6월 23일 ~ 7월 3일 1차 기술진 방북 (3명)

6월 27일
판넬, 지붕재 등 각종 건축자재 

· 협력업체 : 금강LEB, 태화
인천 → 남포

7월 11일 축산 설비 (5개동) 인천 → 남포

7월 21일 ~ 28일 2차 기술진 방북 (4명)

8월 4일 ~ 11일 대표단 및 3차 기술진 방북 (8명)

8월 18일 건설자재 및 축산설비 등 인천 → 남포

8월 22일 ~ 29일 4차 기술진 방북(5명)

9월 12일 울타리, 포장, 관정공사자재, 경운기 2대 인천 → 남포

9월 12일 ~ 15일 5차 기술진 방북 (6명)

10월  6일 온실자재 (8동) 인천 → 남포

10월 12일

돼지 254두(모돈 50두,웅돈 4두, 자돈 200두), 수의약품, 사료 30톤,   

각종 사양기자재 

· 협력업체 : 일성영농조합, 천하제일사료, 광희약품

개성육로

· 인도요원 6명

   개성 방북

10월 13일 ~ 16일 6차 기술진 방북 (8명)

10월 23일 ~ 25일 준공식 대표단 101명 서해직항로 방북

11월 24일 돼지사료  60톤 인천 → 남포

12월 15일 ~ 18일 7차 기술진 방북 (4명)

2008년

1월 23일 돼지사료 61톤 인천 → 남포

3월 19일 돼지사료  50톤 인천 → 남포

6월  9일 양돈장  보수자재(지붕재) 중국단동 → 남포

6월 26일 돼지사료  40톤 인천 → 남포

7월 23일

돼지사료  40톤, 양돈장 보수자재(바닥재), 경운기 1대, 트레일러 1대, 

각종 농약 등

· 협력업체 : 오성농기계, 한국삼공

인천 → 남포

7월 30일 ~ 8월 2일 대표단 및 8차 기술진 8명 방북

10월 24일 돼지사료  60톤 인천 → 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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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며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은 양돈장 건설 및 시설채소재배 지

원사업을 바이오 에너지와 결합시킨 자원순환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오

랜 기간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북한도 이 사

업은 큰 관심을 보였다.

2008년 7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

기도와 공동으로 북한과 자원순환형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8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북측 민화협을 파트너

로 개성 지역 평화리에 3,000평 가량의 채소온실 조성, 연간 1,000마리 규모의 양돈장 건설, 50정보 

규모에 필요한 비료지원, 농기계 및 영농물자 지원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자원순환형 농축산

지원사업은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성지구 역사유적 복원 및 환경 개보수 사

업을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개발지원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2008년 9월 북측은 

돌연 개성 공업지구 외곽의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 11월, 북측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앞으로 공식 

서신을 보내 여전히 자원순환형 농축산지원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

성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 대상 지역만 평양 부근 양돈장으로 옮기

자고 제안해왔다.

2009년 1월 23일 드디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북한 민화협과 평양지역에서의 

자원순환형 지원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한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사업 대상지는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에 있는 평양 덕동농장으로 결정하였다.

덕동농장은 3,000여명의 농장원이 돼지농장과 작물재배를 공동 경영하는 국영농목장으로  

1972년 설립됐으며 총 20ha의 부지, 21개동의 돈사, 연간 7,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축분 집수 설비의 규모는 15,000㎡ 정도였고, 급수는 1일 5,000㎡ 정도였다. 또한 덕동농장에는 살

6. 평양 덕동농장 자원순환형 농축산지원사업 3)

평양 돼지공장 전경도

 

3)	 	이	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와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같은	실무진들의	현장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백서	(2012)

와	지원물자	내역	및	현장방문	내용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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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집 500세대, 그리고 소학교와 중학교가 각기 1개씩 있으며 돼지공장 이외에도 옥수수·콩·벼를 

재배할 수 있는 100ha 규모의 밭, 200ha 규모의 논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듯 덕동농장은 축산과 

사료작물재배, 벼농사 등을 함께 하는 복합농장이었지만, 에너지와 사료부족 등 자원부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덕동농장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우선적으로 1,000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북측 민화협과의 협의를 통해 양돈장의 신축 이외에도 기존 양돈장

의 종축사 2개동과 비육사 2개동에 대한 설비자재, 그리고 양돈장에 필요한 종자돼지도 지원키로 

하였다. 그리고 종자돼지의 검역기준은 남측의 통상적인 검역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또한 국제전

염병사무국에서 발급한 전염병 청정지역에서 생산됐다는 산지증명서와 돼지, 구제역, 돈역, 일본

뇌염 등의 예방접종확인서를 첨부하고 기생충 구충 등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돈장과 관련

된 지원 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100ha 규모의 벼농사협력사업과 3,000평 

규모의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 계획에도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원순환형 지원사업을 위해 1일 처리용량 1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시

범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발전소는 돼지 2000두의 축분을 처리하여 60kw/h 정도의 전력

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2년에 걸쳐 발전소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9년 3월 우선적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실무진과 경기도 기술진이 

방북하여 평양 돼지공장 내부의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2연동 온실건설을 진행하였다. 당시 기술

진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오랜 기간 체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 기술진이 온실 1동을 시범

적으로 건설하며 북측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측 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온실을 건설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09년 5월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의 기술진이 방북

하여 상시 사육두수 500두 규모의 양돈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당시 방북한 기술진은 먼저 벽면 판넬 작업 및 지붕 작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악화된 남북관계로 

평양돼지공장의 돼지고기 공급계획

사료공장

평양
돼지공장

북한
주민

행표사료

돼지

행표

도축장

평양시
육류도매소

육류 가공공장

각구역
상업관리소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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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수송이 계속 지연되며 공사 자재를 인천항에

서 남포항으로 제때 보낼 수 없게 돼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 다행히 2010년 1월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2009년에 유보되었

던 물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10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실무진과 경기도 기

술진이 다시 방북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기술 교육

을 실시하였다. 당시 이들은 북측 기술진이 남측

의 지원 물자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건물 외관의 

판넬 및 지붕 공사, 돈사 내부 설비공사를 진행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 물자에 익숙하지 않은 북측 인력들이 진행한 공사에는 여러 가

지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히 돈사 내부 설비의 경우 위치·연결부 고정·부품 사용 등에 오류가 많

았다. 설상가상으로 신축돈사·비육돈사·온실 등 사용처가 각각 다른 물자가 인천항에서 한꺼번

에 북측으로 전달되면서 현장에서의 자재 보관 및 분류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측의 기술과 자재를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북측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평양돼지공장 돈사 건축현황 점검. 2010년 4월

평양돼지공장 물자지원 및 방북 현황

일자 지원 물자 지원 경로

2009년

1월 21일 ~ 24일 평양돼지공장 농축산협력사업 합의서 체결을 위한 방북(우인한 경기도기획행정실장 등 9명)

2월 16일
기초건설용 건설물자 지원(양돈장 기초공사용 시멘트 

444톤 등 기초건설자재)
인천 → 남포

2월 18일 ~ 21일 양돈장 건설부지 및 시설채소 등 부지확인 및 사업협의(12명)

3월 9일
건설물자 지원(신축돈사 건설자재 1차분, 온실 건설자재 1차분, 경운기, 

관리기, 비료, 농약 등)
인천 → 남포

3월 16일 차량지원(8톤 트럭 2대) 단동 → 신의주

3월 21일 ~ 24일 온실 및 시설채소 등 사업협의(10명)

3월 28일 건설물자 지원(신축돈사 건설자재 2차분 등) 인천 → 남포

3월 28일 ~ 4월 4일 시설채소 하우스 설치공사, 협력사업 실무협의(6명)

4월 20일 농업자재 지원(벼농사용 농약 10종, 비료 2종, 농업용비닐 등) 인천 → 남포

5월 1일 건설물자 지원(온실 건설자재 2차분, 콤바인 3대 및 부속품 지원 등) 인천 → 남포

5월 16일 ~ 23일 양돈장, 시설채소 하우스공사 기술진 방문(5명)

2010년
1월 14일 건설물자 지원(온실개폐시설, 난방배관 등) 인천 → 남포

3월 31일 ~ 4월 7일 양돈장 및 온실 설치공사 기술진 방북(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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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진들은 북측 인력이 자체적으로 건설을 마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이전 작업에 최선

을 다했다. 이들은 시공 시범을 보이고 샘플을 제공하는 등 철저히 교육했다. 이들이 진행한 기술 

교육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 및 배관 부분에 있어 출입문 강화도어 설치, 지붕재 마감작업, 보일

러 설치 및 배관 작업, 사무실과 화장실 바닥 단열 및 배관 작업, 자돈사 중천정 설치, 복도 라디에

이터 설치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전기 부문도 돈사 주위 접지 작업, 발전기 설치, 돈사 내부 배선 

(중천정) 작업, 배전반 설치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돈사 내부 설비 공사를 위해 신축돈사 급수라인 

재설치, 스톨의 고정 및 돈방 설치, 자돈사 보온기구 설치, 환풍기 및 비닐 덕트 설치, 급이기 설치 

및 사료빈 보수 작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진행하였다.

기술진은 또한 시설 채소 재배 및 온실 설치 기술을 교육하고, 온실의 내부 스크린 및 보온덮개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9년 온실이 설치된 이후, 덕동농장은 온실 남새작업반을 신설하여 채

소를 재배하였다. 온실 남새작업반은 계절보다 일찍 품질 좋은 채소를 공급할 수 있어 농장 소득증

가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발표된 5.24 조치로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등 입찰이 확정된 물

자의 반출이 불허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의 자원순환형 농축산지원사업은 여타 

개발협력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미완으로 남게 되었다.

자원순환형 농축산 종합지원사업

북측 주민
(협동농장원)

농업
(채소 온실)

축산
(양돈장)

농업
(벼농사/옥수수)

친환경 에너지
(소규모 바이오 발전)

축분 비료

온실 난방용 온수

북 주민 사용시설

(목욕탕 등)에

대한 전기 및 온수

벼농사

기술 교육

축분 비료

옥수수 사료지원

축분 비료

축분

채소 제공 및 농가소득증대

채소 재배기술 교육

육류 제공 및 농가소득증대

축산/수의 교육
전기 및 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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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농축산 지원사업은 북한의 농축산 기

반을 공고히 하여 농축산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

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0년을 전후하여 단순 물자지원방식을 넘어 

북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농축산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

작한다. 여기에는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농업기술 협력사업, 벼농사 지원, 그리고 젖

염소 지원, 양계, 양돈사업 등 각종 농축산 분야의 개발지원사업이 망라돼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개별 단위의 지원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농촌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을 도모하는 농촌현대화사업, 그리고 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축산협력사

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진행된 농촌현대화사업의 경우 벼농사 기술협력, 온실 

(비닐하우스) 재배기술이전, 농기계 수리시설, 협동농장 내 주택·진료소·학교 등 기반

시설 개보수 등 지역 기반의 종합적인 현대화를 통해 식량생산량 증대,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는 사업 기획 단계

부터 1년 남짓의 단기사업이 아닌 3개년 계획의 중기사업으로 계획되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고질적인 에너지난을 고려한 자원순환형 농

축산협력사업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농업과 축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물

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돼지 축사에서 발생한 축분을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농업부문에 제공하고 여기서 생산한 곡물을 다시 사료로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

은 북한의 농축산 현실에 적확한 지원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농축산협력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농업생산을 증대시

키고 지역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남측의 선진 농업기술을 

북한의 농업과학계와 농촌에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기술을 이전한 것도 농축산협력사업

의 중요한 성과였다.

평가 및 
향후 방향

농업축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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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

1998년 젖염소보내기 운동 (2003년까지 지속)

2000년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업

2001년 북한 농업생산력복구를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

2002년 

농기계수리공장 및 농자재 지원사업

- 평양시 사동구역 농업과학원 농기계화연구소 내 설립

장수원 알용닭공장 건립지원사업

-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 농업과학원 내 설립, 농협중앙회, 새마을 운동과 공동추진

2003년
농기계수리공장 및 농자재 지원사업

- 황해북도 대동군에 설립, 전라남도 22개 시군협의회와 공동 추진

2004년
농기계수리공장 및 농자재 지원사업

- 평안남도 신천군에 설립, 전라북도와 공동 추진

2005년 

농기계 조립생산공장 건립사업 및 농기계지원사업

-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읍 금성뜨락또르공장, 동양물산과 공동추진

농기계지원사업

- 경기도, 전북, 경남 등 지자체, 동양물산과 공동추진

벼농사 시험재배 사업

- 평양시 룡성구역 농업과학원 내, 경기도와 공동추진

장교리 돼지공장 건립지원사업

-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농협중앙회와 공동추진

2006년 

협동농장현대화사업(1년차)

- 벼농사, 온실채소농사, 주민복지사업 등 종합적인지역개발협력 사업추진

-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협동농장 내, 경기도와 공동추진

벼 육묘공장 건립과 남새재배 기술지원 사업

-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경상남도와 공동추진  

농기계 조립생산공장 건립사업 및 농기계지원사업

-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읍 금성뜨락또르공장 내, 동양물산과 공동추진

농기계지원사업

- 경기도, 전북, 경남 등 지자체, 동양물산과 공동추진 

농축산협력사업 물자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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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지원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간의 농축산지원사업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지원사업 자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만큼이나 지원환경에 대한 고려가 중요

하다.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농축산개발협력 사업들이 남북관계 악화로 인

해 목표로 한 사업내용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북한의 기술력, 각종 필

수 농자재 조달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그 간의 성과가 그대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

다. 특히 농업 분야의 중장기 개발협력사업은 협동농장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크게 이

바지하였지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어렵게 얻은 북한주민들과의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2007년

협동농장현대화사업(2년차)

- 벼농사, 온실채소농사, 주민복지사업 등 종합적인지역개발협력 사업추진

-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협동농장 내, 경기도와 공동추진

대대리 양돈장 지원사(1년차)

- 남포시 대대리, 전라북도와 공동추진

2008년

협동농장현대화사업(3년차)

- 벼농사, 온실채소농사 지원사업

-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협동농장 내, 경기도와 공동추진

대대리 양돈장 지원사업(2년차) 

- 대대리 협동농장 농자재, 양돈장 관리지원

- 남포시 대대리, 전라북도와 공동추진

2009년 
자원순환형축산지원사업(1년차)

-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 국영농장, 경기도와 공동추진

2010년 

자원순환형축산지원사업(2년차)

- 벼농사 및 온실채소 농자재 지원

-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 국영농장, 경기도와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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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 중단 시 피해를 최소

화하는 위험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농축산 인력에 대한 본격적인 역량 강화사업과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

식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농축산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기술협력

의 중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물자지원과 더불어 북한 인력에 대한 기술 전수도 꾸준

히 펼쳐왔다. 앞으로는 농축산 분야별, 이슈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더욱 심도 있게 추

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남북관계 악화로 지원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에도 북한 인력

들이 농기계 등 각종 기자재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할 방안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고

려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농업축산지원사업에서 올린 성과가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상태에 묻혀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지 못했다는 점도 향후 사업 재

개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남북협력 사업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의 특성상 그 지

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 따라서 북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주요 후원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농축산지원사업이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

농업축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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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은 농업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에 먹거리를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었

기에 의약품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고,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사업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보

건의료상황은 식량난만큼이나 매우 심각했다. 의약품 및 의료 기자재의 부족으로 보

건의료시스템은 거의 붕괴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북한동포들은 수인성 질병을 비롯

하여 여러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

는 국가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견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무상치료제, 

의사 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적 방침의 제도적 장치 등을 들 수 있다. 보건행정조직은 

국가 행정기관인 내각의 보건성이 중심이 되고, 도·직할시의 보건국 또는 보건처, 

시 보건처, 군 보건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의료시설은 행정단위에 따라 단

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직할시와 도에는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각 1개, 시(구역)·

군 지역에 인민병원 1~2개, 리·로동자구에는 인민병원과 진료소 1개, 작은 리·동

을 합쳐서 종합진료소 1개씩이 설치되어 있다. 의료인력은 의사, 부의사, 준의사, 고

려의사, 위생의사 등의 ‘상급 보건일꾼’들과 약제사, 간호원, 조산원, 보육원 등 ‘중

등 보건일꾼’들로 구분된다. 북한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체계는 리 단위의 진료소나 

인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시·군 단위 인민병원에서 2차 진료를 받도

록 되어있다. 2차 진료 및 치료만으로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 3차 및 4차급 병원에

서 치료를 받게 된다.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고도로 조직화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

고 있음에도 경제난으로 인해 보건의료 자원이 절대부족하여, 사회주의 보건의료체

계의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어서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03
보건의료 지원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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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보건의료분

야 지원은 북한의 이러한 보건의료상황에서 시

작되었다. 그러나 그 계기는 매우 우연한 것이었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이후 긴급

구호에서부터 농업분야로 관심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원

장을 맡고 있던 이종오 계명대 교수가 세계보건

기구(이하, WHO)의 이종욱 박사로부터 북한 보

건의료 지원에 관한 시급성을 전달받고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에서도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사업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마침 

재미동포사회를 통해 대북지원 및 방북 경험이 있었던 아주대의 현봉학 교수와 이일영 교수, 창립

부터 공동대표를 맡았던 백낙환 인제대 총장, 1999년 방북에 동행했던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 전태

준 전 국군의무사령관 등이 대북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초기 추진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특징은 국내 주요 보건의료

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협회와의 공동사업 추진에 있다. 1999년 10월 28

일 결성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이하, 보건의료협력본부 / 고문 : 백낙환 인제

대 총장, 이길여 길병원 이사장, 현봉학 아주대 명예교수 / 공동본부장 :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희중 대한약사회 회장, 최환영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기택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유태전 병

원협회 부회장, 임성기 대한제약협회 회장, 이성낙 아주대 의무부총장)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약

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제약협회 등 6개 협회가 공동으

로 참여하였다. 보건의료협력본부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남한 보건의료

인 전체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한편, 이후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교류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

가 됐다.

보건의료협력본부는 결성 이후 월 1회 정기회의를 이어오던 중 2000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서

울올림픽프라자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

협회·한국제약협회 등 6개 협회와 공동으로 ‘북한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

였다. 가천의대 길병원과 (주)메디슨이 후원한 이 심포지움에는 당시 WHO 특별보좌관이었던 이종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 구성

북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선포식. 경희의료원 2001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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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박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상주사무소 전 직원이었던 마릴린 와인가트너 등 국내외 대북지

원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후 보건의료협력본부는 2001년 2월 20일 경희의료원에서 ‘북한 보

건의료 지원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병·의원, 약국 등 전국 보건의료기관 약 6

만곳에 공동 모금함을 설치하는 등 각 협회 회원들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운동(ARS 0600 - 

1003)을 전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돌입했다. 이러한 모금운동

을 바탕으로 보건의료협력본부는 2001년 7월 북한의 조선의학협회에서 요청한 총 4억원 상당의 의

약품 원료(9종)를 단동에서 신의주로 지원했다. 물자 전달과 의약품 제조기술 지원을 위해 이윤환 

아주대 의대 교수, 송경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 등 4명의 대표단과 기술진이 신의주를 함께 

방문하였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2차로 한국제약협회에서 기증한 73종의 완제의약품(1억 4천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보건의료협력본부가 남북 보건의료분야 교류의 틀을 마련한 것은 2001년 두 차례 방북을 통해

서였다. 보건의료협력본부는 2001년 7월과 11월 두 차례 방북을 통해 북측 조선의학협회와 남측 보

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했다.1) 특히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진행

된 2차 방북에 참여한 대표단은 북측의 여러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북한 보건의료 책임자 등

과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2) 회담에서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위) 및 보건의

료 관계자들은 이전에 지원해 준 의약품 원료와 완제의약품이 적기에 잘 전달이 되었다며 매우 감

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북측에서는 21세기의 새 시작으로 종합적인 제약회사를 설

립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정성제약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공

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보건의료협력본부 대표단은 2002년 상반기 중에 알약품(정제) 생산설비인 타정기, 코팅

기, 포장기 등을 정성제약연구소에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선진적인 의료기술 지원과 남

북간 의료기술 교류문제는 당장 실질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2002년에 남

북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대표단은 당시까지의 지원이 평양 중

심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면서 남포, 사리원 등의 주요 도시 병원을 지정해 주면 남북 지방도시간 

협력 사업으로 병원 지원을 추진할 용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방북에서는 또 협회별 협력 사업도 논의되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치과용 유닛

 

1)	 	7월	방북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	7월	방북단은	각	협회	대표로	구성되었는데,	김일천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

장,	김광식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승교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최영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신석우	한국제약협회	전무이사,	이용선	사무총장	등	

7명이었다.	

2)	 	11월	방북	대표단은	서경석	집행위원장,	전영구	대한약사회	부회장,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이사,	이응세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	원동오	대한병

원협회	총무부장,	이윤우	한국제약협회	이사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표단이	방문한	북측	의료기관은	조선의학협회,	정성제약연구소,	김만유병원,	평

양의학대학병원,	평양구강종합병원,	고려의학종합병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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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 5대를 평양구강종합병원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외 지방의 구강병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용의

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남북간 한약재 공동개발과 생산, 민족의학연구소의 공

동설립, 남북간 공동학술회의를 제안했으며 고려종합병원에 초음파기기와 CT촬영기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에서는 기초항생제를 정기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2002년 서

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에 북측 대표단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보건의료분야 지원에서 이번 방북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컸다

고 할 수 있다. 이때 북측과 협의하고 북측에 제안한 내용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후 보건

의료분야 지원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정성제약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사업 초기 보건의료협력

본부의 공동추진사업이 되었으며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지원사업과 1999년부터 평양에서 매년 열린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바탕

이 되었다. 이외에 보건의료협력본부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대한의사협회, 대

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결핵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1001안

경콘택트체인본부 등 개별 협회와 기관 차원에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공동으로 대북사

지원된 중국산 알약품 제조설비(타정기) 시연 모습. 200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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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진행했으며 각각의 분야에 대해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여 중장기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협회가 중심이 됨으로써 2002년부터 자연스럽게 남북 보건의료인들의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2002년 3월 3차 보건의료협력본부 대표단3) 방북에 이어 4월에는 안보건 지원

사업 대표단4), 6월에는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대표단5) 방북이 연이어 이어졌다. 그리고 본

격적인 정성제약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이용선 사무총장과 이윤우 대한약품 사장이 

정성제약을 방문하여 정성제약 현대화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10월 8일에는 지원된 14종

의 알약품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 기술진 8명이 정성제약을 방문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각 협회

의 임원을 망라한 14명의 대표단이 방북6) 하여 2003년도 지원사업과 협회별 교류사업에 대한 협의

를 진행하였다.

2003년도 들어서는 기초의약품 생산공장 지원과 더불어 각급 병원들에 기초의약품과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고 동시에 선진 의료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북한 병원현대화사업의 계기를 만들어 나갔

다. 2003년도 초기 병원현대화사업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건치, 대한

이비인후과학회, 영동제약 등이 참여하였다. 

2003년도 방북은 당시 ‘장수원 알용닭종계장’ 준공식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새

마을운동중앙회, 농협중앙회 대표단 106명의 서해직항로 방북시 김방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

장 등 임원 13명과 안준상 건치 공동대표 등 임원 3명이 함께 방북하여 평양의대병원과 조선적십

자병원을 방문, 병원현대화사업을 협의한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3월에 안보건관련 대표단7)이  

방북하여 지원한 시력검사기 등의 기기작동법을 전수하였고, 10월에는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

론회’에 처음으로 남측 대표단 27명이 참석하였다. 10월 21일에는 안재규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11명의 대한한의사협회 임원들과 주요 한의대 학장, 주요 한방병원장들이 방북, 고려종합병원에서  

“민족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한의학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1월에는 건치(공동대

표 전민용)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회장 김희남) 대표단 10명이 방북하여 평양의대병원 이비인후과

 

3)	 	3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3차	방북단은	박종달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이일영	아주대	교수,	이윤우	한국제약협회	이사,	김명한	대한약품	이사,	서경석	집

행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되었고,	방북시	정성제약	지원사업과	「남북	공동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4)	 	4월	첫	안보건	방북	대표단은	권철오	대표	등	1001안경콘택트체인본부	6명의	임원과	송경민	부장이	참여하였고	「안보건분야의	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

하고	지원된	안보건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이전을	진행하였다.	

5)	 	방북단은	치과의사협회에서	정재규	회장,	장영준	이사,	지승현	신흥	상무가,	한의사협회에서는	김호순	부회장과	이응세	이사	그리고	강영식	사무국장	등		

6명으로	구성되었다.

6)	 	12월	방북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일천	대한의사협회	전	사무총장,	전영구	대한약사

회	부회장,	안재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응세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성욱	경희대치대	동문회장,	박종달	대한결

핵협회	부회장,	이정섭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정정섭	기아대책기구	부회장,	신희섭	기아대책	간사,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7)	 방북대표단은	박준영	공동대표,	홍재영	1001안경	영업이사,	이용선	사무총장	등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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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강과에 지원한 의료기기에 대한 설비장착 및 기술이전을 추진했다. 또한 11월 25일에는 김세

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김만수 강남성모병원 교수 등 6명의 의사협회 임원들이 조선적십자

병원 내 안과병원을 방문하여 엑시머라이저를 이용한 최신 안과 수술을 시연하기도 했다.

한편 2002년부터 지원한 정성제약 알약품공장에 세 차례에 걸쳐 설비물자와 의약품수송용 냉

동탑차 1대를 지원하였고, 3월에는 수액약품공장 건설을 위해 기아대책기구와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대표단 7명이 방북하여 「수액공장 건설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후 6월 기술진 방북

을 통해 세부 설계도면을 북측과 협의·확정한 후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액약품공장 기초건설

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와 설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대표단과 기술진 방북을 

통하여 건설공정 확인과 함께 세부 설계내역, 향후 공사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정성제약 현대화사업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대병원, 고려

종합병원, 평양구강병예방원 등 주요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초기 대북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은 다른 단체의 활동과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첫째, 국내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협회들을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주체로 이끌어냄으로

써 대북지원에 대한 지평을 확대하였다. 특히 보통 보수적인 계층으로 인식되는 보건의료인들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기초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한 주체로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

를 가진다. 

둘째, 보건의료인들이 직접 대북지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그간 대북지

원이 종교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일부 나타났는데, 보건의료인들이 처음 사업계획 수립부터 참여함으로써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

행착오를 상대적으로 줄이게 되었다.

셋째, 남측 보건의료인들의 참여로 자연스럽게 남북 의학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물자 지

원과 모니터링 방북 등에 보건의료 각 분야별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북한 의료인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학술교류사업과 상호 정보교류, 기술이전 등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외부 세

계와의 교류가 부족해 선진 의학기술에 목말라하는 북한 의료인들에게 이러한 남북 의학교류는 북

한 보건의료체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8)	 	송경민,	"대북	인도지원운동의	전개과정과	발전	방향",	성공회대학교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43.	(송경민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으로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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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원 및 사업 내용 지원금액 후원 기관

1999년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 결성 (10월)

- 항생제, 영양제, 결핵약 등 의약품 1차 지원 

(5월, 인천 → 남포)

376,500천원 ㈜메디팜약국체인

2000년

- ‘북한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6월)

- 물자 지원 : 결핵약, 돋보기 1만개 지원 

(9월, 인천 → 남포)

202,190천원
CJ39쇼핑

1001안경콘텍트체인본부 

2001년

- 보건의료협력본부 대국민 모금 캠페인 전개 (2월)

- 물자 지원  

· 일회용 주사기 33,600개 (1월)

· 9종의 의약품 원료 (7월)

· 73종의 완제의약품 (9월)

- 두 차례 대표단 방북 (7월, 11월) 

- 기술진 및 인도요원 신의주 방문 (7월)

556,000천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제약협회

2002년

- 보건의료분야별 의향서 체결

- 5차례 방북을 통해 물자 지원 확인 및 분야별 보건의료 

협력사업 협의

- 물자 지원

· 유니체어 5대 및 각종 한방용품 (6월)

· 정성제약 알약 생산설비 14종 (9월)

· 수액제 31,340병 (10월)

· 결핵 BCG 30만명분 (12월)

· 돋보기 1만개 및 검안기 등 (2월)

1,090,530천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결핵협회

한미약품

1001안경콘텍트체인본부 

2003년

- 서해직항로 방북 포함, 총 10차례 보건의료 관련 대표단 방북

- 정성수액약품공장 건설 위해 총 2회 중국 제약공장 시찰

(남북 공동)

-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27명 참여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추진)

- “민족의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남북 한의학 토론회 개최  

- 물자 지원

· 안경·돋보기 1만5천개 및 시력검사기 5대 (3월)

· 기초의약품 69종 (3월, 5월)

· 안과 수술장비(엑시머레이저) 및 안과 의약품 (8월) 

· 엠뷸런스 및 각종 한방의료기기 (8월)

· 소변 검사기 세트 및 시약 (8월) 

· 이비인후과 진단장비 및 의약품 (9월)

· 유니체어 및 치과용 의약품 (9월)

· 정성제약 알약공장 설비물자 및 의약품수송용 냉동탑차 

(3월, 4월)

· 정성수액약품공장 건설자재 및 설비 (8월, 12월)

1,952,370천원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영동제약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영동제약

1001안경콘텍트체인본부 

* 정성제약 후원기관은 

아래 ‘정성제약 현대화사업’ 

단락에서 기재함

초기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내역 (1999년~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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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2001년 11월 보건의료 대표단 2차 방북 시, 북측 아태위와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정성제약연구

소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21세기의 새 시작으로 종합적인 제약회사를 설립할 필요를 절감

하고 있다’는 게 북측의 설명이었다. 이는 실제 북한의 필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북한의 제약산업은 

북한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199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한 끝에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

다. 북한은 지역별로 제약공업 총국이 있어 계획·생산·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력 및 용수 

부족, 원료 수입 재원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주로 자연에서 채취한 약초

를 중심으로 생산·가공되는 고려약(한약)에 70% 이상 의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는 주민

들의 질병 예방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절대 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 특히 아동들

이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호흡기 질환과 설사병으로 조사됐다.

북측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보건의료협력본부와 함께 ‘북한제약공

장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백낙환 백병원 이사장, 부위원장 박준영 을지의대 총장)를 구성, 정성제

약연구소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에 착수했다.

그런데 북측은 정성제약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특히 수액약품공장을 강조했다. 당시 

정성제약연구소는 남측의 제약업체인 녹십자와 유로키나제 생산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

었는데, 이를 계기로 종합적인 제약공장으로 거듭나야 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이 수액약품공

장이라는 설명이었다. 2002년 초 북측 아태위는 북한에 수액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현대

적인 공장이 없다면서 평양과 평안도에서 소비할 연 500만개 생산규모의 수액약품공장을 지어줄 것

을 공식으로 요청해 왔다. 북측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최종 의사를 결정

하기까지는 약 1년이 걸렸다. 수액약품공장 건설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선 제약협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9)하고 

민간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후, 수액약품공장 요청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10)

2. 정성제약 현대화사업

 

9)	 	당시	남측의	전문가들은	수액약품공장	건설이라는	아태위의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은	수액약품공장	건설이	비용뿐만	아니라	매우	전문

적인	일이며	시설만	가지고는	제대로	가동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한	마디로	수액약품공장	건설은	민간단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

문가들의	의견이었다.	

1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른바	시민운동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남측	전문가들은	수액약품공장	건설에	당초	약	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를	20억~30억원	수준으로	비용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찾았는데,	최대한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범위에서	중국제	생산설

비를	사용하는	것과	제약	생산라인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를	섭외해	원가	수준에서	견적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예산	견적을	20억원대로	다시	

작성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수액약품	준공까지	30억원	이내	금액으로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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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쳐 2003년 3월에는 수액약품공장 

건설을 위해 기아대책기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 대표단 7명11)이 방북하여 「정성 수액약품공장 건

설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서명한 기관

은 남측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한국국제

기아대책기구12), 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 민화협)와 정성제약연구소였다. 합의서의 기본 

내용13)은 “1. 쌍방은 평양의 정성제약연구소에 수액

제 생산공장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건설하기로 한다. 

2. 북측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기마다 남

측 관계자들과 기술자들의 현지 방문과 기술협의를 

보장한다. 3. 쌍방은 올해 10월 이내로 정성제약연

구소 수액제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기로 하며 북측은  

<가>측 준공식 참가자들의 방문을 보장한다. 4. <나> 

측은 수액제공장의 본격적인 가동 이후 수액제생산

과 공급정형에 대한 자료를 문서로 <가>측에 전달한

다.” 등이었다. 

이 합의서는 2009년까지 이어지는 정성제약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공식화되는 매우 의미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를 바탕으로 2005년 6월 수액약품공장 준공, 

2006년 알약품공장 준공, 2008년 종합품질관리실을 준공하고 2009년에는 마지막으로 동물실험실

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부분의 대북 인도지원이 중단되면

서 동물실험실 설치는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수액약품공장 건설에 대한 합의서. 2003년 3월 18일

 

11)	 	대표단은	기아대책의	김승연	유럽지부장,	박순영	목사,	권용찬	부장과	이용선	사무총장,	김동환	일양약품	공장장,	박상일,	이정식	MBC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12)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는	수액약품공장	건설에	필요한	모금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3)	 	합의서	내용에	담긴	<가>측은	남한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기아대책기구를	말한다.	<나>측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정성제약연구소를	지칭한

다.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가>축과	<나>측은	10월에	수액약품공장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스(SARS)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공정이	지연되면서	실제	수

액약품공장	준공은	2005년	6월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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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성수액약품공장

2003년 3월의 합의서를 바탕으로 건설에 착수한 정성수액약품공장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05

년 6월에 완공됐다. 2003년의 사스(SARS) 여파14), 2004년의 남북관계 악화15) 등으로 건설 공정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은 남과 북의 많은 협조 속에서 진행되었다. 남측의 제약 관련 기술자들

이 공장 건설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며 중국에서 구입한 장비 설치를 위해 중국인 기술자들이 6개

월 이상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해 나갔다. 

수액약품공장의 건설은 건물부터 시작됐다. 당초 ‘ㄷ’자 형태였던 정성제약연구소의 열린 지점

에 2층짜리 건물을 지어 ‘ㅁ’자 형태로 만들고 신축한 건물 1층에 수액약품공장을 설치키로 했다. 계

획이 이렇게 수립되자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의 범위가 매우 커졌다. 부지와 노동력, 일부 골재는 

구분 기간 사업 내용 비고

수액약품공장 2003년~2005년

- 수액약품공장 건설

- 수액생산라인 지원

- GMP 교육

- 2005년 6월 9일 준공식

준공식 대표단 

140명 직항 방북

알약품공장 2005년~2006년

- 알약품공장 건설

- 알약품 생산설비 지원

- 원료의약품 지원

- 2006년 2월 27일 준공식

-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연계 

준공식 대표단 

99명 직항 방북

종합품질관리실 2007년~2008년

- 종합품질관리실 건설

- 분석기기, 테이블, 용기류 등 지원

- 품질관리 담당 직원 교육(중국)

- 2008년 9월 21일 준공식

준공식 대표단 

129명 직항 방북

동물실험실 2009년 - 동물실험실 건설 마무리되지 못함

정성제약 지원사업 내용 (2003년~2009년)

 

14)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전세계로	확산된	전염병이다.	WHO는	이	질병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

piratory	Syndrome;	SARS)’으로	명명하고	세계에	경보령을	내렸다.	중국에	SARS가	창궐하자	북한은	2003년	상반기	중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항공편

의	운항을	한동안	중단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로	국내	민간단체들은	평양	방문을	하지	못하고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경

우가	많았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성수액약품공장	건설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공장	건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러시아	연해

주의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평양	방문을	하기도	했다.		

15)	 	2004년	7월	468명의	이탈주민이	제3국을	거쳐	한꺼번에	국내에	들어왔다.	이에	반발한	북측은	약	6개월가량	남측과의	교류를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정

성수액약품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진의	평양	방문은	이	기간에도	몇	차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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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동추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대한의사협회, 백병원, 

을지병원, 길병원, 문화방송(MBC)

생산공장 개요

·공장명 : 정성수액약품공장

·위치 :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승리1동

·면적 : 수액생산공장 792평, 총 부지면적 9천평 (9,917.4㎡)

·연간 생산규모 : 기초 수액제 500만병(1일 24,000병)

·생산품목 : 총 10종

- 1단계 : 5%포도당, 하트만(젖산), 주사제, 생리식염수

- 2단계 : 종합아미노산, 10%포도당, 만니톨 주사약 등

총 사업비

·총 26억 6천만원(물자구입비, 시공비, 방북비 등) 
- 2003년 : 18억원

- 2004년 : 7억 2천만원

- 2005년 : 1억 4천만원

지원 내역

·건축 공사(크린룸, 공조설비, 일반배관설비, 건설자재 등)

·수처리 설비(정수장치, 증류수제조, 순증기발생장치 등)

·생산설비(수액제라인, 멸균설비, 포장설비, 조제설비 등)

·유틸리티 설비(공기 압축기, 보일러 및 부대장치 등)

·전기(변압기/수배전 설비, 동력공사, 통신공사 등)

·수액제 생산원료 및 포장재료(초기 1백만병 기준)

·품질관리 설비(시약, 품질관리기기, 시험기구 등)

·생산보조설비 및 소모품(각종 필터, 설비유지 소모품 등)

·각종 교육 자료

·사무용품(빔프로젝트, 책상, 각종 검사기록지, 복사기 등)

·기타 용품(신발장, 탈의함, 청소도구, 소화기 등)

공사업체

·국내

- 총 설계 및 감리 : (주)창이엔지

- 생산설비 : 대용파마텍, 파라기계

- 유틸리티 : 부스타보일러

- 품질관리 : 아주과학, 대산과기무역

·중국

- 중국 물자 및 공사총감독 : 에네스해운항공, 단동동신무역유한공사

- 수처리설비 : 광동정원순수설비유한공사

- 공조 및 크린룸 설비 : 소주화신공조유한공사

- 멸균설비 : 산동신화의료기계유한공사

주요 경과

·2003년 3월 18일 합의서 체결

·2003년 6월 26일 기술진 첫 방북 이후 2005년 6월 4일 방북까지 총 16회 연인원 88명의 기술진 방북

·2003년 8월 18일~22일 정성제약 북측 기술진들과 공동으로 중국 현지 제약공장 및 설비공장 견학

·2005년 6월 9일 정성수액약품공장 준공식 (6월 7일~10일 대표단 140명 직항로 방북)

     ※ 중국측 공사인원은 2004년 4월부터 현지 상주하며 공사 진행

이후 계획

·수액(L.V.P) 생산공장 정상 운영을 위한 기본 자재 및 기술 지원

·품질관리실 기기 및 기술 지원

·정제 생산공장 마무리 작업 및 운영기술 지원 

정성수액약품공장 준공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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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책임지지만 시멘트와 외벽 타일 등 건설 

물자에서부터 수처리 설비, 생산 설비, 유틸리

티 설비, 전기 등 수액제 생산에 필요한 거의 모

든 것이 지원되어야 했다. 공사업체도 국내와 중

국 업체로 나뉘었다. 국내에서는 (주)창이엔지가 

총 설계 및 감리를 맡고, 생산 설비는 대용파마

텍과 파라기계, 유틸리티는 부스타보일러, 품질

관리 물자는 아주과학과 대산과기무역이 담당했

다. 국내 업체인 에네스해운항공과 중국의 단동

동신무역유한공사가 중국 물자 구입과 공사 총

감독을 맡은 가운데 수처리 설비는 광동정원순수설비유한공사, 공조 및 크린룸  설비는 소주화신공

조유한공사, 멸균 설비는 산동신화의료기계유한공사가 설비를 공급했다.

합의서가 체결된 2003년 3월부터 수액약품공장이 준공된 2005년 6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남

측 기술진의 방문 횟수는 총 16회에 달했다. 연인원 88명의 기술진이 평양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제반 설비들을 설치해 나갔다. 이 기간 정성수액약품공장 건설에 투입된 자금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총 26억 6천만원에 달했다.16) 결코 적지 않은 자금의 조달을 위

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특별히 ‘북한 수액(링거액)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3년 11월 4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후원행사는 백낙환 백병원 이사장이 추

진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 보건의료단

체와 제약회사 대표 등 약 650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당일 모금된 금액은 총 2억 7백  

3만원에 달했다. 후원행사는 방송인 정재환씨(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보대사)와 YTN 이광

정성수액약품공장 내부 모습. 2006년 3월

정성수액약품공장 주요 후원기관

백병원, 을지병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성애병원, CJ(주), 양친장학회, 녹십자, 동아제약, 삼양사, 삼진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중외제약, 한국얀센, 한독약품, 한올제약

 

16)	 	2003년	3월~2005년	5월까지	정성수액약품공장	건설을	위해서만	투입된	비용으로,	준공	이후	수액약품공장	시설	유지에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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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앵커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이정식 MBC PD가 제작한 영상물 ‘한 병의 수액제가 북한동포의 

생명을 살립니다’를 통해 참석자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한편 수액약품공장 건설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공장 건설에 우수의약품 제조·관리

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17)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18) 평양

제약공장 등 북한의 대규모 제약공장들은 대부분 196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미 모든 설

비와 기계들이 낡아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약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GMP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북한에서 GMP 규정을 적용한 약품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공장 건설 초기부터 공장을 운영할 정성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 GMP에 대한 정성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03년 8월 정성 직원들

과 함께 중국 GMP 제약공장들을 시찰하는 한편, 당시 일양약품 본부장 출신인 신중용 선생이 GMP 

교육과 설비 운영, 품질관리 교육을 총괄하여 현지를 수시 방문하였고 직원들에게 GMP에 대한 기

회차 방문 기간 교육 내용 방문자

1
2005년 1월 26일

~ 2월 1일

- 설립담당, 주사제 및 알약공장 대상 1차 GMP 교육

- 1일 5시간씩 총 5일간 교육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신중용 창이엔지 고문

남성호 창이엔지 대리

강영식 사무국장

2
2005년 4월 30일

~ 5월 4일

- 조제실, 충진실, 세척실, 포장실, 멸균실, 품질관리실 

담당 직원 25명 대상 GMP 교육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신중용 창이엔지 고문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이승교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강영식 사무국장

3
2005년 6월 4일

~ 11일

- 전체 직원 대상 GMP 교육

- 준공식 앞두고 설비 시운전 

- 5% 포도당 시제품 생산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신중용 창이엔지 고문

남성호 창이엔지 대리

전종욱 파라기계 대표

채원석 대용파마텍 이사

전영만 파라기계 공장장

김윤중 명진산전 대표

강영식 사무국장

정성수액약품공장 GMP 교육 내용

 

17)	 	GMP는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관리	기준을	말한다.	GMP	제도는	미국이	1963년	제

정,	1964년	처음으로	실시한	데	이어	1968년	WHO가	그	제정을	결의하여	이듬해부터	각국에	권고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에	제정되었다.	

18)	 	정성수액약품공장	건설의	총	설계와	감리를	맡은	(주)창이엔지의	노선호	대표는	당시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몇	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첫째,	제

조환경	수준을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하여	우수하고	위생적인	수액제공장을	건설한다.	둘째,	

수액제	생산시설은	위생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고품질의	설비로	설계와	제작을	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성제약	독자적으로	GMP	공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기술자료와	문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충분한	GMP	교육과	현장기술교육(OJT)을	지도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소식지	

2005	07·08/통권	49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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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개념과 제약 지식을 3차례 교육하기도 했다.19) 

정성수액약품공장의 준공식은 6월 9일 진행되었다. 준공식 참석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 140명이 전세 비행기로 서해 직항로를 거쳐 평

양을 방문했다. 

     

  

나. 정성알약품공장

정성수액약품공장 준공 이후 수액약품 생산

과 기술 협의를 위한 현장 방문이 계속되는 가

운데 정성알약품공장 건설도 본격화되었다. 당

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정성제약연구소에 알약(정제) 

생산설비 11종과 각종 건설·전기 자재, 공기조

화기 1세트, 수송용 보냉차량 1대 등 총 7억원 상

당의 물자를 지원했고20), 그로 인해 기초적인 알

약품 생산을 위한 기반이 정성제약연구소에 구

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당시 지원한 물자와 자

재는 GMP의 규격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2005년 본격화된 정성알약품공장 건설은 기존의 알약품

공장을 GMP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고 현대적 생산 설비와 포장 설비를 추

가로 설치하여 제대로 된 GMP 제약공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이었다.

정성알약품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진 방북은 2005년 8월 6일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2006년 2월

까지 총 4차례 23명의 기술진 방북과 6차례의 물자 지원을 통해 정성알약품공장은 총 건평 2,100

㎡(약 640평)에 타정실(1·2), 포장실(1·2), 종합포장실, 공정검사실, 코팅실, 광택실, 선별식, 건조

실, 혼합실(1·2), 과립실(1·2), 공조실 등 총 40여실을 갖추게 되었다. GMP 규정을 맞추기 위해 이

들 방들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성알약품공장은 연간 알약(정제) 5억알, 교갑(캡슐) 4천만알, 싸락(과립) 70여톤의 약품을 생산, 

포장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19)	 	정성	직원에	대한	GMP	교육은	신중용	(주)창이엔지	고문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신중용	고문은	일양약품	중국	합자법인의	총경리	출신이다.

20)	 	이	기간	정성에	지원한	생산설비는	분쇄기,	진동채,	반죽기,	과립기,	건조기,	믹서과립기,	혼합기,	타정기(소형),	집진기,	코팅기	등이었다.	

정성수액약품공장 내부 모습. 2006년 3월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1장. 대북지원사업  -  03. 보건의료

225

정성알약품공장의 준공식은 2006년 2월 27일에 거행되었다. 정성수액약품공장이 준공된 2005

년 6월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또 하나의 약품생산공장이 탄생한 것이다. 정성수액약품공장이 건물 

공사부터 시작한 데 반해, 알약품공장 건설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선에서 진행되었기 때문

에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었다. 준공식 방문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99명이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고려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했다. 

정성알약품공장 준공은 전년도의 수액약품공장 준공과 더불어 대북 의약품 지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대북 의약품 지원이 완제의약품 지원에 그쳤다면 수액약품공

장과 알약품공장의 준공은 제약공장 설비와 의약품 원료를 지원하고 생산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북

 

2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소식지	2006	03·04월호/통권	제52호,	p.7,	‘<정성제약	알약품공장>	준공	경과’	재구성

구분 내용

개요

· 공장명 : 정성알약품공장

· 위치 :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승리1동

· 면적 : 알약품공장 2,100㎡(약 640평)

· 연 생산규모

- 알약(정제) 5억알

- 교갑(캡슐) 4천만알

- 싸락(과립) 70여톤 

총 사업비 2005년 지원 물자 총액 약 9억원

지원 내역

· 건설자재(크린룸 자재, 공조 설비, 각종 배관 등)

· 전기설비(수배전 설비, 전등전열, 동력 장치 등)

· 생산설비(타정기, 과립기, 선별기, 광택기 등)

· 포장설비(병포장기, 판포장기, 과립포장기, 컨베이어)

· 경영용 비품(검사기기, 위생용품, 각종 비품 등)

· 교육 자료(각종 기기 운영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자료)

참여 업체 · (주)창이엔지, 세종파마텍, 효성기공, (주)카운텍 등

주요 경과 

· 2005년 8월 6일 이후 2006년 2월 27일 준공식까지 총 4차례 23명의 기술진 현장 방문

· 같은 기간 6차례의 물자 지원

· 2006년 1월 11일 개성에서 공사 일정과 기술 협의 

· 2006년 2월 27일 정성알약품공장 준공식 (2월 25일~28일 대표단 99명 직항로 방북)

이후 계획 
· 항생제, 항결핵제, 해열제 등 각종 기초의약품으로부터 전문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약 60여종의 

약품 생산 예정

정성알약품공장 준공 경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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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제약산업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바탕이 되었다. 이는 곧 낙후된 북한의 의약품 생산체계를 복

구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다. 정성제약연구소와 북한 당국의 노력

수액약품공장과 알약품공장을 갖춘 정성제약연구소

는 2006년부터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

다. 정성제약연구소는 독자적인 무역 권한을 가지고 있

었는데, 해외 파트너와의 무역 업무도 자체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정성의 일부 직원들은 

2006년 약 40일간 유럽의 제약공장 참관을 진행하였다. 

정성은 또 자사를 방문하는 해외 및 남측의 기관이 많아

지자 스스로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직접 제작했으며, 동

영상을 담은 CD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제공하기

도 했다.22) 

수액약품공장과 알약품공장을 갖추고 약품이 본격적

으로 생산되는 상황에서 2006년에는 특히 정성제약연구

소의 입지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명칭이 정

성제약연구소에서 정성의학종합쎈터23)로 바뀌었으며 책

임자도 소장에서 지배인으로 격이 높아졌다는 게 정성 직

원의 전언이었다.

북한 당국도 GMP 규격을 갖춘 제약공장이 설립된 상

황에서 이를 체계화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노력을 기

울였다. 2006년 북한 당국은 국가품질감독국 국가규격제

 

22)	 	2006년	10월	정성제약연구소	방문	당시	이	CD를	받아왔다.	

23)	 	2006년	방문	당시	정성	직원들은	이전의	정성제약연구소가	‘정성의학종합쎈터’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책임자도	새로운	지배인이	임명됐다고	했다.	정성

에는	또	함흥약대	출신의	제약	전문가	비중이	높았는데,	북한의	주요	약대를	졸업한	엘리트들이	정성에	들어와	일하기를	바라며	줄을	서	있다고	자랑하기

도	했다.	한편	‘정성의학종합쎈터’라는	명칭은	2009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실무진이	현장을	방문할	때도	그대로	들을	수	있었는데,	2014년	이후	북

한의	언론에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이나	이를	줄여	‘정성

제약’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01 정성제약연구소 홍보영상 CD     

02 북 당국이 마련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국가 규격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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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구소 명의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for Drugs)』이라

는 소책자를 편찬했다. 정성제약 직원들은 이 소책자의 편찬에 자신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정성제약과 북한 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남측의 제약 전문가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었

다. 2006년 9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남측 전문가들은 정성제약의 설비와 

운영을 둘러 본 후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24) 전문가들의 이러한 평가는 2007년과 2008년 정성

제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원료의약품 지원으로 연결되었다.

라. 원료의약품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 

정성제약에 수액약품공장과 알약품공장이 준공된 상태에서 이들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바로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조달이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원료의약

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경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원료의약품을 조달하는 것도 매

우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원료의약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제약과 남측 기업과

의 경제협력을 주선했다. 정성제약이 남측 기업과의 경제협력으로 이윤을 얻고 그 이윤을 공장 운

영에 필요한 원료의약품 구입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토록 한 것이다. 다양한 논의가 진행

되었지만 결국 성사된 경제협력의 비즈니스 모델은 남측의 마늘을 북으로 가져가 껍질을 까서 다시 

 

2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약공장	방문보고서(정성제약연구소),	2006.	9.21.에서	인용

전반적으로 볼 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조소 시설, 제조관리, 품질관리 등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일양약품 등에서 GMP 관련 기술과 사항들을 전수받아서 생산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엿보였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 등의 지원단체가 각각 지원함에 따라 소용량 주사제, 수액제, 내용고형제

가 별동으로 구성되어 교차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규정 내용에서 부실한 점이 많이 보이기는 하였지만, 북한 GMP로 인증받았음에서 보았을 때, 북한주민의 건강을 위

한 수액, 주사제, 정제, 캅셀제 등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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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매우 간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위해 개성 인근에 마늘을 까는 공장이 필요했는

데, 2006년 준비과정을 거쳐 개성공단에서 4km 떨어진 곳에 1천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했다. 북측

에서는 정성제약이, 남측에서는 산과들농수산이 이 경제협력의 주체로 나선 가운데 마침내 2007년 

2월 6일 ‘정성의학종합쎈터 - 산과들농수산 개성건강식품분공장’의 조업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조업

식에는 남측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산과들농수산 관계자 150여명이, 북측의 민화협, 정성제

약 관계자 40여명과 개성주민 300여명이 함께 했다. 조업 초기 이 공장은 매일 20톤의 남측 마늘을 

북으로 보내어 1,500명의 개성주민들이 손으로 껍질을 벗긴 후 다시 남측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산과들농수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협력은 2008년 한때 월 매출이 4억원에 달

할 정도로 남측 기업과 북측 정성제약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정성제약 관계자들도 이 경협에

서 나오는 수익이 수액약품공장과 알약품공장 가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제약에 대한 원료의약품 지원에는 우리 정부도 힘을 보탰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남측의 제

약 전문가들이 정성제약의 설비와 약품 생산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2007년과 2008년 한

국국제보건의료재단25)이 전액 정부기금으로 정성제약에 원료의약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마. 종합품질관리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정성제약 지원사업이 제약생산시설 확충 및 관련 기술 전수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7년부터는 생산약품의 품질 개선과 관리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성

제약이 수액약품공장과 알약품공장 건설로 생산시설 면에서는 GMP 시설을 갖춘 종합제약사의 모

습을 갖추었지만 품질관리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성제약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품질관리실이 필요하다는 남측 전문가들의 조언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정성

제약에 종합품질관리실을 설치키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했다.

종합품질관리실 설치의 본격적인 시작은 2007년 5월 22일 종합품질관리실 설치 협의를 위한 

기술진 방북부터였다. 이때부터 2008년 9월 종합품질관리실 준공식을 할 때까지 총 6차례의 기술

진 방북이 이루어졌으며 6차례의 물자 지원도 진행됐다. 분석기기와 실험기구 선정을 위해 2008

 

2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법적	기구로,	해외	및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의	대북	원료의약품	지원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	중	정성제약에	약	5억원,	굿네이버스가	지원한	대동강제약에	2억원,	어린이어깨동무가	

지원한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	1억	5천만원	상당의	원료의약품이	지원되었다.	정성제약에	지원된	원료의약품	종류는	항결핵제와	비타민,	항생제,	수액

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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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과 6월 두 차례 개성에서 정성 직원들과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종합품질관리실 설

치로 인해 정성제약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의약품과 생산되는 완제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

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품질관리실의 준공식은 2008년 9월 21일 거행되었다. 준공식 참석을 위해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대표단 129명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했다.26) 9월 21일 오후에 

진행된 준공식은 불교방송, LG디스플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후원자들로 구성된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과 북측 민화협, 정성제약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와 남북 양측의 축사의 순서로 이어졌다.

한편 정성제약 내에 종합품질관리실이 설치되자 GMP 규정을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이 더욱 필

요해졌다. 정성제약측에서도 관련 교육을 수차례 요청하고 남측의 전문가들도 교육이 시급하다는 

 

26)	 	이	직항	방북은	특히	국내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8년	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대규모	방

북이었던	데다가	2008년	여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이	알려진	이후여서	많은	국내	언론들이	취재	목적으로	동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직항	방북

은	또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여러	민간단체들의	직항	방북을	여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정성제약 종합품질관리실 내부 모습.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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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협력 기관 불교방송, LG디스플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요

· 위치 :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승리1동 정성제약 내

· 면적 : 종합품질관리실 864㎡(약 260평)

· 구성

- QC-1실, QC-2실, 기기분석실, 생물검사실, 미생물실, 무균실, 배양실

- QA실, 시약 창고, 검체보관실, 안전성보관실

- 회의실, 사무실, 전기실 등 

지원액 약 6억 5천만원 

지원 내역

· 내부 공사(각종 배관, 냉난방, 크린룸, 전기, 바닥공사)

· 품질관리실 분석기기 26종

· 실험테이블, 각종 초자류, 용기류, 비품 등

참여 업체 (주)창이엔지, 영인프런티어, 하나과학, 다인지엘테크, (주)씨에치씨랩 등 

주요 경과

· 2007년 5월 22일 이후 2008년 9월 21일 준공식까지 총 6차례 기술진 현장 방문

· 같은 기간 6차례의 물자 지원

· 2008년 4월 1일과 6월 20일 두 차례 분석기기와 실험기구 선정을 위해 개성에서 면담 

· 2008년 9월 21일 종합품질관리실 준공식 (9월 20일~23일 대표단 129명 직항로 방북)

종합품질관리실 준공 경과 27)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때에도 우리 정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힘을 보탰다. 정부 차원에서 2007년부터 시작

된 북한 제약공장 원료의약품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GMP 교육도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통

일부 정책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의 진행 담당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었다.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품질관리실 설치 기간에 유한양행 품질관리실 

직원이 평양의 정성제약을 방문해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정성 직원들의 중국 현지 교

육도 준비했다. 당초 2008년 정성 직원들의 중국 교육을 진행하려 했지만 실제 정성 직원이 중국

에 나가 교육을 받은 것은 2009년 6월이 되어서였다.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 교육에는 정

성제약 품질관리실의 직원 10명이 참여했다. 기본적인 교육 내용은 GMP 생산공정과 품질경영관

리체계, 원료 투입에서 출하까지의 관리와 검사 체계, 품질관리 실습 등으로 전반부 15일간은 중국 

각지의 제약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참관하고 후반부 10일 간은 북경에 소재한 한미약품에서 실습 교

육으로 진행되었다.

 

2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성의학종합쎈터	종합품질관리실>	및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자료집,	pp.3-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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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물실험실 건설 추진

정성제약에 종합품질관리실을 설치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9년 접어들어 분석기기 

설치와 관련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동물실험실 건설에도 착수했다. 종합적인 제약공장으로 발돋움

하기를 원하는 정성제약은 약품 생산에서 품질관리, 기초적인 약품테스트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시

설을 자체 내에 보유하기를 바랐다. 또한 동물실험실 건설을 통해 자체에서 생산하는 약품 제제의 

안정성 등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제제연구와 개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비

임상시험 등을 직접 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실, 약

리실험 연구실 등이 구성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정성제약은 동물실험실 건설에 필요한 부지 315㎡

를 마련해 두기도 했다.

하지만 동물실험실 건설은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2009년 5월 정성제약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6월 한 달 동안 단층으로 신축할 동물실험실의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

고 도면을 정성제약측에 전달키로 했으며, 정성제약측에서는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기초 공사와 외

부 벽면의 공사를 우선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특히 우리 정부의 건

설물자 반출 제한으로 더 이상의 물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동물실험실 건설은 2009년 시

점에서 중단되었다. 

사. 정성제약종합공장의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실무진의 정성제약 현장 방문은 2010년 1월이 마지막이었다. 2016년 

4월 현재 6년 이상 지원사업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성제약의 소식은 북한의 

언론이 전해주고 있다.28) 특히 주목을 끄는 보도는 『조선 화보』 2016년도 1월호(중문판)에 실린 기사

다.29) 이 기사에 따르면 정성제약은 2015년에만 수액약품공장의 생산능력이 10배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더불어 2005년 수액약품공장 준공 당시 유리병으로 되어 있던 수액약품 포장라인이 합성

수지로 바뀌어 있었다. 정성제약 스스로 생산라인을 확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사는 또 “이 공장

은 초기 유로키나제 주사제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그쳤으나 현재는 과립약품, 주사제, 수

 

28)	 	정성제약에	대한	보도는	2014년	11월	8일자	조선중앙TV와	로동신문,	2015년	10월1일자	조선중앙TV와	로동신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29)	 	조선	화보	2016년	1월호(중문판),	pp.26-27.	조선	화보는	북한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보통	북한의	국적기인	고려항공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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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제, 캡슐과 한방약을 생산하는 현대화된 제약생산기지로 발전하였다”고 전하면서, “연구진의 노

력으로 이 공장은 각종 의약품 원료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무균·무진 상태의 청결한 생산환경 

속에서 첨단의 분석장비를 이용해 과학적으로 의약품을 검사하고 있다. 각 생산라인의 공정과 생산

된 의약품은 실제 GMP 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정성제약 지원사업은 처음 방문했던 2001년부터 마지막으로 방문

했던 2010년까지 10년간 이어졌다. 이 기간동안 정성제약 지원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표적인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성제약 지원사업은 우선 남측과 북측 모두

에게 인도적 지원사업이 어떻게 개발지원사업으로 진화해 나가는 지를 경험하게 해준 사업이다.30) 

완제의약품 지원에서 시작된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을 북한의 의약품 생산체계 복구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업이기도 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성제약의 원료의약품 조달을 위해 경제협력을 주선하는 등 사업

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 사업은 또 민간단체와 정부 간

의 협력을 이끌어낸 사업이기도 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민간단체가 먼저 북측에 제

약공장을 건설한 후 민간단체가 지속하기 어려운 원료의약품 조달과 전문적인 교육 등을 정부가 이

어서 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내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30)	 	이와	관련,	2008년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이용선	공동대표는	이	사업이	“북한에	산업	하나가	안착되려면	어떤	의미라는	

것을	훈련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시설	하나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법률,	기술이	같이	가는	것을	남과	북이	다같이	경험하

게	만드는	좋은	프로젝트”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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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현대화사업

2003년 정성제약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북측은 북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병원 중의 하나인 조

선적십자종합병원(이하,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적십자병원은 평양시 동

평양의 동대원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8

만㎡의 부지에 총 22개 병동이 있는 종합병

원이다. 병상 수 1,000개에 하루 외래환자는 

2,000명에 달한다. 의사는 900명, 간호원이 

700명, 보장성원이 400명 등 총 2,000여명

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대형 병원이다. 그러나 1948년 설립되고 전쟁 이후 1955년 재건립된 이 병

원은 2003년 당시 사용중이었던 건물이 1970년 완공된 것으로, 그 이후 개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비가 오면 각 건물 꼭대기의 수술장에 물이 샜다. 북한의 각급 병원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매

우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전경도

조선적십자종합병원 개요
•위치	 평양시 동대원구역

•면적	 총 8만㎡

•병상수	 1,000병상

•환자수	 외래환자 하루 2,000여명

•구성원수	 의사 900명, 간호원 700명, 보장성원 400명 등 총 2,000여명

•연혁		 1948년 설립, 1955년 재건립,  1970년 지금의(2003년) 건물 완공

•성격	 -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 

 - 평양 주민들을 포함하여 지방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병환자 치료

•구성	 총 22개 병동 

 (외래종합진료소, 소화기, 안과, 구강, 피부, 면역, 회복치료, 호흡기, 신경,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심장내과, 혈액과, 고려치료과, 방사선과, 재활과, 임상검사소, 노인과, 사체실 등)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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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료시설은 대체로 일반병원, 특수병원으로 구분되며 이밖에 위생, 방역을 전문으로 취

급하는 위생방역소가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31) 모든 의료시설은 국가 소유로 일체를 국

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적인 의료시설은 행정 단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데, 직할시와 도에는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각 1개, 시(구역)·군 지역에 인민병원 1~2개, 리·로동

자구에는 인민병원과 진료소 1개, 작은 리·동을 합쳐서 종합진료소 1개씩이 설치되어 있고, 주요 

공장 및 3급 이상의 기업소에 인민병원 1개, 3급 이하의 기업소에 진료소 1개, 협동농장에 진료소  

1개씩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시설들 중 ‘병원’이란, 행정단위로 군(구역)급, 로동자구급 이상의 진료 단위를 

의미하고, 리(동)급의 단위는 ‘진료소’ 또는 ‘종합진료소’로 구분한다. 일반병원으로는 중앙에 봉화진

료소, 남산병원, 적십자병원, 평양의학대학 부속병원, 명예전사자병원 등이 있으며 지방에는 각 도

(직할시)에 도인민병원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고, 시(구역)·군에는 시(구역)·군 인민병원, 리

에는 리인민병원 또는 진료소가 있다. 다음으로 특수병원으로는 평양과 각 도(직할시)에 결핵병원, 

간염병원, 만성병원, 구강원 등이 있다. 이밖에 여성전용병원으로 평양에 평양산원이 있으며 종합

병원으로는 결핵전문의 ‘제3인민병원’이 있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1차 진료기관인 리·동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며 1차 진료소에서 치료후

송증을 발급받은 환자는 2차 진료기관인 시·군급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또 3차 진료기관인 

도 및 대학병원은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3차 진료기관에서

도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평양에 있는 4차급의 적십자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곧 적십자

병원은 4차급 병원으로 지방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일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북측 관

계자들은 지방에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환자들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북측 민화협

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2004년 1월 26일로, 이는 이후 2010년까지 이

어지는 북한 병원현대화사업의 바탕이 되었다.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은 이어 2006년에는 평안남

도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지역에 위치한 병원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북한의 가장 큰 병원인 적십자병원에는 총 22개의 병동부가 있다. 2004년에는 우선 구강전문병

원과 안과전문병원, 고려치료과 등에 의료설비와 소모품 등을 지원했다. 2004년 3월 10일 영동제약

의 후원으로 약 2,700만원 상당의 뇨검사시험지와 뇨분석기 3세트를 적십자병원에 지원했으며 같

은 날 건치의 후원으로 6,200만원 상당의 치과장비와 소모품 164종을 적십자병원에 보냈다. 이외 

 

31)	 	이하	북한의	의료시설에	대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일을	대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1)	:	북한의	의료보장제도와	보건의료	현황」,	2007.	

pp.103-109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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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3월 18일 1억 7백만원 상당의 치과 장비와 치과 의약품을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을 통해 평양에 위치한 평양구강병예방원에 지원했다. 6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제공

한 컴퓨터단층촬영기(CT) 설치를 위해 기술진 6명이 평양을 방문, 적십자병원 내에 정전압발생기

(CVCF)를 설치하고 동력케이블 공사를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7월에는 을지병원(이사장 박준

영), 길병원(이사장 이길여) 등의 후원으로 초음파기기, 인큐베이터 등을 비롯한 각종 의료장비 일

체를 적십자병원에 전달했다. 12월에는 안과병동에 엑시머레이저 수술 장비를 지원하고 설치하면

서 성모병원의 김만수 교수가 북한환자를 대상으로 한 근시 교정 시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4년의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이 개별 병동부에 대한 의료 설비와 물자 지원에 그쳤다면, 

2005년부터는 병동부 건물 개보수를 비롯한 본격적인 현대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1월 25일 

북측 민화협과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후속 합의서를 체결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

선 신경외과·호흡기병동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적십자병원의 신경외과·호흡기병동은 2003

년 발생한 화재로 환자 치료를 위한 병동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도 내용 참여기관

2003년 ·  북측,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요청 

2004년

·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 관련 합의서 체결 : 1월 26일

·  구강병동 지원

- 치과장비 및 소모품, 치과 관련 의약품 

·  안과병동 지원

- 엑시머레이저 수술 장비 지원

- 근시교정 시술 (12월, 성모병원 김만수 교수)

·  고려의학과 설비 및 소모품 지원

·  의료기기 및 소모품 지원(혈액분석기, X-레이, 뇨분석기, 위생복 등)

·  의약품 지원(MMR 백신, 냉장 보관시설, 종합감기약 등) 

·  CT 및 전기 관련 설비 지원

건치

성모병원

대한한의사협회

영동제약 등

2005년

·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 후속 합의서 체결 : 1월 25일  

·  종합수술장 준공 : 10월 14일 

- 신경외과/호흡기병동 내 준공

- 추간판탈출증 환자 4명에 대한 남북 의료진 공동 수술 

·  신경외과/호흡기병동 개보수 및 필요 설비 지원

·  CT실 설치(신경외과/호흡기병동 내)

·  구강병동 치과용 장비 및 소모품 지원

- 구강보건분야 과학기술 경험 교류회(10월 3일, 학술 발표 및 시연)

·  의료 장비 및 관리 설비 지원

- 생화학분석기, 소변분석기, 렌트겐, 환자감시장치, 멸균기 등

- 앰뷸란스

을지병원

대한한의사협회

건치

백병원

길병원

순천향대학병원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등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지원 경과 (2003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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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적십자병원 종합수술장 준공식(2005년 10월 14일). 좌측부터 최헌호 을지재단 본부장, 심일철 적십자병원 원장, 한사람 건너 박준영 을지병원 이사장, 최

성익 북측 민화협 부회장, 이용선 사무총장, 김경애 조선의학협회 부회장        02  적십자병원 종합수술장 남북공동수술 모습. 2005년 10월 14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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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을지병원과 공동으로 신경외과·호흡기병동에 종합수술장을 

설치키로 하고 약 6개월에 걸친 개보수 작업을 통해 10월 14일 종합수술장을 준공했다. 준공식 전까

지 적십자병원 종합수술장에 소요되는 각종 건축자재, 의료장비, 신경외과·호홉기병동 개보수 소

요자재 등을 총 8차례에 걸쳐 전달하였다. 또한 남측 기술진이 약 한 달간 체류하면서 북측 적십자

병원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종합수술장 공사를 완료하고 각종 의료장비 운영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

하였다. 이 종합수술장은 신경외과·호흡기병동부 외에도 적십자병원 전체에서 가장 위급하고 중

요한 수술을 담당하는 곳이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종합수술장 준공과 더불어 신경외

과·호흡기병동 전체에 대해 지붕재, 내부 개보수자재, 각종 전기설비 등을 전달하였다. 2005년 한 

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약 11억 8천만원에 달했다.

2006년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은 약무병동 신축과 구강전문병원 수술장, 회복치료과 개보수 

등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한편 신경외과·호흡기병동 준공 등 그 성과가 밖으로 드러나기도 했

다. 더불어 평안남도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 등 평양을 벗어난 군 지역의 병원현대화사업이 시작되

는 첫 해가 되었다. 

2006년 5월 24일 시작된 방북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 민화협과 2건의 합의서

를 체결했다. 하나는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에 관한 후속 합의서로 「2006년 병원현대화사업에 관

한 합의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북측 민화협)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적십자병원 회복치료과  

지원사업」(대구대학교32)/<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북측 민화협)이었다. 특기할 점은 병원현대화

사업에 관한 합의서에 평안남도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2006년 당시까지 남측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장이 평양에 국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평

양을 벗어난 군 지역의 병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대북지원의 흐름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평안남도 온천군은 남포시 위쪽에 위치한 유명한 온천지대이다. 따라서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

은 지역 특성상 외래 진료와 더불어 온천을 이용한 재활치료를 겸하고 있었다. 온천군 인민병원 분

원은 약 50병상 규모로, 하루 평균 100여명의 외래 환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의사 20명, 간호사 및 

직원 100여명 등 총 1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세워진 건물과 의료설비들

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상태였으며 항생제를 비롯한 각종 완제의약품의 지원이 시급히 요

구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3월 건물보수자재 및 관리용 설비 일부 지원을 시작

으로 2007년까지 의료기기와 완제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32)	 	대구대학교는	특수교육	및	재활과학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2006년	건학	50주년을	맞아	대북지원사업에	동참하였다.	대구대학교는	적십자병원	회복치

료과와	온천군	인민병원	지원에	협력기관으로	큰	기여를	했다.	



23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적십자병원 내 약무병동의 신축33)도 2006년 

9월 본격화되었다. 을지병원의 후원으로 착수된 

약무병동 신축은 약 2개월의 공사기간을 목표로 

건물을 완공하고 이후 타정기와 소독 설비 등의 

기초적인 제약 설비도 지원하였다.

2004년 시작된 신경외과·호흡기 병동부 지

원은 2006년 12월 19일에 준공식34)을 개최하면

서 일차 마무리가 되었다. 2003년 말 화재로 병

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던 신경외과·호흡기 병

동부는 약 3년에 걸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 지원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신경외과·호흡기 병동부는 신경외과와 신경내과, 호흡기전문병원, 회복치료과, 제재과, 종합수술

장, CT실이 포함된 적십자병원의 핵심 병동부이다. 준공식 참석을 위해 대표단 87명이 2006년 12

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해 직항로를 이용,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에는 적십자병원 내에 약무병동이 준공되고 구강수술장이 개보수되었다. 준공된 약무병

동은 3층짜리 건물로 준공에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을지병원이 약무

병동 신축을 결정한 것은 2005년 말이었으며, 2006년 2월 1차 기술진이 방문하고 설계도를 작성한 

후 8월부터 신축에 필요한 건설 물자를 적십자병원에 전달했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약 70일간 

총 20여명의 남측 건설인력이 평양에 체류하면서 건물을 올렸다. 2007년 들어서는 타정기와 건조

기, 소독기, 증류수 설비 등의 제약 설비들을 설치했다. 

약무병동의 신축 과정은 남북 협력사업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 건물 공사에 사용된 모래와 

자갈, 시멘트는 북측에서 조달했다. 남측에서는 철근과 판넬, 배관 등의 자재, H - 빔을 이용한 건

축 기술을 제공했다. 남측의 기술진은 평양에 체류한 약 70일간 철근을 세우고 판넬을 둘렀다. 남

과 북의 협력사업을 두고 보통 이야기하는 ‘유무상통(서로 없는 것을 통하게 한다)’이 약무병동 건설

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약무병동과 함께 준공식을 가진 적십자병원 구강전문병원 수술장은 개보수와 인테리어, 수술 

 

33)	 	남측의	병원에서는	대부분	제약업체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사용하지만	북측에서는	병원	자체에서	일부	약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십자병원

의	경우에도	중앙의료약품공급소라는	기관으로부터	기본적인	약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필요한	의약품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적

십자병원의	한	관계자는	공급받는	약품의	비율이	대략	40~60%라면서,	중앙의료약품공급소에서	약품을	들여올	때도	행표(남측의	어음이나	수표에	해당)

를	주고	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십자병원의	경우	이전에	제재과에서	약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2003년	신경외과/호흡기	병동부	화재로	약품	생

산	환경이나	설비가	너무나	열악해져	3층짜리	건물	신축과	더불어	제약	설비들을	제공했다.

34)	 	당초	병동부	준공식은	2006년	7월에	개최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	실험	등으로	연기되었다가	12월이	되어서야	개최될	수	있었다.

적십자병원 신경호흡기병동 준공식. 2006년 12월 19일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1장. 대북지원사업  -  03. 보건의료

239

설비와 기구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약 20개월이 걸린 구강수술장 개보수에는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건치, 치과기재

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등 남측의 범 치과

계가 힘을 합쳐 만든 협의체인 남북구강보

건의료협의회(이하, 남북구강협회)가 적

극적으로 추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

북구강협회은 2006년 초 구강수술장의 개

보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꾸준히 물

자를 지원해 왔다. 

적십자병원 약무병동과 구강수술장 준공식은 2007년 11월 4일 개최되었는데, 준공식 참석을 위

해 대표단 82명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했다.

2008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적십자병원 내의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적십자병원의 여러 병동 중에서도 가장 낙후됐던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전문병

적십자병원 약무병동-구강수술장 준공식. 2007년 11월 4일

연도 내용 참여기관

2006년

·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 후속 합의서 체결 : 5월 26일 

- 평안남도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 현대화사업 내용 포함 

·  신경외과/호흡기병동 내 CT실 설치 완료

·  회복치료과 병동 개보수 및 재활의료기기 지원

·  구강병동 수술장 개보수 및 설비 지원

·  약무병동 신축, 수액제 및 알약 생산설비 지원

·  의료기기 및 소모품 지원 : 기계식 마취기, 청력 측정기, 수액세트 등

·  신경외과/호흡기병동부 준공식 : 12월 19일

- 12월 18일 ~21일 대표단 87명 직항 방문  

·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 개보수 물자 지원

대한한의사협회

건치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을지병원

영동제약

대구대학교

2007년

·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 현대화사업 마무리

·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 : 11월 4일 

- 11월 3일~6일 대표단 82명 직항 방문 

을지병원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영동제약

대구대학교

2008년

·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 : 9월 21일

- 9월 20일~23일 대표단 129명 직항 방문 

·  청각 장애인 보청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업은행

대구대학교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지원 경과 (2006년~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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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수술장 현대화를 위해 상하수 배관 작업과 전기 공사, 수술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으

며 수술대와 마취기, 기본적인 의료기기와 수술도구, 소모품 등이 제공되었다. 이비인후과·두경부

외과 병동 8층에 위치한 수술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원으로 총 4개의 수술실과 소독실, 

환자대기실, 집중치료실 등을 갖추게 되었다. 공사기간동안 모두 9차례, 54명의 기술진이 현장을 

방문해 인테리어 공사와 의료기기 설치 등을 진행했다.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현대화사

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업은행이 큰 힘을 보탰다.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의 준공식

은 2008년 9월 21일 정성제약종합공장 종합품질관리실 준공식과 같은 날 진행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을 계기로 북한의 청각장애인

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했다. 대구대학교의 후원으로 우선 귀걸이형 및 귓속형 보청기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구대학교는 인공와우 시술과 청각장애인들의 언어교

육을 담당할 전문가 교육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09년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이들 사업은 더 이상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까지만 해도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은 그런대로 진행되었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들어서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거의 중단된 가운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건설물자

의 반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면서 대부분의 민간단체 사업도 중단되었다.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

과 관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적십자병원 내의 임상검사소 개보수와 구강전문병원 내에 보

적십자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 2008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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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실과 교정실 등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물자반출 제한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이 진척되

지 못했다. 대구대학교와 진행하려 했던 청각장애인 지

원사업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북한의 최고 중앙급 병원인 적십자병원은 북한의 보

건의료 전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

원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북

한 보건의료 인프라 복구 및 재가동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초의약품, 수술도구 등의 소모

품, 의료장비, 건물 개보수, 냉난방, 전기, 종합수술장, 

각종 경영설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실제

로 대북지원을 개발협력 방식으로 한 차원 높이는 계기

가 되었다. 또한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을 매개로 지방 

군병원에 대한 접근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병원에 효율적인 지원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평안남도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에 대한 지원사업

은 그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4차급 중앙병원인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 간의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진행

된 협력사업이기도 했다.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북한의 병원체계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4차급 병원 지원사업을 맡은 가운데, 다른 단체들은 리 단위에 있는 1차 진료소에 이어 구역 단위

의 2차 병원, 도 단위의 3차급 병원 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들 사업은 통일부의 합동사업 틀 

내에서 진행되었다.

북측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사용법을 설명하는 남측 전

문가. 2008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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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제약공장 현대화사업, 병원현대화사업과 더불어 보건의료 전문기

관들의 분야별 교류협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남북 보건의료 전문가간의 교류협력과 관련, 1999년부

터 평양에서 매년 열리고 있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남측 보건의료기관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남

북 보건의료 전문가들간의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의 공식 명칭은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이다. 이 토론회는 미

국과 유럽,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의학자들과 북한의 의학자들이 1999년 5월부터 매년 진행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이 토론회에 대해 “조선 민족의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로 발전시

키기 위하여 가치있는 연구성과들과 귀중한 경험들을 널리 소개하고 통일위업수행과 민족번영에 

모든 힘과 지혜, 특색있는 기여로 적극 이바지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의학과학토론회”로 소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의학협회35)가, 미국에서는 재미동포의학자대표단이, 일본에서는 총련계 일

본의학자대표단이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의 조직을 맡고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토론회에 참여한 것은 2003년 열린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부터 

2004년, 2006년, 2007년 등 총 4차례이다. 2003년 첫 참여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한

의사협회가 남측을 대표해 이 토론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토론회 참여를 준비하고 협의

했지만, 2005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2008년 이후부터도 토론회 참여가 무산됐

다. 하지만 이 토론회는 남측의 참여가 없는 속에서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36)

2003년 열린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는 10월 16일 평양 대동강외교회관에서 열렸다.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한의사협회, 문화방송 관계자들로 구성된 남측 대표단 27명, 재일 의

학자 대표단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측에서는 북한 전역에서 수십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총 16

편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남측 의사들이 5편, 북측 의사들이 10편, 일본에서 1편의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4. 의학과학토론회 및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35)	 	1970년	6월	19일에	창립된	북한의	사회단체이다.	북한의	모든	의학자들이	가입해	있으며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	의학과학	및	학술단체들,	해외의	동포의

학자	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	국내외	의학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자료들을	요해,	연구,	통보하고	과학기술교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상설적인	기

구인	중앙위원회와	60개	전문가	부문별	협회,	그	아래에	각	도,	시,	기관협회로	구성돼	있다.	‘제8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안내자료(2006.5)에서	인용.	

36)	 	북측	보도에	따르면	2016년의	제18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평양	쑥섬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측	보도는	이번	토론

회에서	기초의학,	임상의학분야	논문발표와	추세강의	등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기사검색,	“제18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6월	1일	개최”,	<통일뉴스>	2016

년	5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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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의 제6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는 5월 3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었다. 토론

회는 이방헌 한양대 교수의 고혈압에 관한 특강에 이어 내과·외과·기초의학 등 3분과로 나뉘

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전체 35편의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의 의학용어

가 달라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 일정이 너무 짧은 점 등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 토론회부터는 이틀에 걸쳐 보다 심도 있는 분야별 토론를 진행

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 남북의학용어사전을 제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37)	 	남측	대표단은	이태훈	길의료재단	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한	가운데,	가천의대,	을지병원,	한양대,	건국대,	충남대,	아주대,	서울	아산병원	등	국내	주요	대학

병원	교수진	및	정치학회,	문화방송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대표단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한의사협회가	조직했다.	

2003년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개요

2004년 제6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개요

•기간	 2003년	10월	16일

•장소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

•참석	 남측	대표단	27명,	재일	의학자	대표단	3명,	북한	의사	00명

•주요 내용	 16편의	논문	발표(남측	5명,	북측	10명,	일본측	1명)	

•기간	 2004년	5월	3일

•장소	 평양	인민문화궁전

•참석	 남측	대표단	27명	37),	재일	의학자	대표단	8명,	재미	의학자	대표단	9명,	북한	의사	00명

•주요 내용	 ·	전체	토론에	이어	내과학분과,	외과학분과,	기초의학분과	등	3개	분과별	토론으로	진행

	 ·	내과부문	12편,	외과부문	14편,	기초의학부문	9편	등	35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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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거듭하면서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의 규모는 더욱 커져갔다. 2006년의 제8차 평양의학과학

토론회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이 공식 일정이었다. 전날인 2일 저녁에는 환영연회가 양각

도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재미, 재일, 남측 의학자와 북측 안내 및 준비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환영연회는 최창식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재미, 재일, 남측 대

표단 단장의 답사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공식 일정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3일 오전 9시 개막모임으로 본격적인 시

작을 알린 토론회는 종합강의와 분과별 논문 발표 및 토론, 전문과별 임상토론 및 기술협의회, 참관 

등 3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종합강의에는 ‘고려시기의 의학유산 <어의촬요방>과 그의 복원에 

대하여’를 주제로 주규식 자강도 화평군 인민병원 박사 부교수가 발표한데 이어 재미 의학자의 일원

으로 참가한 이일영 아주대 의대 교수가 ‘재활의학에 대하여’, 일본 하나부사진료소의 김영일 소장이  

‘미나마타병의 력사적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3일 오후부터 4일 오후까지는 분과별 논문 발

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분과는 기초 및 종양학분

과, 외과 및 구강병학분과, 내과 및 소아·산부인

과학분과 등 3개로 나뉘어졌는데, 총 68편의 논

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분과별 논문 발표 및 토

론에는 약 200명의 북측 의학자들이 참여했다. 

5일 오전에는 전문과별 임상토론 및 기술협

의회, 참관의 순서가 이어졌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적십자병원과 평양산원을 방문, 병원 현장

에서 일하는 북측 의료진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북측이 준비한 2006년 제8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안내 자료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석한 남측 및 해외 참가자들. 2006년 5월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1장. 대북지원사업  -  03. 보건의료

245

했다. 제8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는 5일 오후 4시 인민문화궁전에서 가진 폐막모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007년의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는 9월 12일~13일 이틀간38) 진행되었다. 역시 평양의 인민

문화궁전에서 열린 제9차 토론회에는 리봉훈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부문 

일군들과 의학과학자 등 200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에서는 김대식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부회장, 미

국에서는 김윤범 미국 시카고의학대학 명예교수 등 6명의 재미동포 의사들이 참여했다. 남측에서

는 박준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을지대학교 총장)와 김인호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

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을지대학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등 28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9월 11일 저녁 환영만찬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12일 오전에는 개막식과 종합강의가 

05

2006년 제8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개요

•프로그램	

•기간	 2006년	5월	3일~5일

•장소	 평양	인민문화궁전

•참석	 남측	대표단	21명,	재일	의학자	대표단	11명,	재미	의학자	대표단	11명,	북한	의사	200여명

•주요 내용	 ·	5월	2일	저녁	환영만찬	개최

	 ·	종합	강의에	이어	기초	및	종양학분과,	외과	및	구강병학분과,	내과	및	소아·산부인과학분과	등	3개	분과별	

	 			토론으로	진행

	 ·	총	68편의	논문	발표	

구분 5월 3일 (수) 5월 4일 (목) 5월 5일 (금)

오전

- 개막모임

- 사진 촬영

- 종합 강의(3강)

- 분과별 논문 발표 및 

   토론

- 전문과별 임상토론 및 기술협의회 참관

· 재일 : 김만유병원

· 재미 : 평양의대, 보건성구강종합병원

· 남측 : 적십자병원, 평양산원

오후
- 분과별 논문 발표 및 

   토론

- 분과별 논문 발표 및 

   토론

- 강의

   (무균돼지 관련, 시카고대 김윤범교수)

- 폐막 모임 

- 제2차 준비위원회

 

38)	 	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는	당초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잡힌	2007년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	일정

과	겹치면서	9월	12일로	연기되고	일정도	이틀로	단축되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	한	차례	연기되면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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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의 리봉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외 동포의학자들이 민

족의 의학과학기술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내 나라의 융성번영에 적극 이바지하

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강의에서는 일흔이 넘은 노학자로, 자강도 화평

군 인민병원에서 근무하는 주규식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의학대백과전서인 <의방류취>의 력사적 및 

서지학적 고찰>”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으며, 이어 미국 시카고의대의 김윤범 교수가 “이식면역학

과 림상장기이식의 발전추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후부터는 기초 및 내과학분과, 외과 및 구강병

학분과 등 2개의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날인 13일 오전까지 진행된 분

과별 논문 발표에서는 “어린이결핵성 뇌막염마비기의 조기진단지표 설정과 합리적인 치료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체외수정에 대한 연구”, “침구치료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60여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폐막식 이후 남측 대표단은 적십자병원을 방문, 종합수술장, CT실, 회복치료과, 약무병동 등을 

참관하였다. 병원 참관 후 남과 북, 해외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준비위원회는 2008년도 토론회 준

비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08년도 10차를 맞는 평양의학과학토론회

를 더욱 성대하게 진행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5월 3일~5일로 토론회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측 대표단의 토론회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평양의학과학토론회는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학관련 토

론회로,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북한 전역에서 약 200명의 의사들이 참여하였다. 북한 전역의 

의사들이 모이는 토론회에 남측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북한의 의학 기술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39) 또한 토론회 

진행에서도 개선점을 찾고 실제로 개선해 나가

는 북한 보건의료 당국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8년 이후 매년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여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2016년 현재까지도 토

론회 참석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의학과학토

론회 참석 이외에도 국내 보건의료 개별 협회 차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평양 인민문화궁전 2007년 9월 12일

 

39)	 2006년과	2007년	평양	의학과학토론회에	참석한	남측의	전문가들은	북측의	의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였는데,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의학의	발표는	적고	한방이나	전통의학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북측	의사들의	발표	내용	대부분이	케이스	중심이었으며,	케이스	준비	분량	즉	대조군과	임상군의	수가	부족했다.”

					 “외국의	의학	자료들을	접하기	힘든	것	같다.”

					 “현대의	최신	경향을	다소	따라가려고	하고,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신	학문은	많이	접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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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개요

•프로그램	

구분 9월 12일 9월 13일

오전

- 개막모임

- 사진 촬영

- 종합 강의(2강)

- 분과별 논문 발표 및 토론

오후 - 분과별 논문 발표 및 토론

- 폐막식

- 적십자병원 참관

- 제2차 준비위원회

•기간	 2007년	9월	12일	~13일

•장소	 평양	인민문화궁전

•참석	 남측	대표단	28명,	재일	의학자	대표단	1명,	재미	의학자	대표단	6명,	북한	의사	200여명

•주요 내용 ·	9월	11일	저녁	환영만찬	개최

	 ·	종합	강의에	이어	기초	및	내과학분과,	외과	및	구강병학분과	등	2개	분과별	토론으로	진행

	 ·	총	60편의	논문	발표	

2006년과 2007년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의 달라진 모습

1.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의	좌장인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다

	 	평양의학과학토론회는	대대로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주재를	하고	있다.	2006년에는	최창식	위원장이	토

론회를	주재했었는데,	2007년에는	리봉훈	보건성	부상이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

다.	2006년	보건성	부상을	겸임했던	최창식	위원장은	2007년	보건상이	되었다.	

	

2.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2006년과	비교하여	토론회	현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분과별	토론회장의	컴퓨터가	노트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전체	

참석	인원과	행사장	크기에	비해	스크린이	작은	측면이	있었지만	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시설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3.		동영상이	돌아가는	북측	의사들의	발표	자료

	 	하드웨어만	나아진	게	아니다.	미국	MS사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북측	의사들의	발표	자료에	동영상이	등장하는	등	

소프트웨어에서도	발전된	모습이	보였다.	2006년	8차	토론회	때의	북측	발표	자료는	단조로운	텍스트로만	구성되고	

슬라이드	수도	10장	미만이	대부분이었는데,	2007년	9차	토론회에서는	동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등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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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교류협력에도 힘을 기울였다. 특히 대한한의사

협회는 ‘민족의학’을 주제로 북측의 고려의학계와 교

류하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0월 23일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한한의사협회는 북측의 

고려의학과학원과 공동으로 ‘제1회 민족의학 학술토

론회’를 개최했다. 고려의학과학원에서 진행된 이 토

론회는 남측에서 11명, 북측에서 1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남북 민족의학간의 첫 토론회로 큰 평가를 

받았다. 고려의학과학원은 1961년 2월 창립된 고려의학 전문 병원으로 40돌을 맞은 2001년 대동강

구역 문수거리 동문동의 현 건물로 이전했다고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토론회를 기회로 민족

의학 부문에 대한 남북간 공동 연구, 한약재 공동 재배 및 수입 협력, 북측이 이미 개발해 놓고 있는 

약재의 상품화 협력 등 3가지 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2006년 12월 19일에는 ‘제2회 

남북 민족의학 학술좌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구강분야에서도 남북 전문가들의 기술 교류회가 성사되었다. 건치를 중심으로 한 남측의 치과

계는 2005년 10월 3일 적십자병원 구강전문병원에서 ‘남북 구강보건분야 과학기술 경험교류회’를 

개최했다. 

이외 재활의학분야에서도 남북간 학술토론회가 성사되었다.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와 적십자

병원 회복치료과는 2006년 12월 19일 ‘남북 재활과학분야 학술 좌담회’를 평양에서 개최했다.

제2회 남북 민족의학 학술좌담회. 2006년 12월 19일

01  남북 구강보건분야 과학기술 경험교류회. 2006년 10월 3일     02  남북 재활과학분야 학술 좌담회. 2006년 12월 19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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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 40)

말라리아는 플라스모디움 속(genus Plasmodium)에 속한 기생원충 4종(삼일열 원충, 열대열 

원충, 사일열 원충, 난형열 원충)이 사람의 적혈구 내부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억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200만명 정도가 사망한다. 특히 말라리아는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아동일 정도로 아동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다.

한반도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대부분 삼일열 원충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

이다. 삼일열 말라리아는 수세기 동안 한반도의 대표적인 토착성 감염 질환이었으며, 6·25 전쟁시 

그 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정부의 말라리아 근절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1979년 WHO는 한국을 말라리아 완전 퇴치 지역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휴전선 인근지역에 근무하는 군인 장병들을 중심으로 말라리아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연간 약 4천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

더라도 말라리아 환자의 대부분은 현역 군인이었으나, 2002년 이후로 민간인의 비율이 절반을 넘

어섰다. 환자의 발생 수도 2001년부터는 감소세로 접어들어 연간 1천명 미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으

나,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연간 2천명의 환자발생수를 기록했다. 지역별

로는 2000년대 초에 주로 강화군,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등지에서 환자가 발생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주로 강화군, 김포시, 인천시, 파주시, 고양시 등으로 환자 발생이 서쪽으로 이동했

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에 미루어볼 때, 말라리아 환자의 발생은 북한에서의 말라리아 환자 발생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41) 

북한은 1990년대까지 국내에서 말라리아가 근절되었음을 주장해왔다. 1985년 발간된 북한의  

‘방역전서’에는 북한의 “북반부지역에서는 예방의학적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일련의 감염종

들과 함께 학질(말라리아)이 완전히 근절되었다. 그러나 남반부지역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에는 

아직 학질돌림 근원지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학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

는 문구가 등장한다.42) 그러나 1990년대 초 북한지역을 방문한 국내외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40)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시와	강원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하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의	내용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	2012.의	pp.162-181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에서	상당	부분	가져왔다는	

점을	밝혀둔다.		

41)	 	질병관리본부,	“2010	말라리아	퇴치사업	중간평가	및	사업	효과성	분석,”	pp.	1-3.	;	염준섭,	박재원,	“재출현	이후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	발생	현황,”『감

염과	화학요법』제40권	제4호	(2008),	pp.	191-194.

42)	 		『방역전서	3:	소독	및	살충』(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	345.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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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라리아 유행상황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990년대 대홍수의 영향으로 북한에 모기

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북한은 북한 내부에서 1996년 약 2,100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

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북한은 1996년 첫 환자 발생 후 1999년에는 10만명, 2000년에는 20만 

4천명, 2001년에는 30만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역적인 분포로 볼 때, 환자의 대부분

은 북한지역 남측의 평야나 낮은 구릉지대 거주자들이었다. 특히 대도시보다는 시골지역에서의 환

자가 더 많았다. 행정 구역 별로는 한국과 인접한 개성시, 황해남북도, 강원도, 남포시에서 환자가 

주로 발생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2001년까지 말라리아 환자의 수가 매년 너무나도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할 때, 삼일열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는 클로로

퀸(chloroquine)을 3일 동안 복용하고, 재방방지를 위해 프리마퀸을 약 2주간 더 복용해야 하는데 

1990년대 말까지 북한에 프리마퀸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상당수의 말라리아 환자가 보균자로 환

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3) 

하지만 이렇게 북한의 실정상 진단장비 및 치료약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제시

하는 환자 발생 수가 너무나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1996년 이전에도 북한에 말라리아

가 유행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편 북한의 요청으로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원에 착수하자 

말라리아 환자의 수는 상당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2년에는 연간 25만 4천명, 2003년에는 연간  

6만명, 2007년에는 연간 7,500명을 기록했다. 500만명분의 프리마퀸을 요청했었던 2007년 이후 

북한이 더 이상 프리마퀸을 요청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2007년의 요청분이 상당했다는 점에 비

추어볼 때 북한지역의 말라리아 유행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4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와 함께 말리라이 남북 공동 방역사업에 나선 것은 이러한 배

경을 뒤로 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작한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은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이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현실적으

로 한국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다둔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남북 간의 상호호혜적 사업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초 경기도와 시작한 이 사업은 2011년 이후 인천시와 강원도 등으로 그 범

위를 넓히기도 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가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

은 2008년 3월이다. 합의서 체결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

하여 5월에 개성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개성 지역에 방역 트럭 7대, 차량용 분무기 7대, 수동식 분무

 

43)	 	이철수,	김소윤,	이일학,『대북지원	NGO의	보건의료지원현황	및	향후	방향』(서울: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8),	p.	102

44)	 	질병관리본부,	“2010	말라리아	퇴치사업	중간평가	및	사업	효과성	분석,”	p.	36.	;	염준섭,	박재원,	“재출현	이후	국내	삼일열	말라리아	발생	현황,”		

pp.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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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00대, 살충제 1500리터 등 공동방역 1차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북측 대표단들과 남북 공동 방

역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당시 

북측에서는 의학과학원 기생충연구소장, 말라리

아 연구실장, 개성방역소 기생충 예방과장 등 말

라리아 방역을 위한 실무진들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먼저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라

리아 방역과 관련한 국가 사업추진체계와 2008

년 경기도의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소개했다. 그

리고 남북 공동 방역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북측과 협의했다. 첫째

로, 남측은 북측과 남북 전년 대비 환자 10%의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 둘째로, 남측과 북측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휴전선 인근 남북 각 지

역에서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히 북측은 남측에서 지원한 방역물품으로 환자가 많

이 발생하는 개성지역의 잔류분무소독을 집중실시하기로 했다. 셋째로,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남측

과 북측은 환자발생 현황 및 매개모기 밀도조사 결과 등과 같은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로 했다. 당시 

남측 대표단은 북한에 매개모기 밀도조사 방법을 지도했다. 넷째로, 질병 매개모기 방제와 관련해

서 남측은 북측과 기술을 교류하기로 했다. 경기도 대표단이 방역장비를 시연하고 사용방법을 설명

했으며, 약품의 사용요령과 취급사항도 지도했다. 또한 남측 질병관리본부의 매개모기 방제관리지

침을 전달했다. 다섯째로, 지원된 방역물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 양식을 북측에 전달

하고 모니터링 방안을 협의했다. 여섯째로, 남북 공동 방역의 지속추진을 위해 대표단은 ‘개성 말라

리아 방역사업소’의 건축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북측은 방역약품을 추가로 2만리터  

더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파주와 개성의 인구는 30만명 대 38만명으로 경기도는 파주의 방역을 

근거로 북측에 약품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측의 방역소독 방식은 가가호호 방식으로 한국의 취약

지 위주 방역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방역 약품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후 남측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과 경기도는 북한의 요청과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살충제와 유충구제약품, 말라리아 

조기진단키트 등을 지원했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북측과 공동으로 평양에서 2008년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다. 당시 남측 대표단과 북측은 남북 공동 방

역사업으로 인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2007년 한국 전역의 말라리아 환자 1,766명의 57%

에 이르는 1,00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남북공동

방역의 결과로 전년 대비 51.8%가 감소한 485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성과는 북측에서도 마찬가지

2008년 제2차 말라리아 방역물품 전달. 개성 봉동역 200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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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였다. 2007년에는 북한 전역 말라리아 환자 발생 수

인 7,436명의 90%에 이르는 6,713명의 환자가 개성

지역이 포함된 황해남북도, 강원도, 평안도에서 발

생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남북 공동 방역 이후 

이는 약 50%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위의 

평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의 방역물자를 선

정했다. 방역물자는 방역약품, 진단기구, 기타물자

로 나누어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먼저 방역약품

은 잔류분무제, 살충제, 유충구제약품, 실내용 살충

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히 살충제는 한국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제약을 선정했고, 잔류분무제

는 가루를 물에 타서 뿌리는 방제약품으로 잔류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새로운 약품으로 선정했다. 

진단기구도 북측에서 진단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약품을 선정했다. 유충구제약품과 실내

용 살충제는 2008년에 효과가 이미 검증된 약품을 선정하였다. 이외 남측에서는 모기향 등과 같은 

기타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9년 

한 해 동안 살충제 3,000리터, 유충구제약품 600kg, 분무살충제 17,000개, 말라리아 조기진단키트  

6,600개, 그리고 방충망, 모기향과 같은 개인 방충자재 300세대 분을 지원했다.

2009년의 방역사업 이후 이듬해인 2010년 4월, 남측은 북한 방역 실무진과 개성에서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 평가회를 가졌다. 당시 평양의학과학원 기생충연구소 말라리아 연구실장 전송

선은 2008년에는 개성지역에서 1,34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경기도와의 계속된 공동 방역사업으

로 2009년에는 개성지역에서만 1,15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4.5% 감소하고 전국적으로는 말라리

아 환자 20%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서는 2008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 수가 27.8%, 경기도에서는 24.7% 증가했다. 2009년 늦

가을의 환자 발생이 2008년에 비해 많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일종의 풍선효과 및 2009년 유행

한 신종플루와의 연관성이 추정되었다.

당시 평가회에서 북측 실무진은 2009년 북측의 말라리아 환자 진단상황 및 남측에서 지원한 물

품의 활용사항을 보고했다. 북측은 일단 임상증상에 의하여 말라리아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클

로로퀸을 투약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확진되면 프리마퀸을 투약했다. 그러나 클로로퀸만을 투약

한 환자 가운데에서 지연형 재발 환자가 발생했다. 클로로퀸, 프리마퀸 모두 한국과 동일한 용법을 

사용하여 투약했으나, 프리마퀸의 경우에는 기존 용법(15㎎/일×14일)보다 짧은 기간 안에 투약을 

완료할 수 있는 용법(22.5㎎/일×8일)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또한 임산부 말라리아 환자에는 클

로로퀸만 투약했다.

제1차 말라리아 사업 평가회. 평양 2009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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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의 지원용품과 관련해서 북측은 먼저 

한국의 지원 방역 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북측 

보건성과 국토환경보호성의 사용허가를 얻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물품이 북

측의 보건체계에 합류되어야 활발한 사업수

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측은 

2009년 지원 약품 중에서는 유충 구제약품, 

2008년 지원 약품 중에서는 모기향이 효과가 

좋았다고 평가했으나,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

는 효과가 적었다고 보고하면서, 효능이 검증

된 약품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히 성충 방역 약품은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2004년에 비

해 농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2008년과 2009년 모두 매개체 관리 관

련 물품의 효과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근거해서 북측은 2010년 남측의 방역 지원을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먼저 북측은 매년 지

원 물품의 종류가 바뀌어 관련 정보 숙지 및 결과 분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

소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측은 장기적으로 소모품 지원보다는 원료나 생산 설비 지원을 희망했

다. 물품 종류와 관련해서는 성충 방역 약품의 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하고, 모기 방역 관련 물품

의 경우 환경오염이 적고 성능이 좋은 친환경제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물품 지원은 말

라리아 발생 시기 이전에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북측은 분무용 차량이 부족하며 차량

용 살충제 분무통의 내구성이 약했다는 점, 특별히 차량 및 분무통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부속품

의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보고하면서, 2008년에 지원한 차량용 동력분무기 분무통 7개, 분사노즐, 

고압펌프와 같은 방역 차량 부속품 및 엔진오일, 필터, 타이어 등 유지 보수품, 그리고 방역차량용 

경유 3톤, 수동식 분무기 노즐 등을 요청했다.

북측의 발표와 요청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9년 남북 공동 방역사

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 먼저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프리마퀸의 단기 용법이 영양상

태가 양호하지 못한 북한주민들이 견디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두 번째로, 북측에는 말라리아 환자

들을 진단하기 위한 물자 및 전력, 상수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했다. 세 번째로, 북측 말라리아 현황

의 핵심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로, 물품의 품목이 매

년 바뀌어 사업의 지속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는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부합

제1차 말리라이 방역물자 전달. 남측 CIQ 2010년 8월 17일  45)

 

45)	 	이날	방역물자	전달은	2010년	5.24조치	이후의	첫	대북지원으로	국내외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자문위원인	박재원	

가천대	교수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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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물품 지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연형 재발 환자가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북측에서는 

이미 클로로퀸의 감수성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남측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2010년의 사업을 위한 자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원 품목 선정 시 WHO의 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최상위 성적의 제품을 우선적으

로 선정한다. 둘째, 이는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한국 중앙정부의 지원 물품과 중복되지 않아

야 한다. 셋째, 약제의 내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진단키트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매개체 관

리와 임산부 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내구성이 좋은 기피제 함유 방충망 원단(long-lasting 

insecticidal mosquito nets, LLIN)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공동 방역사업의 제대로 된 사후 평

가를 위해 시범지역을 설정한다.

위와 같은 논의에 이어 남측 대표단은 북측과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먼저, 남측과 북측은 2010

년 사업에 있어서 WHO의 말라리아 관리 및 방역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데 합

의했다. 이를 위해 남측은 구충유제, 말라리아진단키트, 기피제 함유 방충망, 임산부 관리용 경구 

투여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남측은 효과적인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 5월 중 지원물품의 50%,  

6월 중 25%, 7월 중 25%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은 당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고려하여 정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정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0년 4월의 합의 이후 통일부의 5.24 조치로 인해 한동안 대북지원물자의 반출이 승인되지 못

하면서 남측의 남북 공동 방역사업이 조금씩 지연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부는 5.24

조치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도 남북접경지역의 말라리아 방역이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필

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6월 24일 대북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방역물자의 반출을 

승인했다. 북측 당국은 7월 말 이를 수용했다. 이후 8월에 들어서면서 통일부는 경기도와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의 말라리아 방역관련 방북을 승인했다. 이는 5.24조치 이후 최초의 대북지원단

체 방북 승인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 관련 방역물자 지

원을 위해 박재원 가천의대 교수를 포함한 대표단을 8월 17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시켰다. 대표

단은 개성에서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북측에 전달했다. 당시 대표단은 1차로 말라리아 진단키트 12

만개, 구충유제(1kg) 천개, 모기향 60만개를 지원했다. 주요 대상지역은 개성, 개풍, 장풍의 12~13

만가구였다. 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국제기구 등이 북한지역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 약품위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그동안의 사업 노하우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하여 상대적으로 방역효과가 높은 임산부와 과잉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진단키트, 가옥구조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충망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다방면의 검토를 통하여 지

원물품을 구성하였다. 또한 남측 대표단은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물자를 중심으로 1차 지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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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북과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물품은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 조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남측은 10월 15일 2차로 임산부용 예방약 4만 5천정, 기피제 함유 방충망(LLIN) 122,000㎡

을 지원했다. 남측은 2차 지원이 늦가을 모기 활동 억제와 2011년도 초기 말라리아 방역효과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히 2차로 지원되는 임산부용 예방약은 2차감염의 우려가 높은 임산부

들을 위해 신규로 지원된 것이었다.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원 시기가 조금 늦어졌

다 하더라도, 방충망설치 등은 시기에 상관없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임산부 예방약은 그동안 말라리아 치료약 등의 복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임산부 등의 말라리

아 예방과 치료 및 신생아 2차 감염을 막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

이듬해인 2011년 3월 7일 경기도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자체 남북교

류협력위원회에서 2010년까지 모기 개체수의 증가 등으로 말라리아 환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에 있으며 일부 약제 내성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응의 측면에서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 예산을 2010년 4억에서 10억 원

으로 대폭 증액하고 사업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기도는 국내 말라리아 근절을 위

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말라리아 방역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시·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중앙정부차원의 참여

2011년 말라리아 방역물자 전달식. 임진각 2011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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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극 요청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2011년 초부터 경기도와 인천시는 박재원 교수와 같은 말라리아 

전문가의 자문협력을 통해 대북 방역물자의 공동 지원을 긴밀히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4월 1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주선 아래 경기도와 북측 민화협은 새로운 합

의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매년 말라리아의 방역에 협조할 것을 합의했다. 남측은 개성 및 인접지역

에서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을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남측에서 제공한 장비와 약품을 해당지역

에 공급하고 물품인수 및 분배내역을 남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 양측은 효과적인 방역사

업을 위해 말라리아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방역날짜를 정해서 동시에 방역을 

진행하고, 방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서로 통지하며 전문가들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북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측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방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후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한 물자는 경기도 지원분이 2011년 4월 27일, 인천시 지원분은  

5월 9일 통일부로부터 물자 반출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2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은 경기도·인천시와 공동으로 파주시 임진각에서 수송식을 개최하고 말라리아 방역물자를 북

측에 지원했다. 이렇게 인천시가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2008년부터 말

라리아 공동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개성시 및 황해북도 지역뿐만 아니라 황해남도까지 공동방역 범

위가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경기도와 인천시가 1차로 지원한 방역물품은 말라리아 매개 모

기의 본격적 출현 이전에 유충을 퇴치하기 위한 유충구제약품과 개인방역물품인 모기향 등이었다.

이후 경기도와 인천시는 7월 1일 2차로 말라리아 진단 키트 각각 34만 3천개와 9만개를 지원했

다. 7월 13일에는 3차로 각각 모기 기피제 처리 방충망 45만㎡와 8만 5천㎡를 지원했다. 이와 더불

어 8월 10일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자체로 말라리아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휴대용 초음파 

진단장비 2대를 북측에 지원했다.46) 이는 5.24조치 이후 최초로 정부가 북측에 대한 장비 반출을 승

인한 것이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전년 대비 6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

은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남과 북의 대표적인 상호호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사

업은 강원도 등으로 협의 범위를 넓혀 가면서 민간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북측과 사업을 

진행한 모델로도 자리잡게 되었다. 다만 강원도가 협의에 참여한 이후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실질

적인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것이 2016년 현재까지 아쉬운 부분이다.

 

46)	 	이	휴대용	초음파	진단장비의	지원은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온	박재원	교수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

은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간과	비장이	커지는	‘간비종대’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원	교수는	북에서는	의사가	손으로	만져	진찰

하는	촉진	이외에는	진단	방법이	없어	장기	파열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북한	아이들의	진단을	위해서는	이동식	초음파기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재원	교수는	라오스,	콩고,	파피아뉴기니	등에서	WHO의	말라리아	자문관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2011년	7

월	WHO	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짧은	각주에서나마	故	박재원	교수(1967-2011)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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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및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

2007년에는 이전에 없던 형태의 대북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들의 전반

적인 영양 및 보건상태를 시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명명되었다. 우리 정부가 전액 기금을 대고 국내 민간단체가 집행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부는 당

시 WHO와 유엔아동기금(이하, UNICEF) 등 국제기구에도 기금을 지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업

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7년이었지만 사실 정부의 사업 구상은 2005년

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해 

국가 장기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인적자원의 공동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

해 통일부 중심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기획, 추진되기 시작하였다.47) 정부 관계

부처와 전문가 합동 TF팀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계획안이 만들어졌다. 계획안

에는 북한 경제난의 장기화에 따라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미래 인구 정책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대두되었고,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적 당면 과제이자 미래 대비 차원에서 적

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대북지원

의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계획서는 북한 내 취약계층 중에서도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5세 미만 어린

이(약 220만명)와 산모 및 수유부(약 98만명)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북

한 영유아와 산모들을 대상으로 분만 및 산전 산후관리, 건강 및 질병관리, 영양, 보건교육, 환경위

생 등 모자보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계획

서는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 부문으로 영역을 나누고 2005년을 시범사업 단계(1단계), 2006

년부터 2010년까지를 거점확보 단계(2단계)와 전국적 확산 단계(3단계)로 나누어 중장기 계획을 수

립하였다.

사업의 추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택하였다. 하나는 WHO,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사

업이다. WHO는 관련 시설, 장비 지원과 교육을 주로 맡고, UNICEF는 특정 지역사회 내 프로그

램의 운영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6년 3월 WHO와 북한 영유아 지

 

47)	 	이하	영유아지원사업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영전,	“북한	모자보건	프로그램에서	WHO,	UNICEF,	한국	정부,	한국	NGOs의	협력	경험”,	「2012	대

북지원	국제회의」	자료집,	pp.7-27을	참조했다.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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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개년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6월에는 UNICEF가 시행하는 영유아 사업을 위해 

약 25억원 규모의 기금의결을 결정하였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방식으로, 

2006년 약 120억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평양 외 지역 5~6곳에 모자보건센터(가칭)의 건립

과 운영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상반기 이 사업에 참

여할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였다. 총 13개 민간단체 컨소시엄(43개 단체)이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2006년 7월 25일 발표된 심사결과에 따르면 6개 컨소시엄이48) 선정되었다.

하지만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 남측의 경우 전례없이 이루어지는 대규모 중장기 지원사업이라는 점과 사업 추진단체로 선

정된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북측의 경우에도 기존에 민간단체들이 독

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과 비교해 규모와 사업방식이 많이 다른 상황에서 이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

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더구나 북측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남측에서 요구한 평양 이외 지역 개

방과 모니터링 강화에 난색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측 단체들의 끈질긴 제안과 이 사업에 대한 북측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결국 2006년 12

월 8일 1차 의향서가 체결되고 2007년 8월 「어린이 및 임산부 지원사업 합의서」에 남측 4개 단체(굿

네이버스,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49)와 북측 민화협이 서명을 하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

·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

- 분유지원

- 단백질 공급

- 영양소 공급

* 신장 및 체중 증대

- 급성(영양실조),  

   만성(발육부진) 장애율 개선

· 영유아 사망률 감소 및 질병 예방, 치료

- 어린이용 백신

- 기초의약품 공급

- 의료보건환경개선

* 전염성질환 방지

· 모자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복구

- 어린이 건강검진

- 산모관리

- 지역별 <모자건강센터>운영지원

* 모성사망률 개선

통일부 북한 영유아 지원 계획 중 사업 내용

 

48)	 	선정된	6개	컨소시엄	주관단체:	한국복지재단(현	어린이재단),	어린이어깨동무,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JTS,	월드비전

49)	 	통일부의	공모에서	선정된	6개	컨소시엄	주관단체	중	굿네이버스와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어깨동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은	북측의	담당	기관이	

민화협이었기	때문에	이후	모든	사업	진행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JTS는	북측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월드비전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

합회가	담당	기관이어서	별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JTS는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영유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월드비

전은	민경련과의	협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출처 : 통일부, 영유아지원계획안,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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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

남측 민간단체와 북측 민화협이 최종적으

로 합의한 1차년도 영유아 지원사업은 남포시

의 어린이병원(남포소아병원) 지원과 남포시

의 산원지원, 남포시 인근에 어린이 영양지원

시설 지원, 평안남도 대안군 인민병원 및 영

유아 영양지원사업, 회령시의 영유아 지원사

업 등이었다. 

남포소아병원 지원사업은 어린이어깨동

무가 맡았다. 남포소아병원은 1972년 건설돼 

1978년 소아전문으로 개원된 병원으로, 남포시와 평안남도 온천군, 강서군, 황해북도 은율군 등 

주로 대동강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했다. 남포산원은 1998년 남포직할시 중앙 산과병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남포시와 인근 군 지역(대안, 용강, 강서, 온천, 천리마군 등)의 산과 중심 

병원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대안군 인민병원은 어린이재단이 맡았다. 대안군 인민병원을 중심으

로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의 전반적인 영양 및 보건환경 개선사업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안군 인

민병원은 300병상의 군 병원으로 대안군의 의료부문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는 

어린이 영양생산시설 건설을 맡게 되었다. 북한의 어린이와 산모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3대 영양소 중 지방과 단백질, 미량 영양소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남포시 인근에 어린

이 영양생산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외 한국JTS는 회령지역의 영유아

지원사업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월드비전은 북측의 사업 담당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의 협

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했다.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기금 의결은 2007년 7월 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이전에 없

던 수준의,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단체는 사업

주체들 간의 역할도 구분·정립하려고 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기

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꾀하려 했다. 민간단체들은 북측과의 

협의와 더불어 사업수행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분기별 사업진행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는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평가를 받기로 했다. 북한 당국도 사업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한

편 자료 제공과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 북측 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해 나갔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7년 말부터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에 착수했

다. 남포산원은 당초 건물 1채만 있었는데, 처음 건설 당시 음식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병원으로 

운영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지하 1층은 창고 및 기계실이고 지상 1층은 외래진료 부문, 지상  

2층은 분만실, 수술실 및 입원병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남포산원 외래병동 설계 협의. 남포산원 2008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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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체 참여단체 지역 및 내용 사업계획안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천주교서울대교구민화위 

전남도민남북교류협회의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남포산원지원 

및 영양지원사업

1차년도

· 외래병동 신축(지상 3층, 총면적 1,901.40㎡ 규모)

· 외래병동 내 수술장 및 분만실 설치 

· 필수 의료장비 및 각종 기자재 지원(1차년도분)

· 필수의약품 공급

2~3차년도

· 외래 시설보강, 입원병동 개보수 완료, 교육사업

※ 산모(임산부)에 대한 영양개선사업은 별도로 추진함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평화3000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남포시 

어린이병원 지원  및 

영양지원 사업

1~2차년도

· 입원병동 신축(지상 3층, 총면적 1,921.86㎡ 규모)

· 입원병동 의료 비품 지원

· 외래병동 개보수와 수술장 설치 

· 외래병동 내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지원

· 필수의약품 공급

3차년도

· 의료소모품 및 필수의약품 공급

· 외래병동 의료장비 지원 

※ 영양지원사업 별도운영

어린이재단

(당시 한국복지

재단)

국제기아대책기구

나눔인터내셔널

등대복지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대안군 인민병원 및 

영양지원 사업

목적 : 북한 영유아, 산모의 전반적인 영양 및 

               보건환경 개선

사업내용 

 ① 군병원개보수: 대안군 인민병원 현대화 지원 등  

 ② 영양개선사업: 영양식 지원 및 영양생산시설 지원 등  

 ③ 질병관리사업: 의약품 및 의약소모품 지원 등

 ④ 건강관리사업: 각종 검진 장비 및 의료장비 지원 등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옥수수재단

남포시 인근 

어린이영양지원시설

어린이영양생산시설

· 연간 콩기름 15,000톤, 대두박 74,200톤 생산규모 

   공장 건설

·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남측의 설비지원

· 어린이영양생산설비 지원 및 설치

· 대두박을 이용한 콩과자(연간 1,000톤 생산) 설비 

   지원 및 설치

 기술지원

· 어린이 영양생산 시설 건설관련 기술 지원 

- 생산동 및 관리동 건설에  남측의 선진건축기술 전수

· 설비운용기술 전수

- 북한 최초의 침출식 공정을 갖춘 공장으로서 

   기계 설비 조작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전수

- 기계설비 관리 및 생산된 제품의 보관방법 교육

국내 민간단체 영유아 지원사업 컨소시엄과 사업지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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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JTS 평화의 숲
회령지역 

영유아 지원사업

1차년도

· 모자보건센터 건축 시작

· 각 지역 기초자료 받기

· 영양개선사업 진행(현장 방문 가능한 지역중심)

· 질병관리(기초의약품 지원)

· 건강관리(센터건립 전 리진료소에 기초의료기기 지원)

2차년도

· 모자보건센터 완성

· 영양개선사업

· 질병관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리진료소 지원 등)

· 건강관리지원(센터 완성 후 기자재 구비)

3차년도

· 모자보건센터 운영

· 영양개선사업

· 질병관리

월드비전
유진벨재단

YMCA전국연맹
- -

병상 수는 120개로, 산과·부인과·여성건강관리과(초음파실, 실험실, 소수술실, 치료실, 조제

실, 해산실, 진료실)로 나뉘어져 있었다. 병원에는 의사 30명, 간호사 25명, 조산사 6명, 약제사 5명 

등 총 71명이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하루 외래환자(임산부 등)는 평균 120명이고, 상시 입원 환자는 

평균 80명 정도에 이른다. 하루 평균 10명, 한 달에는 200~300명의 분만 환자가 있으며 이중 제왕

절개 건수는 7~8건, 자궁근종 수술은 월 평균 30건 정도 진행된다고 했다. 산모가 자연분만일 때

는 병원에 1주일, 제왕절개를 했을 때는 2주일 입원을 하는데, 당시 남포산원의 원장은 그 즈음 근

종환자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당초 음식점으로 건설된 건물은 병원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다. 병원에 필요

한 필수 기본 설비(위생 설비, 난방시설, 상하수도 배관, 의료가스 설비 등)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

나 가동되지 않는 상태였다. 병실의 경우 구형 침대만 설치되어 있고 각종 진찰실에 구비된 의료기

기와 비품 등은 매우 노후했다.

이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차년도 사업으로 외래병동을 신축하고, 이 병동 안에 수

술실을 꾸밀 계획을 세웠다. 3층짜리로 지어질 외래병동에는 1층에 접수처와 외래약국, 대기실, 구

급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심전도실, 초음파실, 방사선 촬영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이 들어가고  

2층에는 산과 진단실과 상담실, 치료예방과 부인과 진단실과 상담실, 검사실, 처치실, 사무실, 간

호사실, 소독실 등이 위치하고 3층엔 수술실, 수술준비실, 분만실, 진통실, 회복실, 의사실 등을 배

치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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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영양식 생산 모습. 평양 삼일포가공공장 2009년 1월 31일

02  건설이 중단된 남포산원 외래병동 전경. 2011년 10월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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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말 착수한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은 2008년 한 해 동안 물자 지원과 현장 방문이 이루

어지면서 외래병동이 건설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그러나 내부 인테리어 물자가 전달되어야 하는 상

황에서 남북관계 경색과 특히 2009년 상반기 우리 정부의 건설물자 반출 제한 조치로 더 이상의 물

자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남포시와 대안군의 영양개선 사업은 어린이어깨동무와 어린이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영유아 월령에 따른 영양식 3종류와 산모들을 위한 영양죽 

(미역죽), 급성 영양 부족 환자들을 위한 치료식인 RUTF(Ready - to - Use Therapeutic Food) 제

공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삼았다. 특히 영양식 3가지 종류는 남측에서 영양식 원료를 공급한 후 평

양의 삼일포가공공장에서 영양식을 제조, 남포시와 대안군에 분배토록 하였다.

비록 1차년도 사업으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계획 수립과 협의, 집행 과

정에서 다른 사업들과 차별되는 많은 성과를 보였다. 우선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사업 

주체들 간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앞에서 밝힌 대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었다. 통일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 

내 부처 간의 협력도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이 선정된 

이후 정부측과 민간단체들 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북측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약 1년이

라는 긴 시간 동안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세부적인 수준의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의 매 단계를 확인

하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또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참, 자문단을 구성하

는 모델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영양 및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 전

체적인 사업의 틀을 세웠으며 특히 영양사업 추진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통일부의 자문기

관으로 선정돼 민간단체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업의 매 과정을 확인하는 등 자문단

으로 활동했다. 그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남측의 전문가들과 북측의 영양 및 보

건의료 전문가들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정부가 전

액 기금을 출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평양 이외의 군 지역에 접근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측도 이 사업의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사업 협의와 진행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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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은 국내 주요 보건의료

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힐 수 있다. 국내 보건의료인들로 구

성된 협회들을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주체로 이끌어냄으로써 대북지원의 지평을 확

대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들이 직접 대북지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개별 민간

단체에서 보장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보건의료인들의 참

여는 또 남북 의학교류사업이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정성제약 현대화사업으로 대표되는 제약공장 건립사업은 2000년대 초반 개별 민간단

체가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게다가 단순

히 제약공장을 하나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약분야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해 GMP 규

정을 적용한 공장을 짓는데 주력, 정성제약 직원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도

록 했다. 평양 현지에서 진행된 각종 GMP 교육을 비롯해 중국에서 진행된 연수는 정성 직

원들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과로 정성제약종합공장

은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생산량이 10배 증가하는 등 자립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정성제약의 원료의약품 조달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선한 남

북경협은 인도지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더 큰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은 북한의 보건의료 전반, 특히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감안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중앙급 병원에 대한 지원을 통

해 북한 전역에 지원의 영향력이 파급되기를 바랐다. 또한 이를 통해 군지역 병원 현대화

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은 또 북한의 

모든 의료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조선의학협회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의학협회가 주도하는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남측의 보건의료인

들이 참가하면서 남북의학용어사전 제작 등 남북의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할 과

제도 얻게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평가 및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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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은 지원의 결과가 곧바로 우리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업을 좀 더 많이 발굴하면 할수록 전반적인 남북관계도 개

선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등은 또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과 차별되는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대북 인도지원의 

미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복합적 위기상황(Complex Emer-

gency)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반드시 

요구된다. 정부 차원의 큰 틀이 존재하고 민간단체가 정부와 협력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다.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다. 하지만 전문성이 높은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준

비되어야 할 것도 많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대북지원 부분(농축산, 

영양 등)과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진다. 또한 지원 내용의 구체성과 전문성이 꾸준히 증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직의 확보와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더불어 대북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는 측면에서 모니터링과 지표 개발도 시급한 일이다. 

평양 외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지원 모델도 만들 필요가 있다. 특

별히 지역사회 개발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이 보편화될 경우 정부와 국내외 민간

단체 간에 지역과 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 더욱 필요해 진다. 이는 곧 국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 국제 NGO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는 의미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모자보건이다. 만성적인 경제위

기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들에 대한 지원은 인도지원의 핵심 영역

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현재 중단되거나 위축된 다양

한 형태의 남북 간 모자보건 사업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며, 향후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개발협력의 장치를 마련해 내는 일이 가

장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보건의료 지원사업



26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해방 이전 북한은 남한보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

나 1977년에 제정된 토지법에서 자연개조 5대 사업 가운데 산지개간을 통

한 다락밭 건설을 장려하면서 산림의 황폐화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다락

밭의 지속적인 증가, 연료부족으로 인한 취사 및 난방용 목재채벌의 증가, 외화 획득

을 위한 목재남벌 등으로 산림훼손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설상

가상으로 1990년대 들어 심화된 경제난과 에너지난으로 무분별한 산지개간과 벌목

이 횡횡하며 산림 황폐화를 가속시켰다. 더욱이 산림 황폐화는 가뭄과 홍수를 조절

하는 산림기능을 약화시켜 농지 매몰과 토지유실을 불러왔고 이는 식량난을 가중시

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전체 산림 면적 917만ha 중 약 20%인 200만ha 정도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2000년대 북한의 경제상황이 1990년대보다는 나아졌지

만, 북한의 독자적인 산림 조성정책은 만성적인 경제난과 에너지난으로 인해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와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남측과의 협력을 통해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였다. 남한의 민간과 정부 모두 이에 적

극 호응하였다. 민간 차원에서는 양묘장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분야에서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다. 정부도 2005년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북한 당국과 산

림분야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고, 2007년부터는 이를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

력 사업으로 변경하여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들도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04
산림녹화 지원사업

배경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1장. 대북지원사업  -  04. 산림녹화

267

2006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북

한 산림복구를 위한 양묘장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서는 

양묘장, 즉 건강한 어린묘를 생산하는 사업장이 필수적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과 경기도는 양묘장 시범사업을 통해 양묘장 현대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북

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북한 양묘장 현황

북한은 평양의 중앙양묘장을 비롯, 각 지방마다 국가가 운영하는 양묘장을 두고 있으며 시·군단위

로도 양묘장이 설치돼 있다. 그리고 양묘장의 운영과 관리는 내각 산하 국토환경보호성이 담당한다. 이

외에도 사업단위별로 필요한 묘목을 조달하기 위해 양묘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일례로 내각의 임업성은 

용재림 생산에 필요한 조림 목적으로, 도시경영성은 도시 내 조경을 목적으로, 농업성 산하 협동농장은 

농장 내 산지조림을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양묘장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묘장은 각 지역에서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양묘장의 기술 지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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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개풍양묘장 협력사업은 크게 사업협의기, 양묘장 조성기, 그리고 양묘장 운영관리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사업협의기는 2006년 초부터 합의서가 체결되는 2007년 9월까지로 양묘장 조성과 운

영을 위한 남북 간의 활발한 협의가 진행된 시기이다. 양묘장 조성기는 합의서 체결 이후부터 양묘

장이 준공되는 2008년 12월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양묘장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지원, 기술진

의 방문과 관리실 등 주요 시설물 설치, 온실 설치, 양묘지 조성, 종자 파종 등 양묘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양묘장 운영관리기에는 건강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협

력 및 시설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내고 이를 해결해 나갔다.

가. 개풍양묘장 조성을 위한 사업협의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가 추진한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은 북녘산림녹화사업의 일환

으로 진행된 ‘온겨레나무심기운동’의 틀 안에서 추진되었다.

2006년 초 북측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위)와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 민

화협)는 북측의 산림녹화사업에 남측의 민간단체가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

개풍양묘장 협력사업

개풍양묘장 단계별 사업추진 과정

단계 일자 구분내용

사업협의기
2006년 초 

~ 2007년 9월 13일
· 2007년 9월 13일 합의서 교환

양묘장 조성기
2007년 10월 25일 

~ 2008년 12월 8일

· 시설설치, 시공, 묘목지원 등 양묘장 조성

· 양묘장 조성 준공식

양묘장 운영관리기
2009년 3월 27일

~ 2010년 10월 15일

· 물자 전달

· 전문가 방문과 묘목관리 협의

· 2010년 10월 15일 방문 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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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남측  

민화협), 평화의 숲, 흥사단 등은 공동으로 북

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같

은 해 9월 온겨레나무심기운동추진위원회1)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9월 30일 개성시 봉동관

에서 나무심기 협력사업 남북 1차 실무접촉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북은 양묘기술, 조림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생태조사 등 산림조성

과 산림보호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시범적으로 세 개 지역을 선정 

하여 양묘장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그

러나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며 사업은 잠정 중단되고 만다.

2007년 들어 온겨레나무심기운동추진위

원회는 산림녹화사업을 다시 북측에 제안하

였다. 그리고 2월 2일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경

제협력협의사무소 내 북측사무소에서 2차 실

 

1)	 2006년	9월13일	북녘산림녹화사업을	준비하는	협의	틀로	출발한	온겨레나무심기운동추진위원회는	2007년	4월	2일	‘겨레의	숲’으로	공식	출범한다.		

01

초기 개풍양묘장 현황

개풍양묘장은 개성시 개풍동에 위치해 있다. 개성공단에서 해주 방향으로 약 2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약 

30분이 소요된다. 개풍 지역은 과거 행정구역상 개성직할시 개풍군이었으나, 개성공단이 세워지면서 북측은 판문군은 개

성공단에, 개성시는 황해북도에 편입시켰다. 또한 개풍군을 없애고 개풍읍과 과거 개풍군 소속 리들을 개성시 직할로 포

함시켰다. 이에 따라 과거 개풍군 개풍읍은 개성시 개풍동으로 바뀌었다. 개풍양묘장은 뒤쪽으로는 얕은 야산을 끼고 앞으

로는 예성강의 지류인 죽배천이 흐른다. 하천부지에 자리 잡은 양묘장은 사질양토로 물빠짐이 좋아 양묘장으로는 적지다. 

인력은 강승호 지배인을 비롯 노동사무원 등 20~25명의 인력이 소속돼 있다. 2007년 현지 방문 시 양묘장에는 약 3ha정

도만 묘목이 심어져 있었고 나머지는 배추나 콩을 재배하고 있었다. 

01 사업협의. 개풍양묘장 2007년 7월 18일     

02 1차 개풍양묘장 물자 전달. 2007년 7월 18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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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접촉을 갖고 3개 지역에 대한 양묘장 시범

조성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평양시 중앙양묘장은 남측 민화협이, 황

해남도 청단군은 온겨레나무심기운동추진위

원회 차원의 공동사업으로, 그리고 개성시 개

풍군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가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북측 산림

녹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협력이 본격화되었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가 개

풍군을 담당하게 된 데에는 경기도 인접지역

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

도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기본합의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측 민화협과 협력사업의 방향 및 추진방식에 대해 협의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양묘장 조성

면적, 조성방식, 양묘수종, 양묘장 운영목표, 사업기간 등이 논의되었다. 협의과정에서 북측은 개

풍양묘장이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도 했다. 그러나 남측은 농기계, 시설양묘를 위한 비닐온실 설치자재와 같은 양묘장 조성에 필요한  

1차 물자를 7월 18일 개성육로를 통해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업

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움직였다. 이러한 과정 끝에 2007년 9월 13일 개성 자남산려

관에서 서효원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광윤 북측 민화협 

참사 등 남북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 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개성시 개풍양묘장을 향후 5년간 연간 150만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양묘장으

로 조성하며, 산림 병해충 방제와 생태조사에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개풍양묘장 전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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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풍양묘장 조성 및 준공

2007년 10월 시설양묘를 위한 100평 규

모의 온실 단동 3동을 건설하기 위해 남측의 

기술진들이 현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약  

1주일간 개성공단 내 숙소와 양묘장을 오가며 

온실 설치를 진행하였다. 온실과 더불어 양묘

장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관리동(90

평), 창고(27평), 차고(55평)도 조립 판넬 방식

으로 지어졌다. 양묘장 시설은 남측의 기술진

과 함께 북측 인력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었는

데, 이 과정을 통해 남측의 설치 기술이 자연스레 북측으로 이전되었다.

개풍양묘장 사업 합의서. 2007년 9월 13일

비닐하우스 온실 설치공사. 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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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풍양묘장 연도별 사업내용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 온실양묘장 설치

· 양묘를 위한 각종 농기계 지원

· 종자 지원

· 비료 및 양묘자재 지원

· 관리사, 창고, 차고, 관정, 전기공급시설 신축

· 종자 지원

· 묘목 지원

· 양묘장 준공

· 종자 지원

· 묘목 지원

· 양묘자재 지원

· 온실 추가 설치

개풍양묘장 1차년도 조성계획

1. 대상지역  •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개풍양묘장

2. 협력단위 •	남측 : 경기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북측 : 민족화해협의회, 원림사, 개풍양묘장

3. 협력방식 •	남측 : 물자와 기술

  •	북측 : 인력과 토지, 기타 북측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자

4. 양묘장 조성 형태

  1) 양묘장 부지면적(1차 조성기준) : 6ha(18,000평)

  2) 양묘 규모 •	노지양묘 5.5ha

  •	온실양묘 300평

5. 진행방식 •	지원물자는 남북기술진이 사전에 협의 후 선정

  •		시설물 설치는 남측 기술진이 참여하여 북측과 공동으로 시공 및 설치하며 북측이 자체적으로 시공 

가능한 설치물은 자체적으로 시공

  •	양묘장 운영과 관리는 개풍양묘장이 담당

  •		양묘생산과 관리는 남북이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를 위해 남측의 전문가가 수시로 양묘장을 방문하여 

기술협의와 양묘장 관리현황을 파악

6. 양묘장 조성용 시설물 설치 계획

  1) 양묘지 조성  •		노지양묘장 5.5ha

    •	온실양묘장 300평(100평 규모의 단동하우스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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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속건물 설치  •	관리동 :  300㎡(91평) / 조립식 판넬건축, 내부 기자재지원

    •	차고 : 180㎡(55평) / 조립식 판넬건축

    •	창고 : 88㎡(27평) / 조립식 판넬건축

    •	태양광발전기 1기 : 규모 7.6kw 

    •	지하수 관정 : 100톤/1일

    •	저온저장고 : 66㎡

  3) 제방공사 및 토지정리와 복토작업 •	제방공사 : 약 450m 

      •	토지정리와 복토작업 : 1.5ha

 4) 변압기 설치와 전기이음 공사 •	변압기 : 변압기와 IVR, 전선줄

7. 양묘장 조성용 장비와 양묘자재 지원계획

  1) 양묘장비  •	5톤 트럭 1대 / 소형 굴삭기 1대 / 경운기와 부속기기 1세트

      •	트렉터 및 부속기기 1세트

  2) 양묘용 자재지원 (2007년 ~ 2008년 계획)

    •		비료, 농약, 상토, 시설양묘용기(포트), 호미, 낫, 로라, 조상기, 차광막, 강선, 삽, 전정가위, 괭이, 쥐잡이용 끈끈이 등 

양묘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  

8. 종자와 묘목 지원계획 (2007년 ~ 2008년 계획)

    •		종자 :  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이깔나무종자, 호두, 밤 

    •		묘목 : 백합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밤나무(고접묘) 

다양한 운영 설비도 지원되었다. 온실 내 양묘용수 공급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양수기, 그리고 

환풍기 작동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7.6kW 용량의 태양광 발전기도 설치했다. 

그리고 북한의 열악한 전력사정을 감안해 4일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축전기를 추가로 지원했

으며, 양묘용수 공급을 위해 하루 100톤 용량의 지하수 관정도 설치하였다.

주변에 죽배천을 끼고 있는 개풍양묘장은 양묘장 부지로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제방이 없어 장마철 물막이를 위해서라도 제방 설치가 시급했다. 이에 죽배천변을 따라 약 450m 

길이의 제방을 쌓는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가하면 양묘장이 자갈땅이라 복토 작업도 병행하였다. 

모든 공사는 남측이 시멘트와 철근, 차량과 기름 등을 지원하고 북측의 양묘장 일꾼들이 공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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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전력사정이 열악한 북한은 전압이 불안정하다. 때문에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자동

전압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러한 전기사정을 고려하여 남측에서 주

문 생산한 변압기 75KVA와 자동전압조정기(AVR)2) 75KVA를 지원하였다. 남측 제작회사의 기술

진이 물자를 가지고 양묘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북측 담당자에게 이용 및 관리방법

을 교육하였다.

남측에서 전달한 묘목과 종자를 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도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측의 

저온저장고는 전기로 가동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풍양묘장의 저온저장고는 북측의 전력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저장 방식을 택하였다. 약 31㎡ 규모의 저온저장고는 남측에서 시멘트, 철근, 기타 자

재 등을 지원하고 북측이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대규모 묘목 이동과 건축을 

위해서는 건설장비와 차량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5톤 트럭 1대, 트랙터와 부속기기 1세트, 경운

기와 부속기기 1세트, 소형 굴삭기 1대도 지원되었다.

개풍양묘장 조성을 위해 종자와 묘목도 지원하였다. 묘목은 종자에 비해 구입비용과 운반비가 

훨씬 많이 소요된다. 그러나 묘목은 가식해서 1~2년 후면 바로 조림지에 공급할 수 있고 양묘장도 

빠르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와 함께 지원되었다. 묘목이나 종자는 북측이 먼저 수종 목록을 

추리면 남북의 전문가들이 함께 조림지역으로 예상되는 황해도 지역의 날씨와 토양을 감안하여 최

종 선정하였다. 그런가하면 백합나무 등 일부 수종은 현지 적합성을 시험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생

산해 보기로 하였다. 묘목은 1년생과 2년생 5개(목백합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밤

01  관리동 설치공사. 2008년 3월     02  남북대표단의 개풍양묘장 준공기념 식수(2008년 5월 13일). 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문수 경기도지사, 아홉 번째 리충

복 북측 민화협 부회장, 열 번째 영담 상임공동대표

01 02

 

2)	 자동전압조정기(automatic	voltage	regulator)는	불규칙한	전압을	자동으로	일정한	전압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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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수종을 골라 양묘협회와 협력하여 구입하였다. 그리고 종자는 북측이 선호하는 7개(잣나무, 

백합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호두나무, 밤나무, 이깔나무, 소나무) 수종을 산림청과 종자생산 농가

에서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대규모 물자지원과 더불어 총 10여차례 기술진이 방문하여 북측 양묘담당자와 함께 묘목 가식

시범, 양묘장 관리상황 점검, 종자 파종 등 양묘장 관리운영을 진행했다. 방문단은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 실무자, 경기도 남북협력팀 실무자, 경기도청 산림분야 담당자, 양묘분야 전문가로 구성되

었으며, 특히 양묘분야 전문가는 양묘장의 운영과 양묘기술 전수 부문으로 나눠 구성하였다. 또한 

양묘협회 관계자와 김종진 건국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03  잣나무백합나무 남북공동 종자 파종. 2008년 11월 25일     04  이상복 양묘협회장 상수리나무 시설양묘현황 파악. 2008년 10월

03 04

현장 실무진의 구성과 역할

참여기관 참가자 역할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홍상영 부국장, 황재성 간사 현장조정, 방북실무, 사업협의, 보고서작성  

경기도청

남북협력팀 실무자(박석앙 남북협력팀장 등) 현장기록, 사업기획

자문위원 양묘물자 행정지원. 행정과 자문위원간 기술적 조정

참여업체

한국양묘협회(이상복 양묘협회 회장 등) 양묘 기술지원

김종진 건국대 교수 양묘 기술지원, 양묘장 운영 방향 설정자문 등

양묘장 운영관리기

신농그린텍(임병수 대표 등) 양묘시설 건립 등

금강LEB건설 건물신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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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이후 기술 부문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2008년 5월 13일 남측 대표단이 개풍 현지를 방문한 가운데 개풍양묘장 준공식을 거행

하였다. 남측에서는 영담 상임공동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서효원 경기도 행정2부지사, 도의원 

등 170명이 참여했으며, 북측에서는 리충복 북측 민화협 부회장, 개풍양묘장 관계자, 개풍동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 모인 남북의 대표들은 양묘장 시설을 둘러보고 기념식수를 하

며 개풍양묘장을 위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육로로 접근이 가능한 남북 접경지역에서 진행된 최초의 사업이었고, 

때문에 묘목, 종자 등 지원물자를 경의선 육로로 차량을 통해 개풍까지 신속히 전달할 수 있었다. 이

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  개풍양묘장의 운영과 관리

개풍양묘장 조성은 2008년 마무리되었

다. 관리동과 부속 건물 설치, 시설양묘를 위

한 300평 온실과 관정 설치, 태양광발전기 설

치 등이 완료되었고 종자와 묘목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도 마련하였다. 양묘지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제방도 쌓고 토지 정리도 마쳤

으며 양묘장 진입을 위해 작은 다리도 새로 놓

았다. 이러한 과정은 1차 물자 전달을 시작으

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든 개발협력사업이 그렇듯 양묘장이 본 궤

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지속

적인 운영 지원과 관리가 필요했다. 이에 따

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는 준공

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 물자를 지원하

고 방북을 추진하였다.

2008년 5월 13일 양묘장 준공식 이후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개풍양묘장에 대한 

본격적인 운영 지원을 시작하였다. 2008년에

01 2008년 남북이 공동으로 파종한 잣나무 묘포지. 2010년 10월    

02 시험재배에 성공한 백합나무 앞에 서있는 김종진 교수와 북측 강승호 지

배인. 2010년 10월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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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지양묘 부문에 있어 묘목 이식과 종자 파종, 그리

고 시설양묘 부문에서는 종자 파종에 대한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양묘자재와 각종 지원

장비의 부속품, 시설물 운용을 위한 각종 소모자재들

을 지원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묘목과 종자 지원도 이어졌

는데 주로 백합나무, 잣나무, 낙엽송이 지원되었다. 이

외에도 종자는 백합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밤나무, 낙

엽송, 은행나무, 잣나무 등이 지원되었는데 북측은 특

히 잣나무와 백합나무 종자를 선호했다. 초기에는 묘목

과 종자를 비슷한 수량으로 지원했으나 종자에서 직접 

싹을 띄우고 건강한 묘목을 길러내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종자 지원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 이후에는 묘목

의 수량을 줄이고 점차 종자 지원량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100평 규모의 단동온실 3동을 설치하여 운영해본 결과, 북측의 시설양묘기술이 점차 향

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시설양묘를 위한 온실 300평(단동식 100평과 

연동식 200평)을 추가로 설치하여 개풍양묘장 시설양묘 규모를 총 600평으로 확대하였다. 2009년 

설치한 온실은 남측 기술진의 도움 없이 북측이 자체적으로 시공한 것이다. 남측 양묘장에는 과수 

수종을 심지 않지만 북측은 조림용 수종뿐 아니라 다양한 과수 수종 생산을 시도하기를 원했다. 이

러한 북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0년에는 사과나무, 양다래나무, 모과나무, 복숭아나무 등 각종 과

수 묘목을 처음으로 지원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양묘장 관리를 위한 기술진 방북이 단 3회에 그쳤다. 

양묘장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종자 파종, 생육 관리, 묘목의 이식 작업, 병충해 관리, 조

림지 공급, 종자의 저장 등 단계별 관리 현황 파악 및 기술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격

적인 관리 운영기에 접어들어 현장 방문이 어렵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남북은 

개풍양묘장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현장 방문에서 남북은 노지양묘와 시설양묘 관리 현황, 양묘장 주요시설 사용 현황, 장비 사용 

현황, 묘목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조림지에 제공된 묘목 수량을 파악하는 등 개풍양묘장 운영 전반

을 점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남측 전문가들은 개풍 양묘공들의 양묘기술과 지식이 상당히 발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새로운 양묘기술을 계속 전수받을 통로가 없어 기술이 정체될 수 있

다는 점은 남측과의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부분이었다.

양묘장 운영관리기인 2008년 중반부터 2010년까지는 남북 상호간에 산림녹화에 대한 이해가 

온실에서 시험생산중인 과일나무 삽목 현황파악.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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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진 시기였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의 미사

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우리 정부가 경기도 공

무원의 방문을 금지하였고 2010년 5.24조치 

이후에는 물자의 전달도 완전히 중단되었다. 

결국 양묘장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2011년 완전히 중단

되고 말았다.

그러나 개풍양묘장은 생산된 묘목들 중 

이식묘로 계속 키우고 있는 묘목을 제외한 백

합나무 3~4만본, 물푸레나무 8만본 등 총 14

만본 정도의 묘목을 2009년 가을과 2010년 봄에 걸쳐 황해남북도 지역인 개성, 장풍, 금천, 배천, 

청단, 서흥 지역의 임야와 소학교, 기업소 등지에 공급하였다. 이를 통해 양묘장 사업을 바탕으로 

한 임야 조림사업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이 목표로 한 것과 같이 연

간 묘목 150만본 생산이 가능하다고 할 때, 매년 500ha 이상 면적에 대한 조림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개풍양묘장 전경. 2010년 10월

개풍양묘장 방문 및 물자 전달 일지

일자 추진 실적 방북 인원

2007년

3월 12일 ~ 13일
· 개성지역에서 양묘장 협력사업 제안 및 개풍양묘장 조성 합의

(이용선 사무총장, 김동근 경기도 정책기획관, 이상복 양묘협회 회장 등)
12

4월 3일
·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 협의

(이용선 사무총장, 양지철 경기도 정책심의관 등)
8

6월 18일 · 개풍군 양묘장 조성사업 협의 3

7월 18일

· 사업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현장 방문

· 온실조성 물자 전달(100평 규모 3동 온실자재, 양묘용기, 상토,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자재와 5톤 트럭, 굴삭기 등)

11

9월 13일
· 「개풍양묘장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서」 체결

(강영식 사무국장, 서효원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12

9월 17일 · 양묘장 설치를 위한 기술 협의(홍상영 부국장, 임병수 신농그린텍 대표 등) 6

10월 25일 ~ 31일 · 양묘장 비닐하우스 온실 설치 기술진 방문 10

12월 7일 ~ 8일
· 양묘장 조성 협의 및 기술진 현장 방문

· 물자 전달(조상기, 롤러, 잣나무종자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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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30일
· 양묘장 조성현장 확인

· 물자 전달(모래체, 백합나무 종자 등)
12

2월 20일
· 양묘장 조성현장 확인

· 물자 전달(용기, 비료 등)
13

3월 12일 ~ 14일

· 양묘장 관리동 건립 1차 기술진 방문

(이한규 경기도 정책기획심의관, 금강LEB건설 기술진 등)

· 물자 전달(스트로브 잣나무, 이깔나무, 소나무 종자 등, 1차 건설물자 지원)

6

3월 20일 · 물자 전달(관정물자 및 제2차 건설물자 지원) -

3월 22일 ~ 25일 · 양묘장 조성 기술진 방문 13

3월 28일 · 물자 전달(물푸레/백합/자작나무, 태양광발전기, 관리동집기 등) -

3월 31일 ~ 4월 5일
· 양묘장 조성 3차 기술진 방문

(홍상영 사무국장, 손경식 경기도 남북협력과장 등)
13

4월 4일 · 양묘장 조성에 필요한 경유 3,000리터 전달 -

4월 18일 · 물자 전달(변압기, 전선관, 관리동 책걸상 등) -

4월 30일 ~ 5월 2일 · 양묘장 조성 4차 기술진 방문 15

5월 13일

· 개풍양묘장 준공식 개최(영담 상임공동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 

서효원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장정은 경기도의회 부의장 등)

· 물자 전달(대형천막 등)

170

6월 10일 · 물자 전달(시멘트, 철근, 경유, 쥐잡이 끈끈이 등) -

7월 1일 ~ 2일 · 양묘장 관리 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진 현장 방문 10

7월 23일 · 양묘장 묘목관리 점검과 양묘 기술이전 방문 7

10월 13일 ~ 17일 · 양묘장 조성 협의 및 기술진 현장 방문 3

10월 17일
· 종자 공동파종 등 관리 상황 점검을 위한 실무진 방북

(김종진 건국대 교수, 이상복 양묘협회 회장 등)
8

10월 31일 · 물자 전달(기지원 5톤 트럭 수리부품과 소모품 등) -

11월 18일
· 물자 전달(종자 저온저장고 건설 물자, 시멘트, 철근, 발전발동기, 

백합나무 종자, 잣나무 종자 등)
-

11월 25일 · 잣나무, 백합나무 종자 공동파종, 09년 사업협의 8

12월 8일
· 물자 전달(저온저장고 출입문, 종자 보호용 쥐잡이 끈끈이, 

비닐하우스 보수 테이프 등)
-

2009년
3월 27일 · 물자 전달(육묘용 비닐하우스자재, 묘목, 종자, 비료, 농약 등) -

9월 18일 · 양묘장 관리운영 확인 운영협의 방문 3

2010년

1월 14일 · 양묘장 차량, 농기계 소모품과 연탄 3,000장 전달 -

3월 26일 · 양묘장 묘목종자, 양묘자재(비료, 농약) 지원 -

4월 29일 · 양묘장 관리점검 운영협의 방문 5

10월 15일 · 양묘장 관리점검 운영협의 방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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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공동사업으로 추진된 개풍양묘장 

협력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지원물자가 전달되었고, 22회에 걸쳐 359명의 남측 방문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시설 설치, 양묘기술 전수, 운영 관리를 도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풍

양묘장은 46만주의 묘목을 길러내는 현대적인 양묘장으로 꾸려져, 남측 전문가들은 물론 

북측 내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풍양묘장은 2010년  

접한 5.5ha 토지를 추가로 양묘장에 편입하여 총 10.5ha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사업 초기부터 양묘전문가가 합류하여 전문성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

하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7년 말 북측은 남측에서 

지원한 백합나무와 잣나무 종자를 남측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파종하겠다고 알려왔

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고 개풍양묘장 관계자들은 그들의 기술로 시행된 결과에 실

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남측이 제안한 개선방안에 북측이 연구한 지역 환경과 여

건에 맞는 방식들을 시도하면서 상황은 점차 개선되었다. 2008년 11월에는 남측의 전문

가들이 남측의 파종기술을 활용하여 개풍양묘장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파종을 시도하였

다. 2009년 9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90% 이상 싹이 올라왔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로 북측은 적극적으로 공동파종을 요청하게 된다. 남측의 기술력과 전문가들의 능력

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남북은 갈등과 실패, 해결과정을 거치며 서로간

의 신뢰를 쌓아갔다.

이와 더불어 남북 공동작업 및 기술전수는 개풍양묘장 작업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양묘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9월 10개월 만에 방

북한 기술진은 개풍양묘장 지배인과 양묘공들이 2008년 공동파종 작업의 성과로 인해 크

게 고무돼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풍양묘장 관계자들은 북한 실정에 맞는 새로운 

양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측의 기술진들은 몇 차례

평가 및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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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지답사를 통해 포지와 비닐온실에서 다양한 수종이 자체적으로 시험되고 있는 모습

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북한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배양할 수 있었다는 점은 개풍양묘장 협력사업의 또 하나의 성과라 하겠다. 

 

산림녹화 지원사업

“개풍양묘장의 수종과 묘목에 대한 평가가 높아 인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생산도 되기 전에 묘목을 달라고 하

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측과 협력하여 양묘장을 꾸렸고 남측에서 지원한 수종이 많이 있기에 인기

가 좋습니다. 2009년 가을부터 2010년 봄까지 14만본 정도의 묘목을 생산하여 황해남북도 지역 개성, 장풍, 금

천, 배천, 청단, 서흥 지역의 임야와 소학교, 기업소 등지에 조림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 강승호 개풍양묘장 지배인(2010년 4월 29일)

“개풍양묘장이 조성된 지 이미 5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방문 결과를 통해 볼 때 해마다 우량한 묘목을 생산하

고 있으며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판단하면 이 개풍양묘장은 앞으로 북한 최고의 양묘장으로 자리잡

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종진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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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이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과 트레이닝을 고민하

게 되었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넘어 북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때 개발

협력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며, 개발의 성과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5월 산하에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여 IT 교육을 시작하였다.

IT는 남북 공동의 이해가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서로 협력할 여지가 많

은 영역이다. 비록 인프라는 열악하지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배출된 북한 IT 인력은 비교적 단기간의 트레이닝 이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들이다. 인력난이 가속화되며 외국인 산업연수생들까지 고용하기에 이른 남한 

IT 기업들에게 북측 인력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요한 인력군이다. 

북한으로서도 고급인력들을 남한 기업에 파견하여 실무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

고, 다양한 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 기업과의 협력은 매력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2000년대 들어 남한 기업이 북한 인력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개발,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하나로텔레콤과 삼천리총

회사가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재양성센터는 과학기술분야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 표

준에 의거한 북한 IT 인력 교육을 통해 남북 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력 활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2006년 6월 설립되었다. 2001년 문을 연 단동 ‘하나프로그람센

터’를 모태로 시작된 인재양성센터는 2009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육이 중단되기 전

까지 매년 두 차례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동 ‘하나소프트교육원’에서 진행

된 총 6기의 교육 과정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교육기관, 평양정

보쎈터, 조선컴퓨터쎈터(KCC) 등 IT 전문기관에서 선발된 200여명이 참여하였다. 

05
IT 교육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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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 분야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발전돼 있으며 인공지능이나 음성인식 

등 특정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

은 상용 가능한 기술이 전무했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IT 업계의 최신 흐름을 따라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꿔 말하면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만 

있다면 북한 IT 분야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북한의 역량 강화로 끝나지 않는다. IT 교육은 자체적으로 인력 양성에 투자할 수 없는 남한의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5월, 산하에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으로 북한  

IT 인력 양성에 나섰다. 인재양성센터는 단동 하나프로그람센터를 모태로 시작됐는데, 하나프로그

람센터는 남한의 하나비즈닷컴 등이 2001년 8월 단동에 설립한 남북 최초의 합작 IT 벤처로 남북 

10명의 이사진이 운영을 맡았다. 그리고 인재양성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 총 3기, 90여명의 인력

을 배출하였다.

2006년 설립된 인재양성센터에는 박찬모 전 포항공대 총장과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운

영위원장이 공동대표로, 고려대, 성공회대, 한신대, 목포대, 다산네트웍스, 넥스트리소프트, 넥센,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하나비즈 등 학계와 IT 기업 관계자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전문 영역인 IT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박사급 상근 인력을 배치하였다. 하나프로그람센터 교육이 

초급 수준의 과정이었던 데 비해 인재양성센터 프로그램은 IT 분야에서 고급의 실무 전문가를 양성

한다는 목표아래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북측에서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와 삼천리총회사가 사업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들 북측 파트너와 교육 과정 기획, 교육생 선발, 사업 평가 등 모든 

부문에서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전문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인재양성센터의 IT 교육은 중국 단동에 위치한 하나소프트교육원에서 진행되었다. 단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 인력을 교육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이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

와 인접한 단동은 북한 대외교역의 80%가 이뤄지는 곳이다. 또한 단동은 국제열차가 운행되고 자

동차로 평양까지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등 인적, 물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북한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교육 장소였다. 남한으로써도 북경, 심양 등 대도시에 비해 임대료 등 물가가 저렴하고 남

1. 2006년 인재양성센터 설립 및 
    4기, 5기 교육생 배출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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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도 가까운 단동은 남한 기업의 북한시장 및 중국시장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인재양성센터 설립 첫 해인 2006년에는 I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 초·중급 교육과

정이 두 차례 개설되었으며, 국내 교수진과 IT 전문 강사진은 물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남한 IT 업

계 종사자들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인재양성센터 첫 교육 프로그램이자 하나프로그람센터의 4기 교육은 

고급 네트워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었다. 네트워크 과정은 가장 기초적인 채팅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이론적 원리를 실제 적용하는 훈련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남한의 기술 수준으로 본다면 대

학교 2~3학년 정도의 실습이 주를 이루었는데, 수강생들이 상당한 이론적 배경이 있어 습득하는 속

도는 매우 빨랐다. 4기 과정은 이후 교육 과정을 기획하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본 프로그램에는 민경련에서 선발한 34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하였는데 대부분이 평양정보쎈터, 

조선컴퓨터쎈터(KCC) 출신들이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재학생도 일

부 포함되었다.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5기 교육은 자바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컴퓨터 프로그

래밍 언어인 자바는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본 과정은 상품 판매, 경매, 이익 배분, 마케팅 방법, 

영업 방법 등 웹을 통한 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그러나 수강생들은 이론적으로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였지만 영리 목적의 시스템 설계가 이들에게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시스템

을 만드는 것과 다름 아니어서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이 교육프

인재양성센터의 전신, 단동 하나프로그람센터

‘인재양성센터’의 전신인 하나프로그람센터는 최초의 남북 합작 IT 벤처로 2001년 8월 중국 단동에 설립되었다. 이

를 위해 같은 해 남한의 금강산국제그룹과 하나비즈닷컴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및 평양정보쎈터와 남북 합작회사 

설립 및 공동 기술협력사업 추진계약을 체결하였다. 초기 자본금은 30만달러로 남북이 각각 6대 4의 지분을 갖고 시작했

으며, 이사진은 남측 인사 6명, 북측 인사 4명으로 구성되었다. 하나프로그람센터는 남북 간 간헐적으로 진행되던 IT 교류

를 본격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IT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을 시도하였다. 

2001년 8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30명의 북한 IT 인력을 배출한 이래, 2002년 5월부

터 8월까지 2기 32명,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3기 31명 등 9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김

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컴퓨터기술대, 그리고 평양정보쎈터 출신들이다. 이후 교육 부문과 사업 부

문을 분리하면서 교육 부문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산하의 인재양성센터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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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는 계기였다. 4기가 평양정보쎈터와 조선컴퓨터쎈

터 등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된 것에 반해, 자바 전문가 과정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컴퓨터기술대, 그리고 평양기계대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었다.

2006년 8월 북경 IT 기관 참관 교육

강의실에서 익힌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론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 인재양

성센터는 2006년 8월, 4기 수료생(고급 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34명을 대상으로 중국 IT 참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참

관 교육은 단동시 투자유치국, 중국국제과기촉진회 우광종합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참관 교육의 목적은 중국 IT 업계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IT 분야에서의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를 교육생이 자연스럽

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이었다. 실제로 참관 교육은 수강생들이 선진 기술 및 시장 경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

기가 되었다. 

2006년 8월 총 4일간 베이징을 중심으로 진행된 참관 프로그램은 중국의 주요 IT 기업 및 기관 방문, 그리고 중국 IT 

전문가 초청 강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방문지와 방문 기관은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중관촌과학원, 청화동방, 대당전신, 연상집단 등이었다. 베이징경

제기술개발구는 외국 투자기업 및 합작기업과 중국 기업이 입주해 있는 자급자족 도시로 운영되고 있다. 중관촌과학기술

원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며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곳으로 해외에 유학중인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기술 개

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 연구소에서 이뤄낸 성과는 기업에 

전수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산학협동의 산물로 칭화대에서 분리된 청화동방, CDMA와 WCDMA보다 우수한 TD-SCDMA 

기술을 개발한 대당전신 등도 방문하였다.

2006년 4기, 5기 교육 과정

기수 일정 교육 과정 강의 내용

4기 2006년 6월 ~ 8월 고급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인터넷 프로토콜 및 기술동향, 리눅스 운영체제, 

네트워크 장비, 초고속통신망 기술, 네트워크 서버 구축, 

네트워크 응용,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무선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등

5기 2006년 9월 ~ 12월 자바 전문가 과정

프로그래밍언어, HTML/Java Script, JDBC, JSP, 

Servlet, DB 설계, XML, 개발환경 및 형상관리, Struts, 

JSF, OOAD, 디자인패턴, Enterprise Java Beans, 

개발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실무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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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2006년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과 북측 파트너들은 2007년

부터는 일반적인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명

확한 분야를 설정하여 실무 프로젝트 및 포트

폴리오 수준까지 염두에 두고 교육을 진행하

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미술전공자

를 대상으로 한 3D 그래픽 전문가 과정, 하반

기에는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이 개설되었다.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6기 3D 

그래픽 과정에는 총 31명의 북한 수강생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이미 미술 교육 과정을 이수한 미술 전공자들이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향

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며, 다른 IT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 투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총 

5개월에 걸쳐 진행된 본 과정에서는 종이가 아니라 2D,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형상을 구현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그런가하면 교육생들에 대한 기본 강의는 물론, 경협 방식을 접목하여 교육생

들이 국내 업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실습도 함께 진행하였다.

3D 과정에는 국내 교수진과 유수의 게임·애니메이션·영화 특수효과 회사의 실무진들이 강사

로 참여하였으며,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만큼 참여한 강사와 조교의 수도 연인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2명과 19명이었다. 강사들은 중간고사를 실시하여 교육생들이 강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

는지 점검하는 한편, 개인별·팀별 프로젝트 작업, 실무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과 다양한 장애 

요인을 다룬 특강을 통해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6기 3D 그래픽 과정에서는 문화, 미술, 기술, 전반 등으로 나눠 교육 전후 수강생들의 변화된 모

습을 평가했다. 교육 초기, 북한 교육생들은 상당 수준의 미술 실기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질적 문화로 인한 어려움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교육에서는 훨씬 두드러질 수밖에 없

었다. 다행히 6개월의 교육 이후, 외부의 문화 컨텐츠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교육생들이 새로운 문화 컨텐츠에 익숙해지고 이를 자신의 창작 활동에 반영하기까지는 

2. 인재양성센터의 2007년, 2008년 교육

3D 전문가 과정. 단동 하나소프트교육원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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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7년 하반기 3달간 진행된 7기 과정은 임베디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과정으로 

꾸려졌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고 구현하는 교육이 아니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검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개발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

다. 또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위해 현장의 개발환경을 교육장에 그대

로 옮겨 놓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MDS 테크놀로지(주)

와 함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강사진을 섭외하였다.

2007년 교육 과정은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3D 그래픽, 임베디드 분야를 선정하고 국내 대학 

교수진, 연구원은 물론, IT 업체의 이사 및 팀장급 실무진들로 강사를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2007년 

교육은 국내 IT 기술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수강생들이 세계적인 기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여 향후 배출된 교육생들이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2007년 사업 성과 중 하나는 10여개 국내 IT 업체가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북한 인력의 수준, 능

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다. 임베디드 교육에 참여했던 한 강사

는 “북한 수강생들이 전체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거의 모든 교육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다. 응용능력도 매우 뛰어나서 강의 시간에 다루는 실습뿐만 아니라 궁금한 부분들

을 직접 찾아 테스트해보는 실험정신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남과 북을 떠나 우리 민족이 참 똑똑하

구나, 좋은 교육 환경만 주어진다면 북한의 인적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2008년에는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과 네트워크/자바 전문가 과정이 운영되었다. 임베디드 과정

은 2007년 이미 진행한 바 있는 과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세계적 트렌드인 임베디드 기

술은 PMP, MP3 등에 적용되는 기술로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이다. 북

한의 경제 상황에서 임베디드 기술을 당장 내수 경제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향후 기술축적을 

통해 인력 아웃소싱, 해외 개발 수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본 과정에는 MDS 테크

01  3D 전문가 과정 학생 작품. 2007년 4월     02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단동 하나소프트교육원 2008년 6월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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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로지(주) 실무진들이 강사로 참여해 교육 전반을 이끌었다.

2008년 하반기 과정은 당초 네트워크 및 자바 전문가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남북 간 협

의를 거치며 국제 자격증 전문가 과정인 시스코 네트워크 교육으로 변경되었다. 인재양성센터의 

교육 과정은 남북 상호간의 요청과 검증으로 확정되는데, 국제 자격증 과정에 대해 북측이 큰 관심

을 보였고 우리 입장에서도 전 세계 모든 IT 인력이 원하는 교육과 자격과정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시스코 과정은 미국의 공인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스코측 파트너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로 인해 북한 인력은 국제 자격증 전문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시스코측과 협의를 거쳐 교육 과정 이후 수강생들에게 

일반 자격증 과정과 동일한 시험문제를 내고 점수에 따른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것으로 절충했다. 

비록 정식 자격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험 성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교육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이 분야 또한 북한에서 상용화하는 데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향후 국제 표준 

및 남한의 기술을 접목하여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협, 남북 교류사업의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2007년, 2008년 교육은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

과 향후 남북 경협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 있는 IT 실무 인력 배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2007년, 2008년 교육 과정

기수 일정 교육 과정 강의 내용

6기 2007년 4월 ~ 9월 3D 그래픽 과정

포트폴리오디자인, 월드컨셉아트, 캐릭터디자인, 

3D모델링, 3D맵핑, 3D애니메이션, 디지털라이팅과 

렌터링, 이펙트, 모션캡쳐활용기술, 마야기술, 디지털

특수효과, 창작과 작품분석, 3D트래킹, 디지털영화합성, 

웹디자인, 고급게임 컨셉아트, 2D게임그래픽, 

3D그래픽과 엔진최적화, 게임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등

7기 2007년 10월 ~ 12월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전문 과정

C프로그래밍과 개발환경구축, 임베디드 C와 코드최적화, 

ARM명령어, ARM디바이스 제어, 임베디드 펌웨어

프로젝트, 임베디드 리눅스, 임베디드 리눅스 프로그래밍, 

디바이스드라이버

8기 2008년 6월 ~ 8월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개발환경구축 및 고급 임베디드C, 임베디드 리눅스 

프로그래밍, 디바이스 드라이버, 임베디드 기반 프로젝트, 

QT 프로그래밍, 코드 최적화, ARM 프로세서 아키텍처, 

ARM 디바이스 제어, 임데비드 펌웨어 프로젝트 등

9기 2008년 9월 ~ 12월 시스코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시스템 네트워크 기본,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 테스트 및 시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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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강생 소속 및 배출 인력 현황

소속

기수

계

하나프로그램센터 인재양성센터

2001년

8월 ~

2002년

1월

2002년

5월~8월

2005년

10월 ~

2006년

2월

2006년

6월~8월

2006년

9월~12월

2007년

4월~9월

2007년

10월~12월

2008년

6월~8월

2008년

9월~12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김일성종합대학 6 6 7 2 7 12 3 8 51

김책공업종합대학 6 6 14 2 11 2 7 15 13 76

리과대학 5 5 3 2 3 　 7 9 4 38

컴퓨터기술대 5 5 7 　 9 　 3 　 5 34

평양기계대학 　 　 　 　 　 　 　 1 　 1

회천공업대학 　 　 　 　 　 　 　 1 　 1

평양정보쎈터 8 10 　 6 　 　 　 　 　 24

KCC(조선컴퓨터쎈터) 　 　 　 14 　 　 　 　 　 14

평양미술대학 　 　 　 　 　 17 　 　 　 17

평양연극영화대학 　 　 　 　 　 5 　 　 　 5

평양김형직사범대학 　 　 　 　 　 2 　 　 　 2

한덕수경공업대학 　 　 　 　 　 1 　 　 　 1

김철주사범대학 　 　 　 　 　 1 　 　 　 1

평양인쇄공업대학 　 　 　 　 　 1 　 　 　 1

평양삼흥대학 　 　 　 　 　 1 　 　 　 1

민경련 　 　 　 2 2 1 1 1 　 7

삼천리 　 　 　 6 　 　 　 　 　 6

계 30 32 31 34 32 31 30 30 3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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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전문 인력 양성사업인 IT 교육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 말

까지 3년간 총 6기,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초기에는 남북 IT 용

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컸다.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IT 분

야에서 남북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자본주의 체계를 설명하지 않고는 실습 과정

을 진행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수를 더해 갈수록 이러한 어려움

들은 조금씩 해소되었고 오히려 남북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는 계

기가 마련되었다. 

IT 분야 전문가 양성이라는 기본 목표에도 충실했다. 교육에 참여한 국내 강사진은 수

료생 일부는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 수료생들은 북으로 돌

아가 후학을 양성하고 습득한 기술을 북한 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러한 성과는 IT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체들의 의지와 강사진의 열의, 많은 학교

와 전문가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또한 아름다운재단 산하의 한마음장학재단은  

3년간 재정 후원을 하며 사업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IT 교육사업은 시대를 선도한 북한 인력 교육이었다. 첫째, 

하드웨어 지원을 넘어 소프트웨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교육의 모델을 제시했다. 인재양성

센터의 교육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전문가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인적 

역량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착되었다. 둘째,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정보통신 및 기술 

분야의 기술 표준화를 고민하는 장으로 기능했다. 셋째, 국내 IT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본 교육 사업은 북한 IT 인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2008년 12월

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향후 남북 통합과정을 생각할 때 북측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사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지식공유와 교육은 북한의 역량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있

어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며 남한에도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동북아 

및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 때가 되면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북한

의 전문 인력들은 우리 기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평가 및 
향후 방향

 IT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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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이래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사업을 펼쳐왔다. 경제위기와 

식량난으로 남북한 공히 어려움을 겪던 1998년,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진행된 ‘행진98’, 북한을 비롯해 어려운 동포들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희망의 행진99’, 유럽과 전 세계에 한반도와 인류 평화의 메

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된 2000년 ‘파리 - 베를린 자전거행진’ 등이 국민들의 참여로 진

행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런가하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이 헌교

과서를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해외의 어려운 동포들을 돕는 ‘헌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은 2011년 시작되어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모금

형 참여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극심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범

국민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활동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들이 주도적으

로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다.

01
국민참여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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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1998년은 남북한 공히 큰 위기에 직면한 해였다. 남한에서는 

IMF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2백만명을 넘어섰고, 북한은 극심한 식

량난으로 도처에서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

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위

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한국복지재단, KBS, 중앙일보와 공동으

로 ‘민족의 위기극복과 남북어린이 돕기를 위한 4천리 국토도보순

례 행진98’(이하, 행진98)을 추진하였다.

행진98은 캐나다 동포 원재엽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도보행진단이 4천리에 이르는 국토를 

도보로 순례하는 행사였다. 원재엽씨는 1997년 북한동포돕기 모금을 위해 4개월에 걸쳐 7,600km

1. 국토종단 행진98, 희망의 행진99 

행진98 행사로고

도착 (9월 6일 오후 1시)

출발 (8월 1일
오전 10시)
탑골공원

서울

춘천

원주 (5일)

제천 (6일)

대구 (10일)

전주 (27일)

대전 (30일)

포항 (12일)

부산 (15일)

순천 (20일)

광주 (25일)

임진각 (5일)

수원 (2일)

※ (      )안은 도착 날짜

인천 (3일)

목포 (23일)

총 1,544km

울산 (14일)마산
(17일)

천안
(9.1일)

(8월 3일)

구간(305km)
8일간

구간(197km)
6일간

4

구간(420km)
11일간

3

구간(221km)
6일간

2

구간(401km)
10일간

15

행진 98 순례코스

예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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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캐나다를 도보로 횡단한 캐나다동포였다. 행진98은 4천리에 이르는 국토 곳곳을 순례하

며 우리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의 나눔 정

신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우며, 남북한의 어려운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범국민 모금운동의 

계기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 어린이에게 국산분유보내기 캠페인도 벌여 

북한 어린이는 물론, 분유 재고 과다로 고통 받는 국내 축산농가도 함께 돕고자 하였다.

행진98은 1998년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37일간 서울 탑골공원을 출발하여 춘천 - 원주 - 제

천 - 예천-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 마산 - 순천 - 목포 - 광주 - 전주 - 대전 - 천안 - 수원 - 인천 - 파주 

임진각 등 19개 도시를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1,544km의 대장정이었다. 행진 참여자는 전 구

간을 참여하는 전국도보순례행진단, 5일에서 7일정도 통과지역을 함께 걷는 지역행진단, 통과 도

시의 걷기행사만 참여하는 일일행진단으로 구분하였다. 전국도보순례행진단은 각 통과 지역마다 

지역행진단과 함께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남북어린이돕기를 위한 각종 모금행사와 지역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행진98 참가인원은 전국도보순례행진단 130명, 지역행진단 참가자 145명, 그리고 일일행진단 

참가자는 3만명에 달했다. 전 구간 완주자는 최연소자 송형진(17세 양정고1), 최고령자 김유영(62세),  

이석영(농아) 등 56명이며, 행진단과 함께 움직이며 차량운전, 식사, 숙소 관리 등을 담당한 자원봉

사자 10명도 전 구간을 함께 했다. 

서울시민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9월 6일 서울 여의도 입성식에는 영부인 이희호 여

사, 고건 서울시장, 김성훈 농림부 장관,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희호 여사는 

완주자 한명 한명에게 완주메달을 수여하며 이들을 격려하였다.

행진98을 위해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힘을 보태었다. 이윤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와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은 공동상임본부장으로 전체 행사를 이끌어 갔다. 그런가하면 한국복

01  힘차게 걷고있는 행진단. 1998년 8월     02  행진단에 메달을 수여하는 영부인 이희호 여사. 1998년 9월 6일

01 02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2장. 국민참여사업·정책연구·평화교육·국제협력 - 01. 국민참여사업

295

지재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역별 걷기행

사를 조직하였고 축협과 농협은 지역농산물 장

터를 운영하여 모금활동에 동참했으며, 인제대 

백병원은 행진 전체 일정동안 의료진을 파견하

여 행진단의 건강을 보살폈다. 또한 지역의 많

은 학교들이 교사를 행진단 숙소로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행진98에 이어 1999년에도 ‘민족의 평화와 

화해, 동포사랑을 위한 국토종단 희망의 행진

99’(이하, 희망의 행진99)가 개최되었다. 희망

의 행진99는 1999년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

지 2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7월 24일 행진

단이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부산과 목포를 출

발하여 영·호남과 충청도가 만나는 삼도봉에서 합류하고 8월 15일 임진각에 도착하는 700km의 

도보 여정으로 꾸려졌다. 목포에서 출발한 행진단은 무안 - 나주 - 광주 - 담양 - 정읍 - 전주 - 무주를 

거쳐 삼도봉에 도착했고, 부산에서 출발한 행진단은 울산 - 경주 - 영천 - 경산 - 대구 - 김천을 거쳐 

합류지점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체 행진단이 영동 - 옥천 - 대전 - 신탄진 독립기념관 - 천

안 - 평택 - 오산 - 수원 - 안산 - 시흥 - 인천 - 부천 - 서울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의 여정을 함께 했다.

희망의 행진99는 북한동포를 포함하여 어려운 처지의 재외동포를 돕기 위해 참가자가 1km당  

1천원을 후원하거나 후원자를 모으는 방식으로 모금을 진행하였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어려운 재

외동포 가정을 돕기 위한 결연모금 프로그램 ‘결연 2000사업’을 알리고 재외동포들의 어려운 현실

을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행진단은 지역걷기대회를 진행하고 조를 나눠 통과도시의 

번화가에서 홍보 및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부산, 목포 등 11개 지역에서는 옥수수죽 모금만

찬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고려인 민족가무단 ‘아리랑’이 행진 전체 일

정에 참여하여 공연과 거리홍보에 나섰다.

희망의 행진99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중앙일보, PC통신 유니텔, 한문화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한문화운동

연합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경실련의 지역조직이 지역별 행사를 주관했으며 목포 출발식에는 

목포미래를여는공동체도 참여해 행진단을 응원했다. 또한 인제대학교 의대병원, 대구카톨릭대학 

의대병원, 구미 순천향병원, 경희대학교 의대병원, 조선대학교 의대병원, 원광대학교 의대병원, 한

양대학교 의대병원, 김천보건소, 아주대학교 의대병원이 구간별로 의료진을 파견했고, 중앙일보와 

유니텔은 참가자 모집과 행사홍보로 도왔다. 

국회 앞을 지나고 있는 행진단. 1999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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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참가자는 전국행진단 187명, 구간행진단 3,000명, 일일걷기 참가자는 3만명에 달했다. 전

국행진단에는 학생과 일반시민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해외동포도 30명이나 

참여하였다. 행사를 계기로 다수의 개인들이 ‘결연 2000’사업의 자매결연을 약정했다. 희망의 행진

99로 모금된 성금은 사기피해를 당한 중국 조선족동포,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동포의 정착지원금, 

중국 동북지방에서 유랑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식량지원, 그리고 식량난에 처한 북한동포에 대한 식

량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두 차례 진행된 국토종단 순례행진을 통해 1억 5천만원 가량의 성금이 모아졌다. 모금 방식도 

행진단의 직접 모금을 기본으로 생방송을 통한 전화 ARS 모금,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원클릭 모금, 

지역 행사를 통한 모금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례없이 많은 자원봉사자

들이 참여한 행사였던 행진98과 희망의 행진99는 일일걷기에 참가한 국민이 각각 3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적 축제로 개최되었다. 

행진98과 희망의 행진99는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했던 한 캐나다동포의 걸음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행진은 경제위기와 식량난에 직면한 남한과 북한, 전 세계에 흩

어져 있는 우리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국내 결식아동 및 북한의 굶주리는 어린이

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 특히 북한 어린이를 위한 국산분유지원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며 말로만이 

아닌 나눔과 민족화해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다. 또한 희망의 행진99는 북한동포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행진이 거듭될수록 우리들만의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성과 예천을 지날 때 한 아름 사과를 안겨 주시

던 주민들, 부산시민들과 함께 한 8.15 행사, 비를 맞으며 마중 나온 진주 시민들, 행진단의 대국민 호소문을 들으며 목포

의 시민들과 함께 흘렸던 눈물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 각지를 지날 때마다 뙤약볕을 마다 않고 함께 걸어주신 수많은 국

민들이 큰 힘을 주었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그렇게 임진각에 도착한 우리들은 더 나아갈 수 없게 가로막

는 철조망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통일염원을 새긴 색 띠를 묶어 놓았다.”

- 신동호 (행진98 참가자, 시인)

“어떤 이는 국토순례의 추억이라는 낭만적인 생각으로, 또 어떤 이는 극기정신을 키우자는 생각으로, 제각기 달랐던 우리

들의 마음은 행진이 계속될수록 민족을 걱정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변해갔고, 끝내는 우리의 하나 된 마음과 발걸음이 나라

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번져갔습니다.” 

- 이석영 (행진98 참가자, 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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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98과 희망의 행진99에 이어서 2000년에는 ‘북한 결핵어린

이 돕기를 위한 파리 - 베를린 자전거대행진’(이하, 파리 - 베를린 자

전거대행진)을 개최하였다. 2000년 들어 북한동포의 식량난은 한

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영양 부족으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 북한 

보건의료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는 북한의 결핵환자가 300~400만명에 이르며 이중 소아결핵 환자

만도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우리민족로돕기운동>은 국내외, 특히 유럽 한인 사

회에 북한 결핵어린이 지원을 호소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인들에게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파

리 - 베를린 자전거대행진을 추진하였다. 

본 행사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중앙일보, 디지털타임스,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주한유

럽연합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KBS, 스포츠서울, 한국통신하이텔, 외교통상부, 월드

컵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후원했다. 행사 추진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중심으로 주

최 단체가 참여하는 ‘파리 - 베를린 자전거대행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진단이 통과하는 지

역마다 한인교민과 한인회, 지역 언론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이 행사는 한국은 물론 해외 각지에서 수천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등 행사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심사 과정을 거쳐 

총 100명의 행진단을 꾸렸다. 행진단은 이성락 단

장과 전영섭 부단장을 중심으로 행진관리팀(황규

일, 조윤형), 의료지원팀(홍창호, 홍정), 추진위원 

(김덕수, 김영길), 차량봉사팀 6명, 촬영팀 8명, 인

터넷방송팀 4명, 식사지원 3명, 그리고 신청자 중 

선발한 일반 참가자 71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참

가자와 해외동포 참가자를 각각 50명씩 동수로 선

2.  파리 - 베를린 자전거대행진

파리-베를린 자전거대행진 로고

독일교민회에서 행진단 이성락 단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2000년 7월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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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추진 조직

대회장	 강문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이영덕(전	국무총리,	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	회장)	

본부장	 이성낙(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장)

	 신중식(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	사무총장)

	 강운태(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회장)		

	 민명동(재독한인연합회	회장)		

부본부장	 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전영섭(변호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감사)

	 한만정(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장자크	그로하(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장)

	 이기항(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	관장)	

	 고창원(재독	한인연합회	부회장)

유럽지역연락·준비	 김영길(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유럽집행위원장)

추진위원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덕수(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	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	홍보간사)

	 차명제(녹색배달연구소	소장)	

	 김광덕(오딧세이2001커뮤니케이션	대표)

	 황규일(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사무국장)

사무처장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기획실장)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기획부장)

프랑스	 이승근(프랑스	한인회	회장),	이상구(파리침례교회	목사),	박홍근(재구주한인총연합회	회장),	

	 이사빈(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재환(파리	온니바	사장)

	 장석현(파리	KBS근무),	손정훈(유학생),	Michel	Rossi(한불친선협회	회장	)

벨기에	 신중식(벨기에	한인회	회장),	전원호(브뤼셀	한인교회	담임목사),	

	 안성상(유로미션센터	목사),	김효희(한인회	총무)

추진본부

행사국가·

도시별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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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김행국(네덜란드	한인회	회장),	이창기(로테르담	한인교회	담임목사)

	 Domingo Atsma(Choi Nam Sun)(홀랜드	입양인모임	회장)

	 네덜란드 6.25 참전 전우회, 네덜란드 자전거협회

독일	 최정식(재독	한인연합회	전	회장),	권영목(그뤽아우프회	회장),	이종남(재독대한체육회	회장),	

	 김정자(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

뒤스부르크	 정동순(뒤스부르크	한인회	회장)

	 고흥석(뒤스부르크	한인회	전	회장)

	 김성주(뒤스부르크	선교교회	목사)

뒤셀도르프	 정금석(뒤셀도르프	한인회	회장)

쾰른	 박병환(쾰른	한인회	회장)

본	 김상근(본	한인회	전	회장)

	 신효식(본	한인회	회장)

	 김동욱(라인나이트	한인교회	목사)

마인츠 조창희(마인츠	한인회	회장)

프랑크푸르트	 안영국(프랑크푸르트	한인회	회장)

	 박남수(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목사)

	 이형길(프랑크푸르트	교역자협의회	회장)

	 박선유(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전	교장)

라이프치히 장세균(라이프치히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기숙(한인식당	운영)

베를린	 최종관(베를린	한인회	회장)

	 성기상(베를린	목회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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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으며 초등학생부터 60대 여성, 가족 참가자, 자전거전문가, 사진작가, 의사, 프랑스입양인, 

재독동포, 재미동포 등 그 구성도 매우 다양했다. 

파리 - 베를린 자전거대행진은 2000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됐는데, 6월 

20일 프랑스 파리 평화의 벽을 출발하여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과 헤이그, 독일의 뒤

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포츠담을 거쳐 유럽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2,002km를 자전거로 달리는 여정이었다.

6월 20일 오전 11시 프랑스 파리 평화의 벽 광장에서 열린 출발식에는 많은 교민들과 파리 시민

들이 참여하여 대장정을 떠나는 행진단을 격려했다. 행진단은 통과하는 지역의 교포 및 지역 주민

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이준열사기념관을 방문하

고 기념관 앞에서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 참전 전우회, 네덜란드 입양인 모임과 함

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비둘기 50마리를 날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독일에서는 뒤스부르크, 뒤

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의 한인회 및 교회 연합회가 중심이 돼 북한 결핵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

원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독일경찰은 분단의 아픔을 공유한 나라답게 전 구간의 선두에서 

행진단을 안내하며 특별한 관심을 주었다. 또 우리 노래와 춤 전문공연자인 김준호, 손심심 부부는 

행진 통과 지역마다 교민초청 공연과 거리 모금을 진행하여 교민과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

다. 이러한 행진단의 활동은 당시 인기 예능프로그램이던 KBS ‘도전지구탐험대’를 통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7월 11일 행진팀은 독일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에 도착

하며 2,002km에 이르는 대장정을 마쳤다. 

행진 기간 동안 많은 유럽 교민과 현지인들이 성금 모금과 행사에 참여했는데, 특히 유럽의 제

01  베를린 시내를 주행 중인 자전거행진단. 2000년 7월     02  파리-베를린 자전거대행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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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회사와 한국에 지사를 둔 유럽기업들은 의약품을 기증하기도 하였다. 행진과 함께 국내에서는 

방송, 신문, 인터넷 통신을 통한 다양한 소액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그 중 한국통신하이텔(www.

hitel.net)과 넷피아닷컴(www.netpia.com)이 공동으로 진행한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사랑의 원 - 

클릭 캠페인’이 대표적이었다. 두 회사는 자사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모금클릭’을 만들고 이를 클릭

하는 네티즌 1명당 100원씩을 적립하여 이후 두 회사가 클릭수 만큼의 성금을 북한 결핵어린이돕

기 성금으로 기탁하였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직후 열린 파리 - 베를린 자전거대행진은 실천적인 민족화해운동의 장

이었으며, 국제사회에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염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1년 7월 

에는 행사를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32만달러 상당의 결핵약을 구입하여 북한 결핵어린이들에게 전

달하였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도착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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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헌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

사업’(이하, 헌교과서 수거사업)은 학기가 끝

나면 버려지는 헌교과서를 학생들이 모아 기

부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이를 수

거, 판매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어려운 한민족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학생들

이 실천을 통해 나눔 문화를 익히고 자원의 선

순환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참여교육

사업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시민의 

참여와 기부로 성장했음을 상기할 때 헌교과

서 수거사업은 국민 참여의 전통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남북통합의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

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성된 기금은 북한어린이 급식지원사업, 중국 조선

족학교 도서관지원사업,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 지원사업에 쓰이고 있다. 서울지역 수거

사업은 2011년 7월부터, 경기도지역 수거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가. 서울지역 헌교과서 수거사업

서울지역 헌교과서 수거사업은 2011년 6월 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특별시교육청 

(이하,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서울교총) 간의 공동사업 협약식을 시작으

로 공식화되었다. 본 협약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

표, 임점택 서울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거행되었다. 헌교과서 수거사업

은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광주전남본부)이 2005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을 서울지

역으로 확대한 사업으로 광주전남본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학교 수가 광주전남

의 다섯배에 이르는 만큼 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개별 학교들과의 소통 구조를 

3.  헌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헌교과서 날개를 달다”

헌교과서 수거를 위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기금전달 및 업무협약식. 

2015년 5월 1일. 왼쪽부터 이일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

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병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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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것이 큰 과제였다. 이를 위해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서울시교육청, 서울

교총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 사업을 알려

나갔고 특히 학생과 교사들이 사업의 취지

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

하여 배포하였다. 교과서 수거는 방학 직전

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

의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했다. 이에 폐지재

활용 수거업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자원재생

재활용조합과 협약을 맺고 조합 차원의 적

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또한 자원활동

가를 모집, 이들이 수거차량에 동승하여 수거의 전 과정을 관장토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1년 7월 여름방학을 즈음하여 첫 헌교과서 수거를 실시하였다.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의 사무처는 물론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600여개에 이르는 

초등학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다. 일정을 조정하고 이에 따

라 차량을 배치하고, 직접 수거 현장에 나가 수거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 첫 수거에 358개교가 참여하여 345톤의 헌책을 수거하였다.

헌교과서 수거에 참여한 초등학생들. 2012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감사인사 (2015년 5월 1일)

우리 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헌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 어린이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초·중·고 학생들이 헌 교과서를 기부하여 모

은 성금이 총 5억원을 넘었습니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해마다 그 기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북한어린이 지원,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에 소중하게 사용되었고 또 사

용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여러 경로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민족 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를 지원하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타인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참여한 우리학생들이 나눔과 배려, 자원의 선순환 및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의미 있고 뿌듯한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하

는 이 사업을 통해 한민족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서울의 학

생들에게는 기부와 나눔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사업을 함께 하게 된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 한국교총, 서울교총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노력이 통일한국을 여는 귀중한 밑

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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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교과서 수거사업은 매년 2월, 7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현재 연인원 기준 약 

800여개 학교가 수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여 학교에서 나오는 

헌종이나 폐지를 분기별, 혹은 월별로 기부하기도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매 수거 기간이 

끝날 때마다 전체 결과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에 전달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도 공문을 보내 해

당 학교의 기부 수량을 보고하고 있다. 

2012년 8월 14일에는 사업 개시 1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영담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수거사업에 함께한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

거 첫해 조성된 기금 1억 4천 5백만원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그리고 2015년 5월 1일에는 조희연 

신임 서울시교육감,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 이일영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하여 기금전달 및 업무협

약식을 가졌다. 

서울지역 헌교과서 수거사업 경과

연도 경과

2011년

4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 사업 협의 시작

6월 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 공동사업 협약식

7월 7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자원재생재활용조합 협약식

7월 14일 첫 헌교과서 수거

7월, 11월, 12월 헌교과서 수거 진행 (총 918개교 참여) 

2012년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 헌교과서 수거 기금 전달식 

2월, 7월, 11월, 12월 (총 745개교 참여)

2013년 2월, 7월, 11월, 12월 (총 810개교 참여)  

2014년 2월, 7월, 11월, 12월 (총 770개교 참여)  

2015년
5월 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 공동사업 협약식

2월, 7월, 11월, 12월 (총 774개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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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지역 헌교과서 수거사업 

서울지역 헌교과서 수거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2012년에는 경기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영담 상임공동대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정

영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 회장, 최정숙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경자협) 회장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에 비

해 10배 가량 넓은 경기도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도와줄 지역 조직

이 필요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자협 및 경기도 학부모 봉사단과 연대하여 경기도 사

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기지역에서의 첫 수거는 2012년 7월 실시되었다. 경기지역은 서울에 비해 매우 넓고, 학교 규

모도 학생이 수십명인 학교에서 2천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자원활동가들을 학교마

다 배치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만큼 서울에 

비해 학교의 자체적인 노력과 수거업체의 참

여가 더욱 중요했다. 다행히 학교들의 적극

적인 협조로 수거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

으며, 특히 다수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

적인 봉사단을 꾸려 수거활동을 도왔다. 수

원시 율현중학교의 경우 교내 봉사동아리가 

헌교과서 수거사업에 앞장섰다. 수원 율현중

학교 이은숙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나 성적 이외에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장에서의 봉사, 기부 교육이

라고 생각했다”며 “현교과서 수거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해외 한민족 어린이들이 민족정

체성과 전통을 이어나가고, 또 원하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헌교과서 수거를 통해 해외동포지

원사업의 필요성을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

이 수거 봉사 이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의 다양한 사업에 힘을 보태면서 개별

학교와의 소통도 활발해졌다. 학생들은 중국 
01  경기도 헌교과서 수거사업 협약식. 경기도교육청 2012년 2월 22일    

02  수원 율현중학교 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수거 하는 모습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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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학교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조선족학교 도서관에 지원할 책 모으기에도 적극 동

참하는 등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헌교과서 수거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북한어린이 급식지원사업,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우리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기부가 한민족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학생 개개인들이 기부하는 금액은 크

지 않지만 이것이 모여 북한 어린이들의 한 끼 식사가 되고, 조선족학교의 책장이 되고, 한글문화

학교의 교육기자재가 된다. 또한 수거사업은 학생 봉사동아리 조직 및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이

어지고 있다.

헌교과서 수거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이 넘는

다.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 참여 캠페인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취지에 

경기지역 헌교과서 수거사업 경과

연도 경과

2012년
2월 2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총, 경자협 공동사업 협약식

5월, 11월, 12월 (총 1,427개교 참여)  

2013년
4월 18일 헌교과서 수거 기금전달식

2월, 7월, 11월, 12월 (총 1,358개교 참여)

2014년 2월, 7월, 11월, 12월 (총 1,192개교 참여)  

2015년 2월, 7월, 11월, 12월 (총 928개교 참여)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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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헌교과서 수거사업

은 6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6년간 이 운동은 재활용자원 기부운동으로, 우리 학생들이 해외 한민

족 학생들을 돕는 나눔운동으로, 교육청·교총·학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함께하는 공동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학생들은 나눔과 기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배우며 교복 입은 시민

으로 성장하고 있다.

헌교과서 수거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  01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문화교실 지원     02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     03 북한어린이 지원 및 BaB 캠페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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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집에서 버려지는 교과서들이니까 모아서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또 해외 이웃들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적극 참

여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수거 일정이 맞물리고 책을 내릴 때 안전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었기

에 전교생 100%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각 학급 선생님들께 문자메시지 열심히 보내서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참여가 

높을 수 있었습니다.”

 - 수원 상촌초등학교 신양숙 선생님

“어릴적부터 봉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구요. 이번 계기를 통해 교내에서도 봉사 활동

을 할 수 있어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친구들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봉사동아리 박정연 학생

2011년도~2015년도 기금조성 실적

연도
참여학교 수거량(kg) 기금조성액(원)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서울 경기도

2011년 918개교 - 1,198,358 - 129,781,047 -

2012년 745개교 1,427개교 1,029,326 1,449,460 99,171,318 111,424,542

2013년 810개교 1,358개교 1,281,870 1,509,140 135,260,720 145,059,434

2014년 770개교 1,192개교 1,403,885 1,708,090 146,409,840 148,225,760

2015년 774개교 928개교 1,462,710 1,408,730 98,977,204 110,666,690

계 6,376,149 6,075,420 609,600,129 515,37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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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1만톤보내기운동’, ‘옷보내기운동’, ‘계란보내기운동’, ‘동포가정 자

매결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이 국

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대북지원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던 시기에도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이 계속해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원사업 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캠페인에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며 

한국과 동포 사회, 전 세계에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인류 평화의 메시지를 전

하였다. 전국을 도보로 순례하며, 유럽을 자전거로 일주하며 나눔과 평화의 정신을 몸소 실

천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이 헌교과서를 기부하여 해외의 어려

운 동포 학생들을 돕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째가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앞장서는 다양한 국민참여사업을 통해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다. 

평가 및 
향후 방향

국민참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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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사업의 방향, 우호적인 대북지원 

환경의 조성,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합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책연구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분단과 냉전으로 남북 간 대립의 골이 깊었던 창

립 초기에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대북지원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를 바꾸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여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자유로운 모금 활동의 허용, 

매칭펀드 도입 등 제도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런가하면 2000년대 들어 대북지원이 

긴급구호에서 점차 중장기 프로그램사업으로 전환되면서는 개발협력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고, 대북지원을 넘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지역 정세 등 

보다 큰 틀로 논의 영역을 확장해 갔다. 

2003년 12월에는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체계화하고 이를 통한 대북지원의 실질

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산하에 ‘평화나눔센터’를 설립하

였다. 그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시민과 소통하며 중장기적인 대북지원 정책, 남북통합과정에서의 갈등해결 방안, 한

반도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

02
정책연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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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북지원과 남북관계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오랜 

분단으로 고착된 불신과 반목은 대북지원에 대한 남남갈등을 불러왔고 우리 정부도 일관성 없는 잣

대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활동을 제한하였다. 단적인 예로 1995년 9월 정부는 민간차원의 대북지

원은 허용했으나 그 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 단일화했고, 기업과 언론의 모금활동 참여를 반대했으

며, 민간단체가 직접 북한 당국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대북 인도지원 제한 조치들을 개선하기 위해 1997년 7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관

련 단체들과 함께 ‘민족화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및 평화행진’을 전개하였다. 민간 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기업과 언론의 모금참여 허용,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남북 민간교류 허용을 정부

에 촉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토론회를 조직하고, 성명서와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 정부와 해당 사안을 협의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8년 3월 정부가 민간의 요구

를 일부 수용하여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4월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 대표단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창구 단일화는 계속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지원의 효율적 분배 문

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창구 다원

화를 위한 주창활동을 이어나갔다. 결국 1999년 2월 10일 정부가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를 발표

하면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

다. 1997년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은 1995년 정부가 쌀 1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사

용한 2,200억원 지출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

을 감안할 때 4자 회담 성사 이전에라도 국회의 결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민간모금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ARS모금 허용, 매칭펀드 

제도 도입, 인도적 구호활동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을 골자로 정책개선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노

력의 결과 1998년 4월 25일 ‘국제금식의 날’ 행사 때 정부는 ARS방식을 이용한 대북지원 모금을 처

음으로 허용했고, 이후 행진98 등 행사에도 ARS모금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적극 

1. 초기 대정부 주창사업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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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보다 안정

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초기 대정부 주창사업

대정부 주창사업 결과

정부차원의 지원, 기업과 언론의 모금참여 허용,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민간교류 허용

1998년 3월 민간차원의 남북 직접접촉 허용

1998년 4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방북

창구 다원화를 통한 대북지원 효율성 제고 1999년 2월 정부 창구 다원화 조치 발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매칭펀드 제도 도입 등 정부의 

재정 요청
1999년 10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조치

ARS모금 허용 1998년 4월 국제금식의 날에 ARS모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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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대북지원, 그리고 평화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대중과 나누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첫걸음이다. 

200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평화나눔 정책포

럼(이하, 정책포럼)’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

로이다. 2003년 11월 “다자간 대북 안전보장 

방안과 북핵 해법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제 

1회 정책포럼이 개최된 이래 2015년 9월 현재

까지 총 62회의 포럼이 진행되었다. 20~30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정책포럼에는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의 임원진은 물론, 일반회원·대북지원단체 관계자·정부·학계·언론계 종사자 등 다양

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남북관계 현안에서부터 개발협력 로드맵에 이르

기까지 쟁점 이슈를 선정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모든 주제 가운데 ‘대북지원’은 가장 자주 다루어진 주제이다. 2004년 2월 진행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변화와 발전 모색 - 한국, 미국, 유럽의 대북지원 사례 비교”와 같이 대북 인도지원 전반의 

발전 방안을 다루는가 하면, “대북지원 프로젝트와 대안에너지 활용방안”, “생태적 관점에서 본 남

북한 개발협력”은 환경, 생태라는 새로운 시각의 대북지원 접근법을 소개했다. 또한 향후 본격적인 

개발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더불어 남북경협의 실험장

인 개성공단, 북한 관광의 향후 전망 등 지원사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남북교류협력 전 분야를 심

도 있게 조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동시에 미국 대선, 북한 당대표자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같이 남북 간, 그리고 국제

정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르게 대응했다. 2004년 10월 북한 인권법안이 미

국 상원과 하원을 잇달아 통과하자 “북한 인권법안,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진행

하였다. 그런가하면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과 2009년 4월 로켓발사 직후에는 “북핵 위

기의 경로전망과 대비”, “북한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심층 대해부”라는 주제로 각각 포럼을 

2. 평화나눔 정책포럼 

제37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2008년 11월 10일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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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책포럼을 통해 북한의 변화상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자리도 만들

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정책과 시장화, 북한의 식량 상황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북한 상황에 대한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이후 대북지원단체들의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또 정책포럼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평화 이슈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평화운동, 평화NGO”에 

대한 성찰, “대북지원 시민단체와 평화운동” 등이 그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2015년 8월에는 체육교

류를 통한 남북 화해와 평화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2015년 9월까지 총 62회가 진행된 정책포럼에는 횟수만큼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

로 참여하였다. 북한 연구자는 물론, 개발협력 전문가, 통일부 관료, 평화활동가, 시민사회단체 관

계자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때로는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등 외국 

강사들을 초청하여 외국의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평화나눔 정책포럼

회 일자 주제 발표자

1 2003. 11. 26 다자간 대북 안전보장 방안과 북핵 해법 로드맵 전봉근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2 2004. 1. 15 2004년의 한미관계 그리고 민족공조 길정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3 2004. 2. 26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변화와 발전 모색 정옥임 선문대 교수

4 2004. 3. 25 개성공단사업의 현황과 과제 허만섭 한국토지공사 팀장

5 2004. 4. 22 평양관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김병규 평화항공여행사 이사

6 2004. 5. 20 북한의 경제발전모델과 남북한 협력방안 김연철 고려대 아문연 연구교수

7 2004. 8. 19 쿠바의 유기농 성공이 북한에 주는 교훈 김성훈 중앙대 교수

8 2004. 9. 16 동북아 틀에서 바라본 남북관계 권만학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학장

9 2004. 10. 21 북한 인권법, 쟁점과 전망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10 2004. 11. 12 2004년 남북관계, 회고와 전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11 2005. 1. 20 200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전망 전현준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2 2005. 2. 2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북미관계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13 2005. 3. 23 7.1 경제 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사회 및 주민생활 변화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14 2005. 4. 20 북한 주민의 살림살이와 호주머니 경제활동 김영수 서강대 교수

15 2005. 5. 25 대북지원 시민단체와 평화운동 박경서 인권대사

16 2005. 8. 23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 NGO활동 피터 백 ICG동북아사무소 소장

17 2005. 9. 27 제4차 6자회담의 평가와 후속조치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18 2005. 10. 26 대북지원 프로젝트와 대안에너지 활용방안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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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2장. 국민참여사업·정책연구·평화교육·국제협력 - 02. 정책연구

19 2005. 11. 22 1949~1989 동서독간 경제교류
페터 가이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20 2006. 1. 12 200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1 2006. 2. 21 세계은행과 북한 개발협력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2 2006. 3. 28 한국의 평화운동, 평화NGO : 발전을 위한 성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3 2006. 4. 26 북중 경제협력 관계의 변화: 현황과 함의 이정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4 2006. 5. 24 2006년 북한 경제 현황과 식량 사정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5 2006. 6. 21 남북협력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연철 고려대 아문연 연구교수

26 2006. 8. 24 독일통일 15년을 인터뷰하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

27 2006. 9. 20 9.19 공동성명 1주년과 한반도 정세 김근식 경남대 교수

28 2006. 10. 31 북핵 위기의 경로 전망과 대비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대북정책실장

29 2007. 2. 22 6자회담과 남북관계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30 2007. 3. 23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적표 - 경제 사회적 효과의 분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31 2007. 4. 26
2.13 합의이후 남북관계 변화의 막전막후 

- 변화의 방향과 동태를 중심으로

홍양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32 2007. 10. 11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동향과 대북 개발지원의 새로운 모색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3 2008. 4. 15 북한경제의 달러화와 주민들의 외화의존 실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34 2008. 5. 13
사회주의 경제에서 인민들의 생존전략 : 1990년 이후 

쿠바와 북한의 사례
신석호 동아일보 기자

35 2008. 6. 10 북한 협동농장 운영과 농민 사경제의 실태 정은미 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36 2008. 10. 7 미국대선의 향방과 남북관계 전망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7 2008. 11. 10 꽉 막힌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운영위원장

38 2009. 1. 15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독 상황 - 식량 부족의 현상과 본질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9 2009. 4. 27 북한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심층 대해부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40 2009. 9. 4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41 2009. 10. 8 남북간 인도주의 현황과 민관협력 고경빈 전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42 2010. 3. 15
북한 인구통계와 자료: 1993년과 2008년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43 2010. 4. 26 생태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개발협력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

44 2010. 5. 24 천암함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류석진 서강대 교수

45 2010. 7. 6 독일통일의 재조명과 남북관계의 제언
베르너 캄페터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46 2010. 9. 16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은 어디로? - 북한과 주변 정세 전망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7 2010. 10. 1 천안함 이후, 위기의 한중관계 : 현상과 실제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48 2011. 6. 16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북중경협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49 2011. 7. 21 북한 역량개발을 위한 UN기구의 지원사업 남상민 UNESCAP 환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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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11. 9. 26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과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발표

1. 남북 당국간 관계 및 6자 회담 발표

2. 남북간 경제협력 발표

3. 대북 인도적 지원

· 사회 :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발표 : 김연철 인제대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

· 토론 :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 실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김정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센터장

51 2011. 10. 18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정책에 대한 

한국 NGO의 역할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중심으로
문경연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52 2011. 11. 10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 발표 : 신영전 한양대 교수

· 토론 : 장춘용 굿네이버스 단장,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국장

53 2012. 6. 21 북한 최근 식량 사정과 정부 식량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형준 WFP한국사무소장, 

강동완 동아대 교수

-
2012. 6. 21 

(광주)
2013년 체제와 민간 통일운동 김연철 인제대 교수

54 2012. 8. 16 대북지원 민관협력체계의 평가와 발전 방안 강동완 동아대 교수

-
2012. 10. 30 

(광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윤영덕 조선대 교수

55 2013. 4. 26 한반도 위기와 전망 :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56 2013. 7. 23 한반도 평화구축과 인도적 대북지원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장 

카미 티농 프랑스 씨앙스포릴

57 2013. 11. 20 인도적 대북지원과 국제협력
크리스토프 폴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
2013. 12. 13 

(대구경북)
북한의 신경제체제 : 내용과 전망 정창현 국민대 교수

58 2014. 4. 23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과 2014년 남북관계 전망 김용현 동국대 교수

59 2014. 6. 24
남북경협의 장, 단동 - 5.24 조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강주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2014. 7. 15 

(광주)

남북경협의 장, 단동 - 5.24 조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상을 중심으로
강주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60 2014. 10. 7
북한 식량난, 정말 끝났나? - 기후 변화와 북한 식량 

위기 가능성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 거버넌스센터

-
2014. 10. 21 

(광주)
인천 아시안게임이 남긴 과제와 남북 체육교류의 방향 김효은 전 인천시 남북협력팀장

61 2015. 6. 30 북한 가뭄 실태와 식량 상황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62 2015. 9. 14 체육교류로 열어가는 남북 화해와 평화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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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기 대정부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대북지원 초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국민들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고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초기에

는 대북지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명한 종교계 인사와 사회 원로들을 모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

을 취했다. 1996년 7월 16일 진행된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

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개최한 첫 

번째 간담회였다. 본 행사에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신한국당 황병태 의원, 자민련 김허남 의원, 민주

당 장을병 의원이 각 당 대표로 참석하였고, 국회 박관용 통일외무위원장 등 18명의 국회측 인사,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서영훈 대표 외 16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북

한에 대한 긴급구호활동 참여, 지원창구의 다원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같은 해 11월 2일에는 ‘시민사회 각 계 인사 시국간담회’를 열어 북한동포돕기와 남북관계의 평

화구도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학계, 여성계,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 언

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를 망라하는 100여명이 함께 했으며 간담회는 시국에 관한 성명을 발표

하며 마무리되었다.

1997년 9월 8일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당면과제 및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서영훈 상임공동대표, 최창무 상임공동대표, 강문규 공동대표, 김성훈 중앙대 부총장, 김운근 박사, 

이장희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3,4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에 사용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대중이 참여하는 옷보내기운동 등 민간

차원의 운동이 동시에 전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1997년 1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대선후보초청 통일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

3. 토론회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00여명의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시국 간담회. 1996년 11월 2일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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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성명서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성명서

오늘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한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초청간담회에 참석한 우

리들은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 동포들의 상황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근이 북한의 수재 탓만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북한의 어려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민족적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남과 북의 당국자가 서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같

은 민족으로서 서로 돕는 동포애가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북한 상호간의 불신으로 인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북

한의 주민이 아사의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으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적

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먼저 민간차원에서의 긴급구호 활동이 보다 거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각 계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전달방법에 있어서도 대한적십자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검증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라면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동포의 어려움을 민족적인 위기상황으로 보고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하는 바 입니다.

1996년 7월 16일

간담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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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토론회’를 열었다. 3당 대선 후보인 이회창, 김대

중, 이인제 후보는 차례로 통일과 대북 인도적 지원

에 대한 기조연설을 발표했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 대표들은 민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토론회는 

질의응답,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전 정부에 비해 훨씬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를 밝

힌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이후 몇 년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의 확대 방안

과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하게 된다. 1998년 2월 7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회 각계인사 정책 집담회 - 새정부 하에서의 통일정책과 대북인도

적 지원’을 개최하여 새 정부의 남북화해 정책과 대북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집담회

에는 다수의 방북 경험을 가진 미국 조지아주립대의 박한식 교수도 참석하여 생생한 북녘 소식을 

전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5월에는 15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5월 15일 토론회에는 대북지원 및 통일단체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들이 모여 남북회담

의 의의와 향후 남북관계에서의 민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 날 모아진 의견을 

17일에 진행된 ‘대통령과 민간단체 대표와의 면담’에서 전달하였다. 26일에는 ‘남북정상회담과 이산

가족 상봉’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산가족문제의 현황을 짚어보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의견을 모았다.

나. 평화나눔센터 개소 이후 정책토론회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2003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산하에 평화나눔센터를 설립하며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 생산과 공론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갔다. 평화나눔센터가 다룬 다양한 주제 가운

데 대북지원 시스템 구축과 대북지원 발전 방안은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

년에만 네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의 

영향으로 2005년에는 199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개정되었고, 2006년에는 임채정 의원 발의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성과

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평화나눔센터는 대북지원에 있어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다.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 1997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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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눔센터는 2005년 대북지원 

10년을 전후해 그간의 대북지원에 대

한 평가와 본격적인 개발지원으로의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토

론회에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북한 

연구자, 그리고 농업, 보건의료 등 지

원 분야별 전문가, 대북지원단체 인사

들이 참여하여 대북 개발지원의 큰 그

림을 함께 그려나갔다. 평화나눔센터

는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면서

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또한 놓지 않

았다. 2011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을 비롯한 6개 대북지원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식량난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및 영유아의 위기 상

황 분석 토론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본 토론회에는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주한미국대사

관, 주한호주대사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북한의 심각한 식량 상황과 영유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재개를 공론화하였다.

2000년대 중반 대북지원사업은 정점을 찍으며 남북교류의 되돌릴 수 없는 큰 물줄기를 만들었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북지원사업은 남북한 주민의 마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북정책과 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화나눔센터는 

2007년 “남북통합과 갈등해결”이라는 대명제 아래 남북 간 관계개선은 물론 남남갈등 해결 방안에 

천착하였다. 총 4회에 걸쳐 ‘남북통합갈등 해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며 ‘타자로서

의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해 나갈 것인지, 더불어 시민사회의 갈등해결 교육이 남남갈등 해

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2008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관계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남북관계 의제

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시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를 이어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09년과 2010년의 ‘통일담론’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

간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통일담론들이 생산되었지만 진영 논리에 갇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

화나눔센터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모아 서로 다른 통일담론을 분석하고 보다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길을 모색해 나갔다.

평화나눔센터는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다

루었다. 2004년 2월 ‘참여정부 1년, 남북관계 진단과 발전방향’, 2011년 9월 ‘이명박 정부 임기말 대

북정책 과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등이 그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12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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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2014년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시

민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

포럼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통일외

교안보분야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평화나눔센터는 독자적인 토론회와 함께 

다양한 단체, 기관들과 연대하여 보다 규모 있

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갔다. 2008년부터 이

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매년 진행하고 있는 ‘북

한 신년사 토론회’는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매

년 1월 1일 북한이 발표하는 신년사(공동신년사

설)는 그 해 북한의 정책 기조와 대남 정책을 엿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평화나눔센

터는 2008년부터 매년 그해의 북한 신년사를 분석하고 한 해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북한 신년사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9회째를 맞은 ‘북한 신년사 토론회’는 이제 북한 연구자와 대북지

원 관계자들이 함께 새해를 여는 신년 하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책토론회가 남북관계 관련 이슈를 대중에 알려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전문가 간의 심도 깊은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전문가들은 라운드테이블을 통

해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지원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다. 2007년에는 ‘정상회담’을 주

제로 세 번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정상회담의 의의와 개최 가능성, 국제정세,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여섯 차례의 ‘NGO·전문가 집중 토론’을 통해 향후 10년의 남북관계 비전과 아젠

다, 전개 방안,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2014 북한 신년사 토론회. 2014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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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요

일자 주제

1996. 7. 16 각 당대표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1996. 11. 2 사회각계인사 시국간담회

1997. 9. 8 북한동포돕기 사회각계인사 간담회 -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당면과제 및 향후방향

1997. 11. 18 대선후보초청 ‘통일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8. 2. 7 사회각계인사 정책집담회 - 새정부 하에서의 통일정책과 대북인도적 지원

1998. 10. 13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운동의 향후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8. 11. 27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0. 5. 15 남북정상회담과 민간단체의 역할 정책집담회 

2000. 5. 26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학술토론회 

2003. 12. 1 평화나눔센터 창립기념 정책토론회 “대북 인도적지원, 교류협력사업과 북한의 변화”

2004. 2. 24 제2회 정책토론회 “참여정부 1년, 남북관계 진단과 발전방향”

2004. 5. 18 남북협력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2004. 6. 22
제1차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책토론회 

“17대 국회에서의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 방안”

2004. 7. 12
제2차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책토론회 

“남북협력기금 운용제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2004. 12. 7
평화나눔센터 창립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공동평가와 전략적 접근”

2005. 6. 22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2005. 7.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험

2005. 7. 5 내부집담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과제와 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2005. 7. 21 창립9주년 기념 토론회 “대북 인도지원의 과거, 현재, 미래”

2005. 7. 25
북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제1회 전문가 간담회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험”

2005. 9. 8
북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제2회 전문가 간담회 

“대북 개발지원의 쟁점과 정부·NGO의 역할 및 협력방안”

2005. 10. 25 평화나눔센터 / 한국국제협력단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북한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전략”

2005. 11. 지자체 대북지원 사업의 현황과 평가 : 경기도를 중심으로

2005. 11. 16 3차 전문가 토론회

2005. 11. 18 ~ 19 평화나눔센터 워크숍 “북한개발지원과 NGO”

2005. 12. 20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대북지원 프로젝트 평가의 문제점과 과제”

2006. 6. 13 6차 정책토론회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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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23 ‘평화활동가 교육사례와 요한갈퉁의 동북아 평화제언’ 공동주최

2006. 9. 19 전문가 토론회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주요 쟁점”

2006. 12. 13
7차 정책토론회 북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쟁점분석과 갈등해결 방안 :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책

2007. 2. 27 제1차 NGO, 전문가 집중토론회 “북한사회주의의 현재와 미래 : 북한체제의 내구력 중심으로”

2007. 3. 13 제2차 NGO, 전문가 집중토론회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협력 : 평가와 대안모색”

2007. 3. 27 제3차 NGO, 전문가 집중토론회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2007. 4. 10 제4차 NGO, 전문가 집중토론회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시민사회의 역할”

2007. 4. 13 AVP(폭력대응 대안모델) 공개강연 공동주최 “변혁시키는 힘”

2007. 4. 24 제5차 NGO, 전문가 집중토론회 “6.15공동선언 2항과 ‘과정으로서의 통일’ 로드맵”

2007. 5. 28
대북지원 공동행동규범 제정 제1차 전문가 토론회 

“대북지원사업의 사례와 교훈: 현장에서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2007. 6. 1~2 2단계 NGO,전문가 집중토론회 “남북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성찰과 재인식”

2007. 6. 29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제1차 전문가 토론회 

“우리에게 북한이란 어떤 존재인가 : 서로주체성의 이념에서 본 남북관계와 소통의 방법”

2007. 7. 11 평화나눔센터 남북관계 쟁점진단 1차 라운드테이블 “남북정상회담의 향방과 기대효과”

2007. 7. 13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2차 전문가 토론회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개발경험과 운영에 대한 평가”

2007. 8. 14 2차 긴급점검 라운드테이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후속조치”

2007. 10. 4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국제학술회의 공동주최

2007. 10. 9 3차 라운드테이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지원 발전방안”

2007. 10. 26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3차 전문가 토론회 

“남북통합 및 갈등해결 이론과 시민교육 방법론”

2007. 12. 18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4차 전문가 토론회 

“남북통합의 전망과 갈등해결 프로그램”

2008. 1. 4 17차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2008 북한 신년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차”

2008. 1. 18 18차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인수위의 대북정책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2008. 9. 4 19차 평화나눔센터 학술토론회 “남북관계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진로모색”

2008. 10. 2 4차 라운드테이블 “남한 시민사회와 남북관계”

2009. 1. 5 5차 라운드테이블 “2009년 북한 공동신년사설의 분석과 정세 전망”

2009. 8. 24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09. 9. 11 시민사회 통일론의 정립을 위한 1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2009. 11. 7
시민사회 통일론의 정립을 위한 2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철학적 성찰”

2010. 1. 4 2010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분석과 남북 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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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3
시민사회 통일론 정립을 위한 1차 집중토론 

“백낙청의 ‘대북포용정책 버전 2.0’을 논한다”

2010. 5. 17 시민사회 통일론 정립을 위한 2차 집중토론 “북한 급변사태론, 어떻게 볼 것인가?”

2010. 7. 8 시민사회 통일론 정립을 위한 3차 집중토론 “남북연합론, 어떻게 볼 것인가?”

2010. 11. 12 평화나눔센터 전문가 토론회 : “국제금융기구와 개발보고서 -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2011. 1. 3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2011. 5. 26 대북지원 NGO 공동토론회(인권위)

2011. 9. 26 이명박 정부 임기말 대북정책 과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2011. 12. 2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1차 전문가 간담회

2012. 1. 3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2012. 5. 24 5.24조치 2년,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회의 

2012. 9. 18 대북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12. 11. 14
국토 인프라 구축 정책제안 모임 

“한반도 도약의 블루오션, 북방경제 : 국토 인프라 구축 실천과제 제안”

2013. 1. 3 2013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13. 12. 13 대구경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준) - 북한의 최근 경제 변화

2014. 1. 2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14. 2. 20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 토론회

2014. 11. 13 인도적 대북지원, 이대로 좋은가? 남북 화해와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모색

2015. 1. 2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15. 2. 27 광복 70주년·6.15공동선언 15주년 대토론회 -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2015. 11. 25 대북지원 분야별 평가와 전망

2016. 1. 5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2016. 1. 8 긴급점검 라운드테이블 “북한 4차 핵실험의 함의와 시민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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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면서 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큰 틀의 지원 시스템 

연구가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4년부터 

평화나눔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사업에 착수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 개발지원사업의 방향, NGO 협력 방안 등의 주제에 천착했는데 본 연구에는 NGO 실무

자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더불어 대북지원과 관련된 각종 백서 작업을 진행하며 

대북지원의 역사를 정리·기록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2004년에는 통일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대북지원 발전 방안에 관한 두 건의 연구를 진

행하였다. 2000년을 지나며 대북지원이 단순지원에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그 형태와 규

모가 점차 확대되던 터라 이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선보인 것이 「대북지원 체계화를 위한 북한평가 모델과 공동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와 「국

제사회의 대북지원 행동강령과 지원사업 평가틀 분석」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영향으로 여러 대북지원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사업이 2005년 남북

협력기금 지원 분야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합동사업 이전까지의 기금 사업은 개별 단체의 단일 사

업에 한정돼 있었다. 합동사업을 통해 개별 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지원사업을 구상하

고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더

불어 개별 프로젝트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행동강령과 지원사업 

평가틀 분석」은 2008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공동행동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실제 이

를 제정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평화나눔센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한개발지원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

다. 2004년 대북지원에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개념과 정책 틀

을 도입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개발지원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선도

하였다. 또한 북한개발지원이라는 주제로 통일연구원과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

구를 진행하여 2008년과 2009년에 이를 전집 형태로 출간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통일부의 의뢰

를 받아 「북한 빈곤해소를 위한 개발지원 전환 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 2010년부터는 

북한개발 정책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더해 2010년에는 이화여대 통일학연

구원의 지원으로 「2010 북한개발연구보고서」를, 2012년에는 통일부 연구 용역을 받아 이화여대 통

4. 연구사업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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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북한의 재난방지 및 한반도 재난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를 통해 북한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북한의 개발전략 모델과 개발

협력 정책 등을 제시하며 중장기 북한 개발협력사업의 기초를 다져나갔다.

그런가하면 평화나눔센터는 2005년부터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과 함께 경제인문사회연

구회가 추진하는 『동북아 NGO 연구총서』 협동연구에도 참여했다. 이 협동연구는 2005년 12월 첫 

번째 『동북아 NGO 연구총서』가 발간된 이후, 2006년에는 「동북아 지역 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이, 2007년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연구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됐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간 대북지

원 국제 NGO 회의를 여러 차례 조직하며 얻은 경험들을 체계화·이론화했고, 국제적인 연대의 틀

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명할 수 있었다.

평화나눔센터는 대북지원의 역사를 정리하는 각종 백서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대북지원의 역사

를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향후 발전된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그 첫 번째 작

업이 2005년 12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및 민관정책협의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대북지원 10년 

백서』이다. 본 백서 집필에는 평화나눔센터 이종무 소장이 참여하여 통일연구원 집필진들과 함께 공

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통일부의 의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를, 2012년에는 경기도의 의뢰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를 집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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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눔센터 연구활동

연구명 연도 발간처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의 변천과정과 현황에 관한 연구 1999년 통일부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기본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1999년 농촌경제연구원

대북지원 체계화를 위한 북한평가 

모델과 공동지원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2004년 통일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행동강령과 지원사업 평가틀 분석 2004년 통일부

동북아 NGO 연구총서 작성 참여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대북지원 10년 백서 공동집필 2005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및 

민관정책협의회

동북아 지역 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2006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2007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총7권)
2008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2009년 통일부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 (총6권) 2009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북한빈곤해소를 위한 개발지원 전환 방안 2009년 통일부

북한 개발원조를 위한 국내 시스템 구축방안 2009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2010 북한개발연구보고서 2010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방안: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연구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전략: 쟁점과 제언 2011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 백서 2012년 경기도

북한의 재난방지 및 한반도 재난안전망 구축방안 2012년
통일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공동연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방안 2012년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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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북지원사업은 단순 물자지원에서 농업, 보

건의료 등 분야별 지원으로 전환되었고 그 규

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지원사

업의 전문적 평가 및 외부 평가가 활성화되

고, 평가의 중심이 실적에서 성과로 이동하

였다. 이에 따라 평화나눔센터는 개발협력의 

개념을 알리고 정책 틀을 마련하는 한편, 실

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실무자들의 역량

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그 일환으로 

2005년 12월 첫 번째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인 ‘북한 개발협력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다. 

2005년 12월 서울과 전라남도 광주에서 각각 개최된 북한 개발협력 아카데미에는 서울과 광주

전남 지역의 대북지원 실무자, 관련 연구자, 지자체 관계자,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여하였다. 본 아

카데미는 북한 개발지원의 쟁점과 과제, 개발지원의 역사와 원조의 정치경제학,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개발지원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와 물류관리 실무, 대북협상 사례와 대북 협상시 유의

점 등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남북관계 연구자는 물론, ODA 전문가, 대북지원 전문

가 등 총 10여명의 강사진이 참여하였다.

2010년 12월부터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대북지원 실무자 양성을 위한 

‘북한 개발지원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대학(원)생, 대북지원 단체 실무자, 북

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한 본 프로그램은 2010년 12월 처음으로 30여명의 수료생을 배

출한 이래, 2013년까지 총 6기, 1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명실 공히 가장 중요한 대북지원 실

무자 트레이닝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평화나눔센터는 대북지원 실무자 및 연구자들이 대북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대북 지

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없었다. 기존 언론에서도 인도지원 관련 뉴스는 

세부
사업 5. NGO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북한채널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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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북한 개발협력 아카데미 참가자들. 2005년 12월 8일

매우 제한적이고 단편적으로 다뤄졌을 뿐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실무자들이 대북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접하며 보다 전문적인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사업을 준비할 수 있

도록 2004년 ‘구호와 개발협력을 위한 북한채널’(www.nkproject.org)을 구축하였다. 북한채널에

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및 각 단체들의 지원사업 관련 정보, 그리고 유엔 및 국제기구들의 주요 리

포트 등이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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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의 방향과 효율성 제고,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 대북지원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왔다. 그런가하면 대북지원의 환경을 결정짓는 남북관

계 이슈, 동북아와 국제정치 지형, 통일담론과 평화정착 방안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모든 논의가 평화 한반도와 남북통합의 길을 열어가는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5~6명이 

모이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200~300명이 모이는 대중 토론회, 한 장의 성명서에서부터 몇

백 페이지에 이르는 연구 총서에 이르기까지 그 형식은 다양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중과 

만나는 다양한 자리를 통해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로서 우리의 목

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다. 특히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대북지원이 

지난 20년 동안 북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

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꾸준히 알려내고자 한다.

평가 및 
향후 방향

정책 및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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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난 20년은 남북한의 반목의 역사가 상

호 이해와 화해로 전환되는 시간이었다. 반면 70년의 역사가 남긴 남남갈

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강고한지, 그로 인해 개개인의 평화 감수성이 얼

마나 손상되었는지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개인적 차원의 평화 감수성을 끌어올

리지 않고서는 남북 화해와 통합,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민 속에 지난 2013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 한반도를 이끌

어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사업을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우리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이 점차 평화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근래 들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화

교육 교과서를 제작하고 각급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평화교육이 중

요한 화두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에 비해 평화교육의 개념이 비교

적 최근에 정착된 터라, 아직까지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평화교육은 일방적인 강의를 지

양하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그리고 피교육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서

로 배움’을 지향한다. 또한  스스로 몸을 움직이며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통해 어린이

와 청소년들이 평화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대북지원과 교류협

력사업의 경험을 평화교육 속에 녹여내며 머리로 이해하는 남북 화해가 아니라 실재

하는 남북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해 왔다.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평화교육은 남북의 화해와 통합, 한반도 평

화의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평화교육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3
평화교육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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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가들은 ‘평화를 통한 교육’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이는 평화교육의 내용만큼이나 가

르치는 방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1) 한국은 서구에 비해 평화교육의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정착되

었고, 때문에 교육 방식이 여전히 일방적인 강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서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평화교육 기재가 개발돼 있으며, 특히 피교육자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평화가치를 

배우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이 일상화되었다. 2001년 영국 브라이튼대학교 등이 시작한 국제평

화축구는 축구와 체육활동을 통해 평화 가치를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프로그램을 차용하여 지난 2013년 가을부터 스포츠를 매개로 한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

는 코치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와 함께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을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가. 어린이평화축구교실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은 국제평화축구(Football for Peace International,이하 F4P)를 모델로 하

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다. F4P는 2001년 이스라엘의 유태인 어린이와 아랍 어린이들의 화합과 

상호이해를 위한 평화교육으로 출범했다. 영국 브라이튼대학교(University of Brighton), 독일 쾰

른스포츠대학교(Deutsche Sporthochschule),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이스라엘 스포츠협회

(Israeli Sports Authority) 및 영국축구협회(The English Football Association)등이 협력하여 설립

한 F4P는 현재 브라이튼대학교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시민의식과 가치관을 키우고, 지역 사회의 경계를 넘어 사회

세부
사업 1.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1)	 	데이비드	힉스,	“평화교육,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교육적	시도”,	『평화교육사상』,	2006,		p.249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2장. 국민참여사업·정책연구·평화교육·국제협력 - 03. 평화교육

333

적 접촉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

며, 축구 실력과 그에 관한 기술적인 지식 향상을 목표로 한다.

01  어린이평화축구교실 골세러머니 만들기. 2015년 4월 11일      02  어린이평화축구교실 신뢰 게임. 2015년 10월 24일

0201

국제평화축구(Football for Peace International, F4P)

•�영국�브라이튼대학교(University� of�Brighton),�독일�쾰른스포츠대학교(Deutsche�Sporthochschule),�영국문화원

(British�Council)�등이�축구를�통한�갈등�해소,�평화�문화�확산을�위해�2001년부터�시작한�프로그램.�브라이튼대학교

(University�of�Brighton)가�사무국�역할을�담당

•�초기에는�이스라엘의�아랍인과�유태인�어린이들의�갈등�예방과�평화로운�공존을�가르치고자�처음으로�도입되었음.�

현재,�잉글랜드는�물론,�이스라엘,�북아일랜드,�아일랜드,�감비아,�체코�등에서�어린이�대상�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음

•�F4P는�공평/포용(Equity�and�Inclusion),�신뢰(Trust),�존중(Respect),�책임감(Responsibility)이라는�4개의�평화�가치

를�다양한�게임과�툴(Tools)을�가지고�가르침

•�F4P는�어린이들에�대한�평화교육�실행은�물론,�평화교육자(평화축구�코치진)에�대한�체계적인�트레이닝을�특징으로�함.�

이는�평화교육자의�역량이�교육의�효과성과�직결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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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3년부터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씩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 F4P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평화축구 한국지부(F4P Korea)로 활동

하고 있다.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강, 8시간의 프로그

램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게임과 체육 활동, 축구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동, 그리고 아

래 4가지의 평화가치를 배운다.

F4P는 종교, 문화, 정치, 사회적 분열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과 북아일랜드에서 프로그램을 진

행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데 이 프로그램이 매우 유용하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이스라엘 프로그램의 경우, 처음에는 서로 이름조차 부르지 않던 유태

인 어린이와 아랍계 어린이들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서로를 친구로 대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

램이 비단 이스라엘과 같이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곳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평

화축구교실은 극심한 경쟁과 오랜 분단으로 평화 감수성이 매우 낮은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들의 평

화 감수성을 높이고 평화문화를 확산하는데도 유용한 교육 모델이다.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은 축구와 체육 활동을 매개로 하지만 축구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다. 그보다는 실제 몸을 움직이며 앞서 언급한 4개의 평화 가치를 체득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 ‘보물 사냥(Treasure Chest)’이라는 게임을 살펴보자. 이 게임은 어린이들을 3팀으로 나누

고 각 팀 진영의 중간에 많은 수의 공을 배치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은 공을 가져오

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게임을 진행할 때는 어떠한 규칙도 없다. 때문에 어린이들

은 드리블로 공을 가져오거나, 손으로 공을 가져오거나,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공을 가져오는 등 다양

한 행동을 보인다. 첫 게임이 끝나면 어린이들에게 게임이 공정했는지 묻고 어린이들 스스로 경기 

규칙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규칙에 대한 존중, 공평, 신뢰, 책임감

1. 공평과 포용 (Equity and Inclusion) 성별, 배경, 종교, 능력 등에 상관없이 서로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받아들임

2. 존중 (Respect) 자기 자신, 상대 팀원, 심판, 경기 규칙에 대한 존중 

3. 신뢰 (Trust) 사회적 다양성, 각자의 개성,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음 

4. 책임감 (Responsibility) 다른 이들과 함께, 또 다른 이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 서로 도우며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함

F4P에서 가르치는 평화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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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평화교육은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평화가치와 더불어 그 사회의 평화 이슈를 다룰 수 있어

야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어린이평화축구교실에서는 4가지의 평화가치와 함께 남북 관

계와 한반도 평화 이슈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남북이 만나고 

화합했던 순간들을 소개하며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이상하고 먼 나라로만 존재하는 북한을 우리가 

함께 평화를 이뤄나가야 하는 존재로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의 각 강의는 정형화된 구조를 가진다. 2시간동안 진행되는 세션은 먼저 몸

과 마음을 준비하는 워밍업, 드리블·패스·헤딩·슈팅 등 축구 기술을 주제로 진행되는 기술 세

션, 평화축구만의 다양한 규칙을 적용한(엔드존, 심판 없는 게임) 축구경기, 마지막으로 하루의 강

의를 정리하는 마무리 시간으로 나뉜다. 어린이축구교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게임과 활동은 어린이

들이 4개의 평화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 예로 ‘심판 없는 축구 경기’는 말 그대

로 심판이 없이 어린이들 스스로 갈등상황을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공이 아웃되었는지, 누군가가 

평화축구교실 진행 순서

참가자들끼리 본격적인 체육활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몸 풀기 운동을 한다.

기술연습과 체육 활동을 하며 위에서 강조한 F4P 핵심가치를 소개한다. 추상적인 가치 개념이 

구체적 사례로 드러나는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게 이끌어본다. 

F4P핵심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조건과 규칙을 적용한 축구 경기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참가

자들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것들을 심리적으로 체득한다.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

는 법, 공정하게 판정해야 하는 심판 역할의 중요성과 어려움, 게임의 흐름 속에서 협동과 타협

이 필요하게 됨,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갈등과 분란이 생긴다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만

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팀원들끼리 서로 신뢰해야 경기가 재미있다는 것

을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다. 

체육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배운 내용과 F4P 가치가 드러났던 순간에 대해 참가자들이 함께 토

론을 진행한다. 책임, 신뢰, 존중, 평등의 가치를 녹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 개념들을 자연스럽

고 재미있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워밍업 

The warm up

기술단계 

The Technical phase 

경기 단계 

The game phase 

마무리 

The cool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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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을 범했는지, 핸들링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 모든 판단은 각 팀의 선수들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과연 경기가 가능할까 싶지만 어린이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협력적으로 행동하며 갈

등상황을 해결해 나간다.

어린이평화축구교실에는 지금껏 많은 코치진들이 함께 해 왔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

턴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준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댄 거쥔(Dan Gudgeon) 코치는 2013

년 제1기 때부터 평창과 서울을 오가며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의 헤드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그 외에

도 김동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연구위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실무진, 자원활동 코치진

들이 보조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나.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통한 평

화교육을 접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코치진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때문에 F4P는 영국, 아일랜드, 감비

아 등지에서 매년 코치 양성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으며, 특히 F4P 사무국을 맡고 있

는 영국의 브라이튼대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9월 50여명 이상의 코치진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어린이평화

어린이평화축구교실 진행 경과

일자 장소 인원

1기 2013년 10월 12일 ~ 11월 2일 서울 상암 풋살장 16명

2기 2014년 5월 19일 ~ 6월 14일 서울 양강초등학교 19명

3기 2014년 10월 11일 ~ 11월 1일 수원 율전초등학교 20명

4기 2015년 4월 11일 ~ 5월 2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풋살장 25명

5기 2015년 10월 17일 ~ 10월 31일 수원 농촌진흥청 축구장 23명 

6기 2016년 4월 9일 ~ 4월 30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풋살장 23명

‘스포츠와 갈등해결’ 강의를 진행하는 리아 코치. 2015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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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교실의 국내 확산을 위해 2015년 8월 처음으로 국내 코치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2015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코치트레이닝에는 교사, 평화활동가, 사회체육강사, 대

학(원)생 등 50여명이 참여하였고, 그레엄 스페이시(Graham Spacey) 헤드코치 등 10명의 영국 코

치진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체육교육에 있어 국내 최고의 교육기관인 서울대학

교 체육교육과, 평화학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다루는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

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이 두 기관과 협력하

며 한국 강사진 조직, 시설 사용, 참가자 조직 등을 협의해 나갔다.

코치 트레이닝은 F4P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한국의 평화이슈를 접목하여 기획하였다. 프로그

램은 크게 강의, 실습준비, 아동대상 실습, DMZ평화투어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F4P의 철학, F4P 

코치의 역할 등 F4P 관련 강의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이찬수 교수가 한반도 평화이슈를 주제로 강의

를 진행하였다. 또한 신구교간 종교 분쟁으로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었던 북아일랜드 출신의 클레

어 리아(Claire Rea) 코치가 ‘스포츠와 갈등해결’이라는 강의를 통해 본인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 참가자들. 2015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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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의 구교도 가정에서 자란 리아 코치는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선수로 활동했으며, 은퇴 이

후에는 북아일랜드 축구협회 소속 코치로 평화축구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축구를 통해 신

교도 선수들과 접하면서 그들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스포츠가 사회의 아픔

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였다.

실습 시간에는 운동장이나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과 체육 활동을 다뤘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린이 50여명을 서울대학교로 초청하여 어린이 대상 평화교육을 실제 진행하였다. 그

리고 트레이닝 마지막 날인 8월 10일에는 한국을 찾은 영국 코치진들이 한국의 분단 상황을 직접 체

험하고 한반도의 평화 이슈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DMZ 평화투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김

보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가 진행한 DMZ 평화투어에는 영국 코치진 10명과 함께 트레이닝에 

참여했던 20여명의 한국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첫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트레이닝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 50명 중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 설문 결과, 95% 이상의 참가자들이 5점 만점 

중 4~5점의 평점을 주었다. 또한 실제 몇몇의 활동가와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교육 현장에서 트레

이닝에서 익힌 활동을 적용했다고 알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가르친다는 개

념이 생소하여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신청했던 참가자들에게 평화교육에서 스포츠의 잠재적 가

치를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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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회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 코치 트레이닝 프로그램

8월 7일(금) 8월 8일(토)
8월 9일(일) 8월 10일(월)

A조 B조 C조 A조 B조 C조

08:30 ~ 09:00
회의/준비

(UK 코치진, 우리민족 Staff)

서울대 - 파주 

이동
09:00 ~ 09:30

등록

매뉴얼 등 배부

온피치

A조

온피치

B조

온피치

C조

페스티벌 

어린이 환영

아이스 브레이킹
09:30 ~ 10:00

개회식

주최측/F4P 인사말, OT

10:00 ~ 10:30
한반도, 그리고 평화교육

(이찬수 교수)

페스티벌: 코칭 실습

온/오프피치 실습

임진강역

시비(詩碑)
10:30 ~ 11:00

11:00 ~ 11:30
F4P 철학/목표/가치

(영국 코치진)

태풍

전망대

11:30 ~ 12:00
오프피치 실습

대안 활동 실습
12:00 ~ 12:3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2:30 ~ 13:00

점심 식사

13:00 ~ 13:30 조편성 및 미팅

페스티벌: 축구 토너먼트

적군묘

13:30 ~ 14:00

오프피치 실습

대안 활동 실습

스포츠와 평화교육

(나영일 교수) 점심식사

(해마루촌)
14:00 ~ 14:30

14:30 ~ 15:00

갈등해결에 있어 

스포츠의 역할

(영국 코치진)

페스티벌 폐막, 단체 사진

15:00 ~ 15:30

온피치

A조

온피치

B조

온피치

C조

스포츠를 접목한 

평화교육의 평가

(정용철 교수)

남북출입
사무소

도라산역
캠프

보니파스

15:30 ~ 16:00

16:00~16:30

아동대상 실습(페스티벌)

계획/연습

(조별 진행)

16:30 ~ 17:00

F4P 코치의 역할

(영국 코치진)

2015 코치 수료식

서울대 이동17:00 ~ 17:30

17:30 ~ 18:00 <2급 강사 이상만 참여>
F4P 리더십

(영국 코치진)18:00 ~ 18:30

저녁 식사

18:30 ~ 19:00



34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초등학생 대상의 평화교육이 스포츠를 통한 ‘재미있는’ 평화교육을 지향한다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Korean Youth Peace Initiative, 이하 KYPI)’는 청소

년들이 기존의 당위적인 통일논의를 넘어 평화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

록 기획하였다. 또한 KYPI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다름과 같음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갈등을 평화로

운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방식을 지

양하고 강사와 피교육자가 서로 소통하는 참여형 강좌, 체험형 교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화교육전문가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포커스 그룹 인

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평화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자했다. 이 과정을 거쳐 2013년 7월 제1회 KYPI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014년, 2015년에도 각

각 제2회, 제3회 KYPI가 이어졌다. KYPI는 크게 서울에서의 강의 프로그램과 중국 평화 투어로 

구성되는데, 강의의 경우 평화학의 기본개념에 대한 소개, 민족·국적·국가·국경·경계 등 다

양한 주제를 우리의 역사 및 현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시간 등으로 나뉘었다. 특히 조별 프로

젝트는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일례로 조별로 진행되는 ‘평화 박물관 만들기’ 시간에

는 ‘직접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 평화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참가자들이 직접 몸으로 표현

해 보았다. 학생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이러한 개념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참가자들에게 선보였다.

그런가하면 조선족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연길, 백두산, 북중접경지대를 돌아보는 중국 평화 투어

도 진행하였다. 일제강점기 많은 우리민족이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동북3성 지역은 우리민

족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른 지역이다. 그러나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이나 이질감 역시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국과 조선족 학생들의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

고 역사적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를 위해 명랑운동회, 사적지 탐방, 

백두산 등반 등을 진행했으며 더불어 조선족 학생들이 다니는 ‘연변제1중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기

도 하였다. 더불어 삼합에서 도문까지의 북중접경지역을 버스로 이동하며 남북의 분단 현실을 눈으

로 확인하고 남북한의 통합과 한반도 평화를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세부
사업 2.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Korean Youth Peac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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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2기 KYPI 평화박물관 만들기. 중국 연길 2014년 8월 6일  

02  제3기 KYPI 참가자들. 중국 도문 2015년 8월 1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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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추진 경과

2015년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시기 대상 내용 및 비고

1기

(2013년 7월 26일 

~ 8월 17일)

한국 고등학생 및 조선족 학생 33명

평화, 갈등, 폭력, 갈등 해소 등 평화학 기본 개념 이해, 

갈등해결 위한 갈등지도 그리기, 평화언론학 이해, 

UN 조직도 이해, 북중 접경지역 투어, 평화박물관 만들기, 

인권과 평화, 평화 언론,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에 대한 특강 

2기

(2014년 7월 19일 

~ 8월 14일)

한국 고등학생 및 조선족 학생 23명 

(북한이탈주민 포함)

1기 대비 차이점은 연변대학교 및 연변제1중학교 탐방을 

더해 또래 조선족들의 일상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넒어짐. 

북중 지원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대북 인도지원 심화 이해

3기

(2015년 7월 18일 

~ 8월 6일)

한국 고등학생 및 조선족 학생 24명

(독일거주 학생 포함)

2기 대비 차이점은 재일 교포를 특별 강사로 섭외하여, 

정체성 찾기 및 재일코리안에 대한 논의로 역사 심화 이해

프로그램 장소 주제

1강/OT 서울 <평화학 강의 1> 글로벌 시대의 평화

2강 서울 <평화학 강의 2> 평화란 무엇인가? - 한반도 평화를 꿈꾸며

3강 중국 <평화학 강의 3> 우리 주변의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 - 피스 미디어

평화투어1 중국 역사의 발자취 탐방 - 윤동주 생가, 대성중학교, 사업지원 현장방문

4강 중국 <평화학 강의 4> 평화박물관 만들기

5강 중국 <평화학 강의 5> 우리 주변의 갈등,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투어2 중국 백두산 및 접경지역 탐방

평화투어3 중국 조선족 친구들과 연길 시내 탐방, 정리 토론 

6강 서울 인권과 평화 - 내가 만난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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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평화교육은 2013년 본격화되었다. 처음에

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어린이평화축구교실’과 ‘한국 청소년 평화 이니

셔티브’는 3년의 시간이 흐르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가하면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DMZ 평화 투어, 그리고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강좌도 꾸준히 이어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다양한 평화교육사업을 진행하며 아래 3가지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우리의 평화교육이 피교육자들의 평화 가치 이해 및 평화 감수성 제고

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몸을 움직여 표현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참

가자들은 서서히 평화가치에 익숙해져 갔다. 일례로 3~5기 어린이평화축구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45%의 어린이들이 경쟁만이 아니

라 존중·공평·포용 등의 가치를 접목한 스포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고, 

축구교실에 참가하면서 체육활동과 함께 학습했던 평화에 대한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90% 이상의 어린이들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참가자들 간의 상호이해가 증진되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평화를 

배우고 이야기하려면 서로 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국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는 경험

과 생각이 다른 한국의 고등학생과 조선족 고등학생들이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참가

자들 역시 일반고 학생, 대안학교 학생, 북한이탈주민, 해외 거주자 등 다양한 이들로 구성

된다. 이렇듯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모이다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

평가 및 
향후 방향

평화교육

“ TV 뉴스와 예능에서 보이는 ‘조선족’은 다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꾼 정

도. 같은 반 친구들은 살아서 돌아오라는 말도 나에게 해줬다. 그랬다. 사실 나는 ‘조선족’을 만난다는 것이 좀 무

섭기도 했다. 어쩌다보니 중국에 도착을 했고, 만남을 갖자마자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갖고 있던 편견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지낸 친구였던 것처럼 즐거웠다”  

- 정우혁 (수원 유신고 1년, 2015년 KYPI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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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무엇보다 프로그램 전에 가졌던 서로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평화에 대한 이해’라는 프로그램의 목표가 ‘서로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평화교육은 참여자들의 평화교육에 대한 인

식을 높이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학부

모 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의 평화교육 참가자들을 모집해왔다. 이러한 과정

은 단순한 참가자 모집을 넘어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 교육의 가치와 모델을 

알리고 이후 우리 단체의 다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교육에 참여했던 학생과 학부모 중 다수가 평화

교육 이후에도 우리 단체의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위한 모금 활동, 도서 분류 작업 등에 힘

을 보태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교육 모

델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16년에는 서울과 경기도 이

외에 1개 이상의 지역에서 어린이평화축구교실을 추진하여 지역 차원의 평화교육으로 정

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평화교육의 단계적 참여와 이를 통

한 청년 모임 구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평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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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8월 23일 북한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국제사회에 식

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선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

도주의 사회였으며 남한이 그 뒤를 이었다. 당시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이

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유엔은 이미 평양에 상주사무소가 설립돼 있던 유엔개발계획

(UNDP)을 통해 수요 산정 및 지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의 국제 기구를 비롯해, 국제적

십자연맹(IFRC)과 유럽 NGO가 속속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꾸리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어 미국 NGO 등 비상주 기구들도 세계식량계획 산하에 식량지원연

락사무소(FALU)를 설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렇듯 대북지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제 인도주의 사회는 대북지원에 있어 중

요한 축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 민간단체의 방북과 

직접 지원이 불가능했던 시기, 국제 대북지원 기관들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다. 그런가하면 개발지원이 시작된 2000년대 이

후 국제기구와 한국 대북지원단체들은 보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북한의 변화상을 확

인하고 서로의 지원 경험을 나누며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초기부터 대북지원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협의의 장을 만드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97년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협의회(머스그로브 II)’ 주관을 시작으로 하여, ‘대북협력국제NGO회의’의 

주요 주관 단체로 그리고 2009년부터는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등과 함께  

‘대북지원 국제회의’의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대북지원을 위한 논의의 장을 이끌어 

오고 있다.

04
국제협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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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설립 초기부터 해외 동포는 물론 대북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 

인도주의 사회와의 연대를 모색해 왔다. 그 첫 결실이 1997년 6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미국 

머시코가 공동 주최한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협의회(머스그로브 II)’이다. 이 회의는 ‘머스그로브 

I’을 잇는 회의로 ‘머스그로브 I’은 1996년 12월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미국 NGO를 중심으로 국제 

NGO, 유엔 기구들이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인 머스그로브에 모여 대북지원 전략과 지원 단체 

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렇듯 대북지원에 관한 국제협력은 미국 NGO들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미국 

이외에도 한국, 유럽,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NGO들이 대북지원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

에서 범국민 북한동포돕기운동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세부
사업 1. 초기 국제협력 사업 - 머스그로브(Musgrove) 회의

 1996년 -1998년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협의회(머스그로브 II). 1997년 6월 24일~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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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그로브 II’ 회의는 199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미국 머

시코(Mercy Corps)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협의회’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머스그로브 II’에는 국내 대북지원 NGO

는 물론, 10여개의 국제 NGO, 3명의 평양 주재 세계식량계획(이하, WFP) 담당관들까지 총 40여명

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WFP로부터 북한 식량난 실태를 보고 받고 식량난 완화를 위

한 단기·중장기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다. 또한 회의

를 마치며 채택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한국 NGO와 국제 NGO 간의 연락 체계 구축 및 식량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공동 대

응을 결의하였다.

이후 1998년 회의는 다시금 미국 머스그로브로 자리를 옮겨 개최되었다. 한국의 대북지원활동

은 1997~1998년을 거치며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의 고조, IMF구제금융사태 등 군사·경제적 문제

가 겹치면서 정체기를 겪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 국제연대의 장에서 한국 대북지원단체들의 활동

도 위축되었다.

머스그로브 회의 연혁

회의 일자 장소 주최

머스그로브 I 1996년 12월 미국 머스그로브 미국 인터액션 북한실행그룹 

머스그로브 II 1997년 6월 24일 ~ 27일 한국 서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국 인터액션 북한실행그룹

머스그로브 III 1998년 10월 미국 머스그로브 미국 인터액션 북한실행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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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그로브 II 공동합의문

머스그로브 II 공동합의문(1997년 6월, 서울)

1997년 6월 25~26일 북한의 긴급식량난에 대한 NGO의 국제협의회가 서울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머시코인터내셔널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본 회의에는 한국과 국제 NGO의 

대표 40여명이 참석하였다. 미국 조지아주의 머스그로브라는 마을에서 개최된 1차 국제협의회의 정신에 

따라서 본 회의에는 지난 2년동안 북한에 인도적인 긴급구호를 지원한 단체들이 모여서 북한의 식량지

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세계식량계획(WFP)에서는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NGO 연락사무소를 포함한 3명의 담당관이 참가하

였으며, 그동안 북한이 WFP를 통해 지원받은 원조규모를 알리고, 헬리콥터 대여, 북한 내 국제실무자 

및 확인인력의 증원, 신의주, 청진, 함흥에 간이사무소를 개소한 사실 등을 포함한 최근 WFP활동의 확

대를 보고하였다. WFP 담당관들은 금년도 추수 전에 약 백만톤에 달하는 곡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본 회의에 참가한 국제 NGO 대표들은 지난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북한 방

문을 통해 목격한 바에 근거하여 북한의 식량부족의 심각성을 재삼 확인하였다. 최근 방북한 몇몇 NGO

들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이번달에 식량공급이 바닥이 날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많은 지역의 곡물저

장소가 이미 비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협의회 참가자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였다. 남한 정부는 두 번에 걸친 WFP의 요청에 대해 1천 8백만불을 지원할 것을 약속

하였지만,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함과 아울러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정부가 기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식량난에 대한 전면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본 협의회는 북한의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지원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밖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비료, 농약, 의류 및 담요 등에 대한 지

원의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북한에 인도적인 원조를 제공한 국제 NGO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NGO는 WFP에 의해 제공되는 협조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중앙보

급제도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보급제도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

한 제도라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일부 NGO들은 중앙배급제도가 효율적으로 배급을 이행하며, 또한 

사전협의를 통해 외부원조의 지정기탁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협의회에 참가한 국제 NGO 대표들은 한국 NGO들이 그동안 북한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인 원조

를 위해 상당액을 모금하였으며, 북한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

색하는 한국 NGO의 욕구에 주목하였다. 또한 한국 NGO들은 수혜자를 결정하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

시함에 있어서 국제 NGO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든 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인지하

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협의회에서는 한국 NGO들이 국제 NGO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결정하

고 국제 NGO 대표들이 이를 환영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 체제를 구축

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본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협의와 장기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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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그로브’ 회의 이후 ‘대북협력국제NGO회의’

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이때부

터 대북지원 논의가 미국 및 유엔 기구 중심에서 한

국을 비롯한 각국의 NGO로 그 중심축이 옮겨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머스그로브’ 회의에서는 대북지원

이 대규모 식량지원을 중심으로 논의된 반면, ‘대북

협력국제NGO회의’ 시기에는 대규모 식량지원을 넘

어 식량 증산 등 개발지원 방식의 지원이 논의되었

다는 점이다.

‘제1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는 “인도적 대북

지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부제로 1999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인터액션이 주최한 본 행사에는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의 강문규 공동대표와 서경석 집행위원장 그리고 3명의 정책위원이 한국 대표단

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강문규 공동대표는 한국측 보고서를 통해 지속되는 식량난은 북한 농업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50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풀

어가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런가하면 평양 주재 유엔 기구 대표들은 식량 등

의 일회성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식량 증산을 중심으로 한 ‘유엔 - 북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UN-DPRK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 Protection Program, 

AREP)에 대북지원 기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제2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는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일본교회협의회(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등 일본 기관들이 주최한 도쿄 

회의에는 120여명의 NGO, 유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이 동

행하여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북지원

에 관한 각 단체의 활동 보고와 함께 농업, 보건의료, 지원 기구 간 협력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으

며,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2001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3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는 한국 준비

2. 대북협력국제NGO회의 
 (Int‘l NGO Conference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1999년 - 2005년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 베이징 2005년 5월 28일~31일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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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위원회가 주최하였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관 단체로 회의 전반을 기획·진행하였다. 제3

회 회의는 대북지원에 있어 한국 NGO의 주도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식량지원을 넘어선 공동의 

노력(Cooperative Efforts beyond Food Aid)”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본 회의에는 총 16개국에서 온 

NGO, 유엔 기구 관계자, 한국·네덜란드·뉴질랜드·캐나다 정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하

였다. 이 회의에서는 6.15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한국의 대북지원 현황, 농업 및 산림개발, 식량, 보

건의료 등 분야별 지원 동향, 그리고 NGO들의 새로운 역할과 전략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대북협력국제NGO회의’는 2001년 회의에서 차기 주최국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이후 3년 

간 회의가 열리지 못하다가 2005년 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발의로 다시금 재개되었다.

한국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관한 ‘제4회 대북협

력국제NGO회의’는 2005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은 평양에 

상주하는 대북지원 기관들이 새로운 대북지원 환경에 직면한 해였다. 북한이 더 이상의 인도지원

은 원치 않는다며 개발협력사업으로의 전환을 요청하면서 1996년 이래 북한 당국과 유엔이 공동으

로 입안해 왔던 합동호소절차(Consolidated Appeal Process)가 중단되었고, 평양에 상주하는 유럽 

NGO들은 이후 유럽연합지원계획(European Union Project Support, EUPS)으로 명명되는 재편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미국과 일본 NGO들의 대북지원이 급속히 위축된 반면 한국 

NGO들의 대북지원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04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제4회 회의는 2001년 제3회 NGO회의 이후 3년간 교류가 끊긴 뒤 개최된 터라 대북지원 기구

들 간, 특히 평양상주 기관과 비상주 기관들 간의 상호 이해부족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평양 

상주 기관들은 중요한 대북지원 주체로 성장한 한국 NGO의 활동에 대해 무지했으며, 한국 NGO

들은 다른 국가 NGO의 활동은 물론 남한 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국제기구의 사업도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고 있었다. 본 회의는 지속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의 평화와 개발협력(Regional Pea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부제로 진행

된 4회 회의에서는 인도지원을 넘어 개발협력, 역내 평화, 나아가 인권 문제 등으로 논의 영역이 확

대북협력국제NGO회의 연혁

회의 일자 장소 주최

제1회 NGO회의 1999년 5월 3일~5일 중국 베이징 미국 인터액션

제2회 NGO회의 2000년 6월 30일~7월 2일 일본 도쿄 일본 준비위원회

제3회 NGO회의 2001년 6월 17일~20일 한국 서울 한국 준비위원회

제4회 NGO회의 2005년 5월 28일~31일 중국 베이징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관)



351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2장. 국민참여사업·정책연구·평화교육·국제협력 - 04. 국제협력

대되었다. 물론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모아 냈다기보다 기관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인도지원이 개발협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제가 다뤄질 수

밖에 없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을 이뤘다는 점은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2005년 제4회 대북협력국제NGO회의 

날        짜	 2005년 5월 28일 ~ 31일

장        소 중국 베이징, 청화자광호텔

프로그램	 -  제1회의 : 지역 평화와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	발제	:	박경서	(대한민국	인권대사)

			 -  제2회의 : 북한의 최근 인도적 상황과 기구별 지원활동 현황

	 	 ·	발제	:	UN산하기구	2곳,	국제NGO	4곳,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외	12개	한국	NGO

		  -  분과 워크숍

	 	 ·	1분과	:	농업과	환경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발제)

	 	 ·	2분과	:	영양과	보건의료	(황상익	서울대의대	교수	발제)

참석 기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국제옥수수재단,	국제월드비전(World	Vision	International),	국

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국제적십자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국제회의준비위원회,	굿네이

버스,	기독교세계봉사회(Church	World	Service),	나눔인터내셔날,	남북나눔운동,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남북어린이어깨동

무,	대학생선교회(Campus	fuer	Christus),	등대복지회,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머시코(Mercy	Corp),	메노나이트중

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베이징	주재	스웨덴	대사

관,	Global	Resource	Services	Beijing	Representative	Office,	선한사람들,	세계보건기구,	스위스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아드라스위스(ADRA	Switzerland),	아드라아시아지역사무소(ADRA	Asia	Regional	Office),	아

시아인간개발파트너십(Asia	Partnership	for	Human	Development),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어린이의약품지원본

부,	영국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UK),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

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월드비전(World	Vision	APR	DPRK	Office),	유니세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인도지원사무국(EU/ECHO),	

유엔세계식량계획	식량원조연락소(WFP/FALU),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East	Anglia),	일본국제자원봉사자센터(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일본기독협회(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일본아동구호캠페인위원회(Relief	Campaign	Committee	for	Children,	Japan),	일본의료구호유닛

(Medical	Relief	Unit	Japan),	일본지원구호협회(Association	for	Aid	and	Relief,	Japan),	저먼애그로액션(German	Agro	Action),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조선의그리스도인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	좋은벗들,	중국NGO협력협회(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중국평화군축협회(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지구의	나무,	천주교

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	캐나다북한협회(Canada-DPRKorea	Association),	통일부	지원기획과,	통일연구원,	트라이앵글제너

레이션휴머니테어(Triangle	GH),	평화협력원,	푸른통일조국가꾸기운동,	피엠유인터라이브	(PMU	Interlife),	한국	월드비전,	한

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재단,	한국제이티에스,	한민족복지재단,	홍콩카리타스

(Caritas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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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을 끝으로 ‘대북협력국제NGO회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

만 무엇보다 당시 협의의 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주체였던 한국 NGO들이 2005년부터 2008

년 사이 개별사업에 치중하게 되면서 그 동력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대북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대북지

원, 특히 개발협력사업은 개별 단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원 주체들이 중장기적인 계획

을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협력의 장을 안착시키

기 위해 안정적 회의 주최가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9

년 대북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해 온 경기도와 정책 활동의 파트너였던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과 함께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시작하였다. 때에 따라 새로운 공동 주최 및 후원 기관들이 추가되기

도 했지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라는 3자 구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세 기관은 현장 전문성 및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

세부
사업 3. 대북지원 국제회의 (Int‘l Conference 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DPRK)  
 2009년 - 현재

대북지원 국제회의 연혁

회의 일자 장소(참석자) 주최

1회 대북지원 국제회의 2009년 11월 24일~26일
한국, 서울

(공개:150 /비공개:50)

우리민족, 경기도, 

에버트재단, 통일연구원

2회 대북지원 국제회의 2010년 11월 15일~17일
한국, 서울

(공개:150 /비공개:70

우리민족, 경기도, 

에버트재단, 아시아재단

3회 대북지원 국제회의 2011년 11월 2일~4일
한국, 서울

(공개:150 /비공개:70)
우리민족, 경기도, 에버트재단

4회 대북지원 국제회의 2012년 11월 27일~29일
태국, 방콕

(비공개 70명)
우리민족, 경기도, 에버트재단

5회 대북지원 국제회의 2013년 11월 17일
중국, 베이징

(비공개 40명)
우리민족, 경기도, 에버트재단

6회 대북지원 국제회의 2014년 11월 6일
중국, 베이징

(비공개 50명)
우리민족, 경기도, 에버트재단

7회 대북지원 국제회의 2015년 11월 3일~5일
한국, 경기도/서울

(공개:250 /비공개:70)
우리민족, 경기도, 에버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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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력과 안정적인 재정(경기도), 평양 상주기관들과의 유기적 소통(에버트재단)이라는 저마다의 강

점을 살려 본 회의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 ‘제1회 대북지원 국제회의’부터 2010년, 2011년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남

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며 국내에서 대북지원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금 대중에 알려낼 필요

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일반에 공개하는 첫날 회의와 그 뒤 이틀간의 비공개회의로 나뉘어 진

행되었다.

1회부터 3회까지의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이의 개선을 위한 각 지원 단위들의 대응

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9년 제1회 회의에서는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인도적 상황을 살펴본 후 

5개 지원 단위별로(유럽연합, 미국 NGO 및 학계, 한국 지자체, 한국 NGO) 활동 현황과 경험을 공

유하였다. 제2회 2010년 회의에서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의 개발 사례 

및 북한에의 함의가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대북지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의 

개발전문가 및 NGO 활동가들이 초대되었다. 그런가 하면 제3회 회의인 2011년 회의에는 캐서린 버

티니(Catherine Bertini) 전 WFP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1992년부터 2002년까

지 사무총장직을 수행했던 버티니 전 총장은 북한의 식량난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 WFP의 수장을 

역임했던 전문가이다. 기조연설을 통해 버티니 전 총장은 여전히 심각한 북한의 영양 실태를 지적

하며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캐서린 버티니 전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2일 “지금

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버티니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에서 연 ‘2011 대북지원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다른 

국가에 대한 공여 규모의 증가 추세에 비해 북한에 대한 공여 규

모는 아주 적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략) 

또 “빈국에서 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등 공적개발원조

(ODA)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국은 가나, 온두라스와는 제한적으로만 성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지만 북한과

는 거의 모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2011년 11월 2일

WFP 전 사무총장 

“지금은 대북지원 해야 할 때”

2011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기조발제자 버티니 전 WFP 

사무총장. 2011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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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5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1세션. 킨텍스 2015년 11월 3일     

02  2015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4세션. 여의도 글래드호텔 2015년 11월 4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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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4회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태국 방콕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었다. 태국은 북한 사

업을 관장하는 유엔 기구, 국제기구들이 대부분 방콕에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어 이들과의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린 4회 회의에는 70여명의 

유엔기금, NGO, 학자, 양자기구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는 방콕주재 WFP 및 유엔아동기

금(UNICEF) 자문관, 그리고 유럽인도지원총국(ECHO) 및 주요국 대사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4회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분과별 회의가 진행됐는데, 1분과에서는 대북지원의 환경 및 향후 사

업 전략을, 2분과에서는 대북지원 공여국과의 관계 강화 및 새로운 참여를 위한 전략을 다루었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 유엔 상주조정관 제롬 소바지(Jerome Sauvage)는 대북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

억(institutional memory)’이 축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해 제도적 기억

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3년과 2014년 진행된 제5회, 제6회 회의는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대북지원 규모가 현

저히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베이징을 회의장소로 선정한 이유는 

북한 상주 기관들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연초부터 북한 유엔 상주조정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도 대표단 방북 시 

상주 기관들의 주간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번의 회의 모

두 북한 상주 스텝들은 참여하지 못하였다.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 상주 기구들이 한국 단체

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데 대해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이 두 회의를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사업을 관

장하는 베이징 주재 유엔 기관 등과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WFP의 북한

사업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세계식량계획 북한

사업단(WFP DPRK Unit), 농업분야 개발 전

략을 관장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통

계 및 생식보건 부문을 총괄하는 유엔인구기

금(UNFPA), 그리고 가장 큰 긴급구호 기관

인 적십자연맹동아시아본부(IFRC)가 그 대

표적인 예다. 2014년 제6회 대회를 마무리하

며 참석자들은 대북지원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2015년에는 20년간의 대북지원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제7회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2015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과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그리고 제주도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공동 

2011년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 서울 2011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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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본 회의는 3일 공개회의, 4일 비공개회의, 5일 기자회견으로 나뉘어 진

행되었다. 분단 70년, 대북지원 20년을 맞아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라는 부제로 개최된 제7회 회

의는 3가지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20년간의 대북지원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이

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대북지원사업을 모색. 둘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의 길을 열어왔던 대북지원의 의미를 남한과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것. 마지막으로, 국내외 대북지

원 단체들 간의 연대를 확고히 하고 단체 간 협력과 조정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11월 3일 킨텍스에서 열린 공개회의에는 국내외 대북지원 단체 및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였

다. 대북지원 20년 성과와 과제, 향후 북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 그리고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세션으로 이어진 공개회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저마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

는 논의를 이끌었고, 회의 참석자들의 진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특히 3세션 패널로 참가한 강영

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연결하려는 민간단

체들의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발제자와 토

론자들은 한 가지 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간의 대북지원은 비록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여전히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

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다.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4일 회의는 70여명의 유엔, NGO, 적십자, 지자체 관계자, 북한 

연구자, 주한 외국대사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주요 사업분

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대북지원에 있어 한국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오후에

는 지원 단체 간 협력과 조정, 북한의 변화와 향후 개발협력사업, 포괄적 평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

법이라는 3개 주제로 분과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회의의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북지

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11월 5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문

을 발표하였다. 비공개회의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정부 간 대화는 물론 다양한 방식

의 남북 민간교류협력을 모색할 것 그리고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에 있어 현재보다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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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

11월 3일(화) : 공개회의

<개회식>

09:30~10:00

· 개회사 : 양호승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 환영사 :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축    사 : 홍용표 (통일부 장관)

<전체회의 1> 

대북지원 20년  - 성과와 과제

10:00~12:00

· 사    회 :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 발    표   

- 캐시 젤위거 (스탠포드 초빙연구원/전 SDC 평양사무소장)

- 존 오데아 (전 ECHO 북한프로그램 담당)

- 최혜경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 토    론

- 빅터 슈 (전 국제월드비전 북한사업담당관)

-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 퍼시 미시카 (FAO, 중국/북한/몽골 대표)

<전체회의 2> 

북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 모색

13:30~15:40

· 사    회 : 스벤 슈베어젠스키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소장)

· 발    표

- 아나 베아트리즈 마틴즈 (주한 EU 대표부, 부대사)

-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 문경연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토    론

 - 프랄하드 쉬르사스 (전 EUPS 3 평양사무소장)

 - 김석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특별 연설> 

16:00~16:20
· 정의화 국회의장

<전체회의 3/좌담>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

16:20~18:00

· 사    회 : 에리히 와인가드너 (전 Cankor Report 편집장)

· 패    널

- 최성 (고양시장)

-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키이스 루스 (미국 북한위원회 사무총장)

- 제롬 소바지 (전 북한 유엔상주조정관)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18:30 환영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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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수) : 비공개회의

<전체회의 4> 

대북지원 활동과 최근 동향

09:00~11:00

· 사    회 :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장)

· 전차 회의 리뷰

· 발    표 

- 식수위생 : 폴 오브라이언(Concern Worldwide 전략파트너십국장)

- 긴급구호 : 박티아르 맘베토프 (IFRC 동아시아지부 대표)

- 장애인지원 : 캐시 젤위거 (스탠포드대 초빙연구원)

- 법률교육 : 이명수 (US-Asia Law Institue of NYU, 선임연구원)

- 산림녹화사업 : 이운식 (겨레의 숲 사무처장)

<전체회의 5> 

북한 개발협력에 있어 

한국 지자체의 역할

11:15~12:30

· 사    회 :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센터장)

· 발    표

-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조한 라몬 (스위스국제개발청 농업지원프로그램 팀장)

· 토    론

-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조선익스체인지 사무총장)

- 김영삼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장)

<분과회의> 

협력을 위한 길 모색

14:00~16:00

<분과 1 : 지원 단체 간 협력과 조정>

· 사    회 : 나기 샤피크 (전 WHO 북한 프로그램 담당)

· 보고자 : 김동진 (한국평화문화원장)

<분과 2 : 북한의 변화와 향후 개발협력사업>

· 사    회 : 고성준 (제주대학교 교수)

· 보고자 : 문경연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분과 3 : 포괄적 평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법>

· 사    회 : 마이크 치노이 (남가주대미중연구소 선임연구원)

· 보고자 : 사빈 부르크하르트 (빈대학교 강사)

<전체회의 6> 

종합토론

16:30~18:30

· 사    회 : 에리히 와인가드너 (전 Cankor Report 편집장)

· 분과회의 리뷰

· 공동 호소문 입안을 위한 토의

· 종합토론

19:00 환송 만찬

11월 5일(목) : 비공개회의

10:00~12:00 <한반도 평화와 대북지원을 위한 공동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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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선언문

2015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선언문

대북지원 20년 한반도 분단 70년을 맞아 200명이 넘는 국제 다자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양자기구, 정부, 지자체, 국내 민간단체의 관계자 및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2015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국제회의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 대북지원이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

다는데 동의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북지원이 계속해서 축소되어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데 있어 대북지원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북

한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과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참가자들은 국제사회가 단순히 대북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인도적 지원과 장

기적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인도적 협력 기관들이 북한 당국과 함께 국제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키

고 현재 진행 중인 지원과 앞으로 진행될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을 희망했다.  

참가자들은 남북한이 정부 간 대화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교류협

력 사업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지

원 사업에 있어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참가자들은 지원확대, 개발협력,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 있어 여성의 필요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진 특별한 역량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대북지원은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실질적 공헌을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확산시키는 이러한 발걸음을 지지하고 후원할 것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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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은 필수적

이다. 더욱이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대북지원 환경이 크게 

변했고 인도지원을 넘어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고민해야 하는 지금, 대북지

원 기관 간의 공동인식과 대응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것이 1997년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

제협의회’ 이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금껏 국제 연대의 장을 이끌어 오는 이유이다.

그러나 2009년 이전까지의 국제회의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는 것은 서로 성격이 다

른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또한 평양 상주 기관, 국

제 NGO, 한국 NGO 등 그룹별 협력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추어진 반면 이 전체를 아우르

는 협력의 틀은 여전히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2009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과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진행하는 ‘대북지원 국제회의’가 연례 회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회의를 통해 대북지원의 경험이 비

로소 ‘제도적 기억’으로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제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외국 기관, 주요국 대사관, 정

부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포럼, 주한 외국대사관 간담회, 

미국 국무부 관계자 면담 등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한국

의 대북지원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을 외국 기관에 알리고 있다. 아울러 ‘갈등·

분쟁 예방 국제회의(GPPAC)’의 한국대표 단체로 참여하는 등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논의의 장에서 대북지원단체의 목소리

를 대표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물론, 다양한 국제 채널을 통해 외국 기관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우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려낼 계획이다. 특히 지원의 

영역을 넘어 이를 규정하는 보다 큰 틀의 지원 환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슈를 지속적으

로 제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개발협력의 당사자인 북한을 논의의 장에 참여시

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원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평가 및 
향후 방향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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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사업

재외동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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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동포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유럽 등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서로돕는’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서로돕는’ 운동을 통해 민족의 동

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기초를 쌓아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정신이다. 즉, 통일을 분단된 남과 북이 지리적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민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

는 민족화해운동, 통합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통일은 일제강

점과 해외 이주, 전쟁, 분단 등 민족수난의 역사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민족

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창립 정

신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함께 재외동포 지원사업

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01
재외동포 지원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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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재외동포 지원 

사업은 1800년대 말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근현대사의 격동 속에 타국으로 이주할 수밖

에 없었던 재중동포(조선족)와 재러동포(고려

인)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재외동포 지원사업은 1990년 중반 큰 사회 

이슈로 대두된 조선족동포 사기피해자에 대

한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에 살고 있던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관련 출입국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조선족들의 모국방문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이를 이용해 한국초청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한·중 간의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은 조선족 사기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관련 법률 정비와 법적지위 개선

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1996년 10월 5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25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재중국동포의 밤’을 개최하

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위로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재중국

동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진홍 목사(두레교회)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재중국동

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는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사건을 여론화하고 피해자 지원,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 지원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7년부터는 러시아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90년대 초 구소련이 해체되며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속속 새로운 독립 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 민족주의가 

득세하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구소련 시절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들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옮겨와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옛 고향인 연해주를 비롯하여 러시아 여러 지역으로 재이주하

는 유랑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7년 8월 22일 ‘구소련동포문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에 이윤구 공동대표와 이광규 서울대 교수, 사무국장에 이종훈 국회 

1.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전개 과정

재중국동포의 밤. 천도교 중앙대교당 1996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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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분석실 전문위원을 선임, 소련해체와 중앙아시아지역 국가의 독립으로 발생한 고려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마침 1997년은 연해주에 살던 동포들이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지 

60년이 되는 해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러시아연방 고려인협회와 공동으로 1997년  

9월 9일부터 25일까지 구소련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60주년 기념 ‘회상의 열차’ 행사를 개

최하였다. 이 행사는 1937년 당시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강제이주를 당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까지 기차를 타고 한인들의 도정

을 되밟아 보는 행사였다. 이 행사에는 역사학자, 언론인, 시민사회 주요 인사 등 87명이 참가하

여 한국사회에 고려인 문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98년 3월 13일 ‘재중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와 ‘구소련동포문제 대책위원회’를 ‘재외동포

대책위원회’로 통합하였고, 이후 2001년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외동포사업본부’(위원장 이

광규 교수)를 결성하여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대북지원사업과는 별도의 사업단위로 편성하였다. 재

외동포 문제는 일회성 행사나 단기 사업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원사업과 정책사업을 중

심에 두고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였다. 

이 시기 재외동포지원은 ‘조선족 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연해주 고려인 정착지원사업’, 그리고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을 큰 축으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컴퓨터, 도서보내기 사업’을 전개

하여 중국 연변과 동북3성 조선족학교에 약 11만권의 도서를 지원하였고, 중국 연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에게 중고 컴퓨터 200대를 지원하였다. 연해주지역을 중심으로는 ‘연해주 고

려인의 이주 정착현황 조사사업’과 함께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정착에 필요한 

법률상담, 원동 및 새고려신문 지원, 연해주지역 청년회 결성 및 활동 지원, 고려인 문화단체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그런가하면 중국과 연해주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350여가정에 매달 최소 생

활비와 학비로 월 5만원씩을 1년간 지원하는 ‘결연 2000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연변역

사연구소 연구원으로 독립운동 자료를 수집하는 강용권 조선족역사연구가에게 독립운동 자료복원

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동포 사랑방’을 개설하여 동포들 간의 교

류 활성화와 법률 지원활동을 펼쳤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동포들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법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활동도 진

행하였다. 약칭 재외동포법이라 불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1999년 8

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후 같은 해 8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개

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며 재외동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조선족동포와 구소련지역동포, 일본 조선

적동포는 재외동포에서 배제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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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국회에 법률개정 청원운동을 벌여나갔

다. 이와 함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LA

한인회 주관으로 국내 시민단체, 해외 교민단

체 대표, 재외동포사회의 주요 지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  

‘재외동포지위향상추진협의회’를 창립하였다. 

본 협의회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유

럽·남미·동남아·캐나다·남태평양 등 전 세

계 우리동포가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의 한

인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

해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로 인정한 이들과 

배제된 이들이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

든 재외동포의 지위향상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감으로써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재외동포사업은 2001년 들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재외동포사업본부’를 사단법인 ‘(사)동북아평화연대’로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러

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 지역, 그리고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가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협력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만을 전담, 추진할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2001년 10월 27일 외교부 등록 법인인 ‘(사)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이광규)를 창립

하고, 조선족 사기피해 지원사업,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지위와 출입국문제, 연해주 정착지원사업, 

재일 조선인동포와의 연대협력 사업을 이어나갔다. 

비록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으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사업도 계속 진

행되었다. 이는 동북아평화연대가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모든 분야를 담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시작한 ‘남부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정착지원사업’, 2008년부터 전개한 조선족학

교 교육지원사업, 2011년 시작한 조선족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며, 이 사업들

은 여전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01  조선족 사기피해자에 대한 성금 전달식. 중국 연길 1997년 4월 24일

02  ‘재외동포지위향상추진협의회’ 창립 기자회견. 중소기업회관 1999년 

10월 1일

01

02



36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세부
사업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주로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한국초청

(친척, 결혼, 취업, 방문초청 등) 사기사건이 중국 

현지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은 창립 첫해인 1996년 10월 5일, 

25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재중국동포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를 시작으

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기피해 조선족에 대

한 지원활동을 본격화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이 재중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

홍), 외국인노동자피난처(소장 김재오) 등 시민사회단체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현지 조사 결과

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약 1만 7천명의 조선족이 초청사기를 당했고, 피해액도 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 큰 문제는 초청사기 피해와 더불어 한국에 일하러 왔다 강제출국을 당했거

나,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사례, 국내에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며 조

선족사회의 반한감정이 고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은 우선 법률구제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기자회견·전문가 간담회·대정부 캠페인·가

두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재중국동포 입국비리 고

발창구’를 개설하여 사기사건을 접수하고 송출비리와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섰다.

1996년 9월부터 48일간 1차 조사단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조선족 사기피해 실태를 조사하였

고, 그 결과를 11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11월 27일 대검찰청을 방문, 검찰총장

을 면담하고 1차 604건의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뒤이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김진홍 목사를 단

장으로 하는 2차 조사단 16명(서경석 집행위원장, 법륜 스님, 김해성 목사, 이규태 교수, 강영식 사

무국장 등)이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대리 접수한 후 1997년  

1월 22일 대검찰청에 942건의 2차 조선족사기피해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후 개별적으로 접

수한 고소장을 포함하면 고소 건수는 총 1,600여건에 이르며, 고소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위임한 조선족만 해도 17,000명에 육박했다. 이에 더해, 사기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피

2. 조선족 한국초청 사기피해 지원활동

2차 중국 현지 실태조사기간 중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사기피해자들. 연변일

보사 앞 199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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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입은 2차 피해자들까지 감안하면 조선족

사회의 20%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

으로 추정된다.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은 주로 한국입국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기피해로 자살·이

혼·도주·구속·유리걸식·밀항·매춘 등

에 빠지며 더 큰 사회 혼란을 불러왔다. 당시 

이러한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 정부도 

사기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

자에 대한 변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구제활동을 통해 피의자들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액 변제는 전체

의 5%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기피해를 당한 조선족들의 고통

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12월 4일, ‘사기피해 조선족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하며 대국

민 모금캠페인에 착수하였다. 이 모금운동에는 SBS, 동아일보 등 주요언론사가 동참하였고 각계의 

성금 답지가 이어져 5억원 이상의 사기피해자 구제기금이 마련되었다. 이 성금은 중국의 한국초청

사기피해자협회를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기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생계지원, 피난처 운

영, 자녀들의 학자금지원에 사용되었다.

그런가하면 1997년 6월 2일부터는 당시 서울 삼각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당에서 이영숙 

중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 회장과 최미화 회원, 정봉호 연변경제무역공사 총경리 등 3명이 사기피해 

조선족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6월 9일 김수환 추기경이 농성현장을 격려방문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조선족동포의 한국 방문요건 완화와 친척방문 동포들에게 일정기간 취업을 허용하는 방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시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연수 초청(송출)을 담당하고 있

었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해자들 중 일부를 산업연수생으로 우선 입국시키는 조치를 취하

였다. 이에 따라 1999년 우선 1,000명의 사기피해자와 그 친척들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

였고 2002년 2차로 추가 1,000명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그 후 2006년 6월 법무부의 

특별 조치로 조선족 3,000명이 산업연수생이 아닌 재외동포 취업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면서 

조선족 사기피해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조선족 사기피해자 농성장을 격려방문한 김수환 추기경(1997년 6월 9일). 

좌로부터 최미화 회원, 이영숙 회장, 법륜 스님, 서영훈 상임대표, 정봉호 총경

리, 김수환 추기경, 이윤구 공동대표, 서경석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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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기피해자

들에 대한 지원활동과 함께 입국사기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캠페인도 병

행하였다. 조선족들에 대한 한국 입국사기

의 근본 원인은 당시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

하는 조선족 및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송출비리와 이들을 노린 광범위한 불법체

류 시장의 존재였다. 또한 한·중 수교 이후

에도 조선족의 한국방문을 극도로 제한하는 

재외동포정책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시민사회단체, 재외동포단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연대하

여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개혁을 통한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 시장 근절을 모색하고, 재외동포정책

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6년 11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외국인

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김해성 목사)와 공동으로 ‘외국인노동자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일 서울 장충공원과 장충체육관에서 3,000여명의 시민과 조선족, 외국인노동자가 참여한 가

운데 ‘중국동포 및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시민한마당 - 손에 손잡고’(위원장 김준곤 목사)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 및 재외동포의 한국방문

이 대폭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손에 손잡고’ 참가자 행진(장충공원→장충체육관 1996년 12월 1일). 재중동포와 외국

인노동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주요 인사들. 좌로부터 김준곤 목사, 김몽은 신부, 서영훈 

상임대표, 강원룡 목사, 강문규 상임대표, 최창무 주교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3장. 재외동포사업

369

조선족 사기피해자 지원 및 재외동포법 개정 활동 일지 (1996년~2001년)

일자 장소 내용

1

9

9

6

년

10월 5일 천도교 중앙대교당
‘재중국 동포의 밤’ 개최 (25개 시민단체와 공동주최)

 - 재중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 

11월 18일 우리민족 강당 조선족 사기피해 1차 현지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11월 27일 대검찰청 조선족 사기피해사건 1차 고소장(총 604건) 접수 

12월 1일 장충공원, 장충체육관 중국동포 및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시민한마당 ‘손에 손잡고’ 개최

12월 4일 우리민족 강당 ‘피해조선족돕기 모금운동 선포 기자회견’ 및 가두캠페인 전개

12월 17일~23일 중국 동북3성 제2차 대표단 16명, 중국 방문 및 2차 실태 조사 및 사기피해 가정 성금 전달

12월 26일 우리민족 강당 ‘시민단체 중국방문단 귀국 기자회견’ 개최

1

9

9

7

년

1월 31일 우리민족 강당 한국체류 중국동포와 한국가정 자매결연식 개최

1월 22일 대검찰청 조선족 사기피해사건 2차 고소장(총 924건) 접수

6월 2일~12일 우리민족 강당 조선족 사기피해자 대표 3인 농성

6월 9일 우리민족 강당 김수환 추기경, 조선족 사기피해자 농성장 격려방문

1

9

9

9

년

2월 12일 연변자치주도서관
‘해외동포어린이를 위한 책 보내기운동’ 1차분 2만 5천권 전달

 - 웅진싱크빅, 어린이 육영재단, 시공사 등에서 기증

4월 19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성명서 발표

5월 1일 조선족 사기피해자 1,000명 일자리 마련 캠페인 전개

6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8월 12일~21일 서울조선족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단식농성 

(서경석 집행위원장, 성남중국동포의집 김해성 목사 등)

9월 23일 서울고등학교 국내 체류 조선족동포 한가위 위로 잔치 (1,500명 참가)

9월 30일 중소기업회관

‘재외동포 지위향상을 위한 추진협의회’ 창립회의

  -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필리핀, 호주, 유럽, 국내 체류 조선족 등 

    150여명 참가

11월 21일 배화여고 강당

재중동포 지위향상 촉구대회 개최

 - 공동주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집, 

    흥사단, 서울조선족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12월 3일 흥사단 강당
중국 조선족 동포 지위향상 촉구를 위한 각계인사와 사회단체 연석 기자회견

 - 강원룡 목사, 서영훈 상임대표, 송월주 상임대표 등 20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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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

년

3월 24일 중소기업회관

‘조선족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개최

 - 발제: 서경석 집행위원장

 - 토론: 재외동포재단 김봉규 이사장, 국회 이종훈 담당관, 김해성 목사 등

 - ‘한국초청사기피해자 피해 해결 및 국내체류 중국동포 

    처우개선 촉구 성명서’발표

4월 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중국동포를 위한 위로모임

 - 각계 대표 30여명과 국내체류 중국동포 100여명 참석

4월 22일
연변족자치주도서관 

연변 내 35개 학교

책보내기운동 2차분 1만5천권 전달

 - 종이와 연필에서는 노트 5천권을 사기피해자협회에 기증

9월 8일 연변과학기술대학 중고 컴퓨터 150대 지원

12월 7일 경실련 강당 ‘외국인노동자 제도개혁을 위한 한국어시험제도 도입 국회청원’기자회견

2

0

0

1

년

2월 중국 연길 중한법률상담처 개소

3월 9일 연변족자치주도서관 책보내기운동 3차분 3만권 전달

3월 1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재외동포법 개정”과 “재외동포 지위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주최: LA/NY/Chicago/Atlanta한인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외한인학회, 재외동포지위향상 추진협의회, 문화일보

4월 18일
중국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 대표 5인 입국

 - 조선족 2차 연수생 1000명 입국을 위한 활동 시작

7월 2일 국회 소회의실 ‘재중동포 사기피해자 산업연수생 입국에 관한 공청회’ 개최

9월 25일 국회 소회의실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9월 30일 우리민족 강당 1차 사기피해 산업연수생 추석모임

11월 13일 흥사단 강당

‘재외동포법개정 대책협의회 준비위원회‘ 결성 모임 및 기자회견 

 - 주최: 동북아평화연대, 조선족복지선교센터, 흥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선족사기피해자협회, 조선족 연합회,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등 34개 시민사회단체

12월 31일 천도교 수운회관 ‘동포산업연수생과 취업근로자들을 위한 송년회 밤’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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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은 구소련 정부가 1937년 극동지역에 집단 거주하던 한인(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

제 이주시킨 지 60년이 되는 해였다. 스탈린 통치 하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된 고려인 강제이주는 우

리민족의 해외 이주사에서 가장 처절하고 참혹한 역사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산하에 ‘구소련동포문제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윤구 공동대표, 

이광규 교수)를 구성, 러시아연방 고려인협회(회장 이올레그)와 공동으로 구소련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60주년 기념행사 ‘회상의 열차(Train of Memories)’를 9월 9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

하였다. 이 행사는 1937년 18만명에 이르던 연해주 한인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60년을 

기념하며 극동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열차로 이들의 도정을 밟아보는 행사였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타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겐트까

지 총 8,000km를 달리는 ‘회상의 열차’에는 이윤구 공동대표, 신경록 코모도호텔 회장, 이광규 교

수, 강만길 교수, 성대경 교수, 안천 교수, 전영섭 변호사, 손동아 목사, 서경석 집행위원장, 이병화 

국제농업개발연구원 원장, 박의근 러시아연구회 부회장, 유재현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

장 등 국내 참가자 87명, 이올레그 회장, 박미하일 교수, 소설가 아나톨리 김, 오페라가수 리나김, 

김미하릴 교수, 김불라디미르 변호사,  맹동욱 교수 등 고려인사회의 지도급인사 20명, 정판룡 중국

연변대 총장 등 재외동포 대표 등이 함께하였다. 또한 소설가 김주영, 한수산 선생과 SBS, 한국일

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독교방송 기자들이 동행하여 전 과정을 현지에서 보도하였고 SBS에서

3.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60주년 
 ‘회상의 열차’ 및 초기 고려인 지원사업

01  회상의 열차 출발식. 블라디보스톡역 1997년 9월 11일     02  고려인 강제이주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모스크바 문화회관 1997년 9월 23일

01 02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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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60주년 기념행사

회상의 열차(Train of Memories)

기         간 1997년 9월 9일∼25일 (15일간)

공동주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러시아연방 고려인협회 

후         원  대한민국 외교부, 러시아 외교부, LG, 삼성, 대우 

행사 개요  - 제1프로그램 : 연해주지역 방문 및 세미나

   · 기간 : 9월 9일 ~ 11일

   · 장소 :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 프로그램 : 우스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 및 고합농장 방문, ‘극동지역 고려인사회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 개최 

                    강제이주 60주년 기념비 기공식 (신한촌), ‘회상의 열차’ 출발식

 - 제2프로그램 : ‘회상의 열차’ 운행

  · 기간 : 9월 11일 ~ 20일 (10일간)

  · 열차운행거리 : 총 8,000km

  · 운행열차 : 전세열차 총 8량(객실 4량, 식당차 2량, 행사장 1량, 화물차 1량)

  · 구간 : 블라디보스톡 → 하바로프스크 → 이르크츠크 → 노보시비리스크 → 알마타 → 타슈겐트

  · 프로그램 : 열차 내에서 항일운동사, 강제이주 과정, 중앙아시아 이주 이후의 생활상, 

   소연방 해체이후의 고려인 실태 등에 관한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9월 20일, 타슈켄트에서 고려인 문화축제 참가, 고려인 집단농장 방문

 - 제3프로그램 : 고려인 강제이주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 일시 : 9월 23일 오전10시 ~ 오후3시

  · 장소 : 모스크바 문화회관

  · 주제 및 발표자 

  ·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적 조명 : 보리스박(이르크츠크대), Nikolai Bugai(러시아), 강만길(고려대)

     - 고려인사회와 한민족공동체의 미래 : 이창주(모스크바대), 김표트르(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박미하일(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소장), 서경석 집행위원장

 - 제4프로그램 : 고려인 강제이주 60주년 기념대회

  · 일시 : 9월 23일 오후4시

  · 장소 : 모스크바 문화회관

  · 내용    - 개회사 : 한국·러시아·해외동포대표 인사, 기념강연(이윤구 공동대표, Nikolai Bugai, 박미하일)

                       - 공동 성명서 발표 및 기념공연, 추모의 책 출판식

                       - 축전 : 김영삼 대통령, 엘친 러시아 대통령,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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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집프로그램으로 방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회상의 열차에 참여한 강만길 고려대 교수와 장한

기 동국대 명예교수는 고려인 사회를 재조명하는 책을 각각 출간하기도 했다.1)

회상의 열차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8년 3월 13일 구소련동포문제 대책위원회와 재중

국동포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합, ‘재외동포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이광규 공동대표 

(서울대 문화인류학과)를 선임하였다. 또한 실무적인 뒷받침을 위해 사무국 내에 재외동포센터(사

무국장 김현동)를 별도 설치하였다. 그리고 첫 지원사업으로 3월 20일 연해주지역으로 재이주하여 

정착한 고려인들에게 한국종자협회로부터 지원받은 무, 배추, 고추 등 채소종자 6만포(2억 5천만

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9년 5월 14일부터 7일 간에 걸쳐 연해주 고려인 재이주 정착현

황 조사를 전개하였다. 조사단(이광규 공동대표, 이종훈 정책위원, 김현동 재외동포국장)은 연해주 

정부가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한 고려인에게 지급한 6개 지역의 군(軍) 막사 및 농장, 아르촘공장

과 시장, 우스리스크 조선족시장, 한국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농장, 고려인의 성공적인 농장으로 

자리잡은 아리랑농장 등을 찾아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극동대

학, 영사관, 기업가협회 등), 연해주정부 소수민족 담당자 등을 만나 연해주정부의 소수민족 정책 

등에 관한 조사 작업도 실시하였다.

이후 재외동포대책위원회에서는 연해주에 재이주한 고려인 중 생활이 어려운 고려인 가정을 대

상으로 ‘동포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9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차로 재외동포

결연사업위원회의 박청수 공동대표(원불교 강남교당 교무) 등이 연해주 9개 지역을 돌며 자매결연

을 맺은 120가정을 찾아 결연성금을 전달하였으며, 2001년까지 총 5차에 걸쳐 2억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2001년 3월에는 원불교, 새마을운동중앙회, 카톨릭농민회 등 5개 단체와 공동으

로 ‘연해주농업네트워크사업’을 시작하고 연해주 미하일로프카에 고려인시범농장사업을 추진하였

다. 그리고 2000년에는 연해주 고려인지원과는 별도로 카자흐스탄의 한국학센터와 우즈베키스탄 

동방학대학에 각각 컴퓨터 50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 확대된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1년 1월 재외

동포센터를 재외동포사업본부(본부장 이광규)로 확대·개편하였고,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동북아

평화연대(이사장 이광규)를 창립하였다. 이후 연해주 고려인동포와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조선족동

포 지원사업은 동북아평화연대가 독립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1)	 장한기,	『회상의	열차』,	엠애드,	1998	/	강만길,		『회상의	열차를	타고』,	한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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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1년부터 남

부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볼고그라드는 러시아 연방 남쪽 볼가강 하류

와 돈강 중류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의 한 주로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스탈린그라드 전투로도 유명한 볼고그라

드는 스탈린 시절 스탈린그라드로 지명이 바뀌었다

가 스탈린 사후 다시 볼고그라드가 되었다. 볼고그

라드는 남한보다 조금 넓은 면적에 남동쪽으로는 우

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가깝다. 

러시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집행위원장 이형근. 이하, 러시아본부)는 1999년 3월부터 타

지키스탄 내전을 피해 이주하는 타지키스탄 고려인 난민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모스크바 현

지에서 이들을 위한 모금활동과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러시아본부는 2000년 4월까지 

1차로 타지키스탄 난민 10가정에 주택마련 자금 3만 5천달러를 지원하고, 이후 고려인 이주민들을 

위한 한인집단농장 설립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 연방정부 민족성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2000년 9월 러시아본부는 한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볼고그라드 지원을 정

식 요청하였다.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들의 상황을 접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구체적인 상황파악을 위해 

이형근 집행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받아 2000년 10월부

터 5개월간 볼고그라드주 고려인 현황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소련 해체 이후 민

족주의가 득세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를 떠나 옛 고향인 연해주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의 상황이 훨씬 

부각돼 있었고, 따라서 고려인동포 지원활동도 이들에 대한 연해주 정착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그

러나 현지 조사를 통해 볼고그라드지역에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농업 콜호즈 건설을 위해 이주

해온 5,000여명의 기존 고려인동포들과 함께 1990년 이후 내전과 민족차별, 생활고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서 유입된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카프카

즈, 사할린, 중국에서 온 조선족동포까지 합치면 2001년 당시 볼고그라드주에 거주하는 전체 동포

4.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

남부러시아 볼고그라드 위치

터키

● 모스크바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 연방
볼고그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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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약 3만명에 이르며, 인근 아스트라한이나 북카프카즈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는 약 6~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브리가다(농사작업반) 단위로 흩어져 ‘아렌다’ 

(일종의 임차농으로 현지에서는 ‘고본질’이라 함)방식의 농사를 짓고 있었다. 특히 내전을 피해 탈출

한 타지키스탄 난민 동포들은 라게리(농업막사)나 농가를 임대하여 살고 있지만 일부는 땅굴을 파 

거주하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듯 많은 고려인들이 볼고그라드를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한 것은 볼고그라드가 중앙아시아

에서 비교적 가까울 뿐만 아니라 기후가 온화하고 토양이 비옥해 농사와 농산물판매에 적합하기 때

문이다. 또한 70~8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고본질’ 임차농업을 해 왔던 경험이 있어 이 지역은 고려

인들에게 매우 친숙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비해 임금이 높고, 무엇보다 러시아

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문화권이라는 점이 많은 고려인들을 볼고그라드로 불러들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1년 8월 15일 볼고그라드주 고려인의 민족축제를 볼고그라드 

고려인협회와 공동 개최키로 결정하고 고려인 지원활동에 관심을 가진 단체와 개인들을 중심으

로 방문단을 꾸렸다. 방문단은 서경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청수 원불

교 강남교당 교무, 신경록 코모도호텔 회장, 신성종 LA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등 한국 23명,  

해외 2명, 모스크바 6명, 총 3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고려인 민족축제에 참여하고, 동포들의 

농사현장과 가정을 방문하여 고려인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정

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볼고그라드 주지사를 면담하기도 하였다. 

고본질 농업

많은 고려인들은 ‘아렌다’(일종의 임차농으로 현지에서는 고본질이라 함)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고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시작되었는데 전쟁으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농장들이 농장 토지의 일부를 개인 임차농에게 빌려주고 국

가에서 지정하는 생산량을 받는 방식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불법적으로 시행되다 1965년 합법화되었고 1980년대 중반 

소련 개방 이후 크게 늘었다. 고르바쵸프는 농업 문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소수의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한 농업 청부 제도를 

권장하였다. 고본질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지역의 농장과 계약을 맺고(이때 계약금을 냄), 주로 양파, 오이, 수박 등의 채소

류를 재배, 판매하여 농지 임차료 및 농기계 사용료를 농장에 지불하고 남은 돈을 갖는다. 고본질 농부들은 보통 3~4월경 

집을 떠나 농사가 끝나는 10월경에 돌아온다. 농사를 짓는 현지에서는 농장내의 빈집을 빌려 생활하며, 때로는 움막을 짓

고 생활한다. 작황이나 생산물의 가격 변동이 심해 고본질은 기본적으로 투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인들은 채소농사

에 능하고 상당히 모험적이라 투기적 성격의 고본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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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4개의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고려인 민족축제, 한

글교육, 한민족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려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민족정체성을 지

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고려인을 결집할 수 있는 조직 결성을 후원하고 문화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고려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도모한다. 셋째, 무국적 및 불법체류 고려인들의 법

적지위 획득을 위한 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넷째, 고려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시설영농기술 

전수 등 농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2001년 11월 23일 후원자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모임 

‘볼고그라드 고려인의 친구들’(회장 신경록)을 결성하였다. 결성식에서 박청수 교무는 원불교 강남

교당에서 모금한 1억 5백만원을 후원하였고 이 후원금은 고려인들의 초기 정착을 위한 주택 및 토

지 구입에 사용되었다. 현지 사업 추진 주체가 없었던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러시아본부를 통

해 민족축제를 지원하거나 어려운 동포가정을 돕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5년  

이봄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을 현지에 파견하며 볼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가. 볼고그라드 고려인 조직 결성과 운영

해외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업추진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다른 러시아지역처럼 볼고그라드에도 고려인협회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협회장만 있고 집행력은 없

는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다. 따라서 고려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수의 고려인들이 참여하는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05년 4월 러시아본부 이형근 집행위원장을 현지 대표로 하는 

01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을 만난 박청수 교무 등 한국 대표단. 2001년 8월     02  고려인들과 얘기하는 신경록 회장(우측 첫번째). 2003년 1월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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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단체로 ‘태백’을 설립하였다. ‘태백’은 초기에는 한국과 현지 고려인이 함께, 이후에는 고려인들

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05년 이봄

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장을 볼고그라드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후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한글학교 운영, 시설영농 기술전수, 민족정체성 회복

사업과 동포사회 연대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려인 대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문화와 말을 익히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볼고그라드 고려인

사회의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이들의 성장과 함께 2010년 이후 볼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은 점

차 현지 고려인 조직이 주도해 나가는 것으로 전환돼 갔다. 2012년에는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을 ‘볼고그라드 한·러교류협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고려인 조직이 지원을 받는 조

직에서 한국과 볼고그라드의 교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조직으로 그 위상이 변화한 것을 반영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직접 진행했던 일련의 사업들은 점차 현지 고려인

들에게 이양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 젊은이들의 활약은 주목할 만하다. ‘볼고그라드 한·러교

류협회’(회장 심이리나)는 청년들이 중심이 된 볼고그라드 고려인문화센터 ‘미리내’(회장 김이고르)

로 이름을 바꾸고 한글학교 운영, 전통문화센터 운영, 고려인축제 개최, 러시아 고려인 청년조직과

의 문화교류사업, 지역사회에 우리문화 소개 등을 담당하며 고려인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2년부터 ‘미리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및 각종 행사

비를 지원하고, 전통악기 및 한복 등 물품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 국적취득을 위한 법률지원사업

2005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무국적자와 불법체류 고려인의 영주권 취득 및 체류허가 취

득을 위한 법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불법체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

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당시에는 이 방법조차 모르는 고려인들이 많았다.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은 주모스크바 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체류허가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

고, 볼고그라드 내 8개 마을을 순회하며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주정부 민족

담당부서, 한국대사관 등과 공동으로 고려인 국적취득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해주 고려인협

회, 모스크바 고려인협회, 타민족대표들과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자격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절반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자 본

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 마을 대표로 구성된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

성하여 긴급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법적자격 취득은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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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안이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현지 고려인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

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현지 고려인동포로 하여금 법률서류작성 및 행정대행 자격을 취득하게 하

여 고려인들의 법률취득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지원사업은 매해 겨울 농한기를 기

해 실시하였다.

다. 시설농업단지 조성 및 기술교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고려인의 경

제적 자립을 위해 농업기술 전수 및 농업지

도자 양성 등 농업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겨울이면 과채류 값이 엄청나게 오르

는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고려인농부들이 연

중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시설농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시설농업 교

육 및 기술전수를 위한 현지방문연수와 한국

초청연수를 진행하였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볼고그라

드 주변지역에 시설영농시범단지를 조성하였다.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볼고그라

드주 솔로두쉬노에 12ha의 토지를 구입하여 단동형 비닐하우스 온실 3개동(450평)과 3연동 규모의 

육묘장(450평)으로 구성된 제1시설영농단지를 설치하였다. 이후 볼고그라드주 레닌스키에 150평 

규모의 단동 비닐하우스 온실 20동(총 3,000평)을 설치하며 제2시설영농단지를 구축하였다. 그리

고 제2시설영농단지 내에는 시설농업 연수자를 위한 숙소도 마련하여 연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

다. 시설영농단지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농민 지도자들의 현장실습과 기술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

는 기반이 되었으며 시설농업을 배우려는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되었다. 한편으로는 볼고그라

드 농업대학과 기술 및 교육에 대한 상호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도

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고그라드 현지 농장에서는 토마토, 오이 등을 생산하고 시설영농

의 경험을 축적하며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농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려인동포 한국농업연수, 한국 농업기술진 볼고그라드 현지방문지

도 등 시설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진행되었다. 2006년 5명의 고려인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시설농업 연수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 한국농업전문가 2명이 볼고그라드를 방문하

시설영농시범단지 조성작업. 200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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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5일간 250명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및 기

술전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볼고

그라드주의 볼고그라드시, 브이꼬브, 레닌스

키, 와루장까, 노보니꼴스키, 크라스나다르지

역을 돌며 현지에 맞는 시설영농기법을 전수

하였고 고려인 농장을 방문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고려인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 달에 걸쳐 한국농업현

장 방문 및 이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강

릉 춘천 호반육묘장, 수원 딸기하우스, 강릉일

대 하우스 단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방문하여 현장실습 및 이론교육을 받았다. 이듬해인 2009년 

3월에도 볼고그라드 현지에 적합한 비닐하우스 선정 및 설치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고려인들을 한

국으로 초청하여 경남 진주에서 비닐하우스 농장 답사 및 설치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한국 전문

가 2명을 러시아로 파견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연수를 실시하였다.

농업지원사업과 더불어 한방진료소 개소, 겨울철 밭에서 생활하는 고려인들을 위한 긴급 생활

물자 지원, 부항기, 안마기, 파스 등 각종 가정용 의료품 지원, 달력제작 배포, 학생들을 위한 중고

컴퓨터 500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였다.

볼고그라드 지역 순회영농교육. 2008년 11월

시설영농 물자지원 및 기술연수 진행 경과

일자 구분 내용

2006년 시설농업 초청연수 농업인 5명 초청 

2006년 비닐하우스 물자지원 비닐하우스 자재, 농기자재 등

2007년 7월 비닐하우스 설치 한국 기술진 파견. 6개동 설치

2008년 11월 시설농업 방문연수 한국 농업전문가 2인 볼고그라드 현지 파견

2008년 12월 시설농업 초청연수 농업인 7명 한국초청

2009년 2월 시설농업 초청연수 농업인 10명 한국초청 

2009년 3월 시설농업 초청연수 비닐하우스 설치연수를 위한 고려인 초청

2009년 시설농업 방문연수 한국 농업전문가 2명 볼고그라드 현지 파견

2009년 3월 시설자재 전달 철근 등 비닐하우스 자재, 관정시설, 컨테이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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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려인축제 지원

2001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후원으로 제1회 고려인축제가 볼고그라드 현지에서 개최되

었다. 1,000명이 넘는 동포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된 본 행사는 고려인 사회는 물론이고 볼

고그라드 주정부와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볼고그라드 고려인 사회는 고려인축제가 

볼고그라드에서 고려인들의 위상과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의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고려인동포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

데 제2회 고려인축제가 볼고그라드 드바레스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는 1회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고려인들이 참가했을 뿐 아니라 볼고그라드 주정부 인사 및 여타 소수민족대표들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 이후 고려인축제는 볼고그라드 유일의 소수민족축제이자 다른 민족에

게도 열려있는 다민족, 다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고려인축제는 고려인들만의 단합행사가 아니라 볼고그라드에 사는 20여개 민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타민족 및 주변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축제는 민속공연, 각종 운동

경기, 전통놀이 등의 문화행사, 세미나, 교류회의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새로운 테마로 진행되는 

고려인축제는 지역의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볼고그라드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에 걸맞

는 지역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가하면 한국 방문단이 여러 차례 고려인축제 현장을 방문

하여 함께 축제를 즐기고 이들의 활동을 응원하였다.

01  제1회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2001년 8월 15일     02  제4회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개최. 2005년 8월 15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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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글문화교실 운영

재이주의 역사가 짧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볼고그라드 고려인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민족 문화와 언어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볼고그라드

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연해주 고려인 사회와 달리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하지 못하

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이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고 이를 지켜나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경과

회차 일자 주최 후원

제1회 2001년 8월 15일 볼고그라드 고려인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2회 2003년 9월 27일 볼고그라드 고려인협회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재단, 

농협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3회 2004년 8월 14일
볼고그라드 주정부, 볼고그라드 고려

인협회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재단,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지구촌공생회, 삼능건설, 불국사, 농협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4회 2005년 8월 15일 볼고그라드 고려인협회 농협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5회 2006년 10월 14일 볼고그라드 고려인협회
재외동포재단, 대한적십자사, 농협중앙회, 

행정자치부, 모스크바 LG,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6회 2007년 8월 18일
고려인 민족문화자치회,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볼고그라드 주정부, 

행정자치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7회 2008년 10월 7일 볼고그라드 고려인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8회 2009년 8월 15일
볼고그라드 고려인협회,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볼고그라드 주정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광주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9회 2010년 10월 9일
볼고그라드 고려인협회,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10회 2011년 7월 8일
볼고그라드 고려인협회,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11회 2012년 볼고그라드 고려인문화센터 ‘미리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12회 2013년 볼고그라드 고려인문화센터 ‘미리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13회 2014년 7월 18일 볼고그라드 고려인문화센터 ‘미리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14회 2015년 10월 10일 볼고그라드 고려인문화센터 ‘미리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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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한글문화교실을 개설, 운영해 왔

다. 고려인들에게 한글교육은 단순한 언어습

득 과정이 아니라 우리문화와 역사, 자기정체

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으

로의 유학 및 취업을 원하는 고려인들이 늘어

나며 한글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2005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0평 

남짓한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주 2회 6시간 과

정의 한글교실을 개설하였다. 교장은 현지에 

파견된 이봄철 부장이 맡았다. 초기 사업은 교

육 공간도 열악하고, 교재와 교구재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한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없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후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고려인 학생들이 늘어나자 볼고그라드 한글교

실은 매일 초중급과정을 진행하고, 동시에 볼스키 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10여명의 학생을 대상

으로 초급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크라스나르메스키에도 한글학교를 열고 10여명

의 학생을 대상으로 초급과정 수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한국어 교재 및 교구재를 지원하였고, 한국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각교재도 지

원하였다. 

매년 한글교실이 시작될 때면 고려인과 러시아 학생 150명 이상이 등록을 한다. 비록 이들 모두

가 교육과정을 수료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10명 이상이 로스토프나도누의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참가하는 등 한글교실은 고려인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에 대한 연수도 진행하였다. 2008년 11월 로스토프나도누 한국문

화원에서 한국어 교사 2명을 초청하여 한글문화학교 운영방안 및 학습교재 연구, 교수법에 대한 연

수를 실시했고, 2015년 11월에는 볼고그라드 현지에서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수법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고려인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한복, 사물놀이 

악기는 물론 음악,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자재를 구비하였다. 전통문화교실에서는 전통 음악과 

춤, 문화예절 교실을 열어 고려인들이 함께 따라 배우며 익히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들 중 일

부는 연습 과정을 거쳐 고려인축제 등 지역 행사에서 전통문화공연을 선보이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2005년 8월부터 약 1달간 경기도 한국농악보존회 사물놀이팀이 볼고그라드를 방문하여 전통 사물

놀이를 전수하였다. 이 때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사물놀이를 전수받은 고려인 대학생 5명은 다른 고

려인 청년들에게 사물놀이를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0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컴퓨터, 

볼고그라드 한글교실 수업.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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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캠코더 등 장비를 지원하였다. 이 공간에서 고려인 청년들은 컴퓨터의 이해, 활용, 조립, 수

리 기술 등을 배웠다.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방문 및 장학금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2009년 정부초청 장학생 1명을 선

발하여 한국에서 4년 학부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단기 모국방문단 2명의 연수도 실시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려인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00년 초반부터 진행된 볼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은 당시 고려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법

률지원 및 생계지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고려인 지원사업은 농업지원사업, 한글문화학교, 고려인

축제지원, 장학사업, 한러교류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0여년의 지원 기간을 거치며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하던 대부분의 사업이 현지 고려인 사회로 이양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볼고그라드 고려인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와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볼고그라드 고려인 한국어 교육 및 문화교류 활동

일자 구분 내용 세부내용

2005년 8월 한러교류활동 대학생봉사단 25명 볼고그라드 방문 태권도, 한글교육 등 진행

2005년 8월 전통문화교류 경기도 한국농악보존회 사물놀이 전수 고려인 5명에게 사물놀이 전수

2008년 11월 한글학교, 교사연수 라스토프나도누 한국문화원 교사 연수 한국어 교사 외 2명 연수

2009년 7월 한러교류활동 부산대학교 봉사단 방문 태권도, 한글, 음악, 미술 등 교육

2010년 6월 한러교류활동 부산대학교 봉사단 방문 태권도, 한글, 사물놀이, 농업봉사 등 

2011년 6월 한러교류활동 부산대학교 봉사단 방문 태권도, 한글, 사물놀이, 농업봉사 등 

2011년 7월 의료지원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 방문 현장 건강검진 및 의약품 지원

2013년 7월 한러교류활동 대구대학교 봉사단 방문
한국어, 태권도, 사물놀이, 전통공예, 

시설수리 등

2014년 10월 한글학교, 교사연수
한국어 전문가 볼고그라드 현지 연수

한글학교 교사 8명 참여
한국어 교수법 등 연수

2014년 6월 전통문화교류
국립남도국악원 주최 연수에 볼고그라드 

한민족무용단 ‘화승’ 참여
전통무용 및 남도북춤 연수

2015년 11월 한글학교, 교사연수 한국어 전문가 볼고그라드 현지 연수 한국어 교수법 등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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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며 1990년대와 2000년대 중국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사회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급속한 인구 이동(농촌 → 도시, 

내륙 → 연해, 중국 → 국외)으로 인해 조선족 사회의 ‘농촌공동체’가 붕괴되었고, 아동 수도 급격히 

줄어들며 조선족학교는 빠르게 통폐합되어갔다. ‘학교분포망 조절’로 불리는 중국 교육당국의 학교

통폐합 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시켰다. “조선족 마을에는 조선족학교가 있다”라는 말처럼 일제

강점기부터 최근까지 조선족 공동체의 근간이었던 조선족학교는 이렇듯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1988년 1,126개에 달했던 소학교 수는 2005년 287개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학

생수도 18만명에서 3만 8천명으로 급감하였다.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더불어 ‘외류현상’2)도 조선족

학교의 쇠퇴를 불러온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조선족학교의 위기는 농촌 학교 수의 감소로 그치지 않았다. 교육시설도 열악해졌고 교사의 수

준도 낮아졌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조선족 노동력의 70%가 일자리를 찾아 중국 연안의 대도

시나 한국으로 떠나면서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부모없이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5.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사업

 

1)	 	‘외류현상’이란	조선족	학생들이	조선족학교가	아닌	한족학교를	다니는	것을	일컫는	말로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는	생각이	확산되며	심화되었다.

중국 조선족 소학교, 중학교 현황 (1988년~2005년) 

연도 소학교 학생 교직원 중학교 학생 교직원

1988년 1,126 186,434 11,473 213 107,366 9,572

1993년 1,148 162,257 13,902 185 83,457 9,912

1997년 984 156,864 16,078 211 88,304 9,734

2005년 287 38,402 7,459 169 62,343 6,159

※ 출처: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통계자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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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족 학생들은 가정교육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한 조선족 교육계는 유치원과 소학교에서 조선어 교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가정 등 학교 밖

에서는 대부분 한어를 사용함으로써 ‘민족언어 상실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에

서 발간되는 한어 출판물은 1년에 10만여종인데 반해 조선어 출판물은 100여종에 불과해서 대부분

의 민족학교는 조선어 교재와 도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선족학교 도서실의 경우 대부분 

비좁고 낙후된 데다 도서도 80~90년대 한국에서 발행된 중고 참고서, 동화책, 위인전 등 600~700

권 정도만 비치돼 있다. 이러한 현실은 조선족 학생들의 한족학교로의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민족 언어와 문화에 대한 고려보다는 우수한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학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족학교의 민족문화교육과 독서교육에 대한 의지는 비교적 높

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족학교들은 소인수학습, 민족문화교육, 글쓰기 및 독서교육 등 학교만

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중국 조선족학교는 중

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기초이다. 따라서 조선족학교를 지켜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선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09년에는 길림성 룡정 교육국과 협력하여 동불사소학교에 컴퓨터 및 

교육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동불사소학교는 학생 50명, 교직원 18명 규모의 전형적인 

농촌소학교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3년간 교육물품을 지원하고 후원방문도 했다. 그러나 농

촌 조선족 인구의 급감으로 결국 이 시골 학교는 폐교의 위기를 맞이한다. 이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이 조선족학교 지원사업 방향과 방식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국 조선족학교의 통폐합과 외류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조선족학교 교육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선

족들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선족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

였다. 그 결과 교육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학교 도서관에 주목하게 된다.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학교 교육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며, 그 중심에는 독서교육이 있다.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존의 학교 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서가에 

채우고, 교사들의 운영능력을 높여 학교도서관이 조선족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조선족학교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서관을 기반으로 조선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이 학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열려있고, 찾기 편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공

간에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책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

고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돕는 도서관 담당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결국 조선족학

교 도서관 활성화는 양질의 도서관 시설, 다양한 책과 자료, 도서관을 운영할 훈련된 인력 등이 모

두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내 최초의 사립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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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느티나무도서관(관장 박영숙)’과 도서관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느티나무도

서관의 노하우와 운영 경험을 조선족학교에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한국과 조

선족 관계자들로 이뤄진 자문 모임을 구성하여 한국의 경험을 중국 조선족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정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가.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이 오래 머물고 싶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목표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매년 2~3개 학교에 도서관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상학교는 1차로  

성(省) 교육행정당국의 추천을 받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운

영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 지역 교육국의 관심과 지원의지, 도서관 운영과 독서활동 정도, 도서관 

전담교사 배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꾸려 사업을 실행 계획을 짜고 이후 현지를 방문하여 지역 교육국과 협

약서를 체결하였다.

장백현조선족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실내 모습. 201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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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시공은 중국 현지 업체를 선정하였다. 한국에도 뜻있는 시공 전문가가 많았지만,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생각할 때 현지 업체와의 협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학교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도서관 설계는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도서관 전문가와 설계·시공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내가 바라는 도

서관’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시공 과정은 한국 

전문가의 감리를 받도록 하였다. 

조선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새롭게 꾸려진 도서관은 ‘네모상자’ 도서관이라 이름

붙였다.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이 제안하고 조선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동의를 거쳐 선정

된 ‘네모상자’라는 명칭은, ‘네가 꿈꾸는 모든 것을 상상해봐 자유롭게’의 앞 글자를 딴 말로 조선족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꿈과 상상력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제1호 네모상자 도서관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에 있는 신동소학교에 꾸려졌다. 신

동소학교 도서관은 화룡시교육국과의 협약서 체결 이후 약 3개월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2012년 10

월 학생들에게 개방되었다. 도서관 시설과 함께 한글도서 2,500권도 지원되었다. 도서관은 전체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지원학교

연번 성(省) 지역 학교명 완공 및 개관

1 길림성 화룡시 신동조선족소학교 2012년 10월

2 길림성 룡정시 북안조선족소학교 2013년 5월

3 흑룡강성 오상시 오상시조선족중학교 2013년 11월

4 길림성 서란시 서란시조선족소학교 2014년 3월

5 길림성 매하구시 매하구시조선족소학교 2014년 4월

6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현조선족소학교 2014년 6월

7 길림성 장춘시 록원구조선족소학교 2014년 12월

8 흑룡강성 녕안시 녕안시조선족중학교 2015년 5월

9 흑룡강성 오상시 오상시조선족소학교 2015년 5월

10 길림성 훈춘시 훈춘시제1실험소학교 2015년 10월

11 흑룡강성 상지시 상지시조선족중학교 2015년 11월

12 길림성 영길현 영길현조선족소학교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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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30㎡(약40평)로 교실 2개의 벽을 터서 만들었고, 약 2만권의 책을 비치할 수 있는 서가가 설

치되었다.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뒹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온돌방,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는 소모

임방 등도 꾸려졌다. 그리고 2012년 10월 11일 신동소학교 학생과 교사, 교육국 관계자, 한국방문

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1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2013년에도 네모상자 도서관 건립은 계속되었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정시에 위치한 북

안소학교, 흑룡강성 오상시중학교에 새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2014년에는 길림성 매하구시 매하구

소학교, 길림성 서란시소학교,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소학교, 길림성 장춘시 록원구소학교 

등 4개교가 공사를 완료하고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이듬해인 2015년에도 흑룡강성 녕안시중학교, 

흑룡강성 오상시조선족소학교, 길림성 훈춘시제1실험소학교, 흑룡강성 상지시중학교에 차례로 네

모상자 도서관이 세워졌다. 그리고 2016년 5월 제12호 네모상자 도서관이 길림성 영길현조선족소

학교에 개관했다. 네모상자 도서관 건립에는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신한은행, 어린이가행

복한나라 등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나.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도서관 지원사업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교사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담당교사가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서와 친해질 수 있도

록 지도할 때 도서관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좋은 도서관에는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도서관 담당교사의 역할, 도서관 운영, 

학생 참여활동, 독서활동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조선족학교 도

서관 담당교사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한국의 도서관 운영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

인하고 체험할 수 있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훨씬 사실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

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많은 교사를 초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한국의 도서관 전문

가가 중국을 방문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국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교육이 강의 위주로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혼용하여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느티나무도서관과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이하, 학도넷) 등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강사단을 구성하였다. 한국 초청연수의 경우 도서관 자문위원이 운영하는 

사설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연수 장소로 선정하였고, 중국 방문연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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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한 네모상자 도서관을 연수 장소로 활

용하였다. 그리고 연수에 참여하는 도서관 담

당교사들은 각 성의 교육국과 협의하여 선발

하였다. 

2013년 4월 첫 번째 한국 연수가 진행되었

다. 이 프로그램에는 룡정시 북안소학교, 연

길시 중앙소학교, 화룡시 신동소학교, 훈춘시 

제4소학교 등에서 4명의 조선족학교 교사가 

참여하여 학교 도서관 현장체험, 도서관 탐방 

및 행사참여,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교육을 받

았다. 연수에는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 자문위원인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과 김주낭 고양 상탄초등학교 사서교사가 강사로 참

여하였다. 연수에서는 구체적인 실무교육보다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

영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 방문연수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세 번째 네모상자 도서관이 설치된 

오상시조선족중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학교 도서관의 위상, 학생들의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독서

활동 지도방법 등이 다뤄졌다. 연수에는 요녕성 심양시,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 흑룡강성 하얼

빈시, 내몽고 우란호트시 등 12개 조선족학교에서 2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강사진으

로는 김주낭 고양 상탄초등학교 사서교사, 이미아 파주 가람도서관 관장, 최지혜 바람숲그림책도

서관 관장이 참여하였다. 연수프로그램은 중국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한국 전문가들이 조선

족학교 도서관 운영과 독서 현황을 파악하는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의 올

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한국 초청연수는 2014년 8월에 진행되었다. 조선족학교 교사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도서관 운영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참가 교사들은 경기도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상

탄초등학교, 강화도 바람숲그림책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자의 역할과 도서관 운영 실제에 대한 교

육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10월 진행된 두 번째 중국 현지 연수에는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지역 

조선족학교 교사 26명 참여하였고, 한국에서는 김종성 계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아영 용인 서

천초등학교 사서교사,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 등 3명이 강사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학교 도

서관 변화의 방향, 학교도서관 운영사례 발표, 좋은 독서프로그램 소개, 도서 분류와 정리, 교사수

업개혁과 독서활동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연수프로그램은 계속되었다. 7월에는 한국 초청연수가, 11월에는 

중국 현지 연수가 각각 진행되었다. 한국 연수에는 조선족교사 6명이 참가하여 느티나무도서관, 

동북3성 조선족학교 도서관 운영교육 연수. 장춘시 록원구조선족소학교 

2015년 11월 20일



39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평화도서관, 밤토실도서관 등 지역도서관을 방문, 자료 분류와 수집, 그림책 고르기, 책 읽어주기 

등을 체험하였고 동화작가와의 만남도 가졌다. 또 학교도서관을 방문하여 학교도서관 사서의 역

할,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11월 중국 방문연수는 새롭게 

문을 연 길림성 장춘시 록원구조선족소학교에서 “꽃피는 학교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요녕

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30개 학교에서 4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며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도서관전문가,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모임인 학도넷이 함께 기획·추진하였으

며 조월례 경민대학교 독서문화컨텐츠학과 교수, 김경숙 학도넷 사무처장, 이대건 고창 책마을 해

리 촌장, 이영주 서울연가초등학교 사서교사 등 4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였다. 특히 11월 연

수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참여교육 방식을 채택하여 교사

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한글도서 지원

양질의 도서가 얼마나 구비돼 있는가는 좋은 도서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앞서 언급했듯 조선족학교 도서관에는 한글도서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다양한 한글도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

여할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조선족학교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를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족학교 학생들이 어떤 책을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진행 경과

행사명 일자 장소 참가자

한국 초청연수 2013년 4월 22일~28일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고양 상탄초등학교 4명

중국 방문연수 2013년 12월 4일~8일 흑룡강성 오상조선족중학교 20명

한국 초청연수 2014년 8월 2일~5일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고양 상탄초등학교, 

강화도 바람숲그림책도서관
8명

중국 방문연수 2014년 10월 22일~26일 길림성 매하구시조선족소학교 25명

한국 초청연수 2015년 7월 25일~28일
용인 느티나무도서관, 용인 서천초등학교, 

파주 도서관 
8명

중국 방문연수 2015년 11월 18일~22일 길림성 장춘시 록원구조선족소학교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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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원지역 학생들 한글도서 모으기 캠페인. 2013년 8월 23일    

02  중국 배분센터에서 각 학교에 한글도서 배분. 중국 연길시 2013년 12월 7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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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조선족

학교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의 학생들이 자주 읽고 좋아하는 

책들을 조선족학교 학생들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국 조선족학교에 전달할 한글도서를 모으기 위해 교육청 및 여러 

학교와 협력하였다. 특히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로 ‘학생 1명당 도서 1권 보내기 운

동’을 전개하여 많은 책을 모을 수 있었는데, 이 캠페인은 가정에서 한두 번 보고 읽지 않는 책들을 

학교에서 수집하여 기증하는 방식이었다. 그런가하면 지역도서관과 출판사로부터 책을 기증받기

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 책이나 조선족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은 도서관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도서모집 기준표’를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달하여 상

태가 양호한 양질의 책을 기증받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책은 상태를 확인하고, 종류별로 분류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수원시에 90㎡ 규모의 도서분류센터를 마련하였다. 중

국에 전달되는 만큼 도서분류 기준은 중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도서관 자문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확

정하였다. 인문학, 자연과학, 그림책, 동화책, 만화책, 각종 도감류 등 기준표에 의거해 분류한 도

서들은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으로 재분류되고 포장까지 마친 후 중국에 전달되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경기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

부모 봉사단이 큰 힘을 보태주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

관의 이름을 딴 ‘네모상자 동아리’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이 동아리는 조선족학교 도서관을 위한 모

금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에서 도서 모집을 주도하고, 특히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분류센터에서의 

도서분류 작업을 돕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6개 학교에서 네모상자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한글도서 지원 내역

차수 연도 수량(권) 배분 학교수

1차 2012년 13,000 17

2차 2013년 32,000 50

3차 2014년 19,700 27

4차 2014년 20,000 32

5차 2015년 11,206 12

6차 2015년 9,8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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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도서분류센터와 함께 중국으로 전

해진 도서를 보관하고 동북 3성 전역의 학교

들에 도서를 보내기 위해 중국 연길시에 45㎡ 

규모의 배분센터를 설치하였다. 중국 배분센

터에서는 한글도서 배가, 도서 지원 학교 선

정, 학교별 배분수량 결정, 도서배분 인도인

수 확인 등이 이뤄진다. 일단 중국 도서배분센

터에 한글도서가 도착하면 이 책들을 학교에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배가

해 놓고 조선족학교 담당 교사들이 직접 책을 

골라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이 보다 책

임감을 갖고 양질의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한글도서 지원 대상학교는 각 성의 교육행정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 학교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배분 수량은 ‘네모상자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2,500권, 기타 일반 학교는 500권으

로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도서 배분 시에는 학교 상황을 파악, 정리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향

후 효과적인 도서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은 책을 보관하는 장소로 전락했던 조

선족학교 도서관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조선족 사회에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

고 있다. 앞으로도 도서관 환경개선, 교사 연수, 한글도서 지원이라는 모델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

하여 중국 내에서 조선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 도서관이 민족 언어와 문화를 이어가는 중심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사업을 통해 한국과 조선족사회가 상호 간의 관

심과 이해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네모상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있는 장춘시 록원구조선족소학교 아이들. 

201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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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조선족동포 사기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의 재외동포 지원사업도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그간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재외동포사업을 통해 우리민족 근대사의 고통을 고스란

히 안고 살았던 재외동포들의 아픔을 보듬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구소련 시기와 구소련의 

해체 과정에서 강제이주와 재이주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고려인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고

국을 떠나 중국에 정착한 조선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왔다.

초기에는 사기피해를 당한 조선족과 재이주 과정에서 국적을 잃은 고려인들을 돕고자 

법률구제 및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리고 이후에는 재외동포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돕는 생계지원사업, 자활사업,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가하면 민족 정체성과 언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동포들을 위해 

각종 한글,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조선족, 고려인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이 속

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이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더불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이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

이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갈 것이다.

평가 및 
향후 방향

재외동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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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역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재외

동포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활동해 왔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10월 결성된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광

주전남 지역에서 나눔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남과 북은 물론 해외동포에게 나눔과 

교류의 운동을 펼친다는 목표로 출범하였다. 그런가하면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로부터 시작하여 2007년 11월 정식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지역본부로 출

범한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부산경남 지역에서 대북지원사업과 함께 사

할린 지역 동포를 돕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지역본부는 지역 차원의 북한 동포돕기운동을 진행하며 지역의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으며, 지방간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더불어 민족의 아픈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알려내고 이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

록 돕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01
지역본부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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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단법인 우리민족, 이하, ‘우리민족’)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

담이 열렸던 2000년 10월 첫 걸음을 내딛었다. ‘우리민족’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종교계(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가 힘을 모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북녘 동포를 지원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을 실천하고 동시에 광주전남지역의 평화통

일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 이에 더해 ‘우리민족’은 해외동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화해협

력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민족’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시기에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남북

교류단체로서 북녘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북측에 

대한 적대감 해소 및 화해협력 정서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불어 남북교류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조례제정운동과 전남도민남북교류

협의회 창립,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가하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도 북중 접경지역

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북한어린이 급식지원을 진행하는 등 남과 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 학생들이 참여하는 헌교과서 수거운동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통한 대

중적인 방식의 통일교육, 환경교육, 나눔운동을 진행하며 시민단체 기금 조성의 모범사례를 만들

어냈다.

2010년대 들어 상당수의 대북지원단체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민족’

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중국 조선족 교육교류사업과 청소년 통일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기에 이른다. ‘우리민족’은 중국 조선족 사회와의 안정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족정

체성 위기에 놓인 조선족 아이들의 심리건강과 한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

서 재외동포사업 단체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였다. 또한 광주전남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 

체험형 DMZ통일캠프를 매년 수 차례씩 진행하며 체험과 답사, 이론을 통합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역
본부 1.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 우리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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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요 연혁

2000년~2002년 · 농산물(김미역, 양파, 방울토마토) 보내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대북지원 

2002년~2003년
·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기반조성을 위해 전남 22개 시·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운동 및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조직

2003년~2006년

·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및 농기계지원, 못자리용 비닐보내기운동, 우리밀 지원, 전남쌀 지원, 

농민편의소 건설, 룡천역 폭발사고 돕기 운동 

· 헌 교과서 수집운동을 통한 실천통일운동, 교과서용 종이보내기 등

2005년 ·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제안 및 협의회 구성 견인

2006년 ·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사무처 분리

2007년~2008년 · 북한 수해동포 지원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2009년~2010년 · 북한 변경지역 어린이 급식지원, 통일쌀 보내기 운동

2010년 · 독자법인 설립 및 법인명칭 변경(사단법인 우리민족)

2011년~현재
· 북한 수해동포 지원을 위한 밀가루보내기 운동,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진행  광주전남 청소년 통일교육사업

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우리민족’은 2000년 10월 26일 창립 이후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

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

로 북녘동포들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

다. 의약품 지원, 급식 지원, 교육 지원 등 다

양한 대북지원 활동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

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들과의 만남을 지

속하였다. 

특히 ‘우리민족’은 북녘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현교과서 

수거운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교과서 용지 보내기, 학용품 보내기 등 북녘 어린이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며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교육지원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우리민족’은 북중 

우리밀 종자 지원 사업. 2004년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4장. 지역·해외본부 및 국내 연대사업 - 01. 지역본부사업 

399

접경지역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북한어

린이 급식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남과 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마

저도 박근혜 정부 들어 전면 중단되고 만다. 

나. 재외동포사업

2011년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막혔던 남

북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민족’은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였다. ‘우

리민족’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 동포사회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한민족 평화공동체 형성의 한 

축인 조선족 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국 조

선족 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족 아이들의 심리건강

을 위한 심리상담공간, 그리고 한글교육 여건

을 개선하기 위한 도서관 지원사업,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한글도서 지원사업 등

을 추진되었다.

‘우리민족’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

시 도문제2소학교 방과 후 교실 시설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한 지역 한 학교에 심리상담실 

기능을 겸한 도서관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현재까지 길림성 도문시 2곳, 훈춘시 1곳, 요녕

성 무순시 1곳, 심양시 1곳 등 총 5곳에 시설을 지원하였다.

그런가하면 ‘우리민족’은 조선족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중국과 광주에서 진행하

였다. 또한 한민족 책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양질의 한글도서를 조선족 민족학교에 전달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1만권, 2015년 2만권의 도서가 중국 현지에 전달되었다.

교과서용 종이보내기 운동. 2005년

01  중국 길림성 도문시 도문제2소학교. 2011년   02  중국 요녕성 무순시 

신화조선족소학교. 2014년

01

02



4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01  중국 동북3성 민족학교 교사 광주초청연수. 2014년     02  중국 조선족 민족학교 한글도서 환송식. 2014년

01 02

다. 통일교육사업

2010년 8월 광주전남 어린이 DMZ통일캠

프를 시작으로 ‘우리민족’의 통일교육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

서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극대화되었고 청

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민족’은 미래 통일

시대를 이끌고 갈 청소년들의 인식개선을 목

표로 통일교육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4차례 이상 강

화, 파주, 연천, 철원 등지에서 DMZ통일캠프

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참여 학

생들이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

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

고 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학교 교실에

서 진행되는 강의식 통일교육이 아닌 현장체

험형 통일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

시하였다. 

01  광주지역 어린이 DMZ통일캠프. 2011년     02  광주지역 청소년 DMZ

통일캠프. 2013년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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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중·회원사업

창립 이래 ‘우리민족’은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 강연회, 포럼을 개최하며 지역 내에서 평화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가하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통일교육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대학생 통일연수를 추진하여 광주전남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고취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부터 통일

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DMZ가족평화통일기행

과 백두산가족평화기행을 추진하였다.

통일교육사업 연혁

2010년 ·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DMZ통일캠프(초등학생 100명)

2011년 ·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 DMZ통일캠프(초등학생 40명 / 중학생 40명)

2012년
·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DMZ통일캠프(초등학생 80명)

·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DMZ통일캠프(중·고등학생 150명)

2013년
·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DMZ통일캠프(초등학생 80명)

·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DMZ통일캠프(중·고등학생 260명)

2014년

·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DMZ통일캠프(초등학생 80명)

· 전남지역 청소년 DMZ통일캠프(중·고등학생 110명)

· 광주지역 교사 교원직무연수

2015년

·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DMZ통일캠프(초등학생 80명)

· 전남지역 청소년 DMZ통일캠프(중·고등학생 120명)

· 광주지역 교사 교원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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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금운동. 2004년     02  대학생통일연수. 2010년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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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금활동 (재활용사업)

‘우리민족’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헌교과서 수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 속에 진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학기말에 버려지는 헌교과서

를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마

련된 기금은 어린이 급식 지원, 의약품 지원, 

교과서 용지 지원 등 대북지원사업과 재외동

포사업, 통일교육사업에 사용된다. 

‘우리민족’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기본 목표 아래 다양한 남북교류사업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비록 민간의 남북교류사업이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해 왔고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지만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우리민족’은 남북 간 민간교류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광주전남지역에서 

남북교류협력에의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외동포사업(동북아 한민족 교류협력사업 - 중국 조선족 교육교류협력, 러시아 고려인 지원 및 교

류협력)과 통일교육사업(시민대상 평화교육, 청소년 통일교육)을 추진하며 사업의 확대발전을 모

색해 나가고자 한다.

헌교과서 수거사업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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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출범한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을 모태로 시

작되었다. 2002년 8월 별세한 고 김영수 목사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은 극

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후 부산경남지역의 주요 대

북지원, 동포지원단체로 활동하였다. 단체 결성 후 사업 초기에는 JTS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하

여 북한 나선시 탁아소와 유치원에 지역 단체로는 적지 않은 매월 400만원 상당의 분유를 지원하였

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지원경로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 변경하여 어린이급식지원사업

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7년 11월 26일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부산경

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결성하게 된다.

지역
본부 2.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단법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요 활동 일지

1998년 2월 17일 나진-선봉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 전달식  

1998년 7월 16일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고 김영수 목사) 결성

1998년 9월 22일 ‘북녘동포돕기 운동평가와 그 전망’ 심포지엄 개최

1999년 4월 25일 북녘 옥수수, 비료 지원을 위한 금식의 날

1999년 8월 북녘 어린이 돕기 100회 특별 거리모금 캠페인

1999년 8월 15일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손잡기 대회

1999년 11월 20일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후원의 밤 개최

2000년 4월 28일 북녘 옥수수, 비료 지원을 위한 금식의 날(2회) 

2000년 6월 30일 북녘 어린이 돕기 200회 거리모금 캠페인 및 바자회

2000년 10월 부산민주공원 선정 ‘민주시민상’ 수상단체

2000년 10월 12일 ‘김순권 박사가 이야기하는 오늘의 북한’ 강연회

2001년 5월 북녘 어린이, 제3세계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

2001년 5월 23일 정토회 법륜스님 통일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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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결성문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결성문 (2007년 11월 26일)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 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

북 지원 협력 단체로 활동하게 될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결성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결성되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1998

년 7월에 창립하여 꾸준히 북녘 어린이 식량지원 사업을 해온, 故김영수 목사의 유지를 받들고 있

는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각별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십 개 단체가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 든든한 동반자요 소중한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북녘의 사정상 지금까지의 

지원은 거의 평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작은 단체든 큰 단체든 모두가 평양만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정작 북녘의 어려운 산간지방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 지역을 벗어나 북녘의 자강도, 함경도 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자 합니다. 평양은 워낙 많은 단체들과 국제구호단체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관

계로, 모두가 다 평양만 지원하게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양으로 지원되는 물품들은 북녘 곳곳으로 분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도 인

정하듯이 높은 산간 지방이나 오지는 물류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의 중앙에서도 그런 지방에는 ‘자력갱생’ 을 강조하고 있는 형편입니

다. 그러나 말이 쉽지 자력갱생도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도 제대

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력갱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미력

하지만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쪽에서도 도시 지역 보다는 농촌이나 오지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

쩌면 더 의의가 있듯이, 이번에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하고자 하는 북녘의 자강

도, 함경도 지역의 지원이야말로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대북 지원보다도 의의와 보람이 있다 할 것입

니다. 우리의 이런 지원 활동이 종국에 가서는 북녘뿐만 아니라 남북 모든 지역과 지역에서, 적어

도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먹을 것이 부족해 고통 받는 형제와 이웃이 없는 그런 참세상, 통일 세상

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 결성되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은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결성되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중장기적으로 북녘에 햇빛발전, 

풍력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따른 대기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지구온난화는 장차 인류의 식량문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북쪽 지역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에너

지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가고자 하는 길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길 바라면

서, 오늘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고 계시는 남과 북의 모든 각 부문 일꾼들에게 따뜻한 위

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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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18일~20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작은학교 ‘평화의 마을을 향한 행진’

2002년 5월 어린이날 북녘어린이 돕기 행사

2003년 4월 이라크 어린이 긴급의약품 지원모금

2003년 6월 보릿고개 체험 추억의 밀사리 행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공동행사)

2004년 4월~6월 룡천어린이 돕기 모금사업

2004년 5월 북녘 어린이 돕기 행사

2004년 7월 ‘대북지원 현황과 과제’강연회 개최

2005년 5월 남북 어린이 평화문화 체험전 개최(부산민주공원)

2005년 6월 7일 함경북도, 평안북도 정성수액공장 준공식 참석 

2005년 12월 제1회 남북어린이평화음악회(시민회관 소극장)

2006년 5월 만수1탁아소 콩우유기계 지원. 통일한마당 ‘우리가 통일꽃 될래요’ 개최

2006년 7월 대북 모자보건 사업(2천만원) 지원

2007년 10월 23일 ㈜카파 코리아 북녘 어린이용 신발(5천만원 상당) 지원

2007년 11월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결성식(범어사 주시 정여 스님) 

2008년 1월~12월 함경도 회령지역 탁아소 지원에 매월 약 3,000달러 상당 지원

2008년 5월 2일 북녘 함경도 회령지역 탁아소 유치원 돕기 ‘하루 찻집’

2009년 2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500㎾> 건립 의향서 체결 (중국, 심양)

2009년 4월 22일 함경도 회령지역 탁아소 유치원에 먹거리, 의류 등 지원

2009년 6월 18일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500㎾ 건립 ‘후원의 밤’개최

2009년 8월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500㎾ 건립 남북합의서 교환

2009년 9월 4일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 지원을 위한 부산시(허남식 시장)와 

부산불교연합회 대표단 범어사 조찬모임

2009년 11월 13일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500㎾ 건립을 위한 태양광전지판 100㎾ 기증식(티엔솔라) 

2010년 1월 20일 북녘 어린이 겨울의류, 신발(2천만원 상당) 등 지원(예쎄 신창점 외)

2010년 2월 『민족21』 2월호 ‘스페셜리포트’- 북한 신재생에너지 <평양우리민족햇빛발전소>건립

2010년 10월 기장군청과 북녘산모와 어린이들을 위한 기장미역 제공 협약 체결

2011년 5월 28일 ‘제1회 평화통일염원 부산시민 걷기대회’개최

2011년 6월 남포산원 지원 기장 미역 1톤 인천항에서 상차

2012년 6월 9일 ‘제2회 평화통일염원 부산시민 걷기대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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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부산경남지역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

2012년 12월 부산시교육청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2013년 10월 28일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동지부 사무실 개소

2013년 12월 북녘어린이 겨울 내복 5,000벌 지원

2014년 8월 고려인 이주150주년 러시아-한반도 종주 랠리 부산 행사

2014년 8월 16일 중국 조선족 동포 어린이 부산 방문 행사

2014년 10월 11일 사할린 한인단체들과 MOU체결

2014년 12월  9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 통일 심포지엄’

2015년 5~8월 SBS/KNN TV ‘사할린 캠페인’(조정래 작가 출연) 방송

2015년 6월 11일 사할린 한인 역사기념관 건립 후원회

2015년 6월 16일 사할린 징용 한인 희생자 추념식(유즈노사할린스크 / KNN 취재동행)

2015년 8월 사할린 징용 한인 희생자 합동추모비 제막식·위령제 및 추모관 기공식

2015년 12월 9일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강연회

가. 대북지원사업 

①  햇빛(태양광)발전소 지원 사업

2008년 2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 민화협)와 500kW 용량의 평양우리민족

햇빛발전소 건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낙랑구역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예상 부지를 둘러

보고 북측 민화협과 정식 합의서를 교환한다.

햇빛발전소 사업은 총 공사비 45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산시로부터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받

협력사업 합의서 교환. 200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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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직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사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경북 봉화의 한 중소기업이 100kW급 모듈을 기증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

어지고 있다.

②  북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사업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업 초기부

터 남북관계 경색이 본격화된 2009년까지 매월 정

기적으로 북녘 영유아·유치원 어린이들의 먹거리

를 지원해 왔다. 그리고 2010년에는 부산 기장군청

과 함께 북녘산모·어린이지원을 위한 기장미역 지

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북측 남포산원에 기장미역  

1톤은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 12월에는 북

녘 어린이를 위한 겨울내복 5천벌을 지원하는 등 북

녘의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에 힘써 

왔다.

나. 사할린한인역사기념관 건립 사업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한인역

사기념관 건립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기념관은 일

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한인 희생자들의 넋

을 기리고, 사할린 동포들에게 고국의 문화와 역사

를 알려주기 위한 복합문화 공간이다. 기념관 건립

을 위해 민간차원의 모금 활동과 다양한 홍보 활동

01  부산 기장군청과의 협약체결식. 2010년 10월    02  기장미역 남포산원  

전달 준비. 

01

02

사할린한인역사기념관 모금 광고에 출연한 조정래 작가. 2015년 5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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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SBS/KNN TV 광고를 통해 ‘사할린한인역사기념관 건립 캠페인’

을 진행하였는데, 이 광고에는 『태백산맥』, 『아리랑』 등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가 직접 출연하여 큰 

화제를 낳았다. 이 TV 캠페인 광고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할린동포의 역사를 알리는 좋

은 기회였다.

2015년 6월 11일에는 역사기념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하기 위해 삼광사 영빈관에서 

‘사할린한인역사기념관 건립 후원회’를 개최하였다. 부산경남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 후원회에서는 사할린동포의 상황, 역사기념관 건립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6월 16일에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일제 제국주의 강점기 사할린 강제 징용 희생자 추념식’을 개

최하여 한인 희생자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그리

고 8월 11일,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

크 제1공동묘역에서 일제 강점기 사할린 강

제 징용 한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 추모비 제

막식과 위령제를 거행하였다. 이 추모비는 

사할린에 처음으로 세워진 한인 희생자 추

모비이다. 위령제에는 다수의 사할린동포들

이 참석하였다. 이와 함께 ‘추모관 기공식’도 

개최하였는데 2016년 완공 예정인 추모관에

는 무연고 희생자 등 러시아 사할린 강제징

용 희생자 약 8천명의 위패를 제작하여 안치

할 예정이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사할린동

포 청소년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2016년 8월부터 매년 1회씩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2015년 7월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

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더불어 

기념관 건립이 차질 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청원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01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희생자 합동 추모비 제막식 및 위령제. 러시아 유

즈노사할린스크 2015년 8월 11일     02  사할린 강제지용 한인 희생자 추

모관 기공식.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 2015년 8월 11일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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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의 ‘서로돕는’ 운동으로 시작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은 창립 초기부터 세계 각지의 동포 사회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을 알리며 동참을 호소했다. 그 결과 미국·캐나다·호주·중국 등 각 교민 사회에

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조직되며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미국의 경우 LA·워싱턴·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보스턴·필라델피아·텍사스· 

아틀란타 등 9개 지역에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중에는 활동이 미미한 곳도 있었지만 LA와 

워싱턴, 텍사스 달라스본부 등은 활발히 활동하며 해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활동을 

주도해 나갔다. 캐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캐나다 교포 원재엽씨가 1997년 북한

동포돕기 모금을 위해 캐나다를 도보로 횡단하는 등 활발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원재

엽씨의 도보행진은 한국에까지 이어져 1998년 8월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37일간 전국을 일

주하는 행진98로 발전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조선족상조회라는 이름으로 해외본부가 결성되었다. 재정적 어려움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조선족상조회는 북한동포돕기와 사기피해 조선족동포돕기 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8년 4월 26일 개최된 ‘국제금식의 날’ 행사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전 세계에 알

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러시아의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노보시비르스

크·블라디보스톡에 지부가 결성되며 러시아본부가 출범하였다. 유럽에서도 영국·독일·

프랑스·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본부가 결성되었고, 남태평양에서는 호주 지부와 뉴질랜

드 지부가 결성되며 남태평양본부가 출범하였다. 동남아에서도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에 가

장 활발하게 참여했던 필리핀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에 지부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결성된 전 세계의 지역 본부들은 1998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로 발

전하였다. 이후 세계협의회는 북한동포돕기운동과 함께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어려운 우리민

족들을 돕는 각종 지원사업, 재외동포 지위 향상을 위한 주창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02
해외본부사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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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Ko-

rean Sharing Movement International, 이

하, 세계협의회)’는 1998년 10월 15부터 17일

까지 미국 LA에서 해외 각 지역 본부 대표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미국·

러시아·중국·캐나다·유럽·오세아니아·

동남아·남미·중앙아시아에 지역본부를 결

성하기로 결의했으며, 북한본부 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년마다 총회를 열어 해외동포 사회의 협력 과제를 협의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자고 다짐하였다. 사업 측면에서는 북한동

포돕기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정착지원사업도 추진하

기로 하였다.

해외본부 창립과 활동

세계협의회 창립대회. 1998년 10월 15일

제1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임원 구성

상임대표	 강문규(한국),	박희민(미국),	북한은	추후	결정

공동대표	 이상철(캐나다),	김창식(남태평양),	한막스(러시아),	이극범(유럽),	정판룡(중국),	

	 일본·동남아·남미·중앙아시아·북한은	추후결정

상임위원장	 박희민(미국)

상임위원	 서경석(한국),	박현모(동남아),이광수(남태평양),	김대억(캐나다),	강신권(미국),	김영길(유럽),	

	 이형근(러시아),	일본·남미·중앙아시아·북한·중국은	추후	결정

집행위원장	 강신권(미국),	북한측	사무총장	1인	추후	결정

사무총장	 서경석(한국)

해외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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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계협의회는 2001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LA에서 2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2차 총회에는 한국·미국·캐나다·유럽·호주·러시아·남미 등 각 지역의 본부를 대표하여 40

여명이 참가하였다. 2차 총회에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북한동포돕기운동 일변도에

서 벗어나 한민족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

런가하면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방향 전환도 논의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차원의 

식량, 비료 등 대규모 물자지원이 시작되면서 NGO 차원의 단순 물자지원은 효과가 떨어졌고 모

금 또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개발지원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특정 대상(어린이, 산모 등)에 대

한 지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 함경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세계

협의회는 모든 역량을 함경도에 집중하여 이 지역의 모든 육아원들을 돕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회, 지역사회, 기관들이 함경도의 육아원을 하나씩 맡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또

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함경도 지원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 재이주 고려인들의 정착지원과 중국 조선족학교의 민족정체성 회복사업을 추진하기로 결

정하고 ‘조선족·연해주 지원위원회’를 출범하였다. 더불어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국제

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계협의회는 한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세계 모든 지역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부를 구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운영과 모금, 사업 추진 등에서는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세계협의회 차원에서 연대하여 진행하였다. 

가. 미주본부 (Korean-American Sharing Movement, KASM)

미국에서는 1996년부터 주요 도시별로 지부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6년 9월에 LA, 시

카고, 뉴욕, 워싱턴에 지역 조직이 생겼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1997년 2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

인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화해와 원조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미국 내 총 7개 지부가 본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약 250만달러를 모금하여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 3,500여톤, 그리고 미국 구호단

체와 교회로부터 기증받은 약 1,40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1997년에는 민

간 구호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컨테이너 5개 분량의 겨울옷을 북한 황해도 지역으로 보내 이를 직

접 분배하기도 하였다. 본 사업에는 45,000여명의 교포가 모금에 동참하였는데 이는 미국 한인 

사회에서 인도주의 민족연대운동의 첫 사례가 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당시로써는 미국 내 어떤 

기구의 대북지원보다 큰 규모였다. 

이러한 모금활동을 바탕으로 1997년 미국 내 지역조직들을 연결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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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미주본부(이하, 미주본부)가 발족하였다. 워싱턴 - 볼티모어·LA·뉴욕·시카고·샌프란시

스코·아틀랜타·보스톤·필라델피아·텍사스 등 9개 지역에 지부가 결성되었다. 또한 미주본

부는 월드비전(World Vision), 머시코(Mercy Corps), 카터센터(Cartercenter) 등 미국 내 20여

개 대북지원 NGO들이 참여한 ‘대북지원협의체’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크리스

토퍼 콕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하원에 제안한 ‘대북원조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토니 홀 민주당 하원의원의 ‘인도적대북원조허용’ 수정안과 절충하여 세계식량계

획(WFP)과 NGO를 통한 미국의 인도적 대북원조를 허용하는 ‘대북원조허용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활동

미국 달라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Korean-American 

Sharing Movement of Dallas, KASM-DALLAS, 이하, 달

라스본부)은 달라스 내 종교인 및 실업인 55명이 주축이 되어 

1997년 11월 창립하였으며, 창립 이후 현재까지 세계협의회 및 

미주본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1997년 북한으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 ‘Spirit of Grace’호

에 달라스 한인들이 모은 겨울옷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것을 시

작으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시작하였다. 창립 초기에는 매년 약 

3만달러를 모금, 국수용 밀가루 60톤씩을 구입하여 텍사스 침례

교 남선교회(Texas Baptist Men)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였다. 그

러나 달라스본부는 미주본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시행

정부의 대북봉쇄정책과 ‘악의 축’ 발언 등으로 모금과 지원활동

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한인교회와 뜻있는 후원자들의 성원

으로 꾸준히 북한 동포들을 위한 식량물자를 전달할 수 있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매년 옥수수 60톤을 직접 북한 동포들에

게 전달하고 있다. 달라스본부는 식량 외에도 2005년에는 함경

북도 회령시에 지붕개보수 자재를 지원하였고, 이후에도 농업용 비닐, 비료, 의료품, 축구공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였다. 

달라스본부는 2011년 북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북한의 아동시설 등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연 120톤의 옥수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물

자는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애육원,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 전달되고 있다. 물자 지원 이후에는 윤유종 상임대표를 비롯

한 후원자들이 연 2~3회 원산을 방문하여 지원 기관들의 상황과 분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달라스의 

Baylor Hospital System으로부터 후원받은 의료장비, 어린이 영양제, 의약품 등을 강원도인민병원에 전달하고 있다. 그

리고 지난 2014년에는 달라스본부와 한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으로 강원도 원산시 아동시설과 병원에 국수

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01  원산애육원에 국수를 전달하는 달라스본부 윤유종 

상임대표(중간). 2015년 5월 6일     02  강원도 중등학

원에 축구공 전달. 2015년 11월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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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는 밀가루, 옥수수 등 식량 3,500톤과 의약품 컨테이너 3개, 의류와 원단 컨테이너 

5개, 돼지통조림 컨테이너 15개 등 1,750만달러 상당의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이 물자는 황해남

북도, 량강도, 자강도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미주본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가

족상봉도 추진하였다.

큰 홍수로 남북 공히 큰 피해를 입었던 1999년, 미주본부는 남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31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북한 수재민들에게는 420만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하였다. 특히 강신

권 미주본부 집행위원장이 직접 방북하여 의류 및 기타 지원 물자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평안남

도 숙천군 인민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을 방문하여 북측 의사들과 보건의료 상황과 향후 지원방안

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미주본부는 미국 정부, 북한, 미국 민간단체의 3자 합의에 의해 추진된 ‘농업구호개발사

업’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농업구호개발사업’은 미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해왔던 간접지원 방식이 양자지원(Bilateral assistance)으로 전환된 상징적인 사업이었

다. 이 사업에서 민간단체들은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농업기술 및 농업 물자(농약, 비료, 씨감자 

등)를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미주본부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초청을 받아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구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미주본부는 북한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독차창구를 개설하고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

극적으로 활동해 나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활동 초기 북

측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미주본부가 나서 양측 간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의 직접교류 창구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나. 러시아본부 (Korean-Russian Sharing Movement, KRSM)

러시아본부는 1998년 9월 창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며 정식 출범하였다. 이형근 모스크바 3.1문

화원장을 주축으로 결성된 러시아본부는 이후 한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남부러시아 볼고

그라드 지역의 고려인 정착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

다.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민족주의가 득세하며 타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

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고려인들이 이 지역을 러시아본부 창립대회. 1998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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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날 수 밖에 없었다. 또 타지키스탄 내전이 발발하며 많은 고려인들이 유랑의 길에 나섰고, 이들 

중 다수가 러시아 남부의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이주하며 이 지역에 대규모 고려인 사회가 형성되

었다. 그러나 볼고그라드 고려인 수가 5~6만을 헤아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러시아와 한국 정부

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01년 개최된 제2차 세계협의회 총회에서 이들 고려인들의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농업기술지원,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 고려인

축제 지원, 한글교육지원, 어려운 가정에 대한 구호사업, 한인문화센터 건립지원 등을 논의하였

다. 러시아본부는 초기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활동하며,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본격적

으로 볼고그라드 고려인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해외 본부 활동

지부명 일자 활동

LA 지부

1997년 5월 옥수수 1,000톤을 조선종교인협회로 전달

1997년 7월 모금액 17만달러를 미국적십자사를 통해 전달

1998년 4월
옥수수 100톤과 밀가루 100톤을 북한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약품을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의 병원에 직접 분배함

1998년 4월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 LA행사 개최

워싱턴 - 볼티모어 

지부

1997년
북한동포를 위한 식량을 5월 625톤, 6월 665톤, 7월 665톤 등 

총 1,955톤을 유진벨재단을 통해 전달

1997년 8월 질소비료 65톤을 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 전달

1998년 6월 결핵약(8만달러)을 유진벨재단을 통해 전달

1998년 4월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을 토니홀 하원의원과 머시코 인터내셔날, 

인터액션 등과 함께 개최

뉴욕 지부
1997년 14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직접 전달

1998년 4월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 지역주민과 함께 개최

시카고 지부
1997년 11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직접 전달

1998년 4월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 지역주민과 함께 개최

샌프란시스코 지부
1997년 6만달 상당의 식량을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전달

1998년 4월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 지역주민과 함께 개최

아틀란타 지부 1997년
식량물자를 세계식량계획(WFP)와 식량농업기구(FAO)에 각각 5천달러, 

한국적십자사에 1만달러, 미국 장로교 교단을 통해 5천달러 등 북한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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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나다본부 (Korean-Canadian Sharing Movement, KCSM)

캐나다에서는 1996년부터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며 느

슨하게나마 한인 조직이 결성되었다. 캐나다 한인 사회는 1997년 캐다나 정부기금을 매칭펀드로 

받아 총 85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캐나다곡물은행(Canadian Foodgrains Bank)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였다. 그런가하면 캐나다 동포 원재엽씨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1997년 5월부터 9월 

까지 7,000km 대륙 도보횡단을 진행하여 10만달러를 모금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8년 4월 캐

나다 한인교역자협의회를 중심으로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에 참여하며 10만달러를 모금하였다.

캐나다동포들은 탈북난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1999년 4월 한인교역자협의회, 

한인교회협의회 등이 연계하여 탈북난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및 탈북민 난민지위 청원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토론토한인회, 실업인협회, 언론사 등 11개 동포단체들이 연합

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캐나다본부(이하, 캐나다본부)’를 결성하였다. 

캐나다본부는 2000년 6월 북한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주목하며 보건의료지원운동을 개시하였

다. 캐나다본부는 북한 현지조사를 거쳐 북한 나진시 국제육아유치원 600명의 아이들을 위한 의

료설비 및 의료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의료인으로 구성된 소위원

회를 꾸리고 모금활동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2001년 3월 각종 보건의료 물자를 북한에 전달하고 

5월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분배 상황을 확인하였다. 그런가하면 캐나다본부는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에서 추진한 ‘젖염소보내기운동’에 동참하여 6,000달러를 후원하기도 하였다.

라. 유럽본부 (Korean-European Sharing Movement, KESM)

유럽에서는 1998년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듬

해인 1999년 10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유럽본부(이하, 유럽본부)’ 공동대표자 회의를 개최하

고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중

접경지역 북한동포돕기사업도 시작하여 회령, 은덕, 무산 등 두만강에 접해 있는 지역의 동포들

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그런가하면 유럽본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한 다

양한 국민참여사업에도 함께했다. 1998년과 1999년에는 한국에서 진행된 행진98과 희망의행진

99에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2000년 여름, 파리 - 벨기에 - 네덜란드 - 독일을 자전거로 횡단했던  

‘파리 - 베를린 자전거대행진’에서는 지역 행사 조직 등 실질적인 행사 진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파리-베를린 자전거대행진’ 이후 2001년 7월에는 행사를 통해 조성된 성금과 기타 <우리민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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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돕기운동>의 모금액을 더하여 32만달러 상당의 결핵약을 북한에 전달하였다. 또한 유럽본부 영

국지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전개한 ‘북한 옥수수보내기 캠페인’에 성금 1,170만원을 보

내오는 등 유럽본부 내 각국 지부들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마. 중국조선족상조회 (中國朝鮮族相助會)

중국본부는 ‘중국조선족상조회’라는 이름

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중국조선족상조회

는 ‘중국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를 중심으

로 조선족 사기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및 북한동포돕기운동 등 민족 사업 추진을 

위해 1998년 2월 결성되었다. 중국조선족상

조회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력하

여 조선족 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중국 현

지에서의 활동에 앞장섰으며, 1998년 4월 개

최된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

여 1,500만원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 함경북도 회령지역 북한 동포들에게 옥수수 

50톤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중국 조선족사회의 인구감소와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난관 속

에서도 중국조선족상조회는 사기피해 조선족들의 구제활동은 물론, 북한과의 지리적·정치적 근

접성을 십분 활용하며 북한동포돕기운동에서 남과 북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조선족상조회, 북한 식량난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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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협의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이 서로를 돕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자가 속출하던 북한동포들의 실상을 알리고 해외 한인사회의 북한

동포돕기운동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1998년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 2000년 ‘파리 - 베

를린 자전거대행진’ 등이 세계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그런가하면 세계협의

회는 1999년 ‘재외동포지위향상을 위한 추진협의회’ 창립에도 기여하였다. 이 추진협의회 구

성을 통해 불합리한 재외동포법 제정을 규탄하고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여 하나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세계

협의회는 2001년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국제캠페인’에도 참여하여 전 세계 79개국, 152개 도

시에서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를 조직하였다.

세계협의회는 결성 초기부터 한국과 미주본부가 주도하였으며, 특히 미주본부의 역할

이 컸다. 미주본부는 북한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협력하여 대북식량, 보건의료 물자를 지

속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미주 이산가족상봉도 주선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또한 

머시코인터내셔널, 월드비전 등 미국의 대북지원 NGO들과 협력하여 미국사회의 대북지원

을 주도하는 등 미국 인도지원 사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1년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대북 봉쇄정책이 추진되면서 북한 동포돕기운동

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참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특히 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북

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 등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급격히 축소되고 말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은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해외 한인사회에

서도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후반 

해외 한인사회 네트워크를 연결해 서로 돕는 운동을 펼치고자 시작했던 세계협의회는 활동

의 동력을 복구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조직은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워싱턴본부는 미국 내 한인 

청년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텍사스의 달라스본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

동포돕기운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협의회에 참여했던 한인들이 현재까

지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꾸준히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보내오는 등 우리 동포들의  

‘서로돕기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평가 및 
향후 방향

해외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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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연대체로 출범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게 있어 연대와 협

력은 단체 활동의 기본 원칙이다. 창립 초기인 1996년의 ‘북한동포돕기 범

국민모금운동’과 1997년의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 ‘북한동

포 사랑의 옷 보내기운동’, 1998년 ‘국제금식의 날 캠페인’, ‘재중동포 입국 사기피해 

지원사업’, ‘행진98/희망의 행진99’ 등이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기반으로 추진

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또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내 단체들과 협력하여 남

북관계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내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활동 또한 꾸

준히 전개해 왔다.

2000년 이후 대북지원이 긴급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되며 연대 기관의 폭

이 넓어졌고 그 방식도 다양해졌다. 2000년부터 추진했던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새

마을운동중앙회, 농협중앙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대한잠사회, 서울지하철공사 노

동조합 등과 연대하여 진행하였다. 또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대북 보건의

료 지원사업’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

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협의회 등 우리 사회 대표적인 

보건의료 단체들과 함께 추진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며 지방자치단

체와의 협력 강화는 대북 개발지원사

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

다. 또한 지자체와의 연대협력은 지역

에서의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을 확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런가하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은 각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연

03
국내 연대사업

배경

각계 원로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흥사단 강당, 1999년 6월 29일). 

앞줄 왼쪽부터 장응철 원불교 서울사무소장, 김광욱 천도교 교령, 송월주 스

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 서영훈 상임대표, 김준곤 목사, 이우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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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매개자 또는 가교 역할도 담당해왔다. 이를 통해 초기 농업과 보건의료분야

에서 협력했던 단체들은 공동협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독자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가교역할은 단순 물자지원 창구에서부터 인

큐베이팅, 공동사업추진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단체 간의 연대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대정부 정책활동 및 대규모 대북지원사업

을 이끌어갔다. 이외에도 6.15공동선언 및 8.15기념 남북공동행사, 개성 영통사 성

지순례사업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사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평

화 주창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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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9년 제주도와 공동으로 ‘북한에 사랑의 감귤보내기 운동’을 추진

하며 지자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협력사업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 되어서야 본격화되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구도로 변화되면서 지자체들은 적극적으로 남

북교류를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체로 일회성 이벤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지속적이고 성

과있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은 정부간 접촉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접촉창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

았다. 각 지자체는 대북 접촉창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했고 개별적으로 접촉창구를 확보하

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제도적으로 지자체들은 직접 대북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1999년  

통일부가 고시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

원 직접 수행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은 신뢰할 만한 민간단체와의 연대가 불가피했다. 

그즈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단순 물자지원에서 북한의 생산성 증대 및 북한주민 역량강

화를 위한 개발지원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과 전문가들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신뢰할만한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찾아야 했던 지자체와 대규모 개발지원사

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파트너를 원했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호 필요가 

합쳐지며 지자체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간의 공동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지자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은 주로 대북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체육교류, 공원상징사업, 경제교

류, 원조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해외 지자체와의 자매교류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남측의 지자

체로서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이나 사회문화교류, 자매교류를 선호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사업방식은 초기 북측과의 교류협력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자

매결연에 대한 선호는 모든 지자체가 요구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북측으로서는 동일한 이유로 정

치적 폭발성이 큰 사회문화교류를 부담스러워했으며 물자지원의 형식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지원없이 교류없다’ 라는 말이 표현하듯 북한은 지원과 협력을 같은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다. 

게다가 중앙집권체계인 북한에서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없는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부
사업 1.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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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남한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 또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방정부(시·도 인민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남북의 지자체간 자매교류는 현실적인 방식이 아니었

다. 결국 남북간에 좀 더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우선 북측이 받아들이기 용이하고 남측 지자체

로서도 명분이 있는 대북지원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4천여톤을 

지원하며 시작되었다. 감귤지원은 북한주민들에게 훌륭한 비타민 공급원을 지원하는 사업일 뿐

만 아니라, 감귤의 과잉생산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했던 감귤 농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다. 

그런가하면 강원도는 이보다 앞선 1998년 9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 관련 조례인 「남

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이듬해인 1999년엔 

역시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2억 2백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다. 이 시기 강원도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나선 것은 당시의 시대적 조류와 강원도의 현실적 이해가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

다.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가 발표되고, 같은 해 11월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

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북한 장전항에 입항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강원도는 남북관계 

발전을 강원도 지역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며 남북교류협력에 박차를 가했다.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자체는 정치군사적 문제들에 대해 훨씬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으며, 국제정치 환경이나 이념 논쟁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

체보다 훨씬 풍부한 물질적·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 어업, 임업, 보건의료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부문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에 더해 지자체는 기업과는 달

리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특징도 가진다.

무엇보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은 지자체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남북한 정상은 6.15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북간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다져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후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차원만이 아니라 지자체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

는 정책을 펴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자체 사이에서도 민족적 사안인 통일문제에 지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참

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각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

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러나 남북협력사업자가 아닌 지자체

는 독자적으로 북측과의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1)

이 시기 지자체가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주로 농업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당시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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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가 북측의 최대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2년 경운기 

200대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경운기와 콤바인을 지원했고, 2005년에 들어서면서는 

북한 농업과학원과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강원도의 경우는 2000년에 못자리용 비

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어 공동방류 및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약

품을 지원하였다. 또 전라남도는 2003년에 평안남도 대동군에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못자리용 비닐과 온실자재 등을 지원하였다. 전라북도도 2004년부터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에 농기계를 지원하고 농기계수리공장도 건설하였다.

2006년 이후 남북교류사업은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는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단순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함에 따라 각 지자체 역시 기존의 단순 물자지원 방식을 넘어 북한의 농

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발지원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 남한의 민간단체

와 지자체는 북한에게 본격적인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북한은 평양시의 농

촌지역인 강남군 당곡리 및 장교리에서 남한의 지자체가 제안한 농촌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동

의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개발사

업 모델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9년 제주도와 감귤보내기 사업을 진행한 이래 다양한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대북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와의 공동사업은 2010년 5.24 조치가 발효 되며 거의 모두 중단되었다.

 

1)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민간단체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 특징 주요기관 및 단체

반관반민 지자체가 직접 NGO 설립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지역NGO+지자체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자체와 특별한 협력관계

NGO 지자체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경상남도

제주도

중앙NGO+지자체
서울에 근거를 둔 

전국적 단위의 NGO

NGO 지자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유진벨재단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등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전라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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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9년 11월

부터 2000년 2월까지 제주도 및 제주지역 종

교,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새천년맞이 북

한에 감귤보내기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

주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새천년맞이 북

한에 감귤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 사

업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감귤 4,336톤을 

북측동포들에게 지원하였으며 지원 과정에서 

감귤분배 확인을 위해 대표단이 2차례 평양을 

방문하였다. 특히 2차 방문에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대표단 단장으로 참여하였다. 비록 제주도민

운동본부의 고문 자격이었지만 남측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의 북한 방문이었다. <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은 북측과의 사업협의, 북한으로 감귤 운송, 대표단의 방북 등 제주도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였다. 2000년 들어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

로 개편되며 북측과의 독자창구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후부터 매년 감귤보내기 사업, 당근보내기 

사업 등 제주도 토산물 지원사업과 제주도민의 방북 등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갔다. 제주도의 감귤

지원은 ‘비타민C 외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 경기도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남북협력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경기

도는 2001년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등 제도

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경기도의 최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측 량강도 인도지원사업이었는데, 경

기도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2002년 6월에 농기계(경운기 200대), 지붕 개량재(5천가

구분), 축구공(2002개) 등 10억원 규모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2년 6월 25일부터 29일까

지 임창렬 지사를 비롯한 38명의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경기도는 2003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북측과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남북교류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남북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2004년 4월 6일부

터 10일까지 한석규 경기도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민족화

제주도 감귤 2차 출항식. 제주항 2000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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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벼시범사업 벼베기행사. 평양 2005년 10월 5일

해협의회(이하, 북측 민화협)와 최초로 농기계, 치과장비, 식품가공공장 설립을 골자로 하는 지원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경기도는 북측 룡천역 폭발사고 복구지원에 필요한 긴급구

호물자도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물자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북한주민들

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2005년 평양시 룡성구역 

농업과학원 내에서 벼농사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남북한의 종자를 각각 남측과 북측 농

법으로 재배하여 수확량을 비교하는 사업이었다. 남측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북측 농업과학원 벼연

구소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2006년부터 북측 농촌의 하부단

위인 협동농장에서 종합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협동농장에

서 3년 계획으로 진행된 협동농장현대화사업은 북측 지역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최초의 종

합지역개발사업이었다. 

이어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7년 개성시 개풍동에 양묘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8년부터는 경기도 남북 접경지역에서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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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2009년부터는 축산분야의 협력사업도 추진하였다.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국영농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축산(돼지), 시설농업(온실), 바이오가스발전, 옥수수와 벼 재배를 결합한 자원순

환형 농축산협력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모두 중

단된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경기도는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2004년 룡천지원, 

2007년 개성 지역 수해지원, 2009년 식량난 완화를 위한 옥수수 1만 1천톤 지원이 대표적이다. 

다. 전라남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000년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결성되어 밀가루, 쌀 등의 식

량, 김, 미역, 방울토마토, 양파 등 지역 특산물을 보내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2002년 북측 민화협과의 협의를 통해 평안남도와 전라남도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고 전라남도 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결성을 추진하였

다. 이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여 보다 폭넓은 교류협력의 틀을 구축하고자 함이었다. 

경기도와의 공동협력사업 내용

사업내용 추진시기 북측 지역 공동협력단체

농기계와 지붕재지원 2002년 량강도
경기도

천주교 수원교구

농기계와 의료장비지원 2004년 황해북도 경기도

식품공장지원사업 2004년 평양시 경기도

룡천역 폭발사고 구호물자지원 2004년 평안남도 룡천군 경기도

벼농사시범사업 2005년 평양시 룡성구역 경기도

협동농장현대화사업 2006년~2008년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경기도

개풍양묘장 협력사업 2007년~현재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경기도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2008년~현재 황해북도 개성시 인근지역 경기도

자원순환형 축산지원사업 2009년~현재 평양시 사동구역 덕동 경기도

긴급지원 2007년, 2009년 개성 등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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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3년 4월 ‘전남 시장·군수협

의회’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축이 되어 22개 기초자치단체와 도의회, 

기초의회, 기업,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전남

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2003년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과 공동으로 평안남도 대동

군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콤바인과 경

운기 100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유지·보수

를 위한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을 건설하였

다.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에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전라남도 시·군 대표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방문단 110명이 참석하였다. 

2004년부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아 남북교류협력사

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대동군에 벼종자 등 농자재를, 2005년에는 평안남

도 청산리에 농민 편의소를, 2006년에는 평양에 남새비닐온실 및 냉장창고를, 2007년부터는 평양 

발효콩공장 건립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라. 전라북도

2004년부터 전라북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이 기금을 공동 출연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였다. 2004년 3월 2일부터 6일

까지 이형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라북도 관계자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실무대표단이 평양

을 방문하여 북측 민화협과 향후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황해남도 신천군을 대상으로 농

전라남도와의 공동협력사업 내용

사업내용 추진시기 북측 지역 공동협력단체

지역농산물 및 농기계와 

농자재 지원
2000년~2002년 평안남도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기계수리공장 건립과 

농기계지원사업
2003년 평안남도 대동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2003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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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산력 증대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지

원, 농기계수리공장 건립을 골자로 하는 합의

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전라북도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신천군 내 협동농장에 콤바

인, 경운기, 못자리 비닐 등 농기계와 필수 농

자재를 지원하였고, 64평 규모의 ‘신천군 백석

리 농기계수리공장’을 건설하였다. 신천군 농

업지원사업은 애초 2004년에 마무리 될 예정

이었으나 2004년 7월부터 근 1년간 지속된 남

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미뤄지다 2005년 8

월부터 다시 추진되어 2005년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2005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의 1박 2일 일

정으로 강현욱 전라북도지사와 14개 시·군 대표, 김성훈, 윤여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및 후원자 등 223명이 서해직항로를 통해 신천군을 방문, 남북공동벼베기행사와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전라북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축산분야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전라북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5월 3일 평양을 방문하여 농업 및 축산분야 지원사

업에 관한 합의서를 북측 민화협과 체결하였다. 신천군 농업지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양돈시

설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양돈시설은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국영농장에 설치

하기로 하였으며, 지원시설은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으로 명명되었다. 대대리 돼지목장  

1동에 위치한 이 공장은 21,000㎡ 부지에 총 8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였으며, 연간 1,000마

리, 100톤의 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한 양돈장에는 축분을 이용하여 각종 채소를 재배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온실 8동도 지원되었다. 본 사업도 당초 2006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06

년 10월 북측의 핵실험으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2007년 3월 재개되어 10월 24일 준공식을 개최하였

다. 준공식에는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한명규 전라북도 부지사, 김병곤 전라북도 도의회 의장, 

전북 12개 시·군 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등 101명 등이 참석하였다.

남포 돼지공장 현판식. 2007년 10월 24일

전라북도와의 공동협력사업 내용

사업내용 추진시기 북측 지역 공동협력단체

농기계수리공장 건립과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
2004년~2005년 황해남도 신천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양돈장 지원사업 2006년~2009년 남포시 대대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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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상남도

경상남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의 공동협력사업은 2006년 1월 11일  

이주영 정무부지사, 이용선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전강석 경남통일

농업협력회 회장 등 9명이 개성을 방문

하여 북측 민화협과 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며 본격화되었다. 사

업은 농도의 특성을 살려 농업분야로 

정하고 벼농사, 비닐하우스 채소재배, 딸기묘 생산 등 경남지역의 농업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하였

다. 이러한 사업 구성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농

업에 종사하는 경남지역 농업인들을 주축으로 통일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순수 민간단체이

다. 경상남도의 대북협력사업에서 재정 및 사업 전반적인 사항의 추진을 경상남도가 맡고,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과의 협의와 물자반출 등 실무진행을, 여기에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기술

전문성을 결합하여 추진되었다.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협동농장에서 진행된 농업협력사업은 이앙기 등 농기계 지원, 벼 육묘공

장 및 남새 비닐하우스 설치, 바이러스가 없는 딸기묘 생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06년 4월  

7일 이주영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남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벼육묘공장 준공식

이 열렸다. 

본 사업을 통해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벼와 채소 육묘생산기술, 오이, 토마토, 수박 등 다양한 채

소 재배기술도 함께 전수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남에서 조직 배양한 딸기 모주 3,500주를 장교리 육

묘공장에서 묘목으로 키운 후 이 중 1만주를 남쪽으로 들여와 딸기농가에 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대북지원단체로 지정되며, 2007년부터 경상남도의 대북협력사업

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실무를 맡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경상남도 이앙기 250대 전달식. 2006년 4월 5일

경상남도와의 공동협력사업 내용

사업내용 추진시기 북측 지역 공동협력단체

벼육묘장 설치, 채소온실 설치

딸기묘 생산
2006년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경상남도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농기계지원사업 2006년 평안남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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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천시

인천시는 2009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의 긴급 옥수수 1만 1천톤 지원에 참여하

였고, 2010년 북한 수재민에 대한 긴급지원

으로 밀가루 700톤을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

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1년 인천시가 말라

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에 참여하며 인천시

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협력사업

이 본격화되었다.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

업은 2008년부터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이 개성과 인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

었다. 그런데 말라리아 환자는 경기도지역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북한과 접한 인천의 옹진군과 강화군 그리고 강원도의 철원군에도 환자가 발

생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강원도의 참여가 중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2011년부터 인천시도 방역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경기도와 인천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11년 북측 민화협과 방역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

하고 2011년 5월 23일 인천시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역물자를 개성육로를 통해 지원하였다. 임진

각에서 열린 물자 전달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함께 참여하여 남북교류협

력사업에서 지자체 간의 공동사업의 길을 열었다.

인천시 북한어린이돕기 후원 협약식(2010년 10월 27일). 좌로부터 이용선 

공동대표, 영담 상임공동대표, 송영길 인천시장, 인명진 상임공동대표 

인천시와의 공동협력사업 내용

사업내용 추진시기 북측 지역 공동협력단체

긴급지원 및 어린이지원 2009년~2011년 개성, 함경북도 인천시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2011년~현재
황해남도 배천군 

연안군 등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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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울시

2004년 4월 평안북도 룡천역 폭발사고에 따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긴급지원사업에 서

울시가 참여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와 서울시 간의 공동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이명

박 서울시장은 5월 1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룡천돕기 물자 지원식에 직접 참여하였다. 또

한 서울시는 2009년 긴급 식량지원을 위해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한 지자체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주요 지자체가 북측과 

안정적으로 교류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전남도민남북

교류협의회 등 지역차원의 민간단체가 북측과 교류협력하는데 가교역할도 했다. 말라리아 남북공

동방역사업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하여 최초의 지자체 공동협력사업이 되었다. 향후 강원

도가 추가로 참여하여 휴전선 접경지역 지자체 공동협력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지자체 공동협력사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서도 소중하다. 재원과 전문성을 바탕으

로 다양한 개발지원과 시범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이 거둔 대북지원의 성과 중 상당부분은 지자체와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2004년 서울시 룡천 지원물자 전달식(2004년 5월 1일). 좌로부터 이명박 서울시장, 정정섭 공동대표(기아대책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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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자체와의 

공동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북지원 민간

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

회(이하, 북민협)의 일원으로 다양한 연대

활동을 이끌어 왔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2월 기존의 창구일원화 방침을 폐기하는 창

구다원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대북지원 활성화를 바라는 민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기존에 대한적십자사로 일

원화되어 있던 대북지원 창구를 개별 민간

단체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각 단체가 대북지원을 위해 반출 승인신청을 할 경우, 정부가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확보능력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하여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창구다원화 조치 이후 독자 창구 자격을 획득한 민간단체들이 늘어나면서 민간단체 간

의 정보교환과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29일 20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구 명칭)가 발족하였다.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협 구성과 발족부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2차례 회

장 단체를 맡으며 정부의 민간대북지원 정책추진과 지원단체 간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4년~2005년, 2012년~2013년 4년 동안 북민협 회장단체를 맡았다. 특히 

2004년~2005년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이 그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확대 발전되

던 시기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기간 북민협 회장단체로 룡천역 폭발사고 당시 긴급구

세부
사업 2.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활동

 

2)	 	당시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한국JTS,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본부,	좋은

벗들,	어린이어깨동무,	유진벨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기아대책,	민족화합불교추진협의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월드비

전,	한코리아,	감리교서부연회,	남북나눔운동,	국제옥수수재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한사람들,	대한예수교장로총회(통합)이다.	

3)	 	북민협,	『대북지원	20년	백서』,	2015.	p.53

룡천역 폭발사고 지원을 위한 북민협 긴급 운영위(2004년 4월 24일). 앞줄 왼

쪽이 이용선 사무총장(당시 북민협 운영위원장), 우측이 신명철 남북나눔운동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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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캠페인을 이끄는 한편 정부와의 협치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북지원의 역사에서 2004년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해이다. 룡천역 폭발사고라는 재난

을 희망의 계기로 삼고자 국내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치고 정부도 동참한 긴급구호사업의 전례를 만

든 해이기 때문이다. 2004년 4월 22일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룡천

역 폭발사고 소식을 접한 민간단체들은 북한지역의 긴급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북민협은 룡천역 사고 소식에 신속히 대응하여 4월 24일 개최한 긴급운영위원

회에서 긴급구호물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룡천역 사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조직을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결성된 조직이 ‘북한 룡천역폭발사고피해동포돕기운동본부(이하, 룡천동포돕기운동

본부)’이다. 구체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로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기로 하였으며 일반사회단체 

및 구호단체들도 룡천 지원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당시 북민협 회

장 단체로 룡천동포돕기운동본부의 사무국 역할을 맡았다. 긴급구호와 관련 캠페인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던 약 한 달 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각종 캠페인을 조직하는 한편 물자 반출과 언론 

홍보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룡천역 폭발사고에 대한 긴급구호 경험은 대북지원에서 우리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했다. 이에 북민협은 2001년 8월에 민간단체 및 정부 내 관련부처간

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던 민관정책협의회를 다시 추

진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9월 북민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이하, 민관협)

가 발족하게 되었다. 민관협 내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그 산하에 보건의료, 농업축산, 일반

구호, 특수(복지) 등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다. 이는 개별단체차원 또는 민간차원을 넘

어 민간단체간, 민관간 협력 강화를 통하여 대북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민관협을 통해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정부는 기존의 

대북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해 나갔다. 

또한 2005년 3월 8일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1년 이상 지속적인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한 실적 요건 삭제)을 통해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다.

민관협은 대북지원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상호 보유한 자

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 협의 기구이다. 2005년에는 본회

의 3회, 운영위 2회 개최 등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토의를 진행하며 민관 상호 보완구도를 정착시켰

다. 협의회를 통해 보건의료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분야 및 장기적 복구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5개 시범 민관 합동사업을 발굴 시행하였으며 『대북지원 긴급구호 매뉴얼』 및 『대북지원 

10년 백서』를 발간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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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은 2012년 다시 북민협의 회장 단체를 맡게 된다. 대북지원 자체가 남남갈등의 한 요소

가 되었다는 지적이 대두된 가운데 북민협은 대북지원 옹호 및 홍보활동에 집중하였다.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 조성, 정부 및 국회에 대한 대북지원 옹호활동, 대북지원과 관련한 각종 언론 브리핑 활

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2012년의 주요 사업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 협약’ 운동이었다. 북민협은 우선 19대 국

회의원을 대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협약안을 

작성하였다. 정리한 사회협약안에 따르면 인도적 대북지원은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 구호, 사회경

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

요한 개발지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 사회협약안은 또 인도적 대북지원의 원칙으로 △인도

적 명령 우선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를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

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정기성과 정

량성의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등 인도적 상황을 고

려하여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제도화한다. 셋째,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그 독립

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넷째, 인도적 

대북지원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다섯째, 각 정당 및 시민사회, 정부는 인도

2013년 북민협 워크숍. 2013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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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민협 회장단체로 활동하던 시기 마련한 이 사회협약안은 이후 북

민협 활동의 주요한 바탕이 되었다. 북민협은 2013년 1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도적 대

북지원과 관련한 정책건의서’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을 제안하였고 4월 12일에는 류

길재 통일부 장관 면담 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와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

다. 또한 대북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7월 22일, 8월 30일, 11월 21일에 각각 발표하였고,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법률안’ 제정 추진을 위한 활동도 펼쳐나갔다.

이밖에 북민협은 대북지원사업의 중단으로 약화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사업과 함께 

북민협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사업도 추진해 나갔다. 북민협은 2013년과 2014년도에 실

무자들에게 과거의 경험에 대한 ‘제도적 기억’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과거보다 발전된 형태의 대북

지원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협 회장단체를 맡지 않은 기간에도 매년 상임위원 단체로 북민

협의 다양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

협의 부회장단체로 정책위원장 단체를 겸하고 있다.

 

4)	 북민협,	『대북지원	20년	백서』,	2015.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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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은 1998년 9월 3일 보수와 진보, 중도를 망라한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0여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의 협의체로 출범하였다. 민화협의 출범은 통

일문제에 대한 견해차이로 함께하지 못했던 각계각층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실현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민화협 출범부터 회원단체로 참여하였고, 1998년 창립 당시 강문

규 상임대표가 초대 민화협 상임의장(9명) 중 한명으로, 서경석 집행위원장이 공동집행원장(4명) 

중 한명으로 활동하는 등 민화협 초기 활동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2016년 현재

는 영담 상임공동대표가 민화협 공동대표에, 인명진 상임공동대표가 민화협 고문으로 선임되어 활

동하고 있다.

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과 연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로 2001년 2월 27일 창립하였고 현재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돼 있다. 또한 2008년 10월 발족한 시민평화포럼은 연대회의의 부설기구로 현장 활동가와 전

문 연구자들이 함께 새로운 담론과 정책적·운동적 대안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만들어 간다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민평화포럼은 월례포럼과 연례워크샵을 통한 평화통

일 담론·정책대안·운동과제 생산과 보고서 발간, 평화통일관련 중요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

견 도출과 정부 및 국회에 전달, 평화통일관련 국내외 단체와 인사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연대회의와 시민평화포럼의 발족 초기부터 이용선 사무총장이 공동

대표로 참여하였고 현재는 강영식 사무총장이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세부
사업 3. 시민사회 및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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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 남측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는 2000년 6월 15일에 열린 최초의 남북정상

회담을 기념하여 민간차원의 남북 공동행사 추진을 위해 기존의 민족공동행사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소하며 2005년 새롭게 발족하였다. 6.15 남측위에는 남측의 민화협, 7개 종단, 통일연대, 시민

사회단체연대회의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남북 당국이 참여하는 6.15남북공동행사는 2006

년 광주대회까지만 이어졌으며 민간차원의 남북 공동행사도 2008년 6월 15일 금강산에서의 약식 

행사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지원단체

를 대표하여 영담 상임공동대표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6.15 남측위 상임대표의 한명으로 참여

하고 있다. 

라. 한반도평화회의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

켓 발사를 강행한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지

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

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이미 끊어져 있

는 상황에서 작금의 상황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평화로운 방식

에 의한 평화정착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종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반도평화

회의’를 조직하고 2016년 3월 21일, 한반도

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 현실적이고 합리적

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1회 한반도평화회

의를 진행하였다. 한반도평화회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명진 상임공동대표가 강우일 주

교, 도법 스님, 김영주 목사, 이선종 원불교 교무,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이신호 YMCA 이사장 등

과 함께 공동 초청인으로 회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제1차 한반도 평화회의.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16년 3월 21일). 앞줄 우로

부터 박창일 신부,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인명진 목사, 이부영 이사장,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영주 목

사, 정현백 대표, 도법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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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겨레의 숲과 통일교육협의회

‘겨레의 숲’은 북한 산림복구를 통해 북한지역에 건강하고 풍부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농업

생산력을 복구하여 식량난, 식수난, 에너지난 극복에 기여하며, 남북간 개발복구협력의 새로운 모

범사례를 창출하고자 2007년 4월 창립한 연대기구로 현재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에서는 현재 영담 상임공동대표가 공동대표(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동근 평

화의 숲 공동대표)로, 강영식 사무총장이 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1999년 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민간통일교육단체간의 협

의체로서 2000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63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단체로 활동하였으며 매년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정책포럼과 평화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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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통사 성지순례사업

영통사는 개성 송악산 자락 오관산 기슭

에 있는 사찰로 고려 초기에 창건하여 고려

왕실이 참배하던 사찰이다. 대각국사 의천이 

출가해 천태종을 개창한 천년고찰이자 불교

계의 성지로 유명하지만 16세기 무렵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북한과 일본 학자들이 3년여에 걸쳐 발굴 작

업을 진행하였고, 다시 북한 역사학계가 복원 

설계를 완성하였다. 이어 2002년 11월부터 대

한불교 천태종의 지원으로 복원사업이 추진

되어 2005년 10월 영통사 복원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005년 10월 31일 남측 방문단 300여명을 비

롯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원 낙성식이 개최되었다. 영통사 복원은 6만여㎡의 부지에 총 29

채의 전각(면적 4천여㎡)을 세우는 대규모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천태종에서는 약 46만장의 기와

와 단청재료, 묘목 1만 그루, 비닐자재 60여톤, 각종 중장비와 건축자재를 지원하였다. 북한의 국보 

155호인 대각국사비를 비롯해 국보 133호인 5층 석탑, 그리고 보물로 지정된 동3층석탑, 서3층석

탑, 당간지주 등도 함께 복원되었다.

북측과 천태종측은 ‘영통사 복원사업’을 합의하면서 남측의 불교도가 지속적으로 영통사를 방문

하는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합의와 달리 북측은 정치군사적인 이

유로 개성시내 방문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며, 불교도를 비롯한 남측인사들의 순례를 계속 지연시

켰다. 이에 남측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사업을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영역을 확대해 가는

데 이 사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사업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측과의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협의 과정에는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의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그리고 천태종의 무원스님(영통사복원추진

4. 기타 연대활동

복원한 영통사 전경. 2007년 6월 8일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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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북측 민화협 그

리고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2007년 4월 24일 1차 접촉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협의 끝에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사업을 추진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사업은 남측에서는 천태종 등 불교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북측

에서는 북측 민화협과 조불련이 각각 추진 주체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양측은 2007년 6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2,000명 내외의 남측 방문단이 영통사를 참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일정

은 영통사를 비롯, 개성박물관과 선죽교를 참관하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07년 6월 8일  

570명 1차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8일 735명, 6월 23일 1,009명 등 총 2,314명이 참여하였다.

영통사 복원 남북공동 낙성식. 2007월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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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주민이 대규모로 개성을 방문했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사업은 이후 개성 관광사업 성사

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5년 7월에 현대아산과 북측은 개성관광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05

년 8월 세 차례 시범관광을 실시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

었다. 그러나 2007년 6월 진행된 성지순례사업을 통해 북측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며 2007년 

12월 현대아산이 주관하는 개성관광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8년 11월 29일 중단될 때까지 총 11만 

549명이 개성관광을 다녀왔다.

나.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국제캠페인

2001년 4월 3일 일본 정부는 반평화적이

고,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찬 ‘새로운 역

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를 검

정·승인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한국을 비롯

한 아시아 각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한국에서는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교과

서 승인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위안

부 할머니, 국회의원, 평범한 시민들이 한마

음으로 다양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1년 4월 

30일 LA에서 개최한 세계협의회 제2차 총회에서 일본 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01년 6월 중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는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일본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 운

동이 온 국민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에 행사 공동

개최를 제안하였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일본과 한국의 교과서 왜곡 사태에 대해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2001년 4월 23일 결성된 상설연대기구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

곡에 항의하는 79개 NGO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는 뜻을 함께하는 여러 단체들을 규합

하여 2001년 6월 12일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위한 ‘일본교과서바로잡기 국제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 왜곡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정부와 일본국민들의 양심에 호

소하기로 하였다. 

태국 방콕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 2001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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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시민사회, 종교, 문화, 예술 

단체 등 총 9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였

다. 본 캠페인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과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가 공동사

무처를 맡았으며 공동집행위원장에 서경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과 김민

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공동대외협

력위원장에 양미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

의회 총무와 양관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위원을 선임하였다. 

국제캠페인은 2001년 6월 12일 정오를 

기해 각 나라에 있는 일본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

서한을 일본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일본대사관과 영사관

이 있는 국가나 도시의 교민사회와 긴밀히 연락하며 행사를 준비했으며, 한인회, 교포단체, 한인

교회, 한글학교 등 교민 사회에 행사를 알리고 이들이 각 지역의 캠페인 주최로 참여하도록 독려했

다. 또한 집회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시정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한일간의 친선을 도모하자는 취

지로 진행되는 만큼 각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아시아인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제캠페인은 한국 서울, 일본 도쿄, 미국 워싱턴, 러시아 모스크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

레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호주 캔버라, 프랑스 파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우디아라비아 리

야드, 태국 방콕 등 전 세계 79개국 152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진행

된 시위에는 재일동포와 현지의 아시아인들은 물론, 각계대표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100명의 한

국 대표단이 함께 하였다. 그리고 6월 12일 이후에도 교과서 왜곡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운동을 계

속해 나가는 한편, 일본의 각 지방교육위원회에 왜곡 교과서 불채택을 촉구하는 운동도 병행해 나

갔다. 본 캠페인은 일본교과서 왜곡의 부당함을 알리는 효과와 함께 재외동포사회의 단합을 이뤄

내는 계기가 되었다.

흥사단 강당에서 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 2001년 5월 24일



PART. 2  20년 부문별 사업 소개

4장. 지역·해외본부 및 국내 연대사업 - 03. 국내 연대사업

44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한 많은 사업들은 국내의 다양한 단체, 

기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앞서 살펴본 사업들 이외

에도 1998년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국제금식의 날’ 행사를 비롯, ‘트리플2000’ 

등의 캠페인, ‘제약공장지원사업’, ‘병원현대화사업’, ‘농기계공장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희

망의 행진99’, ‘헌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단

체간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연대를 통한 사업 추진은 남북교류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의

미 이외에도 개별 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캠페인

을 협력을 통해 성사시켜나갔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가 막혀

있는 와중에도 연대와 협력의 정신은 공고한 체계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하였다. 2010년 정

부의 5.24 조치 발표 이후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과 기독교, 천도교 종

단 주요인사 37명의 방북, 그리고 2011년 조계종과 공동으로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남

북합동법회’를 평양과 묘향산 보현사에서 개최하였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지난 20년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이룬 성과는 함께 사업에 참여했던 모

든 단체들의 성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우리 사회의 굵직한 평화 이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평가 및 
향후 방향

국내 연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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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1996
2016<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요 활동일지

06.08 발족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06.21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천도교 중앙대교당)

07.12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 (삼각동 사무실 강당)

07.26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63빌딩 코스모스홀)

           -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박관용 국회 통일외무위원장, 

    황병태 신한국당 의원, 김허남 자민련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 참석 

07.29 경기북부 수재민들에게 5천만원 상당 구호물품 전달 (파주시)

09.02 북한동포성금 1억 7천만원(밀가루 5만포대) 

 적십자사 전달 (대한적십자사)

09.17 ‘추석 근검절약 및 북한동포돕기 가두캠페인’ 전개 (명동 일대)

10.05 25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재중국동포의 밤’ 개최 (천도교 중앙대교당)

11.05 사회각계인사 100인 시국선언 (탑골공원)

11.18 재중동포 사기피해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무실 강당)

11.27 대검찰청에 조선족사기피해자 1차 고소장 접수

           - 검찰총장 면담, 1차 604건 접수

12.01 재중동포 및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시민한마당 

 “손에손잡고” 개최 (장충단공원, 장충체육관)

12.04 사기피해조선족돕기 모금운동 선포 기자회견 (사무실 강당)

12.17~12.23 재중동포 사기피해 2차 현지 실태조사 (중국 동북 3성)

01.16	 ‘기금마련을	위한	모금만찬’	개최 (코리아나 호텔)

01.22	 대검찰청에	조선족사기피해사건	2차	고소장	접수	(2차	924건	접수)

02.08	 설날,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개최 (임진각 망배단)

03.10~03.12	 ‘북한	식량난에	관한	국제협의회’	개최 (송도비치호텔, 프레스센터)

03.27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	

	 기자회견 (흥사단 강당)

04.09	 ‘북한동포돕기	옥수수	10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	전개	

04.12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인사	옥수수죽	만찬’	
  (63빌딩 국제회의장)

05.20	 옥수수	1만	5천톤	대북	지원		(단동	→	신의주)

06.03~06.12	 중국	조선족사기피해자	대표	3인	농성 (사무실 강당)

06.09	 대북지원	지정기탁창구	개설	기자회견		

	 김수환	추기경,	조선족	사기피해자	농성장	격려방문 (사무실 강당)

06.13	 창립	1주년	기념식 (천도교 중앙대교당)  

06.24~06.27	 ‘북한	식량난에	관한	국제협의회(MusgroveⅡ)	개최	

	 	 (팔레스호텔)

07.18	 비료	2천톤	대북	지원	(여수항	→	남포항)

09.02~09.03	 미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발족 (워싱턴DC 한인중앙장로교회)

09.09~09.25 러시아	고려인	강제이주	60주년	기념	‘회상의	열차’	운행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타쉬켄트까지	총	8,000km

09.12	 수수,	감자	등	곡물	1만	3천톤	대북	지원	

	 (중국	단동,	집안,	도문	→	신의주,	만포,	온성)

10.02	 ‘북한동포	사랑의	옷보내기운동’	선포	기자회견 (흥사단 강당)

											 -	11월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옷모으기	행사	개최			

10.22	 의류	40만여점	대북지원		(부산항	→	나진항)

11.03	 ‘옷보내기운동	후원의	밤’	개최 (대한 상의클럽) 

11.18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문화회관)

	 -	신한국당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참석

11.21	 간장	2만	7천리터,	운동화	5천점	대북지원	(인천항	→	남포항)

12.05	 약	150여만점의	의류	및	방한용품	대북	지원	(부산항	→	나진항)

Korean Sharing Movement 20th Year Whitepaper  HISTORY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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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 록

주요 활동일지

01.05	 옥수수	1,500톤	대북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4명	신의주	방문)

01.19~01.26	 대표단	7명	평양	방문	

01.22	 의류	20만점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01.29	 사무실	이전	개소식 (천도교 수운회관)

02.10	 대북지원	독자창구	지정(통일부)

02.12	 ‘해외동포어린이를	위한	책보내기	운동’	1차분	2만	5천권	

	 연변자치주도서관에	전달

02.19~02.23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한일NGO포럼’	주관 (일본 도쿄)

04.02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합의서	교환

	 (중국 베이징)

04.26	 재정경제부로	부터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됨	

05.03~05.0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국제NGO회의’	참가 (중국 베이징)

05.11	 각종	의약품,	의류	1만점,	탁구공	6,000개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06.01	 의류	및	비누	1컨테이너	대북지원	(인천	→	남포)

06.29	 창립3주년	기념식	및	‘북한동포를	생각하는	옥수수죽	만찬’	개최	

 (여전도회관) 

07.02	 옥수수	1,000톤	대북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2명	신의주	방문)

07.13	 과학기술서적	2만	5천권,	공책	30만권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07.24~08.15	 민족의	평화와	화해	동포사랑을	위한	

	 	 국토종단	희망의	행진99	개최

08.04	 젖염소	450두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4명	남포	방문)

09.11~09.18	 여성계	대표단(단장	이길여	공동대표)	6명	방북	

09.19	 북한의	아태위와	‘10개군	농업지원사업’에	관한	의향서	체결

09.23	 국내체류	조선족동포	한가위	위로잔치	개최 (서울고 강당)

10.16	 옷감(1만야드),	의류(8,500점)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11.16	 밀가루	51톤,	귀리	18톤,	라면	300상자,	

	 축구공	500개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11.20~12.30	 새천년맞이	북한에	사랑의	감귤보내기	운동	전개

12.01~2000.01.15 	트리플	2000	캠페인(계란	2천만개	보내기운동)	추진

12.21	 계란	1차분	500만개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남포	방문)

12.23	 제주산	감귤	1차분	300톤	대북	지원	

	 (제주	→	남포	/	인도요원	2명	남포	방문)

12.29	 제주산	감귤	2차분	284톤	대북	지원	

	 (제주	→	남포	/	인도요원	3명	남포	방문)

01.13~01.14 북어린이돕기 특별시사회 “007-투모로우 네버다이”

                - 주연배우 양자경 참석 (연강홀) 

02.07 정책토론회 -‘새정부 하에서의 통일정책과 대북 인도적 지원’ 

  (기독교100주년 기념관)

03.10 봄보리 2모작용 비료 800톤 대북 지원  (여수항 → 남포항)

03.20 연해주 고려인협회에 채소종자(2억 5천만원) 지원

04.07~04.11 강문규 공동대표, 서경석 집행위원장 방북 

04.20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선포 기자회견 (서울YMCA)

04.25 전세계 36개국 107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된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사무처 담당 - 본대회 (서울 올림픽공원 2체육관) / KBS 특별 ARS모금생방송

05.23 사단법인 인가 (통일부)

06.25 창립2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화재 국제회의실)

08.01~09.06 “민족의 위기극복과 남북어린이 돕기를 위한 

 4천리국토 도보순례 행진98” 개최

 (KBS, 중앙일보, 한국복지재단과 공동) 

           -  구간 : 서울 → 춘천 → 대구 → 울산 → 부산 → 목포 → 광주 → 

      전주 → 대전  → 수원  → 인천 → 임진각 → 서울 (총1,600km)

10.13 옥수수 1,500톤 대북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2명 신의주 방문)

10.13 정책토론회 -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평가와 

 민간지원 등의 향후 방향’ 개최 (흥사단 강당)

10.15~10.1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결성 (미국 L.A) 

1998.10~12 남북도서교류 캠페인 전개 

 (한국출판업협동조합, 경인여대 공동)

11.27 정책토론회 -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개최 (사학연금회관)  

12.03 ‘북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만찬’ 개최 (기독교연합회관 연회장)

1998.12~1999.01  제2차 ‘북한동포에게 사랑의 옷보내기운동’ 전개

 199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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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07.20	 ‘북한어린이에게	학용품보내기운동’	전개	

	 	 (112개	초등학교학생	14만명	참여)

07.07	 창립4주년	기념식	및	기념토론회	개최 (중소기업회관)

07.10~07.15	 ‘북한과	해외동포	어린이에게	컴퓨터보내기운동’		

	 	 2차	캠페인

07.27	 밀가루	210톤,	냉장탑차	2대	대북지원	(인천	→	남포)									

07.28	 ‘북한동포에게	사랑의	돋보기	보내기운동’	선포식	(1001안경점)	

08.05	 여성	위생대용	천	20만야드	대북지원	(인천	→	남포)											

09.02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및	조선족학교에	컴퓨터	150대	지원

09.05	 겨울	방한용품	담요	2,520장	대북지원	(인천	→	남포)											

09.08	 카자흐스탄	한국학센터에	컴퓨터	50대	지원

09.18	 우즈베키스탄	동방학대학에	컴퓨터	50대	지원

09.25	 건미역	1차분	23톤(23,000상자)	전달식 (완도군청)

09.28	 건미역	23톤,	학용품	3컨테이너,	농구공	6,000개,	

	 돋보기안경	1만개,	젖염소목장	지원물자(비료,	울타리등)	지원

	 (인천	→	남포)	

09.29	 ‘동포사랑	쌀나누기’	쌀	164가마	(20kg,	656포대)	

	 기증식	(김제 벽골제)

10.01~10.31	 북한	8개	시,	군에	손수레	1만대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10.18~12.13	 민족통합아카데미	교육강좌	개설	(총	10강)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10.24~10.31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업’대표단	10명	방북	

11.07~11.11	 ‘축산지원사업	및	새마을운동‘	대표단	9명	방북	

11.20~11.25	 여성계	대표단	6명	방북	

11.23	 CJ39쇼핑	성금기증식	(CJ39쇼핑)

11.24	 서울시	강동구중식업연합회	밀가루	1,360포	기증식

12.14	 제일제당	식용유	기증식	(45,500병	/	93,366,000원)

12.20	 ‘북녘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내복보내기운동’	선포기자회견	개최	

             (대한YWCA 강당)

01.11~01.15 계란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 5명 평양 방문

01.17 제주산 감귤 3차분 416톤 대북 지원 (제주 → 남포 / 인도요원 3명) 

01.24 계란 2차분 500만개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02.02 제주산 감귤 4차분 1,200톤 대북 지원 

 (제주 → 남포 / 인도요원 3명)

02.08~02.12 감귤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 5명 평양 방문

02.16 제주산 감귤 5차분 1,019톤 대북 지원 (제주 → 남포)             

02.20 제주산 감귤 6차분 1,025톤 대북 지원 

 (제주 → 남포 / 인도요원 3명)

02.24 후원의 밤 개최 (63빌딩 국제회의장)

02.24 건초 100톤 대북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3.06 계란 3차분 1,000만개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03.14~03.18 계란 2차 대표단 6명 평양 방문

03.15 옷감 30만야드, 의류 5만점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03.24 상원군 젖염소목장 착유, 가공설비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03.28~04.01 감귤 2차 대표단 4명 평양 방문

04.04 비료, 농약 등 각종 농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4.04~04.11 젖염소 착유시설 기술진 6명 방북

04.10~04.12 씨감자 1,400톤, 비닐 50톤 대북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3명)

04.22 책보내기 운동 2차분 5만 5천권 연변자치주 도서관에 지원

05.03~05.10 ‘북한과 해외동포 어린이에게 컴퓨터보내기운동’ 

  1차 캠페인

05.05 분유 13,200통, 식용유 18,200병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05.15 ‘남북정상회담과 민간단체의 역할’ 정책집담회 개최 (세종홀)

05.26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학술토론회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06.01~06.03 ‘북한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올림픽프라자 B홀)

06.05 잠종(누에알) 2,200상자 대북지원 (인천 → 남포)              

06.05~07.13 북한결핵어린이돕기 사랑의 원클릭 캠페인 전개

   (www.hitel.net, www.nepia.com에서 모금클릭운영) 

06.08 북한 결핵어린이돕기 유럽기업 모금만찬 개최 (신라호텔 영빈관)           

06.20~07.11 ‘북한결핵어린이돕기 파리-베를린 자전거 대행진’ 추진

              - 행진구간 : 파리 → 브뤼셀 → 로테르담 → 헤이그 → 

     쾰른 → 프랑크푸르트 → 베를린(총 2,000km)

06.29~07.01 ‘북한 인도지원 국제NGO회의’ 주관 (일본 도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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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 록

주요 활동일지

07.05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개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07.06	 북한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400톤	지원	(인천	→	남포)			

07.10~07.14	 농업협력사업	2차	대표단	7명	방북	

07.10	 전남산	양파	555톤	지원	(인천	→	남포)			

07.17	 경운기	100대	및	부속작업기	700대	지원	(인천	→	남포)			

07.18	 의약품	원료(총	9종)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4명	신의주	방문)						

07.21~07.25	 보건의료협력본부	제1차	대표단	6명	방북	

07.21~07.28	 아동급식지원사업	1차	대표단	5명	방북	

07.31	 전남	무안군	양파	17톤	지원	(인천	→	남포)			

08.10	 요소비료	1,000톤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08.13~08.20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민족축제’	공동	주최	(볼고그라드)

											 	 -	박청수	공동대표	등	30명	참가		

08.27	 자전거	100대,	손수레자전거	100대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9.01	 콤바인	15대	및	부품	30세트,	생사검사기	1조,	아동내의	6,700벌	지원	

	 (인천	→	남포)			

09.01~09.04	 미역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	7명	평양	방문	

09.08	 밀가루	400톤	지원	(인천	→	남포)			

09.11~09.15	 아동급식지원사업	2차	대표단	6명	방북	

09.19	 밀가루	500톤	지원	(인천	→	남포)			

09.25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09.26	 의약품	완제품	지원(총	73품목)	지원	(인천	→	남포)			

10.23~10.27	 농업협력사업	3차대표단	7명	방북

10.24	 젖염소	100마리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4명)

10.2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동북아평화연대’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식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1.06~11.10	 보건의료협력본부	제2대표단	7명	방북	

11.06~11.10	 축산지원사업	대표단	7명	방북	

11.23	 ‘볼고그라드	고려인의	친구들’	창립 (재외동포재단)

12.13~12.18	 제4차	농업	대표단	7명	방북

12.29	 겨울내의	10,672벌,	겨울의류	7컨테이너	지원	(인천	→	남포)			

01.03 2001년 제1차 대북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 젖염소 120마리, 사료 60톤, 목초종자 4,080Kg

 - 겨울내의 17,000벌 / 겨울의류 325상자 / 일회용주사기 33,600개

 - 학용품 2,562상자 / 음악교육기자재 10세트

 - 밀가루 120톤 / 식용유 45,500병 

01.13 사무실 이전 (동대문구 용두 1동)  

01.19 겨울내의 31,240벌 대북지원 (인천 → 남포)

02.05~02.10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경제인 (제일제당, CJ39쇼핑) 

  5명 방북

02.06 국내산 염장 미역 1천톤, 겨울내의 30,000벌, 겨울의류 15,310점 

 대북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4명) 

02.20 ‘북한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범국민캠페인’ 선포식 (경희의료원)

 - 주최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 주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

03.05~03.10 미역 분배확인을 위한 1차 대표단 7명 평양 방문 

03.07 대북지원사업자 지정(통일부)

03.20~03.27 대표단 5명 방북 

03.22 ‘책보내기 운동’ 3차분 1만 5천권 연변자치주 도서관에 지원

03.26 국내산 염장 미역 1천톤, 겨울내의 28,540벌, 구두 4,000컬레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04.05 보행이앙기 50대, 보용품(이앙기 부품), 육묘상자 180,075개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04.14 방울토마토 10,000상자 지원  (인천 → 남포)   

04.30~05.01 제2차 세계협의회 개최 (LA) 

  (각 지역본부 대표 40여명 참가) 

05.17 경운기 100대, 작업기 7종 500대, 잠종(누에알) 1,000상자, 

 잠실자재 5동 등 잠업자재, 옷감 1컨테이너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05.29~06.05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7명 방북 

06.12 일본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위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국제캠페인 

 - 사무국단체 / 서울대회 주관 / 총 71개국 125개 도시 동시 집회 개최

06.17~06.20 제3회 대북협력 국제NGO회의 개최 

  (용인 삼성휴먼센터, 프레스센터)

06.26 배추종자 100,000봉, 무종자 100,000봉, 겨울내의 35,000벌 지원 

 (인천 → 남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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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08.20~08.24	 젖염소목장	초지조성	기술진	3명	방북		

08.21	 쌀	40톤	지원	(인천	→	남포)	 	

08.27~09.01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대표단	41명	방북		

09.13	 창립6주년	기념식	개최 (농협중앙회 대강당)

09.18	 아동급식용	밀가루	400톤	지원	(인천	→	남포)

09.26	 강릉지역	수재민	지원	 	

09.26	 제약공장	제약설비	14종	지원	(인천	→	남포)

10.03	 수액제	31,340병	대북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서포)

	 농기계수리공장	물자(농기계시험기기	7종)	및		밀가루	51톤	지원	

	 (인천	→	남포)	

10.08~10.12	 정성제약공장	설비기술진	8명	방북	

10.12~10.15	 농업기술협력사업	대표단	7명	방북	

10.16	 젖염소	140두	및	사료	34톤,	각종	젖염소약품,	소학교(인민학교)	

	 교과서	제작용	종이	200톤	지원	(인천	→	남포)

10.29~11.02	 대표단	14명	방북	

11.01	 아동급식용	이유식	3,996캔	대북지원	(인천	→	남포)					

11.05~11.09	 젖염소목장지원사업	대표단	6명	방북	

11.12~11.16	 아동급식지원사업	대표단	6명	방북

11.13	 의류	및	이불	14,000여점	대북지원	(인천	→	남포)

11.20	 농기계수리공장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12.03	 MBC	특집다큐멘타리	‘남북	민간협력의	현장을	가다’	방송

12.18	 겨울의류	4컨테이너,	결핵예방	BCG(30만명분)	지원	(인천	→	남포)	

12.21~12.24	 보건의료	대표단	14명	방북	

01.16 2002년 제1차 물자(밀가루 600톤) 대북지원 (인천 → 남포)

01.22~01.26 밀가루 분배확인을 위한 대표단 7명 방북

01.30 내복의류 40,000벌 대북 지원 (인천 → 남포)

01.29~02.02 상임대표단 5명 평양 방문 

02.08 젖염소 사료 건초 70톤 지원 (인천 → 남포)

02.27 젖염소 320두, 유착기 10세트, 건초 70톤, 돋보기안경 10,000개 및 

 검안기 렌즈, 가공기 6대 대북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03.05~03.09 보건의료 대표단 5명 방북 

03.20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1차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3.27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2차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3.30~04.03 농기계수리공장 기술진 5명 평양 방문

04.03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3차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4.17 아동용 이불 480채 지원 (인천 → 남포)

04.27~04.30 제2차 축산(젖염소)대표단 7명 방북 

05.08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4차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14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5차 물자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서포)

05.17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6차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17 아동급식용 쌀 150톤 지원 (인천 → 남포)

05.21~05.25 사동구역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대표단  12명 방북 

06.01~06.05 북한어린이급식지원사업 대표단 3명 방북

                 정성제약 설비 기술진 2명 방북 

06.05 치과 유니체어 5대 및 각종 한방용품, 산양유 가공설비 지원 

 (인천 → 남포)

06.11~06.15 축산(산양유 가공설비) 기술진 4명 방북

06.12 젖염소목장 물자(트랙터, 축사급수설비) 지원 

06.18~06.22 보건의료(대한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대표단 7명 방북

06.19 경운기 200대 및 축구공 2,002개 지원 (인천 → 남포)  

06.22~06.25 축산(젖염소)대표단 7명 방북

06.25~06.29 남북농업협력사업 및 경기도 대표단 38명 방북 

07.11 ‘서해교전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세종홀)

08.07 농기계수리공장 및 젖염소목장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8.10 량강도 농촌개량용 지붕자재 지원 

 (중국 집안 → 자강도 만포 / 인도요원 2명)

08.14 콤바인 50대 및 염소목장 물자(목초종자 4톤, 비료 260톤)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08.20 트랙터 타이어 1,000개 등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서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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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적십자종합병원	안과	수술장비	및	의약품	지원	(인천	→	남포)					

	 고려종합병원	지원용	앰뷸런스	및	각종	한방의료기기	지원	

	 (인천	→	남포)

08.31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공장	설비	및	공구	지원	(인천	→	남포)					

	 정성수액공장	건설용	15톤	덤프트럭	지원	(인천	→	남포)					

	 교과서	용지	22톤	지원	(인천	→	남포)					

09.09	 콤바인	50대,	경운기	30대	지원	(인천	→	남포)					

	 평양의대병원	이비인후과	의료기기	지원	(인천	→	남포)					

	 이동급식용	설탕	40톤,	밀가루	30톤	지원	(인천	→	남포)					

09.16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대표단	110명	서해직항로	방북

09.17	 치과용	유닛체어	및	치과진료용	의약품	지원	(인천	→	남포)					

09.22	 돋보기	1만개	지원	(인천	→	남포)					

09.24	 경운기	70대	및	부속작업기	지원	(인천	→	남포)					

09.27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5명	방북

09.27	 제2회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후원	

10.01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10.14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석	(총	27명	방북)

10.21	 한의사협회	대표단	11명	방북	

11.04	 후원의	밤	개최 (63빌딩)

11.11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4명	방북	

11.14	 사무실	이전	(마포구	마포동)

11.16	 페인트	16톤	지원	(인천	→	남포)					

11.18	 평양의대병원	지원	보건의료	대표단	10명	방북				

11.25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지원	대표단	방북	(6명)

11.26	 평화나눔센터	설립	및	제1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다자간	대북	안전보장	방안과	북핵	해법	로드맵	

	 -	강사	:	전봉근	박사(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12.01	 평화나눔센터	창립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문회회관 4층)

	 -	주제	:	대북	인도적	지원,	교류협력	사업과	북한의	변화

12.20	 정성수액공장	건설자재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평양)

12.25	 정성수액공장	전기설비	및	동력케이블	지원	(인천	→	남포)					

12.25	 량강도	혜산시	유·탁아소와	소학교에	겨울용품	지원	

	 (중국	장백	→	혜산)					

01.08 2003년 제1차 물자(교과서제작용 종이 120톤) 지원 

 (인천 → 남포) 

01.21 교육지원 대표단 6명 방북

01.22 분유 400톤, 설탕 50톤, 압축솜 30톤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01.25 아동급식용 밀가루 380톤 지원 (중국 → 남포, 회령, 혜산)

02.08 ‘장수원 알용닭 종계장 준공식’ 대표단 106명 서해직항로 방북

02.14 사무실 이전 (종로구 혜화동)

02.19 정성제약 설비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2.14 젖염소시범목장 대표단 6명 방북

03.03 농기계 협력사업대표단 6명 방북  

03.13 안보건물자(안경 등) 및 고려종합병원 지원물자 대북지원 

 (인천 → 남포)

03.15 보건의료 대표단 7명 방북 

03.19 완제의약품 (기초항생제 등) 지원 (인천 → 남포) 

03.28 안보건관련 방문단 7명 방북 

03.31 아동급식용 밀가루 440톤 지원 (중국 → 남포, 회령, 혜산)

04.01 농업협력사업대표단 10명 방북  

04.07 아동급식지원사업 대표단 8명 방북  

04.09 농업물자(이앙기, 파종기, 못자리용온실자재 등) 지원 (인천 → 남포)

04.30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5.28 김 78만속 및 필수의약품(44품목) 지원 (인천 → 남포)

06.04 남포시 유·탁아소 지원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07 동북아평화연대 사단법인 인가 (외교통상부)  

06.24 농업물자(비료, 농약, 각종 농자재 등) 지원 (인천 → 남포)

06.26~06.30 정성제약 기술진 5명 방북 

07.04 콤바인(종합수확기 50대) 대북지원 (인천 → 남포)

07.08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회원의 밤 개최 (백범기념관)

07.14 젖염소목장지원사업 기술진 3명 방북 

07.17 농업물자(운송용 트럭 2대) 지원 (인천 → 남포)

08.09 농업지원사업 대표단 방북 (8명) 

08.13~08.19 ‘동북아 5개국 학생 초청 세미나’ 개최 (건국대) 

08.15 ‘8.15특집 평화콘서트’ 개최 (MBC 생방송 중계) (도라산역)

08.18~08.22 정성제약 기술진 6명,  

  중국 현지 제약공장 및 설비공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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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지붕재	평판	4000㎡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5.01	 상임대표단	5명	방북	

05.01	 ‘제6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대표단	27명	방북	

05.12	 완제의약품(4종,	156,607병)	지원	(인천	→	남포)							

05.18	 보건의료	대표단	6명	방북		

05.19	 남포	육아원에	밀가루	240톤	지원	(인천	→	남포)						

05.20	 정성수액공장	설비자재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평양)						

05.20	 제6회	정책포럼	개최 (대회의실)

											 -	주제	:	북한의	경제발전모델과	남북한	협력방안	

											 -	발표	: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05.21	 ‘룡천소학교건립위원회’	발족	(사무국단체	선임)

05.25	 황해도에	볍씨종자	및	비료	등	지원	(인천	→	남포)						

05.28	 황남	신천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3명)

05.29	 정성수액공장	공사기술진	5명	방북

06.01	 정성수액공장	건설자재	및	발전기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평양)									

06.07	 구호와	개발협력을	위한	북한채널(www.nkchannel.org)	개설	

06.08	 농기계협력사업을	위한	대표단	6명	방북

06.10	 적십자종합병원	전기자재	및	안보건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14	 적십자종합병원	환자복	및	침대시트	제작용	천,	아동	의류	5만점	지원	

06.15	 정성수액공장	건설자재(외벽타일)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평양)

06.16	 경운기	100대	및	유닛체어	5세트	등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4명)

06.21	 정성수액공장	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6.22	 제1차	남북협력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06.22	 적십자종합병원	전기설비	기술진	8명	방북

06.26	 정성수액공장	공사기술진	6명	방북	

06.30	 평북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07.01	 창립	8주년	기념식	개최 (백범기념관) 

07.04	 농업물자(농약	750병	및	분무기	10대)	지원	(인천	→	남포)		

07.07	 안보건물자,	급식공장용	냉동설비	지원	(인천→남포)		

07.12	 평화나눔센터	제2차	정책토론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	:	남북협력기금	운용제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07.13	 한우정액(500마리분)	지원	(경의선임시도로	육로	지원)

											 -	기술진(종축개량사업소)	3명	개성	방문

01.11 정성수액공장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1.15 제2회 정책포럼 개최 (대회의실)

           - 주제 : 2004년 한미관계, 쟁점과 시각

           - 발표 : 길정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01.16 학생교육용 DVD TV 250대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1.24 보건의료 대표단 7명 방북 

01.26 교육용 책상 200개, 의자200개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2.24 제2회 정책토론회 개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참여정부 1년, 남북관계 진단과 발전방향

02.26 제3회 정책포럼 개최 (대회의실)

           - 주제 : 대북 인도적 지원의 변화와 발전 모색

           - 발표 : 정옥임 선문대 교수

02.27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체로 선출됨

03.02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7명 방북 

03.02 보건의료 대표단 7명 방북 

03.10 구강물자(보철기공실 자재 2세트) 지원 (인천 → 남포)      

03.18 황남 신천군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치과장비(유닛체어 3대) 및 각종 완제의약품 지원 (인천 → 남포)       

03.20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4명 방북 

03.25 제4회 정책포럼 개최 (대회의실)

           - 주제 : 개성공단사업의 현황과 과제 

           - 발표 : 허만섭 한국토지공사 팀장 

03.27 안보건물자(안경알 2만개) 지원 (인천 → 남포)      

03.30 보건의료 대표단 8명 방북 

04.02 보건의료 대표단 7명 방북 

04.06 MMR백신 27만병, 백신냉장고 50대, 주사기 30만개 지원 

 (인천 → 남포)         

04.06~04.10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7명 방북 

04.14 적십자종합병원에 CT촬영기 2대 지원 (인천 → 남포)       

04.22 신천군 농업물자(경운기 100대 등)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4명)

04.22 제5회 정책포럼 개최 (대회의실)

           - 주제 : 평양 관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김병규 평화항공여행사 이사 

04.22 북한 평북 룡천역에서 폭발사고 발생

04.24 ‘북한 룡천동포돕기본부’ 사무국단체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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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적십자종합병원 CT실 설비자재 및 한방의료기기 지원 (인천 → 남포)

07.15~07.16 룡천지원 협의를 위한 대표단 7명 신의주 방문   

07.21 적십자종합병원 의료기기 지원 (인천 → 남포)

08.12~08.14 제3회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참가

08.19 제7회 정책포럼 개최 (대회의실)

           - 주제 : 쿠바의 유기농 성공이 북한에 주는 교훈 

           - 발표 : 김성훈 공동대표 (중앙대 교수)

08.28 황남 신천군 콤바인 50대, 수리공장 각종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4명)

           교과서 제작용 종이 260톤 지원 (인천 → 남포)

09.10 김 20만속 지원 (인천 → 남포)

09.15 적십자종합병원 CT 설치용 각종 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9.16 제8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동북아틀에서 바라본 남북관계 

           - 발표 : 권만학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학장

09.23 콤바인 20대 및 부품, 포대 등 지원 (인천 → 남포)

10.04 정성수액공장 지붕재 4,000㎡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평양)

10.12 정성수액공장 기술협의를 위한 방북(4명) (금강산)

10.15 룡천소학교용 페인트 15톤, 우리밀종자 56톤, 밀 파종기 5대 지원 

 (인천 → 남포)

10.21 제9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북한 인권법, 쟁점과 전망 

           - 발표 :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11.05 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방북(3명) (금강산)

11.12 제10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2004년 남북관계, 회고와 전망

            - 발표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11.16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8명 방북 

11.24 전남 햅쌀 50톤 지원 (인천 → 남포)

11.30 ‘2004년도 후원의 밤’ 개최 (백범기념관)

12.02 적십자종합병원 혈액분석기 등 진단기기 지원 (인천 → 남포)  

12.04 적십자종합병원 안과수술팀 5명 방북 

12.07 평화나눔센터 창립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제 :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공동평가와 전략적 접근

12.10 정성수액공장 생산보조물자 지원 (인천 → 남포)

12.11 정성수액공장 공사기술진 8명 방북 

12.15	 정성수액공장	생산소모품	등	지원	(인천	→	남포)

12.17	 제2회	동북아청년학생평화세미나	개최 (건국대)

12.25	 적십자종합병원	의료기기	설치기술진	5명	방북		

12.30	 금강산	송구영신	해맞이행사	개최 (금강산)

01.12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3명	방북	

01.12	 정성수액공장	배관자재	및	설비비품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평양)

01.19	 정성수액공장	소독용	소독약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	평양)

01.20	 제11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200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전망	

	 -	발표	:	전현준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01.2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정기총회	개최	

	 -	회장단체로	유임됨	

01.22	 적십자종합병원	대표단	4명	방북

01.26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4명	방북		

02.19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5명	방북	

02.24	 제12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북미관계

	 -	발표	: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03.06	 적십자종합병원	구강병동	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3.09	 못자리용	비닐	930만㎡	지원	(개성육로	/	인도요원	4명)

03.18	 적십자종합병원	의료기기(메디컬	서플라이)	지원	(인천	→	남포)		

03.22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8명방북	(8명)	

03.23	 적십자종합병원		의료기기	지원	(인천	→	남포)		

	 평남	대동군	못자리	물자	및	벼종자	지원	(인천	→	남포)		

03.23	 제13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사회	및	주민생활	변화

												 -	발표	: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03.30	 경기도	농업협력사업을	위한	대표단	9명	개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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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06.16	 적십자종합병원	시설물자(종합수술장)	지원	(인천	→	남포)		

06.18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12명	방북	

06.20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원사업	대표단(신경록	공동대표	등	3명)	

	 현지	방문

06.22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제	: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06.22	 황북	농업지원용	농약분무기	1,200대	지원	(인천	→	남포)						

06.22	 경기도	식품가공공장	설비기술진	5명	방북			

06.27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14명	개성	방문	

07.06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7명	방북	

07.07	 적십자종합병원	시설물자(신경외과,	호흡기	병동부)	지원	(인천	→	남포)		

07.09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4명	방북	

07.13	 강서	농기계조립생산공장	대표단	6명	방북	

07.15	 강서	농기계조립생산공장	착공식	개최	(평남 강서군 금성뜨락또르 공장)

07.18	 경기도	벼농사시범농장	기술진	7명	방북	

07.18	 경운기	100대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적십자종합병원	시설물자(신경외과,	호흡기	병동부)	지원	(인천	→	남포)		

07.21	 창립9주년	기념	토론회 (세종홀)

											 -	주제	:	대북	인도지원의	과거·현재·미래	

											 -	발표	:	이용선	사무총장,	최대석	평화나눔센터	소장

07.23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9명	방북	

08.03	 강서	농기계생산공장	건설자재	1차지원	(인천	→	남포)		

08.06	 정성제약	기술진	8명	방북	

08.08	 적십자종합병원	물자(신경외과,	호흡기	병동부)		및		탈곡기	4대	지원

	 (인천	→	남포)		

08.10	 전라북도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8명	방북	

08.15	 광복	60주년기념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인	축제’	개최		

08.15~08.19	 제3회	동북아청년학생평화포럼	개최	(기독교100주년 기념관)

08.16	 정성제약	알약공장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8.17	 종합수확기(콤바인)	50대	및	농기계조립생산공장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8.23	 제16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	NGO활동	

											 -	발표	:	피터	백	ICG동북아사무소장

08.23	 룡천육아원	물자	지원	(중국	단동	→	룡천)

08.24	 전라북도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4명	개성	방문	

04.03 적십자종합병원 내 구강병원 대표단 7명 방북 

04.12 경기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10명 개성 방문 

04.13 황남 신천군 농약 살포용 분무기 300대 지원(개성육로)

04.20 제14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북한 주민의 살림살이와 호주머니 경제활동 

  - 발표 : 김영수 서강대 교수

04.22 정성수액공장 각종 설비물자 지원 (인천 → 남포)   

 평남 대동군 못자리용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4.29 룡천소학교건립위원회 대표단(11명) 평북 룡천군 방문 

04.29 룡천군 복구를 위한 아스팔트 2,000톤 지원 

 (중국 단동 → 룡천 / 인도요원 5명)

 씨감자 500톤 룡천군 지원 (중국 단동 → 룡천) 

04.30 룡성구역 벼농사시범농장 복합비료 115톤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5명)

04.30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5명 방북  

04.30 적십자종합병원 CT설치 기술진 5명 방북  

05.04 경기도 식품가공공장 설비 및 건설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06 대북 비료지원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개최 (프레스센터)

05.11 전남 협력사업 대표단 7명 개성 방문 

 적십자종합병원 기술협의를 위한 대표단 5명 개성 방문

05.13 평안북도 용천군에 유아복 119,313벌 지원 (중국 단동 → 룡천)  

05.18 경기도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7명 방북  

05.21 양돈장 건설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농협) 6명 방북

05.25 제15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대북지원 시민단체와 평화운동 

 - 발표 :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 

05.26 적십자종합병원 시설물자(종합수술장) 지원 (인천 → 남포)  

05.28 제4차 대북협력 국제NGO회의 개최 (중국 베이징)

06.03 정성수액공장 시설물자 및 경영비품 지원 (인천 → 남포)  

 농업협력사업(경기도)용 농약 7종(150톤) 지원 

 (인천 → 남포 / 인도요원 2명)

06.04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8명 방북 

06.07 정성수액공장 준공식 대표단 140명 서해직항로 방북 

06.07 경기도 농업협력사업 기술진 8명 방북

06.09 정성수액공장 준공식 개최

06.13 경기도 식품가공공장 설비 및 전기설비 지원 (인천 → 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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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 록

주요 활동일지

08.25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6명 개성 방문     

08.28 농기계조립생산공장 건설자재(3차) 및 각종 공구,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08.31~09.15 농기계조립생산공장 기술진 5명 방북

09.03 적십자종합병원 CT 관련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트랙터 1대, 경운기 5대 지원 (인천 → 남포)   

09.07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 대표단 8명 개성 방문 

09.10 룡성구역 벼시범농장 농기계 지원 (인천 → 남포)  

09.10 경기도 벼농사시범농장 기술진 4명 방북

09.12 강서 농기계공장  준공식 대표단 67명 서해직항로 방북 

09.14 평남 강서군 ‘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공장’ 준공식 개최

09.16 식품공장용 보냉탑차 및 생산설비 지원 (인천 → 남포)  

09.17 식품가공공장 기술진 6명 방북 

09.23 경기도 협력사업 협의 대표단 5명 개성 방문 

09.26 식품가공공장 원료(9톤) 지원 (인천 → 남포)  

09.27 제17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제4차 6자회담의 평가와 후속조치 

            - 발표 : 박건영 카톨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09.28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10명 방북 

10.01 경기도 벼농사시범농장 기술진 7명 방북 

10.03 황해남도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223명 직항로 방북 

 - 황해남도 신천군 공동벼베기행사 개최

10.05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16명 방북 

 - 운하식품가공공장 준공식 개최 / 룡성시험포 공동벼베기행사 개최

10.12 적십자종합병원 종합수술장 준공식 및 남북공동수술 대표단 

 17명 방북 

10.15 농기계생산공장 자동조립라인 및 도장설비 지원 (인천 → 남포)  

10.17 전라남도 대표단 180명 서해직항로 방북 

 - 평남 강서군 청산리 농민편의소 준공식 개최

10.17 신의주 애육원에 대한 물품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10.19 의류 17,520벌 지원 (인천 → 남포)  

10.19 정성제약 기술진 4명 방북 

10.19 정성알약공장 클린룸자재 지원 (인천 → 남포)  

10.20 함경북도에 씨감자 250톤 지원 (중국 도문 → 남양)  

10.25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제 : 북한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전략

10.25	 적십자종합병원	종합수술장	물자	및	CT	관련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10.26	 제18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대북지원	프로젝트와	대안에너지	활용방안	

	 -	발표	: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10.28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10명	방북	

10.28	 적십자종합병원	지붕재	부속자재	및	위생시설	지원	(인천	→	남포)		

11.02	 적십자종합병원	종합수술장	추가물자	지원	(인천	→	남포)		

11.05	 농기계공장	기술진	및	경상남도	대표단	12명	방북	

11.09	 손수레	1,400대	전달	(중국	단동	→	신의주	/	인도요원	2명)

11.09	 적십자종합병원	구강병동	및	CT설치	기술진	6명	방북	

11.10	 경기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11명	개성	방문	

11.14	 적십자종합병원	병동부	물자(나무문,	타일	등)	지원	(인천	→	남포)		

11.16	 민화협,	경향신문사	주최	제3회	민족화해상	단체부문	수상 (세종홀)

11.18	 평화나눔센터	워크숍	개최 (아카데미하우스)

11.22	 제19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1949~1989	동서독간	경제교류	

	 -	발표	:	페터	가이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11.26	 정성수액공장	및	알약공장	전기설비	및		GMP설비	지원	(인천	→	남포)		

11.26	 적십자종합병원	대표단	및	기술진	10명	방북	

12.02	 강원도,	강원일보사	주최	제1회	DMZ평화상	수상 (철원군청)

12.06	 제1회	북한	개발협력아카데미	개최 (서울, 광주)

12.06	 농기계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9명	개성	방문		

12.07	 경기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13명	개성	방문	

12.07	 축산협력사업	기술진	2명	방북	(2명)

12.14	 정성알약공장	생산설비	및	포장설비	지원	(인천	→	남포)		

12.14	 정성제약	기술진	4명	방북	

12.20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개최 (북한대학원대학교) 

													 -	주제	:	대북지원	프로젝트	평가의	문제점과	과제

12.22	 후원의	밤	개최 (백범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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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4.01	 육묘공장(장교리)	기술진	5명	방북	

03.13	 경기도	협력사업	온실	설치	자재	등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3.14	 제55차	공동대표	회의

03.15~03.18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방북	(8명)

03.18~03.25	 경남	기술진	방북	(3명)

03.21	 정성알약공장	건축	마감재	및	소모품	지원	(인천	→	남포)		

	 적십자종합병원	병동부	전기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03.21	 경상남도	협력사업	육묘상자	등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3.22	 경기도(벼	시범농장)	기술진	9명	방북		

03.28	 제22회	정책포럼

	 -	주제	:	한국의	평화운동,	평화NGO	:	발전을	위한	성찰

	 -	발표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03.29	 경기도	협력사업	시멘트	등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3.30	 못자리용	비닐박막	388만㎡	지원	(개성육로	/	인도요원	6명)

03.31	 적십자종합병원	회복치료과	의료기기	지원	(인천	→	남포)		

03.31	 경기도	협력사업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4.05	 경상남도	대표단	13명	방북	

04.05	 경상남도	기술진	3명	방북

04.05	 경상남도	이앙기	250대	지원	(인천	→	남포)		

04.09	 적십자종합병원	CT실	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4.09	 경기도	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4.11	 정성알약공장	원료의약품	지원	(인천	→	남포)		

04.13	 정성	경협사업	협의를	위한	기업대표단	6명	개성	방문

04.19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14명	방북

04.19	 경상남도	기술진	2명	방북

04.19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를	위한	을지병원	대표단	5명	방북

04.20	 경기도	이앙기	500대	지원	(인천	→	남포)		

04.26	 제23회	정책포럼

	 -	주제	:	북중	경제협력	관계의	변화:	현황과	함의

04.26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6명	방북

04.29	 경상남도	기술진	5명	방북

04.29	 경기도	협력사업	농약	등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02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7명	방북

05.02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가	대표단	21명	방북

05.03	 전라북도	대표단	8명	개성	방문

05.06	 경기도	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1.05 내부 정책집담회 개최 (영화사 회의실)

 - 주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조직발전 방안

01.06 평양 룡성구역 시범농장 쌀 1톤 반입 (남포 → 인천항)

01.11 경상남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9명 개성 방문 

 정성제약 협력사업 협의를 대표단 7명 개성 방문  

01.12 경기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7명 개성 방문 

01.12 제20회 정책포럼

 - 주제 : 200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본 북한

 - 발표 :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01.15 경기도 운하식품가공공장 원료 지원 (인천 → 남포)  

01.17 볼고그라드 고려인 지원사업 보고회 

01.18~01.24 농기계협력사업 및 이앙기 조립기술 교육을 위한 대표단 

  10명 방북

01.20 적십자종합병원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1.21 경상남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4명 방북

01.22 적십자종합병원 병동부 수성페인트 지원 (인천 → 남포)   

01.27 경상남도 협력사업 온실자재 및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2.01 경상남도 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2.04 정성알약공장 설비설치 기술진 8명 방북 

02.12 정성알약공장 알약포장지 지원 (인천 → 남포)  

02.12 하림 양돈장 돼지사료 지원 (인천 → 남포)  

02.18 정성알약공장 추가 자재 및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02.21 제21회 정책포럼

 - 주제 : 세계은행과 북한 개발협력

 - 발표 :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02.22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9명 방북 

02.15 경기도 운하식품가공공장 원료 지원 (인천 → 남포)  

02.24 온천군병원 보수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2.22 경남 육묘공장(장교리) 건설기술진 5명 방북 (5명)

02.25 정성알약공장 약품원료 및 소모품 등 지원 (인천 → 남포)  

02.25 ‘정성알약품공장 준공식’ 대표단 83명 서해직항로 방북

02.27 정성알약품공장 준공식 개최

03.03~03.05 트렌센드(Transcend) 평화교육 워크숍 공동 주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층 회의실)

03.04~03.07 벼농사 기술지원을 위한 남북 전문가 토론회 개최 

  남측 전문가 11명 참가 (평양 보통강호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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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적십자종합병원 환자복 등 지원 (인천 → 남포)  

05.10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9명 방북

05.13 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보수자재 및 정성알약공장 

 마감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13~05.16 경상남도 기술진 4명 방북

05.16 경기도 협력사업 지붕재 등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경기도 운하식품가공공장 보수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17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7명 방북

05.19 경상남도 협력사업 농약 등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24 제24회 정책포럼 

 - 주제 : 2006년 북한 경제 현황과 식량사정

 - 발표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05.24 경기도 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4명 개성 방문

05.24 적십자종합병원 회복치료과 대구대 대표단 9명 방북

05.25 경기도 협력사업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27 요한갈퉁 평화·번영 변환 워크숍 공동주최

06.01 적십자종합병원 CT실 케이블 지원 (인천 → 남포)  

06.01 전라북도 대표단 9명 방북

06.02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2명 방북

06.03 남북공동모내기행사 경기도 대표단 서해직항로 방북 

 (손학규 지사 등 105명)

06.03 경기도 협력사업 비료 등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07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7명 방북

06.07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10명 방북

06.07 경기도 협력사업 물자 및 운하식품가공공장 보수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10~06.17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5명 방북

06.10 하림 축산물자(사료) 지원 (인천 → 남포)  

06.12 경상남도 협력사업 트랙터, 비료 등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13 정책토론회 개최

 - 주제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06.14~06.17 경상남도 기술진 4명 방북

06.19 경기도 협력사업 농로포장용 기계부품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21 제25회 정책포럼

 - 주제 : 남북협력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발표	: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06.22	 경상남도	협력사업	농약	등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28	 경기도	협력사업	트랙터	등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28	 정성제약	지원을	위한	성공회	대표단(단장	박경조	주교)	7명	방북

07.05	 적십자종합병원	회복치료과	개보수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7.05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9명	방북

07.12	 경기도	협력사업	채소재배용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7.19	 경상남도	기술진	4명	방북

08.09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5명	방북	

08.14	 경상남도	기술진	2명	방북

08.16	 적십자종합병원	병동부	설비	및	수해지원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8.23	 경기도	기술진	7명	방북

08.23	 경기도	협력사업	당곡리	도정공장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8.23	 북한	수해지원물자(라면)	(인천	→	남포)		

08.24	 제26회	정책포럼

	 -	주제	:	독일통일	15년을	인터뷰하다

	 -	발표	: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08.30	 북한	수해복구	지원물자	지원(의약품)	(인천	→	남포)		

08.30	 경기도	부지사	등	대표단	8명	방북	

09.01	 경기도	협력사업	도정공장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9.06	 전라북도	이형규	부지사	등	대표단	8명	방북

09.06	 한국농수산진흥재단	돼지사료	지원	(인천	→	남포)		

09.06	 경기도	협력사업	농기계부품	등	농업물자	지원(인천	→	남포)		

09.08	 경기도	협력사업	콤바인	등	농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9.13	 농기계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6명	금강산	방문

09.14	 경기도	협력사업	농업물자,	트랙터,	주택	개보수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9.14	 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및	약무병동	개보수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9.16	 경기도	대표단	10명	방북

09.19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주제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주요	쟁점

09.20	 제27회	정책포럼

	 -	주제	:	9.19	공동성명	1주년과	한반도	정세

	 -	발표	:	김근식	경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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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방북(3명)

09.21 경기도 협력사업 주택 개보수자재 등 개건사업물자 지원

09.23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방북(4명)

09.23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방북(7명)

09.23 경기도 협력사업 도정공장설비 등 농업기반조성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9.25 농업전문가 토론회 개최

 - 주제 : 대북 농기계 지원 및 협력사업의 평가

09.25 경기도 협력사업 지붕재 등 개건사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9.27~09.30 경기도 대표단(부지사 등 39명)방북 

09.27~09.30 경상남도 기술진 4명 방북

09.30 한국농수산진흥재단 돼지사료 지원 (인천 → 남포)  

09.30 경기도 협력사업 수지창 등 개건사업물자 지원 (인천 → 남포)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10.07 경기도 협력사업 기술진 1명 방북

10.11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6명 방북

10.11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10.12 영유아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금강산 방문 (5개 단체 공동)

10.13~10.19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참가

10.13 정성제약 마늘탈피 경협사업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

10.14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2명 방북

10.18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1명 방북 

10.19 제56차 공동대표회의 

10.21 경상남도 기술진 4명 방북

10.25 수액세트 25만 세트 지원 (인천 → 남포)  

10.25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6명 방북

10.31 제28회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북핵 위기의 경로 전망과 대비

 - 발표 :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대북정책 실장

11.03 적십자종합병원 회복치료과 의료기기 및 온천군병원 의료기기 지원 

 (인천 → 남포)  

11.04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4명 방북

11.08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1명 방북

11.10 정성알약공장 2차 제약설비 지원 (인천 → 남포)  

11.18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1명 방북

12.02 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및 회복치료과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12.02	 적십자종합병원	회복치료과	기술진	및	정성제약공장	기술진	7명	방북

12.15	 정성제약공장	소모품	및	교체부품	지원	(인천	→	남포)		

12.18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신경·호흡기병동부	준공식’	대표단	87명	

	 서해직항로	방북

12.18	 적십자종합병원	회복치료과	관리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12.21	 정성제약공장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2006

01.19	 적십자종합병원	고압전선	케이블	지원	(인천	→	남포)		

01.22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협의지위	NGO	

	 자격심사통과

01.24	 적십자종합병원	회복치료과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02.05	 강남군	당곡리,	장교리	시범협동농장	생산	쌀	3톤	반입	

	 (남포	→	인천항)

02.07	 경상남도	대표단	7명	방북	

02.10	 경기도	대표단	4명	방북

02.10	 평안북도	염주군양생원(장애인시설)과	신의주육아원·애육원

	 (고아원)에	급식자재(분유,	설탕,	콩기름	등)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2.21	 북한	전염병치료제(의약품	13종)	1차	지원	(부산	→	나진)

02.22	 29차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6자회담과	남북관계

	 -	발표	: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전	통일외교안보	수석)		

02.28	 제57차	공동대표회의	개최	

03.03	 정성의학종합쎈터	알약품공장	기술진	3명	방북	

03.12	 개성	개풍군	양묘장	협력사업	대표단	12명	개성	방문	

03.15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대표단	4명	방북	

03.21	 강남군	당곡리	물자(종자,	상토,	비닐,	비료)	지원	(인천	→	남포)		

03.23	 제30차	정책포럼	

	 -	주제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적표	-	경제	사회적	효과의	분석		

	 -	발표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03.27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개소식 (법률사무소 창신)

03.28	 강남군	당곡리	기술진	7명	방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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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남포 대대리 양돈장 물자(기초공사 설비 및 자재) 지원 (인천 → 남포)  

 적십자종합병원/온천군병원 물리치료기기 소모품 및 소독약 지원 

 (인천 → 남포)  

04.02 겨레의 숲 창립대회 (흥사단 강당)

 - 참여단체 : <우리민족>, 민화협, 평화의숲, 흥사단 등 14개 단체 

04.03 러시아 볼고그라드에 비닐하우스 설치 물자 지원 

04.04 강남군 당곡리 물자(비료,농약) 지원 (인천 → 남포)  

 정성의학종합쎈터 알약품공장 제약설비 부품 4종 지원 (인천 → 남포)  

04.09 북한 전염병치료제(수액제, 항생제) 2차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평북 동림중등학원(고아원)에 밀가루 5톤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4.11 강남군 당곡리 물자(경운기, 트랙터, 농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4.16 인재양성센터 3D 전문가 전반기 과정 개강 (중국 단동 교육센터) 

 - 북측 강습생 : 총 31명

04.18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배관 자재, 구강수술장  개보수자재 지원 

 (인천 → 남포)  

 온천군병원 2차 의료기기 지원 (인천 → 남포)  

04.24 개성 영통사 방문사업 협의 대표단 7명 개성 방문 

04.26 제31차 정책포럼 

 - 주제 : ‘2.13 합의이후 남북관계 변화의 막전막후’

 - 발표 : 홍양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04.28 강남군 당곡리 기술진 12명 방북 

04.29 평안남도 온천군병원 개보수 자재, 비품 지원 (인천 → 남포)  

05.03 개성 영통사 방문사업 협의 대표단 7명 개성 방문 

05.09 강남군 당곡리 물자(도정공장, 주택보수 물자)지원 (인천 → 남포)  

05.10 강남군 당곡리 물자(주택보수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16 적십자종합병원/온천군병원 회복치료과 및 구강수술장 기술진 

 6명 방북 

05.16 개성 영통사 방문사업 협의 대표단 7명 개성 방문 

05.19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12명 방북 

05.22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기술진 4명 방북 

05.23 강남군 당곡리 물자(농기계 부속품) 지원 (인천 → 남포)  

05.23 강남군 당곡리 기술진 6명 방북 

05.24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PPAC) 회의참석 (몽골 울란바토르)

 - 주제 : 민간 6자회담

05.30 강남군 당곡리 경기도 모내기 대표단 29명 방북 

06.08 대한불교천태종과 공동으로 개성 영통사 1차 성지순례 방문 (570명)

06.13	 강남군	당곡리	물자(신축주택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남포	대대리	양돈장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6.16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멸균기	2세트	지원	(인천	→	남포)		

06.18	 개성	영통사	2차	성지순례	방문	(735명)

06.20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비품	및	개보수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6.20	 강남군	당곡리	기술진	4명	방북	

06.23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3명	방북	

06.23	 개성	영통사	3차	성지순례	방문	(1,009명)

06.27	 남포	대대리	양돈장	물자(판넬	및	지붕재)	지원	(인천	→	남포)		

07.04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1차	공사자재	지원	(인천	→	남포)		

	 강남군	당곡리	물자(도정공장	승압기	및	정비	부품)	지원	

	 (인천	→	남포)		

07.06	 농업기술진	러시아	볼고그라드	방문,	비닐온실	설치작업	진행	(15일간)

07.11	 강남군	당곡리	물자(농기계	부속품,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7.11	 평화나눔센터	남북관계	쟁점진단	1차	라운드테이블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주제	:	남북정상회담의	향방과	기대효과

07.11	 강남군	당곡리	기술진	3명	방북	

07.11	 남포	대대리	양돈장	물자(축산설비)	지원	(인천	→	남포)			

07.11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제약설비	및	비품	지원	(인천	→	남포)		

07.11	 인재양성센터	3D	전문가	후반기	과정	개강 (중국 단동 교육센터)

	 	-	북측	강습생	:	총	30명

07.14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병동	기술진	7명	방북																	

07.14	 긴급점검	라운드테이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제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후속조치

07.18	 개풍군	양묘장	물자	1차	지원	(트랙터,	온실	자재,	트럭	/	개성육로)

07.18	 강남군	당곡리	물자(트랙터,	굴삭기,	온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7.18	 개성	개풍군	양묘장	대표단	11명	개성	방문	

07.18	 강남군	당곡리	기술진	3명	방북		

07.19	 제58차	공동대표회의	겸	창립11주년	기념행사 (세종문화회관)

07.20	 남북축산협력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10명	개성	방문	

07.21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3명	방북			

07.25	 강남군	당곡리	물자(진료소,	탁아소용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7.26	 개성	영통사	4차	성지순례	방문	(241명)

07.31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협의지위	NGO로	최종	승인됨

08.02	 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자재	지원	(인천	→	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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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제약설비 설치 기술진 4명 방북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8명 방북 

08.07 강남군 당곡리 기술진 9명 방북  

08.11 개성 영통사 5차 성지순례 방문 (318명)

08.16 북한 수재지원 긴급모금운동 돌입

08.18 제6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개최 

08.18 개성 영통사 6차 성지순례 방문 (237명)

08.18 남포 대대리 물자(내부설비 추가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8.20 평양 순안종축장(돼지종축장) 사료 60톤 지원 (인천 → 남포)  

08.22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5명 방북 

08.24 북한 수재지원 1차 물자(라면 4,200박스) 지원 (인천 → 남포) 

08.24 강남군 당곡리 물자(농기계, 온실자재) 지원 

08.25 개성 영통사 7차 성지순례 방문 (557명)

08.25 북한 수재지원 2차 물자(밀가루 3,800포대) 지원 

 (개성육로 / 인도요원 2명) 

08.28 북한 수재지원물자 3차 지원 (개성육로 / 대표단 4명 개성 방문)

08.28 강남군 당곡리 물자(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8.29 강남군 당곡리 물자(책, 걸상 등 교육기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8.29 대북 영유아지원사업 주관단체 실무대표단 방북 

 (<우리민족>, 굿네이버스, 어린이어깨동무, 월드비전, 한국복지재단)

09.05 적십자종합병원 구강수술장 수술기기 및 도구 지원 (인천 → 남포)   

09.11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가 대표단 방북 

 (박준영 공동대표 등 28명)

09.12 남포 대대리 양돈장 물자(울타리, 창고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9.12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6명 방북 

 강남군 당곡리 기술진 9명 방북 

09.12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교사 1인 파견

09.13 개풍군 양묘장 현대화사업 경기도 대표단 15명 개성 방문 

09.13 북한 수재지원물자 4차 지원 (개성육로 / 대표단 6명 개성 방문)) 

09.14 북한 수재지원물자 5차 지원 (개성육로 / 대표단 6명 개성 방문)

09.17 개풍군 양묘장 기술진 6명 개성 방문 

09.19 강남군 당곡리 물자(소학교, 탁아소 놀이시설, 교육자재 등) 지원 

 (인천 → 남포)  

 평양 순안종축장(돼지종축장) 사료 60톤 지원 (인천 → 남포)  

09.20 북한 수재지원물자 6차 지원 (개성육로 / 대표단 7명 개성 방문)

09.20 평북 룡천군 육아원과 염주군 양생원 급식자재(밀가루, 설탕, 

	 콩기름	등)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10.05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물자(배관자재,	냉난방기)	지원	

	 (인천	→	남포)		

	 남포	대대리	양돈장	물자(온실	자재물자)	지원	(인천	→	남포)		

10.09	 제2차	라운드테이블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주제	: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지원	발전방안

10.10	 평북	신의주	육아원과	동림중등학원,	삭주군	이부모학원에	

	 급식자재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10.10	 북한	수재지원물자	7차	지원	(개성육로	/	대표단	12명	개성	방문)	

10.11	 제32차	정책포럼

	 -	주제	: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동향과	대북	개발지원의	새로운	모색

	 -	발표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11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설치	기술진	2명	방북	

10.12	 남포	대대리	양돈장	물자(종돈돼지	254두,	사료	30톤,	동물약품,	

	 각종	사양기자재	등)	지원	(개성육로	/	대표단	및	기술진	10명	

	 개성	방문)

10.13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10명	방북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구강·이비두경부외과	기술진	12명	방북	

10.15	 인재양성센터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개강 (중국 단동 교육센터)	

	 -	북측	강습생	:	총	30명

10.17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구강병동·이비두경부외과	기술진	

	 7명	방북		

10.19	 제59차	공동대표회의	개최

10.20	 경기도	당곡리	벼베기	대표단	28명	방북	

10.23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	준공식	대표단	101명	

	 서해직항로	방북

10.25	 개풍군	양묘장	양묘온실	설치기술진	9명	개성	방문	

10.27	 북한	수재지원물자	8차	지원	(개성육로	/	대표단	13명	개성	방문)

10.30	 북한	수재지원물자	9차	지원	(개성육로	/	대표단	6명	개성	방문)

10.31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기술진	3명	방북	

11.02	 북한	수재지원물자	10차	지원	(인천	→	남포)		

11.03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96명	

	 서해직항로	방북		

11.03	 적십자종합병원	전기설비	및	의약품	지원	(인천	→	남포)		

11.13	 개풍군	양묘장	기술진	10명	개성	방문	

11.14	 강남군	당곡리	건설기술진	10명	방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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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대구대 대표단 5명 방북 

11.16 강남군 당곡리 진료소 및 탁아소 건설물자 지원 (인천 → 남포)  

11.24 강남군 당곡리 농기계수리소 기술진 5명 방북 

11.24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 사료 60톤 지원 (인천 → 남포)  

11.26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대회 (부산일보 강당)

11.27 후원의 밤 “푸르른 솔잎처럼” 개최 (여의도 한국전력 강당)

12.06 적십자종합병원 의료기기 및 정성제약 품질관리실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12.07~12.08 개풍양묘장 기술진 5명 개성 방문 

12.07 강남군 당곡리 햡동농장 종자(잣나무) 및 농자재 지원 (인천 → 남포)  

12.08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동포 7명 시설농업기술연수 입국 

12.11 구강분야 사업협의를 위한 대표단 5명 개성 방문 

12.12 당곡리 농기계수리소 기술진 8명 방북  

12.15 적십자병종합원 및 정성의학종합쎈터 기술진 6명 방북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4명 방북 

02.09	 볼고그라드	설날	행사	(200명	참가) (볼스키시 금강레스토랑)

02.16	 ‘볼고그라드	고려인	시설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	물자	지원

	 -	물자	:	비닐하우스	50m짜리	20동	분량,	관리기,	난방기	등

	 -	수송경로	:	부산항	→	보스토치니(블라디보스톡)	→	러시아	횡단

	 			철도	→	볼고그라드역(통관	및	하역)	

02.20	 남포산원	기술진	6명	방북		

02.20	 경기도	대표단	14명	개성	방문	

02.20	 평양	순안종축장	사료	120톤	지원	(인천	→	남포)		

	 개성시	개풍양묘장	용기,	비료	등	양묘물자	지원	(개성육로)

02.21	 제60차	공동대표회의	

02.22	 볼고그라드	시설영농	1차	현지교육단	출발(농촌진흥청	기술진	2명)

02.23~02.27	 경기도	당곡리	농업기술진	10명	방북		

02.27	 북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	(인천	→	남포)		

02.27	 대구대	대표단	및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8명	방북	

02.28	 사무총장	이취임식	개최

03.12	 개풍양묘장	1차	기술진	15명	개성	방문	

03.12	 개성시	개풍양묘장	종자	및	제1차	건축물자	지원	(개성육로)

03.20	 개성시	개풍양묘장	관정	및	제2차	건축물자	지원	(개성육로)

03.22~03.25	 개성시	개풍양묘장	2차	기술진	15명	개성	방문	

03.28	 개성시	개풍양묘장	태양광발전기,	관리동	집기,	종자	및	묘목	지원	

	 (개성육로)

03.31~04.05	 개성시	개풍양묘장	3차	기술진	개성	방문	(16명)

03.31	 적십자종합병원	이비/두경부	수술장	1차	개보수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4.01	 정성의학종합쎈터	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4명	개성	방문	

04.02	 볼고그라드	시설영농	2차	현지교육팀	출발	(농촌진흥청	기술진	2명)	

04.04	 개성시	개풍양묘장	경유	3,000리터	지원	(개성육로)

04.05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4.06	 평안남도	온천군	인민병원	물자(지붕재,	의료기기,	의약품)	지원	

	 (인천	→	남포)	,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물자(철근,	전기공사	자재	등)	

	 지원	(인천	→	남포)		

04.12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	물자(9.5톤	트럭	1대)	지원	(인천	→	남포)		

04.15	 제33회	정책포럼			

	 -	주제	:	북한경제의	달러화와	주민들의	외화의존	실태

	 -	발표	: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04.17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5명	방북	

01.04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주제 : 2008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 발제 :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01.18 평화나눔센터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주제 : 인수위의 대북정책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 발표 : 김근식 경남대 교수

01.18 차기정부의 통일부 폐지방침에 대한 북민협 긴급기자회견 참여

01.19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추가 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1.23~02.02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기술진 5명 방북 

01.23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 사료 60톤 지원 (인천 → 남포)  

01.30 경기도 대표단 13명 개성 방문

 개성시 개풍양묘장 백합나무 종자 등 지원 (개성육로)

 강남군 당곡리 진료소용 창호 및 변압기 지원 (인천 → 남포)  

 2008



46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2008
04.17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돕기 자선 콘서트 ‘도담도담’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 

04.18 개풍양묘장 변압기, 전선관 등 지원 (개성육로)

04.22 평안북도 룡천군육아원, 신의주육아원·애육원, 염주군양생원, 

 동림중등학원, 삭주군 이부모학원에 급식자재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4.23 남포산원 기술진 6명 방북 

04.30 개풍양묘장 기술진 15명 개성 방문

05.07 정성의학종합쎈터 기술진 6명 방북 

05.13 개풍양묘장 준공식 및 공동 나무심기행사 개최  

            - 방북단 : 김문수 경기도 지사, 영담 공동대표 등 170명

05.13 제34회 정책포럼

 - 주제 : 생존을 위한 인민들의 부업경제 : 쿠바와 북한의 사례

 - 발표 : 신석호 동아일보 기자

05.16~05.17 말라리아 공동방제 협의를 위한 대표단 10명 개성 방문

05.16 말라리아 공동방제를 위한 제1차 말라리아 약품 지원 (개성육로)

05.16 정성의학종합쎈터 개보수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5.29 개풍양묘장 물자 지원 (개성육로)

05.29 볼고그라드 고려인 3명 입국, 시설농업 현장 탐방

06.02 대북 식량지원 촉구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06.02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용 2차 시멘트 지원 (인천 → 남포)  

06.03 북한이슈와 정책포럼 제1차 모임 (주한 호주대사관) 

 - 내용 : 6자 회담과 북핵문제 /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

06.09 인재양성센터 08년 1기 교육 개강식 (중국 단동 교육센터)

 - 북측 교육생 : 30명

06.10 제35차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협동농장의 운영과 농민 사경제 실태

 - 발표 : 정은미 서울대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06.10 남포산원 건설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10 적십자종합병원 이비과 수술장 개보수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10 정성의학종합쎈터 수성페인트 10톤 지원 (중국 단동 → 서포) 

06.10 개풍양묘장 주변 제방공사를 위한 시멘트, 철근 등 물자 지원 

 (개성육로) 

06.13 보건의료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5명 개성 방문 

06.15~06.16 6.15선언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참석 (금강산)

06.16 평북 룡천군육아원, 신의주육아원·애육원, 동림중등학원, 삭주군이

 부모학원, 염주군양생원에 밀가루25톤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6.19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에	국수,	

	 우유가루	등	급식자재와	학용품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6.21	 적십자종합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개보수	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6.21	 남포산원	건설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6.25	 적십자종합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기술진	6명	방북	

06.26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	사료	40톤	지원	(인천	→	남포)		

07.01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협의를	위한	대표단	5명	개성	방문		

07.01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한	제2차	방역약품	지원	(개성육로)	

	 말라리아	공동방제	관련	대표단	및	기술진	15명	개성	방문	

07.04	 교육지원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8명	개성	방문		

07.23	 개성시	개풍양묘장의	육묘	점검	및	양묘	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진	7명	

	 개성	방문,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	물자(사료	40톤,	경운기	

	 1대,	온실용	비닐박막	등)	지원	(인천	→	남포)

07.24	 농업지원사업	관련	경기도	대표단	6명	개성	방문	

07.25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한	제3차	방역약품	지원	(개성육로)

	 말라리아	대표단	9명	개성	방문

07.29	 옥수수	85톤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7.29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지구유치원에	국수,	

	 우유가루	등	급식자재와	학용품을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7.29~08.03	 제5회	재외동포NGO대회	참가 (러시아 사할린)

07.30	 전라북도	농업지원사업	대표단	9명	방북	

08.06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개보수용	지붕재	지원	(인천	→	남포)

08.09	 보건의료	기술진	7명	방북	

08.13	 농업지원사업	경기도	기술진	8명	개성	방문				

08.16	 보건의료	기술진	10명	방북	

08.20	 영유아지원사업	관련	개성	방문	(5개	주관단체	및	기술지원단)

08.20~08.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원현장	방문	(2명)

08.22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에	국수,	

	 우유가루	등	급식자재와	학용품을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8.23	 교육지원사업	대표단	7명	방북	(7명)	

08.27	 평안북도	신의주육아원·애육원,	삭주군이부모학원,	염주군양생원에	

	 분유,	설탕,	콩기름의	급식자재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평양	순안종축장에	지원하는	돼지사료	30톤	지원	(인천	→	남포)

08.28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협약식 (건강보험공단 회의실)

											 -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	기금으로	보험공단에서	

	 			1억7천만원	후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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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 록

주요 활동일지

09.01 인재양성센터 2008년 2차 교육개강식 (중국 단동 교육센터)

 - 북측 교육생 : 30명  

09.04 평화나눔센터 학술토론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남북관계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진로모색

09.08 평안북도 신의주육아원·애육원, 룡천군육아원, 동림중등학원, 

 염주군양생원, 삭주군이부모학원에 국수, 설탕, 콩기름의 급식

 자재와 생필품, 의약품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9.12 직항로 방북일정 협의를 위한 실무진 5명 개성 방문 

 개성시 신규 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10명 개성 방문

09.20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및 적십자종합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129명 서해직항로 방북 

09.22 평양 채소 육묘단지 조성 및 채소 재배 지원을 위한 온실 지원 

 (인천 → 남포)

10.02 평화나눔센터 라운드테이블 (배재대 세미나실)

 - 주제 : 남한 시민사회와 남북관계

10.04~10.07 영유아지원사업 대표단 방북 (4개 주관단체 실무자 및 

  기술지원단 9명) 

10.07 제36회 정책포럼 

            - 주제 : 미국 대선의 향방과 남북관계 전망           

 - 발표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0.08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에 국수, 

 우유가루 등 급식자재와 생필품, 학용품을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10.10~10.17 제7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참가 

  (한국참가자 21명)

10.13 개풍양묘장 기술진 3명 개성 방문 

10.17 개풍양묘장의 육묘 관리 점검 및 양묘 기술 이전을 위한 실무단 

 8명 개성 방문

10.24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에 사료 60톤 지원 (인천 → 남포)

 남포산원 건설물자 (철근 32톤, 쌀 400kg 등) 지원 (인천 → 남포)

10.31 평남 남포시 대안군 영유아 영양식 원자재 38톤 지원 (인천 → 남포) 

 개성시 개풍양묘장의 5톤 트럭 수리부품 및 소모품 지원 

 (개성육로), 평양 순안 종축장에 사료 60톤 지원 (인천 → 남포)

11.03 부산경남본부 심포지엄 

 - 주제 : ‘북한 지역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심포지엄

 - 발제 : ‘북한 지역 에너지난 실태’ (이용선 운영위원장)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와	평화’	(구자상	부산경남본부	공동대표)

11.08	 러시아	라스토프	한국어	및	한국문화축제		참가

11.10	 남포시	대안군	영유아	영양식	배급용	차량	2대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11.10	 제37회	정책포럼

	 -	주제	:	‘꽉	막힌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발표	:	이용선	운영위원장

11.14	 남포시	대안군	영유아	영양식(산모용	미역죽	32톤)	지원	(인천	→	남포)

	 평양	금성1중학교	신축공사	자재(출입문	250개)	지원	(인천	→	남포)

11.15	 보건의료	기술진	8명	개성	방문	

11.18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에	콩기름,	라면	

	 등의	급식자재와	생필품,	의약품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11.18	 개풍양묘장	물자(저온저장고,	잣나무	묘목	800kg)	지원	(개성육로)

11.19	 보건의료	기술진	6명	방북	

11.25	 개성시	개풍양묘장	기술진	8명	개성	방문	

11.26	 경기도	‘북한동포학교	돕기	민족화해	교육물결	대행진’	1차	발대식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강당)

	 -	주최	:	<우리민족>,	경기도에듀봉사단,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	참석	:	수원,	용인,	군포,	의왕	지역	초·중학교	대표	150여명

11.28	 적십자종합병원	의약품	40여종	지원	(인천	→	남포)	

	 영유아지원사업용	영양식	원자재	38톤,	라면	1,500박스	지원	

	 (인천	→	남포)

12.08	 개성시	개풍양묘장	운영물자	지원	(개성육로)

12.11	 함북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에	면	등	식품과	

	 내의,	점퍼,	담요	등의	생필품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12.12	 정성의학종합쎈터	수액공장	및	품질관리실	각종	설비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12.14~2009.01.11	 시설농업전문가	러시아	볼고그라드	교육지원	

	 	 	 파견	(3명)

12.25	 함북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아동급식	추가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12.28	 영유아지원사업용	영양식	원자재	35톤	지원	(인천	→	남포)

	 정성의학종합쎈터	수액약품공장	보수	용품	지원	(인천	→	남포)

	 돼지공장(양돈장)	수의약품	지원	(인천	→	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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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03.27	 개풍양묘장	물자(온실	300평,	묘목종자,	비료,	농약	등)	지원	

	 (개성육로)

03.27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	

	 리유치원,	주원탄광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	급식자재와	

	 생필품	지원	(중국	도문	→	온성군)

03.28	 평양	돼지공장	2차	건설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3.28~04.04	 평양	덕동구역	채소온실	기술진	6명	방북		

04.10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		

	 리유치원(신규),	주원탄광유치원(신규),	종축장유치원(신규)의	

	 2,300여명에게	급식자재와	생필품	지원	(중국	도문	→	온성군)

04.20	 평양	덕동협동농장	농자재(비료,	농약)	지원	(인천	→	남포)

04.22	 중국사무소	<연변조선족서로돕기연합회>	개소식	개최

04.23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		

	 리유치원,	주원탄광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	급식자재와	

	 생필품	지원	(중국	도문	→	온성군)

04.27	 제39회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심층	대해부’

	 -	발표	: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05.16	 돼지공장	및	온실	기술진	5명	방북	

05.20	 대표단	및	보건의료	기술진	10명	방북		

05.27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	

	 온성농장유치원,	종축장유치원의	2,300여명에게	급식자재(라면,	

	 과자,	사탕,	콩기름)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5.29	 경기도가	지원하는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위한	제1차	

	 말라리아	약품	지원	(개성육로)

06.01	 평안북도	신의주에	아동급식자재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6.03	 제62차	공동대표회의 (팔레스호텔)

06.18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산경남본부	후원의	밤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륨)

06.23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개최 (서강대 곤자가컨벤션)

06.26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위한	살충·기피제,	진단키트	등	제2차	

	 말라리아	약품	지원	(개성육로)

06.30	 함경북도	온성군	유치원	5곳,	2300여명	어린이에게	급식	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7.02	 평안남도	남포산원	건설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7.27	 평안북도	신의주	및	용천군	아동급식	물자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급식	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1.05 평화나눔센터 제5차 라운드테이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제 : 2009년 북한 공동신년사설의 분석과 정세 전망

01.07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학교 개강 

01.11~02.28 고려인 시설농업교육 연수단 한국 입국 

  (총 10명/ 39일간 체류)

01.15 제38회 정책포럼

 - 주제 :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독 상황: 식량 부족의 현상과 본질

 - 발표 :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16 영유아지원용 급성영양치료제(Plumpy Nut) 30톤 지원 (인천 → 남포)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 사료 60톤 지원 (인천 → 남포)

01.21 경기도 및 농업대표단 9명 방북 (9명)

01.23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에 자재와 

 겨울의복, 담요 등 지원 (중국 도문 → 온성군)

01.31 남포시 대안군 영양개선사업 대표단 방북 (5개 주관단체 및 전문가 9명)

02.06 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에 대한 의향서 교환 

 (부산경남본부와 북측 민화협)

02.16 평양 돼지공장 기초건설용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02.18  경기도 및 농업대표단 12명 방북 

02.24 2009년도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 합의서 교환 (민족화해협의회)

02.25 함경북도 온성에 급식용 자재 및 생필품 지원 (중국 도문 → 온성군)

03.06 평안북도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합의서 교환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03.09 평양 돼지공장 제1차 건설 물자 지원 (인천 → 남포)

 평양 사동구역 시설채소 연동 온실(3,000평) 및 농기자재 지원 

 (인천 → 남포)

 평양 대성구역 채소 단동 온실(900평) 지원 (인천 → 남포)

03.14 남포산원 외래병동 신축 전기 설비 지원 (인천 → 남포) 

 적십자종합병원 구강병동 수술장 강화도어 지원 (인천 → 남포)

03.16 평양 돼지공장 8톤 트럭 2대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3.16 2009년도 북한 IT인력개발 교육에 관한 합의서 체결 (삼천리총회사, 

 <우리민족>, 한마음남북장학재단) 

03.21~03.25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 기술진 2명 방북 

03.21~03.24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및 기술진 10명 방북 

03.25~03.28 남포산원 건설 기술진 6명 방북 

03.27 제61차(12기 1차) 공동대표회의 (프리마호텔)

 - 규약개정, 상임공동대표 선임, 결산 및 예산 승인, 주요사업계획 

    심의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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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 록

주요 활동일지

08.05 평안북도 룡천육아원, 동림중등학원, 동림양생원에 콩기름 

 1,000kg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8.08 분유 5,375kg 지원 (인천 → 남포) 

08.15 제8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김치축제 후원 

08.17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급식자재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8.26 보건의료 및 부산경남 대표단 7명 방북 

08.31 옥수수 1차분 4,200톤 지원 

 (25kg포대 168,000포 / 중국 대련항 → 남포항)

09.01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급식용 밀가루 9톤과 과자 등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9.02~09.06 사할린 동포축제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 포자르스코예 등)

09.04 제40회 정책포럼

 - 주제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향후전망

 - 발표 :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09.11 ‘시민사회 통일론의 정립’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발표 1 : 한국현대실천철학에서의 통일논의 (선우현 청주교대 교수)

 - 발표 2 : 인문학적 통일이론의 모색(장은주 영산대 교수)

 - 발표 3 : 새로운 통일국가의 이념에 대한 모색(김상봉 전남대 교수)

09.11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위한 살충·기피제, 진단키트 등 

 제3차 말라리아 방역약품 지원(개성육로)

09.18 개성시 개풍양묘장 및 말라리아 방역 기술진 3명 개성 방문 

09.25 함북 온성군 유치원 5개소 2,300여명 어린이에게 급식 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상)

10.08 평북 신의주 및 용천군에 아동급식 물자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10.08 제41회 정책포럼 

 - 주제 : ‘남북간 인도주의 현황과 민관협력’

 - 발표 : 고경빈 전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10.22~11.25 대북 지원 옥수수 2차분 5,800톤 지원(40kg 포대 / 

  145,000포) (중국  단동 → 신의주 → 서포)

10.28~10.29 보건의료 기술진 8명 개성 방문 

10.29 함북 온성군 5개 영유아기관에 밀가루, 이불 등 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11.07 ‘시민사회 통일론의 정립’을 위한 2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주제 :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철학적 성찰

 - 발표 1 : 김상봉 전남대 교수 / 발표 2 : 윤평중 한신대 교수

11.17 제63차 공동대표회의 (대회의실)

11.24~11.26	 2009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프레스센터 / 서머셋 팔레스 호텔)

11.24	 대북	지원	옥수수	2차분(5,800톤)	수송	완료	(중국	단동	→	신의주)		

11.27	 함북	온성군	5개	영유아기관에	국수,	콩기름,	사탕,	솜동복	등	

	 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성군)

12.03	 대북	지원	옥수수	3차분(1,000톤)	지원(40kg	포대	/	25,000포)	

	 (중국	단동	→	신의주	→	서포)		

12.18	 함북	온성군	5개	영유아기관에	국수,	콩기름,	사탕,	솜동복	등	

	 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성군)

12.29	 평안북도	룡천	및	신의주	6개	보육원(고아원)에	콩기름	및	생필품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1.01~01.16	 러시아	볼고그라드,	부산대	자원봉사활동	(총32명)

01.04	 ‘2010년	북한	공동신년사설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국가인권위)

	 -	공동주최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	평화나눔센터	

	 -	발표	:	김영수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		

01.13	 평양	돼지공장	양돈설비및	온실	자재	지원	(인천	→	남포)

01.14	 개성시	개풍양묘장에	연탄	3,000장	및	보용품

	 (타이어,	농기계	수리부품	등)	지원	(개성육로)

01.30	 대표단	14명	방북	

02.03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유치원,	탄광기계유치원,	탄광기계탁아소	

	 어린이에게	국수,	콩기름,	사탕,	생필품	등	지원	(중국	삼합	→	회령)

02.24	 제64차	공동대표회의 (팔레스호텔)

03.04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유치원,	탄광기계유치원,	탄광기계	탁아소	

	 어린이에게	빵,	콩우유,	사탕	등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	→	회령)

03.09	 함북	온성군인민위원회(해외동포영접과)와	지원사업	합의서	체결	

03.09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읍유치원,	남양로동자구유치원,	농장유치원,	

	 종축장유치원,	왕재산리유치원	5개소	어린이에게	빵,	콩우유,	사탕	등	

	 급식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성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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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03.15 제42회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인구통계와 자료: 1993년과 2008년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 발표 :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03.26 개풍양묘장에 2010년분 묘목종자, 양묘장 자재(비료, 농약) 지원 

 (개성육로)   

03.26 남포산원에 콩기름 15톤 지원 (중국 단동 → 신의주) 

03.29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유치원, 탄광기계유치원, 탄광기계 탁아소 

 어린이에게 빵, 콩우유, 사탕 등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 → 회령)

03.31 농업·축산 기술진 7명 방북 

04.02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유치원, 탄광기계유치원, 탄광기계 탁아소 

 어린이에게 빵, 콩우유, 사탕 등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 → 회령)

04.09 함경북도 온성군 105개 유치원에 급식자재 지원

 (중국 도문 → 온성군) 

04.26 제43회 정책포럼

 - 주제 : 생태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개발협력 

 - 발표 :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

04.28~04.29 개성지역 말라리아 공동방역 평가 및 양묘장 기술진 5명 

  개성 방문 

04.28 회령시 탁아소에 급식 물자 지원 (중국 삼합 → 회령)

04.30 온성군 5개소 유치원에 급식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5.07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1차 물자 / 중국 도문 → 온성군) 

 - 온성군 내 11개소 아동기관 어린이 1,300명에게 급식용 빵 및 

    콩두유가루 1주일분 지원

05.14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2차 물자 / 중국 도문 → 온성군) 

05.19 회령시 3개 탁아소에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 → 회령)

05.21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3차 물자 / 중국 도문 → 온성군) 

05.24 제44회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 주제 : ‘천안함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 발표 : 류석진 서강대 정외과 교수

05.25~05.28 1차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방문 프로그램  (23명)

05.28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4차 물자 / 중국 도문 → 온성군) 

06.04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5차 물자 / 중국 도문 → 온성군) 

06.09~06.11 2차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방문 프로그램 (3명)

06.11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6차 물자 / 중국 도문 → 온성군) 

06.15~06.18 3차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방문 프로그램 (29명)

06.16	 ‘2010	대북지원	국제포럼’	(회의실)

												-	주제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활동의	경험과	교훈

												-	발표	:	존	브라우저	미국국제개발처(USAID)	부총재보

06.18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7차	물자)

06.22	 회령시	남문,	탄광기계,	탄광기계	탁아소	어린이에게	빵,	콩우유,	

	 사탕	등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	→	회령)

06.22	 북민협	대북	인도지원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프레스센터)

06.24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8차	물자)

06.30	 남포산원	의약품(해열제,	진통제	등	기초의약품	24종)	지원	

	 (인천	→	남포)

07.02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9차	물자)

	 -	지원대상	:	15개	아동시설	1,900명으로	확대	

07.05	 제65차	공동대표회의 (팔레스호텔)

07.06	 제45차	정책포럼

	 -	주제	:	독일통일의	재조명과	남북관계에	대한	제언

	 -	발표	:	베르너	캄페터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소장

07.15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10차	물자)

07.22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11차	물자)

07.27	 인천시	BaB	캠페인	후원협약식 (인천시청)

07.29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12차	물자)	

07.30	 회령군	물자	지원	(회령시	탁아소에	빵,	콩우유,	사탕	등	급식물자	지원)	

	 (중국	삼합	→	회령)

08.06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13차	물자)	

	 -	8월부터	지원대상	아동을	3,428명으로	확대	

	 			(7월까지는	1,898명	지원)

08.12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14차	물자)	

08.17	 경기도	개성지역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개성육로	/	기술진	3명	개성	방문)

08.27	 온성군	물자	지원	(BaB	캠페인	15차	물자)

08.27	 ‘민족의화해와평화를위한	종교인모임’	밀가루	300톤	지원,	

	 대표단	9명	개성	방문	

09.01	 함경북도	회령시	8월	급식자재	지원	

	 -	회령시	탁아소에	빵,	콩우유,	사탕	등	급식물자	지원

09.06	 대북	수재	물자(밀가루400톤)	지원	및	대표단	5명	개성	방문	(개성육로)

09.16	 제46회	정책포럼	

	 -	주제	: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은	어디로?	:	북한과	주변정세	전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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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 록

주요 활동일지

 - 발표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9.17 온성군 9월 급식자재 및 생필품 지원 

 - 54개 유치원 및 1개 고아원, 총 3,876명 지원

 - 지원 물자 : 급식자재(빵, 콩우유) 및 생필품세트(내복, 치솔 등) 

     6,600개

09.20 인천시 대북 수재지원 협약식 (인천시청)

09.20 온성군 9월 2차 급식자재 지원 

09.27 온성군 9월 3차 급식자재 지원 

10.01 제47회 정책포럼

 - 주제 : 천안함 이후, 위기의 한중관계 : 현상과 실제

 - 발표 :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10.09 제9회 ‘2010년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10.15 개성지역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 및 기술진 4명 개성 방문 

 (개성육로)

10.29 수재물자(옥수수 700톤) 지원 및 대표단 4명 신의주 방문 

 (중국 단동 → 신의주) 

11.10 제66차 공동대표회의 (팔레스호텔)

11.12 평화나눔센터 전문가 토론회 (대회의실)

 - 주제 : 국제금융기구와 개발보고서 -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 발표 : 이계우 KDI 국제대학원 교수

11.15~11.17 ‘2010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프레스센터, 섬머셋팰리스호텔)

11.23 2010년 후원의 밤 ‘힘내라! 우리민족’ 개최 (서강대 곤자가컨벤션)

11.23 연평도 사건으로 모든 지원물자의 반출 중단

12.01 연평도 민간인 사망자 조문 

12.29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시민사회 원로 및 

 지도자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01.03	 평화나눔센터	1차	라운드	테이블	(국가인권위원회)

	 -	주제	:	2011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	공동주최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

01.19	 주한EU	대사관	간담회 (주한EU 대사관) 

01.27	 경기도	개성사업	간담회 (경기도 제2청사)

02.10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초청	토론회 (미대사관)

03.02	 제67차	공동대표회의 (팔레스호텔) 

03.04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3월	1차분)

	 -	대상	:	2,500여명	(33개	유치원,	1개	고아원)

	 -	지원물자	:	빵	15,000	개	/	콩우유가루	7,500봉지	(1주일분)

03.11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3월	2차분)

03.18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3월	3차분)

03.25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3월	4차분)

04.01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4월	1차분)

04.13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4월	2차분)

04.20	 ‘북한	식량사정에	관한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회의실)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4월	3차분)

04.22	 제6회	임창순상	수상 (프레지던트호텔)  				

05.06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5월	1차분)

	 -	대상	:	3,110명	(44개	유치원)

	 -	지원물자	:	빵	23,325개,	콩우유	가루	11,663개	

05.12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5월	2차분)

05.16	 인천시	말라리아	기금지원	협약식 (인천시청)

05.18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위한	7개	국제기구	및	단체	사전	협의	모임	

	 (중국 베이징)

05.19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5월	3차분)

05.23	 제1차	말라리아	방역	물자	지원	및	전문가	6명	방북	(개성육로)

05.23	 긴급	대북지원을	위한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05.26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5월	4차분)

05.26	 6개	대북지원	NGO	공동주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주제	:	식량난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및	영유아의	위기	상황	분석

	 -	공동주최	:	굿네이버스,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	월드비전	

	 -	발표	1	:	북한	식량난	실태와	취약계층	지원	방향	(김영훈	박사)

	 -	발표	2	:	최근	북한	영유아의	영양	장애	실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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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	지원물자	:	빵	23,700개,	콩우유	가루	11,850개	

	 -	지원대상	:	45개	유치원	/	3,160명

08.18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8월	2차분)

08.19	 말라리아	방역물자	4차	지원	및	전문가	방북	(개성)

	 -	물자	:	휴대용	초음파기	2대,	퍼머그린	1,300L,	완충액	2,500병/4ml)	

08.25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8월	4차분)

08.26	 불교계	교류사업	협의를	위한	대표단	3명	개성	방문

09.03~09.07	 <우리민족>	및	불교계(대한불교조계종)	대표단	37명	방북	

09.19	 로버트	킹	미국	대북	인권특사	초청간담회 (미대사관)

09.26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50회	기념	정책토론회 (프레스센터)

	 -	주제	: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과제와	새로운	남북관계	구상	

	 -	발표	1	:	남북당국간	관계	및	6자	회담에	대하여	(김연철	인제대	교수)

	 -	발표	2	: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하여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발표	3	: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	

09.30	 대북	수해지원용	아동내복	2,500벌	지원	(개성육로)	

10.09	 부산경남본부	기장군	미역(마른미역	1톤)	지원		(인천	→	남포)

10.18	 제51회	정책포럼	

	 -	주제	: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정책에	대한	한국	NGO	역할	

	 -	발표	:	문경연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영국	크랜필드대)

10.24	 부산경남본부	정책포럼 (부산 불교회관)

	 -	주제	:	대북지원사업	현장	이야기		

	 -	발표	:	홍상영	사무국장	

10.26	 광주전남본부	정책포럼 (광주NGO센터)

	 -	주제	: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	발표	: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02~11.04	 2011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프레스센터, 서머셋호텔)

	 	 -	주최	: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우리민족>

11.07~11.26	 ‘헌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캠페인	

	 	 -	참여	학교	:	서울시내	71개	고등학교	참여

11.09	 제68차	공동대표	회의 (가든호텔)

11.10	 제52회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영유아지원사업의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	발표	: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11.16	 The	Elders	대표단(2명)	사무실	방문	

11.21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간담회 (프라자호텔)

11.29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밤	‘다시	날자!	열다섯	우리민족’	(서강대 곤자가컨벤션)

  (김정은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06.03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협약식 (서울시 교육청)

 - 일시 : 6월 3일(금) 오후3시

 - 3개 협약단체 : <우리민족>,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06.09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6월 1차분)

06.10 남북 말라리아 공동 방역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연석 회의 (회의실)

06.16 제48회 정책포럼 

 - 주제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경협

 - 발표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06.16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6월 2차분)

06.16 긴급 식량지원 협의 차 북민협 실무대표단 3명 개성 방문

06.17 평화나눔센터 광주 정책포럼     

 - 주제 : 남북관계 현안과 전망 - 김정일 방중과 최근 이슈

 - 발표 : 남문희 시사인 대기자 

06.21~06.25 BaB 캠페인 관련 임원진 중국 방문 프로그램   

06.24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6월 3차분)

06.27~07.11 부산대 지원봉사단 (32명) 러시아 볼고그라드 방문 

06.30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6월 4차분)

07.01 경기도·인천시 말라리아 방역물자 2차 지원 및 전문가 방북 (개성육로)

 - 물자 : 진단키트(43만7천개)

07.07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7월 1차분)

07.08 제10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축제 

07.06~07.12 대한의사협회 의료진 볼고그라드 방문 

07.13 경기도·인천시 말라리아 방역물자 3차 지원 및 전문가 방북 (개성육로)

 - 물자 : 기피제처리 방충망(LLIN) 450,000㎡ 

07.14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7월 2차분)

07.14~07.19 ‘헌 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집중 캠페인

 - 공동주최 : <우리민족>,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총

 - 참여 학교 : 서울시내 590여개 초등학교 중 360여개 학교 참여

07.21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7월 3차분)

07.21 제49회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역량개발을 위한 유엔 기구의 지원사업 현황 

 - 발표 : 남상민 UN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환경담당관

07.28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7월 4차분)

08.04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8월 1차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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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함경북도 온성군 아동지원용(BaB 캠페인) 급식물자 지원 (11월분)

 - 지원대상 : 45개 유치원 / 3,160명   

 - 지원물자 : 국수 10,020 봉지/kg 

12.08 말라리아 방역사업 평가와 2012년 사업협의를 위한 대표단 9명 

 개성 방문

12.12 함경북도 온성군 급식물자 지원 (12월 1차분) 

12.13 함경북도 온성군 급식물자 지원 (12월 2차분) 

 - 지원대상 : 45개 유치원 / 3,160명   

 - 지원물자 : 국수 10,020 봉지/kg 

12.22~12.28 ‘헌교과서 수거를 통한 한민족어린이 지원사업’ 캠페인 

  - 참여 학교 : 서울시내 163개 중학교 참여

01.03 평화나눔센터 2012년 1차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제 :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 공동주최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 

 - 발표 1 :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 발표 2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1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 지원물자 : 국수 10톤(10,020봉지/kg) 및 겨울의류 3,400벌      

02.02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정기총회 (프레지던트 호텔)

 - 신임 회장단체로 <우리민족>을 선출함

02.0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0톤 지원 (BaB 캠페인)  

02.10~02.16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헌교과서 수거 활동

 - 서울시 588개 초등학교 중 316개 학교 참여 

02.22 제69차 공동대표회의 (가든호텔)

02.22 경기도지역 헌교과서 수거 관련 협약식 개최 (경기도 교육청)

 2012

	 -	공동추진단체	: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총,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우리민족>		

04.0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7.5톤	지원	(BaB	캠페인)		

04.2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8톤	지원	(BaB	캠페인)		

05.09	 경기도	남북교류	10년	평가	국제회의 (킨텍스 제2전시장) 

05.23	 북민협	5.24조치	2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		

05.30~06.03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현지	방문	프로그램	(방문단	39명)

06.0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5.5톤	지원	(BaB	캠페인)

06.01	 프랑스	평양협력사무소장	방문

06.18	 로버트	킹	북한인권대사	초청	간담회 (회의실) 

06.21	 제53회	정책포럼	

	 -	주제	:	‘북한의	최근	식량	사정과	식량지원	방식의	개선	방안’

	 -	발표	: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6.21	 광주전남본부	정책포럼	

	 -	주제	:	2013년	체제와	민간	통일운동		

	 -	발표	:	김연철	인제대	교수

06.28~06.30	 광주전남본부		통일·역사	기행	 (강화도, 파주 DMZ 일대)   

	 	 -	대상	:	광주·전남	지역	중학생	40여명			

07.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23,700개(500g	봉지)	지원	(BaB	캠페인)

07.11	 UN	보고서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in	DPRK’	

	 번역본	발간	

07.1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0톤	지원	(BaB	캠페인)

07.17~07.26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헌교과서	수거	활동

	 	 -	서울시	272개	초등학교		/	경기도	770개	초등학교	참여	

07.2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0톤	지원	(BaB	캠페인)

08.0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0톤	지원	(BaB	캠페인)

08.1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0톤	지원	(BaB	캠페인)

08.14	 서울시	교육청	기금	전달식 (서울시 교육청)

08.16	 제54회	정책포럼	

	 -	주제	:	대북지원	민관협력의	평가와	발전방안	

	 -	발표	:	강동완	동아대	교수

08.20~08.31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헌교과서	수거	활동

	 	 -	경기도	60개	초등학교	참여	

08.24	 수해지원	협의차	북민협	대표단	개성	방문	(4명)

08.28	 ‘북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평화와	나눔의	한가위’	선포	기자회견	참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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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년 백서

09.01 중국 조선족 학교 한글 도서 지원을 위한 도서모으기 캠페인 전개 

 - 경기도 지역 5개 학교 대상 

09.0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빵(12,600개) 지원 (BaB 캠페인)

09.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0톤 지원 (BaB 캠페인)

09.18 정책토론회 개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대북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 발표 1 : 스마트(SMART) 대북지원정책으로의 전환과 추진전략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

 - 발표 2 :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체계 구축과 추진 방안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9.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빵(12,600개) 지원 (BaB 캠페인)

10.05 북민협 1차 대북 수해지원 참여 (개성육로)

 - 지원물자 : 밀가루 500톤  / 인도대표단 개성 방문 : 11명 

10.0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0톤 지원 (BaB 캠페인)

10.11 중국 화룡시 신동소학교 도서관 준공식 개최 

10.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빵(23,400개) 지원 (BaB 캠페인)

10.23 제70차 공동대표회의 (현래장)

10.25 북민협 2차 대북 수해지원 참여 (개성육로)  

 - 지원물자 : 기초의약품 및 의류(여성의류 및 아동용 내복)

 - 인도대표단 개성 방문 : 6명

10.30 광주전남본부 정책포럼 

 - 주제 : 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 발표 : 윤영덕 조선대 교수

11.05~11.23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헌교과서 수거 활동

 - 서울시 68개 고등학교 참여 / 경기도 111개 고등학교 참여 

11.0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빵(23,280개) 지원 (BaB 캠페인)

11.1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25톤 지원 (BaB 캠페인)

11.14 국토 인프라 구축 정책제안 모임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제 : 북한 인프라 개발과 한반도 평화 (가안) 

 - 공동주최 : 서울대 통일한반도인프라센터, <우리민족> 

11.1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빵(23,280개) 지원 (BaB 캠페인)

11.2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빵(23,280개) 지원 (BaB 캠페인)       

11.27~11.29 2012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태국 방콕 수코솔방콕호텔)

  - 주최 : <우리민족>,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11.29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10톤 지원 (BaB 캠페인)

12.0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빵(23,280개)	지원	(BaB	캠페인)

12.13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서강대 곤자가컨벤션)

12.1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국수	20톤	지원	(BaB	캠페인)

12.24~12.28	 한민족	어린이	지원기금	마련	헌교과서	수거	활동

	 	 -	서울시	122개	중학교,		경기도	150개	중학교	참여

12.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빵(23,280개)	지원	(BaB	캠페인)

12.27	 중국	조선족	소학교	한글도서	12,799권	지원	(부산→상해→연길)

 2012

01.03	 평화나눔센터	‘2013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국가인권위)

	 -	공동주최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

	 -	발표	1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01.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1.16	 북민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정책건의서’	제안함

	 북민협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	공식	추진		

01.1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1.3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1.31	 북민협	정기총회	개최 (서울여성플라자)

	 -	회장단체로	유임됨

02.0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2.13~02.15	 한민족	어린이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헌교과서	수거	활동

	 	 -	참여	학교	:	서울시	291개교	/	경기도	510개교

02.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2.27	 제71차	공동대표회의	개최	(달개비)

03.0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3.2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0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11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한	각계	인사	연석회의	및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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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18 경기도 교육청 기금 전달식 (의정부 경기북부교육청)

04.21~04.30 중국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4명, 한국 연수 초청 

04.2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26 제55회 정책포럼 

 - 주제 : 한반도 위기와 전망 -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 발표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05.10 대구대 볼고그라드 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대구대)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5.21~05.24 중국 북안소학교 도서관 준공식 대표단 중국 방문

05.22 중국 북안소학교 도서관 개관식 (중국 룡정시) 

06.04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6.0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6.13 경기도교육청 기금 협약식 (경기도교육청)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6.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7.01 대구대 자원봉사단 볼고그라드 출발

07.09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7.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7.16~07.19 서울시 헌 교과서 수거활동 (268개 학교)

07.22 북민협 민간단체 대북지원에 관한 성명서 발표 

07.22~07.26 경기도 헌 교과서 수거활동 (670여개 학교)

07.23 제56회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 한반도 평화구축과 인도적 대북지원

 - 발표 :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 원장/한신대 외래교수

07.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7.29 경기도 안산시 한글도서모으기 행사 

08.05 평안남도 안주군 군민회 수해지원 성금 전달식 (회의실)

08.06~08.09 청소년 평화 투어 (중국) 

08.14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8.30 북민협 대북지원 정상화 촉구 성명서 발표 

09.03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 한글도서 분류작업 (수원 분류센터)

09.09 남포산원 지원물자 출항 (인천항→중국 단동→신의주) 

09.10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자문관 미팅 (회의실)

09.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9.24 대북 수해지원 (국수 19톤) (중국 단동→신의주→평남 안주) 

10.10	 서울시장,	상임위원	초청	간담회 (서울시청)

10.12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개강 (마포 상암 풋살장) 

10.12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러시아 볼고그라드)

10.14	 통일부의	대표단	방북	규제조치에	다른	성명서	발표	

10.20	 중국	조선족학교에	한글도서	31,500권	지원 (부산항·상해·연길) 

10.30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자문관	미팅	

10.3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1.02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수료식 (마포 상암 풋살장) 

11.04~11.08	 서울시,	경기도	고등학교	1차	교과서	수거작업	

11.06~11.08	 2013	대북지원	국제회의 (중국 베이징) 

11.07~11.10	 중국	오상중학교	도서관	개관식	대표단	중국	방문		

11.08	 중국	오상중학교	도서관	개관식 (중국 오상시)

11.12	 북한인권조사위(COI)	면담 (사무실)

11.18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대사	면담 (주한 미대사관)

11.19~11.20	 서울시,	경기도	고등학교	2차	교과서	수거작업	

11.20	 제57회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	인도적	대북지원과	국제협력	

	 -	발표	:	크리스토프	폴만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11.2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1.25	 한글도서	기증식 (화성시 병점중학교)

12.04~12.09	 중국조선족학교	사서교사	연수단	중국	방문		

12.1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2.18	 BaB	캠페인	물자	지원 (중국 단동·평남 안주)   	

12.19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의	밤’ (CCMM 컨벤센홀)

12.27~12.30	 헌교과서	수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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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국가인권위)

 - 공동주최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

 - 발표 1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01.15~02.23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글학교 학생, 소치 동계올림픽 자원

  봉사

01.16~01.20 수원지역 학생모임(모금 볼런티어) 중국 조선족학교 방문 

  - 방문학교 : 흑룡강성 동녕현 삼차구조선족소학교 

  - 참가자 : 수원시 모금볼런티어 참가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 14명

01.2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2.11~02.21 2월 헌교과서 수거 활동

  - 참여 학교 : 약 945개 학교 

     (서울시 : 405개 학교 / 경기도 : 540여개 학교)

02.20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 토론회’ (프레스센터 19층)

 - 공동주최 : <우리민족>,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시민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

02.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2.27 제73차 공동대표회의 (달개비)

02.27 평양주재 UN기구 상주조정관 간담회 (회의실)

03.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08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 간담회 (회의실)

04.15 일본 민족학교 도서관에 한글도서 3,000권 지원 

 (부산항 → 요코하마)

04.1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21~04.24 중국 길림성 매하구 조선족소학교 도서관 개관식 대표단 

  중국 방문

04.22 길림성 매하구소학교 도서관(네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04.23 제58회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과 2014년 남북관계 전망

 - 발표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05.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5.16 공동대표 좌담회 (달개비)

 - 주제 : KPP(북·캐나다 지식교류프로그램) 소개 및 북한 경제개발 

    특구 현황

 - 기조발표 :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교수

05.17	 제2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개강 (양강초등학교) 

06.12~06.16	 장백소학교	도서관	준공식	관련	대표단	중국	방문	

06.13	 장백소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준공식 (중국 장백현) 

06.1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6.14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종강 (양강초등학교)

06.24	 제59회	정책포럼 (대회의실)

	 -	주제	:	남북	경협의	현장,	

	 															단둥	-	5.24	조치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발표	:	강주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06.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7.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7.15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이·취임식 (부산 삼광사) 

	 광주전남본부	정책포럼 (광주)

07.17	 사업협의를	위한	실무진	개성	방문	(5명)	

07.19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	제2기	개강 (환경재단)

07.22~07.25	 교과서	수거활동	기간	

	 	 -	참여	학교	:	810개	학교(서울	307개교	/	경기도	503개교)

07.28	 	UNICEF	축구단	평화교육	

07.29	 미국	달라스본부	방북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강원도 원산)

08.02~08.05	 중국	조선족학교	사서	교사	초청	국내연수	교육		

08.06~08.09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KYPI)	중국	평화투어	

08.1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8.14	 KYPI	청소년	평화특강 (환경재단)

08.30	 조선족학교	도서관지원을	위한“네모상자	올림피아드”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09.1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9.22~09.25	 국제평화축구(F4P)	영국	코치	트레이닝	참가 (영국 브라이튼대) 

09.23	 제74차	공동대표	회의	(달개비)

10.07	 제60회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식량난,	정말	끝났나?	-	기후변화와	북한	식량	위기	가능성	

	 -	발표	: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10.09	 부모님과	함께	하는	DMZ	통일평화기행 (경기도 파주 일대)

10.11	 하반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개강 (수원 율전초등학교)

10.2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0.21	 광주전남본부	정책포럼 (광주시청)

 2014



473

PART. 3  부 록

주요 활동일지

 - 주제 : 남북 체육교류 사업의 발전 방안 -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 발표 : 김효은 전 인천시 남북교류팀장

10.22~10.26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교사 22명 현지연수 (중국 매하구시)

11.01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종강 (수원 율전초)

11.06 ‘2014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 (중국 베이징)

11.11~11.25 고등학교 헌교과서 수거 활동 

  (참여학교 : 110여개 고등학교)

11.13 하반기 정책토론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주제 : 인도적 대북지원, 이대로 좋은가? 남북화해와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모색

 - 기조 연설 : 김성재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연세대 석좌교수) 

 - 발표 1 :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북한의 변화상 분석 (전현준 박사)

 - 발표 2 : 접촉지대로서의 대북지원, 중간자로서의 대북지원단체 

                                      (이우영 교수)

 - 발표 3 :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사업 방안 모색 (강영식 사무총장) 

11.26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1.27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밤’ 개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12.0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2.04 중국 장춘시 녹원구 조선족소학교 도서관(일곱번째 네모상자) 개관

12.09 조선족학교 한글도서 2만여권 발송 (수원 도서분류센터)

12.19 부산경남본부 심포지움 (부산 삼광사)

 - 주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 통일

12.23~12.30 헌교과서 수거활동   

  - 참여 학교 : 208개 학교(서울 63개교 / 경기도 145개교)

12.29 시민운동연합신문 주최 ‘2014년 NGO대상’ 수상

01.02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국가인권위)

	 -	공동주최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

	 -	발표	1	: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최요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	2015년	한반도	정세	전망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01.03~01.06	 경기도	모금볼런티어	중국	방문	(총	16명)

01.09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2.04~02.17	 2월	헌교과서	수거	활동

	 -	참여	학교	:	966개	학교	

	 			(서울시	:	369개	학교	/	경기도	:	597여개	학교)

02.12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2.1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2.21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2.25	 제75차	공동대표회의 (달개비)

02.27	 광복	70주년ㆍ6.15공동선언	15주년	시민토론회 (프레스센터 19층)

	 -	공동주최	:	<우리민족>,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시민평화포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

03.03~03.04	 사업협의를	위한	대북	실무접촉 (중국 심양)

03.09	 경기도	사무소	(우리민족	경기센터)	이전개소식		

03.19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3.28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3.28	 미국	달라스본부	대표단	방북	

04.01	 ‘광복	70주년,	6.15공동선언	15주년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발족식 (프레스센터)

04.07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지자체	회의 (회의실)

04.1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4.11	 제4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개강식 (용산 아이파크몰)

05.01	 서울시교육청	한민족어린이	지원기금	전달식 (서울교육청)

05.02	 제4기	어린이	평화축구교실	종강식 (용산 아이파크몰)

05.02~05.09	 미국	달라스본부	대표단	방북	

05.07~05.10	 중국	흑룡강성	녕안조선족중학교	도서관	개관식	대표단	

	 	 중국	방문

05.08	 흑룡강성	녕안중학교	도서관(아홉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중국 녕안시)

05.13	 비룡소	출판사에서	조선족학교에	지원할	도서	1,000권	기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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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부산본부,	러시아	사할린	합동추모비	제막식	및	추모관	기공식	

	 개최	(사할린)

08.22	 제2회	‘네모상자를	품다’	(수원 영덕중학교 문예관)

	 -	주최	:	서울국제학교·용인외고	연합동아리	WATW(We	are	the	World),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우리민족>		

	 -	참가자	:	경기지역	학생	300여명	/	학부모		60여명

09.14	 제62회	정책포럼	

	 -	주제	:	체육교류로	열어가는	남북	화해와	평화

	 -	발표	: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09.1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9.21~09.25	 영국	코치트레이닝	캠프	참가	(3명)	(영국 브라이튼대) 

	 	 -	주최	:	F4P	본부	

10.09	 중국	길림성	훈춘시	제1조선족소학교	도서관	준공식	

	 (열한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	방문단	:	신한은행	사회공헌팀,	사무처	등	9명

10.10	 제12회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볼고그라드 음악극장)

10.12~10.15	 BaB	캠페인	후원자	중국	방문	프로그램	(15명)

10.13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10.15	 북민협	실무대표단	5명	개성	방문			

10.17~10.31	 제5기	어린이평화축구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	/	수원	농촌진흥청)

10.24	 조선족학교	한글도서	지원	(총	162상자	/	9,802권)

10.25	 2차	청소년DMZ	통일평화기행 (도라산역 및 임진각 일원, 승전OP 등)

	 -	참석자	:	31명	(경기도	네모상자	동아리	학생	및	학부모	등)

	 -	강사	: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10.27	 제77차	공동대표	회의 (달개비)

10.31	 수원	경기분류센터	자원봉사	행사 (수원 화성행궁)

11.03~11.05	 2015년	대북지원	국제회의 (킨텍스 / 여의도 글래드호텔)

	 	 -	주최	:	경기도,	제주도,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대북협력민간

	 	 															단체협의회,	<우리민족>	

11.06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공동대표	만찬 (국회의장 공관)

11.09~11.25	 11월	헌교과서	수거활동	(서울·경기도	86개	고등학교)

11.13	 중국	흑룡강성	상지시	조선족중학교	도서관	개관식	

	 (열두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11.17	 창립	19주년	기념	후원의	밤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11.18~11.22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담당교사	현지	연수	

05.16 독일 작센주마틴 둘리히(Martin Dulig) 부총리 간담회 (힐튼호텔)

05.19~05.21 중국 오상소학교 도서관 개관식 방문 

05.19~05.21 천도교 ‘어린이가 행복한나라’ 대표단 오상조선족소학교 방문 

05.20 흑룡강성 오상조선족소학교 도서관 (열번째 네모상자 도서관) 

 개관식 (중국 오상시)

05.20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5.23 1차 청소년 DMZ 통일평화기행 (도라산역 및 임진각 일원, 승전OP 등)

 - 참석자 : 45명 

    (수원 영통중·동수원중 학생 35명, 교사 및 학부모 6명 등)

06.08 익산농기계, 대북지원용 농기계 기탁식 (회의실)

06.19 길림성 훈춘시 제1조선족 소학교 도서관 지원 협약식  

06.11 부산경남본부, ‘사할린 한인 역사 기념관 건립’ 후원회 개최 (부산 삼광사) 

06.14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천도교 수운회관)

06.14~06.17 부산경남본부, 러시아 사할린 강제 징용 

  희생자 추념식 방문 

06.17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6.2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6.29 제76차 공동대표 회의 (달개비)

06.30 제61회 정책포럼    

 - 주제 : 북한 100년만의 가뭄 실태, 그리고 북한 식량 상황

 - 발표 :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06.30 권정생 어린이문화재단에서 조선족학교에 지원할 도서 3,000권 기증 

07.02 조선족학교 한글도서 지원 (총 191상자 / 11,206권)       

07.16~09.04 7·8월 헌교과서 수거 활동

  - 참여 학교 : 693개 학교 

     (서울시 : 316개 학교 / 경기도 : 377여개 학교)

07.18~08.06 제3기 청소년 평화이니셔티브(KYPI) 프로그램 (한국 / 중국)   

07.25 중국 조선족학교 사서교사 6명 국내 초청 연수

07.31~08.03 청소년 중국 평화투어 

08.05 북한어린이 급식물자 지원 (BaB 캠페인)

08.07~08.10  ‘스포츠를 통한 평화교육(Football for Peace)’ 

    한국 코치 트레이닝 캠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공동주최 : <우리민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체육교육과

  - 참가자 : 트레이닝 참가자 54명 / 어린이 참가자 40명

  - 코치진 : Graham Spacey 등 영국 F4P 헤드코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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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일지

  - 장소 : 장춘시 록원구 조선족소학교   

  - 연수 참여자 : 중국 28개 조선족학교 사서 교사 40여명 

11.21~11.25 러시아 볼고그라드 한국어교수법 현지 강의프로그램 

  - 장소 : 볼고그라드 한글문화학교 ‘미리내’ 

  - 대상 : 현지 한글교사 및 현지학생 등 25명 

  - 후원 : 재외동포교육지원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            

11.23 중국 길림성 영길현 조선족실험소학교 도서관 지원 협약식 

 (영길조선족학교) 

11.28~12.05 미 달라스 본부 상임대표 방북 

11.29 회원들과 함께하는 DMZ 평화투어 (27명) (강화도 일대) 

12.09~12.12 ‘2015년 동북아산림협력 국제회의’ 참가 (중국 연길) 

12.14 광주전남본부 후원의 밤 (김대중 평화센터) 

12.28~12.30 12월 헌교과서 수거활동 (서울·경기도  중학교)

12.29 BaB 캠페인 물자 지원 

01.04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우리민족>

	 -	발표1	: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발표2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01.05~01.07	 헌교과서	수거활동	(서울·경기도	중학교)

01.06	 	중국	조선족학교	도서관	지원	도서	기증

	 -	기증단체	:	수원	북수원지식도서관	760권	/	

	 			수원	일월도서관	1,320권

																							수원	태장마루도서관	2,500권	/	수원	호매실도서관	1,000권

01.08	 긴급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대회의실)

	 -	주제	:		북한	4차	핵실험의	함의와	시민사회의	대응

	 -	발표	1	:	북한	4차	핵실험의	함의	:	김동엽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	발표	2	:	북한	핵실험과	동북아	정세	전망	:	김준형	교수	(한동대)

	 -	발표	3	:	북한	핵실험과	시민사회의	대응	:	정욱식	대표	(평화네트워크)

02.02~02.19	 2월	헌교과서	수거활동	

	 	 -	참여학교	:	서울시	400개교		/	

	 	 	 							경기도	431개교	(초등학교	중심)

02.12	 UN인구기금	간담회 (섬머셋호텔)

02.16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을	위한	국회전시회	개막식 (국회 의원회관 1층 전시실)

02.26	 제78차	공동대표회의 (달개비)

03.2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프레스센터 20층)

03.31	 제2차	백서발간위원회	전체회의	및	간담회 (회의실)

	 BaB	캠페인	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4.09~04.30	 제6기	어린이평화축구교실	(용산 아이파크몰 풋살장)	/	

	 	 매주	토요일	4회

04.12	 BaB	캠페인	물자	지원	(중국	도문	→	온성)	

05.05	 중국	길림성	영길현	조선족실험학교	네모상자	도서관	준공식	

06.21	 창립	20주년	기념	및	20년	백서발간	기념식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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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고	칭한다.

	 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영문표기는	Korean	Sharing	Movement라고	하며,	약칭은	KSM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인도주의의	실천을	통해	민족의	화해를	이루며,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사업을	통해	상호	신뢰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단체의	주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북한	동포를	비롯한	어려운	우리	민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②	민족	화해와	남북	교류협력사업

	 ③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	사회문화	통합을	위한	사업

	 ④	통일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및	역할	증진을	위한	사업

	 ⑤	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정책	개발	및	교육·홍보사업

	 ⑥	자원	조달을	위한	후원자	조직,	각종	모금	및	수익사업

	 ⑦	그	밖의	단체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규약

1996년  6월 21일 제정

2004년 10월 26일 1차 개정

2006년  9월 28일 2차 개정

2009년  3월 27일 3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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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가입)

	 ①	정회원은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본	단체의	공동대표회의에서	가입을	승낙한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설립	목적에	찬동하여	활동을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종류)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하며,	개인	및	단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기납	회

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공동대표회의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8조 (공동대표회의)

	 ①	(지위)	공동대표회의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의	지위를	갖는다.

	 ②		(구성)	공동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	등에서	차기	공동대표의	추천	및	선임을	통해	

20인	내외로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③		(상임공동대표)	5인	내외의	공동대표를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외적

으로	대표하고	공동대표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권한)

	 	 1.	공동대표의	선출

	 	 2.	상임공동대표와	상임위원	선출

	 	 3.	고문,	자문위원,	감사의	선임

	 	 4.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및	주요	기구의	대표	선임

	 	 5.	규약의	제정	및	개정

	 	 6.	본	단체의	결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8.	기타	본	단체의	중요한	사업방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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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소집)	공동대표회의는	4개월마다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상임공동대표는	스스로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또는	공동대표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⑦		(의결)	공동대표회의는	재적대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지위)	상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폐회	시	공동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는	기구이다.

	 ②	(구성)

	 	 1.	상임위원회는	상임공동대표	및	영역별	사업을	대표하는	공동대표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사무총장,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권한)

	 	 1.	공동대표회의의	위임업무	처리	및	중대	사업의	심의

	 	 2.	공동대표회의에	의안	제출	및	사전	심의

	 	 3.		공동대표	추천,	사무처	상급기구의	개폐	및	그	장의	임면	등	본	단체의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위원

회	업무

	 	 4.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④		(소집)	상임위원회는	매월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상임공동대표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⑤		(의결)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임위원회는	출석권·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단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감사)   본	단체의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1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제12조 (분과위원회)   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공동대표회의	산하에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폐지>

제14조 (사무처)

	 ①	본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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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무처	상급부서의	설치	및	그	장의	임면을	제외한	사무처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이	

행한다.	단,	부장	이상의	사무처	직원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제15조 (해외조직과 지역조직) 

  본	단체는	이	운동의	범민족적	추진과	지방으로의	확산을	위해	해외조직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단,	

설립된	해외조직과	지역조직은	연	1회	이상	사업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기구) 

	 본	단체는	필요한	경우	특정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6조 (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	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준칙)   본	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공동대표회의의	결의에	준한다.

제2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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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창립대회 임원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석주(스님, 칠보사 조실), 강원용(목사,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상임대표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김준곤(목사, C.C.C. 총재), 

송월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최창무(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공동대표

강만길(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강문규(아시아시민운동연구원장, 전 YMCA 사무총장), 고건(명지대 총장, 전 서

울특별시장), 김성수(대한성공회 주교), 김순권(경북대 국제농업연구소 소장), 김재기(로타리클럽 총재), 김재중 

(천도교 교령), 김종림(흥사단 이사장), 김지하(시인), 김진현(서울시립대 총장), 박상증(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박세록(한민족통일준비모임 국제총재), 박완서(소설가), 박재창(고당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전 평남

지사), 백낙환(인제대 총장, 백병원 원장), 손봉호(서울대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손의광(국제라이온스 한국

지구 의장), 이상철(캐나다연합장로교회 총회장),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윤구(한국선명회 회장),  

이한빈(전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 임옥(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 회장), 전제현(남강문화재단 상임이사, 

예비역 육군소장), 정의숙(이화여대 이사장), 정진경(기독교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 회장),  조요한(숭실대 총장),  

조정근(원불교 교정원 원장), 최근덕(성균관 관장)

집행위원장 서경석(전 경실련 사무총장)

공동집행위원장 법륜(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사무총장 김형석

역대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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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석주(스님), 강원용(목사)

상임대표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김준곤(목사, C.C.C. 총재), 

송월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최창무(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공동대표

강만길(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강문규(아시아시민운동연구원장), 곽선희(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명혁(한국

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김성수(대한성공회 주교), 김순권(경북대 국제농업연구소 소장), 김재중(천도교 교령),  

김종림(흥사단 이사장), 김지하(시인), 김진현(서울시립대 총장), 김진홍(두레공동체 대표, 재중국동포문제시

민대책위원장), 박상증(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박인상(한국노총 위원장), 박재창(고당기념사업회 상임

위원장, 전 평남지사), 박형규(원로목사), 방지하(승가대 학장), 백낙환(인제대 총장), 손봉호(서울대 교수, 경실

련 공동대표), 오태순(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옥한흠(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

회 회장), 이윤구(전 한국선명회 회장), 이한빈(전 경제기획원 부총리), 임옥(대한예수교장로회 증경총회 회장),  

정진경(기독교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 회장), 차범석(극작가), 조정근(원불교 교정원 원장), 최근덕(성균관 관장), 

함정호(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중앙위원회 의장 백남익(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

중앙위원회 부의장
강태욱(흥사단 통일특위 위원장), 박영덕(한국일보사 이사), 신법타(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 회장), 

이정자(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집행위원장 서경석

공동집행위원장 법륜(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감사 이상철(기업인)

국회자문위원

신한국당   강경식,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덕룡, 김문수, 김호일, 맹형규, 박관용, 서상목, 신상우, 안상수, 

이강희, 이경재, 이명박, 이성호, 이신범, 이원복, 이회창, 장영철, 정의화, 조웅규, 황규선, 황병태, 황성균

새정치국민회의   길승흠, 김경재, 김근태, 김민석, 김상우, 김성곤, 김옥두, 김홍일, 신낙균, 유재건, 장영달, 

조성준, 정동채, 정동영, 정한용, 최재승, 천정배

자민련    김선길, 김허남, 박신원, 정일영

민주당    김홍신, 이규정, 이미경, 이부영, 이수인, 권오을, 제정구

무소속    장을병

사무총장  이용선(전 공선협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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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석주(스님), 강원용(목사)

상임대표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김준곤(목사, C.C.C. 총재), 

송월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최창무(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공동대표

강만길(고려대 교수), 강문규(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원장), 곽선희(소망교회 담임목사), 김광욱(천도교 교

령),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김성수(대한성공회 주교), 김종림(흥사단 이사장), 김재기(전 주택은

행장), 김진현(서울시립대 총장), 김학준(인친시립대 총장), 박상증(전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총무), 박인상(한국노

총 위원장), 박재창(고당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전 평남지사), 박형규(원로목사), 방지하(승가대 학장), 백낙환 

(인제대 총장), 손봉호(서울대 교수), 오태순(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옥한흠(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원철희(농협중앙회 회장), 이광규(서울대 명예교수),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승헌(한문화운동연합 

총재), 이윤구(전 한국선명회 회장), 장기천(감리교감독, 동대문교회 담임목사), 정근모(전 과기처 장관),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 원장), 지덕(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차범석(문예진흥원 원장), 최근덕(성균관 관장),  

함정호(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기획위원장 강문규 공동대표

조직위원장 이윤구 공동대표

재외동포 대책위원장 이광규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서경석

공동집행위원장 법륜(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감사 이상철

사무총장 이용선

국회자문위원

권오을, 권철현, 길승흠, 김경재, 김광원, 김근태, 김기춘, 김덕룡, 김문수, 김민석, 김상우, 김선길, 김성곤, 김옥두, 

김허남, 김호일, 김홍신, 김홍일, 맹형규, 박관용, 박신원, 서상목, 신낙균, 신상우, 유재건, 이강희, 이경재, 이규정, 

이명박, 이미경, 이부영, 이상수, 이성호, 이수인, 이신범, 이원복, 장영달, 장영철, 장을병, 정동영, 정동채, 정의화, 

정일영, 정한용, 제정구, 조성준, 조웅규, 천정배, 최재승, 황규선, 황병태, 황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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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1기 임원

상임대표 강문규(한국), 박희민(미국)   *북한은 추후 결정

공동대표
이상철(캐나다), 김창식(남태평양), 한막스(러시아), 이극범(유럽), 정판용(중국)

 * 일본, 동남아, 남미, 중앙아시아, 북한은 추후결정

상임위원장 박희민(미국)

상임위원
서경석(한국), 박현모(동남아),이광수(남태평양), 김대억(캐나다), 강신권(미국), 김영길(유럽), 이형근(러시아) 

*일본, 남미, 중앙아시아, 북한과 중국은 추후 결정

집행위원장 강신권(미국)   *북한측 사무총장 1인 추후 결정

사무총장 서경석(한국)

각 지역본부 및 임원

미주본부 임원

상임대표   박희민(LA지부 상임대표)

차기상임대표   이상훈(워싱턴 - 볼티모어 상임대표)

공동대표   9개 지역 상임대표

                   (시카고, 뉴욕, 워싱턴 - 볼티모어, 아틀란타,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LA, 달라스, 필라델피아)

집행위원장   강신권(LA지부 사무총장)

서기   김원기(미주본부)

부서기   김백진(달라스지부 집행위원장)

회계   김희선(LA지부 집행위원)

부회계   서준택(워싱턴 - 볼티모어지부 집행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박종안(워싱턴 - 볼티모어지부 집행위원)

조직위원장   송의용

홍보위원장   김종원(LA지부 집행위원)

감사   명돈의(워싱턴 지부 공동대표), 박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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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본부

고문    박미하일N.(모스크바국립대 교수, 모스크바대한국학센터 소장), 

            김니꼴라이N.(건축학 박사, 고려문화센타건립 추진위원장)

공동의장   한막스(전 청년대 교수, 유라시아대학재건추진 부위원장), 황상호(모스크바장로교회 목사)

공동대표   이알레그(러시아고려인협회 회장), 장발레리(모스크바고려인협회 회장), 백상원(원불교 교무), 

                   강정수(벧엘교회 목사), 류시웅

집행위원장   이형근(모스크바영락교회 목사, 모스크바삼일문화원 원장), 엄넬리(한민족학교 교장)

총무부장   전호중(모스크바영락교회 목사)

감사   김에드워드, 한상룡(로스한 대표), 한성희(한민족학교 교사)

산하지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 노보시비르스크 지부, 블라디보스톡 지부

오세아니아본부

호주지부

고문   홍관표(한인중앙교회 담임목사), 이동석(호주시드니한인회 회장)

상임대표   김창식(시드니영락교회 담임목사)

공동대표   홍길복(시드니제일교회 담임목사), 강현성(시드니성결교회 담임목사), 최형구(맥콰리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어윤각(한인그리스도의교회 담임목사), 임영순(호주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우성(시드니순복음

교회 담임목사), 이상택(시드니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기후(조계종정법사 주지), 신상욱토마스(천주교시

드니대교구한인성당 주임신부), 추은택(한인신협 이사장), 이주용(아태재단 호주지부장), 이상관(파월동지회  

회장), 이재경(TOP주간 발행인), 이광수(한우리교회 담임목사), 승원홍(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집행위원장   이광수(한우리교회 담임목사)

사무총장   승원홍(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뉴질랜드지부

고문   김용환(증경오클랜드한인교회협의회 회장, 바누와투 선교사), 신종혁(오클랜드영락교회 담임목사)

상임대표   장옥윤(오클랜드한인교회 담임목사)

집행위원장   남우택(오클랜드한우리교회 담임목사)

공동대표   류재열(대흥교회 담임목사), 김형구(늘푸른교회 담임목사, 한인교회협의회 총무), 진문일(뉴질랜드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지헌(오클랜드순복음교회 담임목사), 허활성(에벤에셀교회 담임목사), 임기홍(사랑의교

회 담임목사), 김윤관(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김건일(하밀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최기호(크라이저지한인제일

교회 담임목사), 박지용(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준원(더니던 늘푸른교회 담임목사), 류영준(웰링턴한인교

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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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본부

상임대표   이상철(캐나다연합교단 증경총회장), 김인철(교역자협의회 회장)

공동대표   최규식, 이인주, 양  일, 석광옥, 소창길, 안상호, 도준순, 신원철, 차주성, 조이식, 심상대, 이석환,  

임현수, 김인철, 김용출, 최상봉, 조정자, 장활천, 안병한, 김대억, 김경진, 윤택순, 임태호, 김창열, 김정지,  

김경희, 이용석, 김병권, 김영배, 강창수, 서인현, 김세영, 장추국, 김  효, 김명규, 이장성,  이상묵, 송완일,  

박현재, 백승철, 신경용, 김소봉, 엄광열, 윤영욱, 정재민, 정관일

사무국장   김대억(시온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남미본부 준비위

브라질   강성철(상파올로한인교회 목사)

볼리비아   지석길(목사)

아르헨티나   우상수(목사) 

우루과이   차재홍(목사)

칠레   이길소(목사) 

파라과이   강두호(목사)

중국본부

(중국한국인상조회) 

고문   김학철(연변작가협회 작가), 정판룡(연변대 교수), 최윤갑(연변대 교수), 우철희(료녕성 조선족경제문화

교류협회 상무 부이사장 겸 사무총장), 김효진(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민족교무 외사위원회 부주임), 남영식 

(길림시 조선족군중예술관 관장), 남영전(<장백산>잡지사 주필), 최응구(북경대 교수)

집행위원    리영숙(연길지부 회장), 윤정삼(북경지부 사무총장), 배동걸(연길지부 사무국장), 류미령(연길지부 사

무원), 최미화(룡정지부 위원), 리상태(심양지부 위원), 리순자(하얼빈지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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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본부

독일   김동욱(라인나이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성주(목사, 전 유럽노회 노회장), 이상재(프랑크프르트영락교

회 담임목사), 오성광(쾰른중앙교회 담임목사), 윤종만(제독한인 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인태(베를린장로교회 

담임목사)

영국   김영길(목사, 재영목회자협회 회장), 설곡(런던원화사 주지스님), 안상기(런던 천주교회 신부)

프랑스   이극범(파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상구(파리침례교회 담임목사), 이찬(파리연합교회 담임목사)

이탈리아   최창범(밀라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한평우(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스위스   박성원(목사, W.A.R (세계개혁교회)아시아담당총무)

벨기에   김원호(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스페인   지영범(마드리드한인교회 담임목사)

네덜란드   노성각(노테르담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

포르투갈   지성범(리스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오스트리아   장황영(비엔나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헝가리   문창석(부다페스트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동남아본부 준비위 필리핀 지부  공동대표   박현모(필리핀한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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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석주(스님), 강원용(목사)

상임대표
강문규(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김준곤(C.C.C. 총재),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송월주(영화사 회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최창무(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공동대표

강만길(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김광욱(천도교 교령),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김길자(경인여대 

학장), 김성수(대한성공회 주교), 김재기(전 주택은행장), 김종림(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진현 

(문화일보 사장), 김창국(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희중(대한약사회 회장), 박영숙(한국환경연구소 소장),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 박재창(고당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박청수(원불교 강남교당 교무), 박형규(원로목사), 

백낙환(인제대 총장), 성타(불국사 주지), 손봉호(서울대 교수), 옥한흠(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회장), 윤남중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이광규(서울대 명예교수), 이기헌(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이세중(전 대

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승헌(한문화운동연합 총재), 이윤구(전 한국선명회 회장), 장기천(동대문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년(조계종 포교원장), 조정근(원불교 교정원 원장), 최창규(성균관 관장), 최창화(천주교 민족화해위원

회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서경석

정책위원장 이종오(계명대 교수)

사무총장 이용선

지도위원
두상달(칠성산업 대표), 전영섭(변호사), 도재영(전 기아그룹 부회장), 문희(한국여약사회 회장), 

유동준(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박남식(안양여성회 대표)

집행위원

강경헌(태학관법정연구회 원장), 강태석(백산실업 대표), 김덕수(월드컵문화운동시민협의회 편집위원), 김병준 

(성남중앙병원 기획실장), 김정호(황해도민회 부회장), 박창수(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박창화(인천

대 교수), 서정숙(한국약사회 총무위원장), 이성원(원불교 서울사무소 사무국장), 이창호(중앙일보 전문위원),  

이일영(아주대 의대 교수), 장영옥(한문화운동연합 기획실장), 진월(종교연합 한국지부, 삼소방), 홍원식(통합

헌법연구소 소장)

정책위원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수(서강대 정외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손희두(한국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금순(민족통일원 연구위원), 이성호(농수산물유

통연구소 연구위원), 이일영(한신대 중국학과 교수),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종훈(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담당관), 이찬우(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현수(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

구관), 정성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제성호(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대석(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성근(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철영(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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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석주(스님), 강원용(목사), 강영훈(전 국무총리, 세종재단 이사장),

조용기(목사, 순복음교회 당회장)

상임대표
강문규(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강우일(천주교 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준곤(C.C.C. 총재), 송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공동대표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김광욱(천도교 교령), 김길자(경인여대 학장),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김성수(대한성공회 주교), 김재기(한국관광협회 회장), 김종림(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진현(문

화일보 사장), 김창국(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희중(대한약사회 회장), 박길훈(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  

박영숙(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박재창(고당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박청수(원불교 강남교당 교무), 박형규

(원로목사), 백낙환(인제대 총장), 성타(불국사 주지), 손봉호(서울대 교수), 윤남중(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이광규(서울대 명예교수), 이남순(한국노총 위원장), 이병훈(선한사람들 회장),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승헌(한문화운동연합 총재), 이윤구(전 한국월드비전 회장), 정련(조계종 포교원장), 조정근(원불교 교정원 원

장), 최창규(성균관 관장), 최창화(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감사 전영섭(변호사), 박문식(공인회계사)

보건의료협력본부

고문   백낙환(인제대 총장), 이길여(길병원 이사장), 현봉학(아주대 명예교수)

공동본부장   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희중(대한약사회 회장), 최환영(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기택(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유태전(병원협회 부회장), 임성기(제약협회 회장), 이성낙(아주대 의무부총장)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위원장   강문규 상임대표

북한젖염소보내기

운동본부
본부장   김준곤 상임대표

재외동포결연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준곤 상임대표, 송월주 상임대표, 최창무(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재외동포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광규 공동대표

여성위원회 상임위원   최영희(내일신문 사장) 

집행위원장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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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위원

김성기(신동방 고문), 김영일(효원물산 대표), 김정호(황해도민회 부회장), 두상달(칠성산업 사장), 문희(한국여약

사회 회장), 박남수(천도교 종의원 의장), 박남식(여성농민회), 박창수(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임수호(대한잠사회 회장)

집행위원

강경헌(태학관법정연구회 원장), 구수영(민주택시노련 수석부위원장), 김덕수(월드컵문화운동시민협의회),  

김병준(성남중앙병원 기획실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익구(대한광고백화점 사장), 문수곤(한문화운동연합 

사무국장), 박창화(인천전문대 교수), 서정숙(여약사협회 총무위원장), 윤석원(중앙대 교수), 윤성진(선한사람

들 사무국장), 이갑산(글로벨 회장), 이기영(감정평가사), 이성원(원불교 서울사무소 사무국장), 이송호(국립경

찰대학 교수), 이일영(아주대 의대 교수), 이종오(계명대 교수), 이종훈(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담당관), 이창호(중

앙일보 전문위원), 정양택(세무사), 진월(삼소방 대표), 최대석(동국대 교수), 최민(서울장애인연맹 회장), 홍원식 

(통합헌법연구소 소장)

정책위원장 이종오

정책위원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수(서강대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손희두(한국법제연

구원 선임연구원), 윤석원(중앙대 교수), 이금순(민족통일원 연구위원), 이일영(한신대 교수), 이종석(세종연구

소 연구위원), 이종훈(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담당관), 이찬우(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임원혁(한국개발연구

원 연구위원), 전현수(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 정성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제성호(통일연구

원 연구위원), 최대석(동국대 교수), 최성근(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철영(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사무총장 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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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석주(스님), 강영훈(전 국무총리), 강원용(목사), 

서영훈(대한적십자사 총재), 조용기(순복음교회 당회장)

상임대표
강문규(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강우일(주교, 천주교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준곤(C.C.C. 총재), 

송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공동대표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김성훈(중앙대 교수), 김재기(한국관광협회 회장), 김종림(흥사단 민족통

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진현(전 문화일보 회장), 김철(천도교 교령), 박길훈(길훈건설 명예회장), 박재창(고당

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박청수(원불교 강남교당 교무), 백낙환(백병원 원장), 성타(불국사 주지), 손봉호(서울

대 교수), 신상진(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남중(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이광규(서울대 명예교수), 이남순(한국노

총 위원장), 이병훈(선한사람들 회장), 이승헌(홍익문화운동연합 명예총재), 이윤구(인제대 총장), 정대근(농협중

앙회 회장), 정련(조계종 포교원장), 정재헌(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석원(대한약사회 회장), 장응철(원불교 교

정원 원장), 최창규(성균관 관장), 최창화(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감사 전영섭(변호사), 박문식(공인회계사)

남북농업협력본부 공동대표   강문규, 김성훈, 정대근 

보건의료협력본부

고문   백낙환(백병원 원장), 이길여(길병원 이사장), 현봉학(아주대 의대 명예교수)

공동본부장  신상진(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석원(대한약사회 회장), 최환영(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기택(대

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나석찬(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정수(한국제약협회 회장), 이성낙(전 아주대 의무부총장)

공동실행위원장   이일영(아주대 교수), 전태준(분당 차병원 의료원장), 서경석 집행위원장

남북아동기금 본부장   이윤구(인제대 총장)

재외동포사업본부 본부장   이광규

집행위원장 서경석

지도위원

김성기(경원 바이오 그린 대표이사), 김영일(효원물산 대표), 두상달(칠성산업주식회사 사장), 문희(여약사협회 

회장), 박남수(전 천도교 종의원 의장), 박창수(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유동준(단미사료협회 회장),  

임수호(대한잠사회 회장), 광복(도선사 주지), 설송(선본사 주지), 박순용(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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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

강경헌(태학관법정연구회 원장), 구수영(전국민주택시노련 수석부위원장), 권영주(홍익문화운동연합 중앙 사

무총장), 김덕수(월드컵문화운동시민협의회), 김병준(성남중앙병원 기획실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윤호 

(시인, 서울도시철도공사연수원 교수), 김익구(대한광고백화점 사장), 박창화(인천전문대 교수, 인천집행위

원장), 방철호(대한투자신탁 이사), 오승렬(프로스틸 대표), 윤석원(중앙대 교수), 이갑산(정산엠피아 대표),  

이근덕(우리노무법인 대표), 이기영(가람감정평가법인 재무이사), 이명신(원불교 서울사무소), 이송호(국립경

찰대학 교수), 이일영(아주대 의대 교수), 이종오(계명대 교수), 이종훈(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담당관), 이창호 

(중앙일보 전문위원), 장세호(새마을운동중앙회 사업국장), 정양택(세무사), 진월(삼소방), 최대석(동국대 교수),  

홍원식(통합헌법연구소 소장)

정책위원장 이종오

정책위원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수(서강대 정외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손희두(한

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금순(민족통일원 연구위원), 이일영(한신대 

중국학과 교수), 이종석(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이종훈(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담당관), 이찬우(대우경제연

구소 연구위원),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현수(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제성호(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대석(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성근(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철영(대구대 법학과 교수)

사무총장 이용선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조정중(원불교 광주전남 교구장), 안종일(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장), 전태국(목사, 양림교회 당회

장), 천운(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원로), 최창무(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상임대표
강신석(목사, 무진교회 당회장), 광민(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염홍섭(하남산단 관리이사장), 

윤장현(중앙안과 원장), 이응원(원불교남광주교당 교무), 조비오(광주풍암동 주임신부)

공동대표

공이송(전 호남신문 사장), 김봉근(한국이웃사랑회 광주지부장), 김승봉(목사, 한빛교회 당회장), 김영석(광주흥

사단회장), 김원욱(사랑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 상임대표), 김필식(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창표(새

마을운동전라남도지부 회장직무대행), 성호(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양형일(조선대 총장), 이명자(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 의장), 이명한(민예총광주지회 지회장), 이창준(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장복수(광주전남

한문화운동연합 회장), 정병표(전교조 광주지부장), 정수민(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조국현(광주광역시의사

회 명예회장), 최승호(광주일보 사장), 한영(대한어머니회광주연합회 회장), 허정(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원장),  

송광일(한국농업경영인광주시연합회 회장)

감사 김태봉(변호사), 박병현(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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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장 정영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2기 임원

상임대표 강문규(한국본부 상임대표), 박희민(미주본부 상임대표), 북측대표(공석)

집행위원장 강신권(미주본부 집행위원장)

사무총장 서경석(한국 집행위원장)

 2002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석주(스님), 강영훈(전 국무총리), 강원용(목사), 서영훈(대한적십자사 총재), 조용기(목사)

상임대표
강문규(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김준곤(C.C.C. 총재), 송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염수정(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공동대표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김성훈(중앙대 교수), 김순배(선한사람들 회장), 김재기(한국관광협회 회

장), 김종림(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진현(문화일보 회장), 김진홍(두레공동체 대표), 김철(천도교 

교령), 박길훈(길훈건설 명예회장), 박재창(고당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박청수(원불교 강남교당 교무), 백낙환 

(백병원 원장), 성타(불국사 주지), 신상진(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규(서울대 명예교수), 이남순(한국노총 위원

장), 이윤구(인제대 총장), 장응철(원불교 교정원 원장), 정대근(농협중앙회 회장), 정련(조계종 포교원장), 정재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정섭(기아대책기구 부회장), 최창규(성균관 관장), 최창화(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부

위원장), 한석원(대한약사회 회장)

남북농업협력본부 공동대표   강문규 상임대표, 김성훈(전 농림부 장관), 정대근(농협중앙회 회장) 

보건의료협력본부 

고문   서영훈(대한적십자사 총재), 백낙환(백병원 원장), 이길여(길병원 이사장), 현봉학(아주대 의대 명예교수)

공동본부장   신상진(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석원(대한약사회 회장), 안재규(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재규(대한

치과의사협회 회장), 김광태(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정수(한국제약협회 회장), 홍영표(대한결핵협회 회장)

남북아동기금 본부장   이윤구(인제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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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 록

역대 임원 명단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광규(서울대 명예교수)

감사 전영섭(변호사), 박문식(공인회계사)

집행위원장 서경석

지도위원

김성기(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김영일(효원물산 대표), 김일천(전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두상달(칠성산업주

식회사 사장), 박남수(전 천도교 종의원 의장), 박순용(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박원규(농업기계화연구소 소장), 

박종달(대한결핵협회 부회장), 설송(선본사 주지), 성기열(덕산농장 대표), 심재익(대한잠사회 회장 직무대행), 

유동준(단미사료협회 회장), 윤여두(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일영(아주대 의대 교수), 임병원(동북

아평화연대 이사), 임수호(대한잠사회 회장), 전영구(서울시약사회 회장), 전영섭(변호사), 주선원(천도교 교화관

장),최영희(내일신문 부회장), 최준구(대한양계협회 회장)

집행위원

강경헌(태학관법정연구회 원장), 강흥구(동북아평화연대 기획위원장), 고은광순(홍명한의원 원장), 구수영(전

국민주택시노련 수석부위원장), 김건태(대한양돈협회 회장), 김덕수(월드컵문화운동시민협의회 홍보위원),  

김방철(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병준(성남중앙병원 기획실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윤호(시인), 김익구 

(대한광고백화점 사장), 김찬주(두레마을 목사), 방철호(다임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신상문(동북아평화연대 

보건의료간사), 오승렬(전 동부제강 이사), 원동오(대한병원협회 총무부장), 유정춘(새마을운동중앙회 국장),  

윤미향(동북아평화연대 문화분야간사), 윤석원(중앙대 교수), 이갑산(정산ENPIA 회장), 이관우(C.C.C. 모금 

국장), 이명신(원불교 문화사회부 교무), 이민복(자유를찾아온북한인협회 대변인), 이병구(동북아평화연대 농

업분야간사), 이응세(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 이정식(문화방송 통일방송연구소 차장), 이종오(계명대 교수),  

이종훈(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담당관), 이창호(중앙일보 전문위원), 정영재(전남광주본부 집행위원장),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 진월 삼소방(세계종교연합한국지부), 최대석(동국대 교수), 최문석(태산산업개발 이

사), 홍원식(통합헌법연구소 소장)

정책위원장 이종오

정책위원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수(서강대 정외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손희두(한

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이금순(민족통일원 연구위원), 이일영(한신대 

중국학과 교수), 이종석(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이종훈(국회 입법조사분석실 담당관), 이찬우(대우경제연

구소 연구위원),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현수(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제성호(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대석(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성근(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철영(대구대 법학과 교수)

사무총장 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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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조정중(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안종일(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전태국(목사, 양림교회 당회장), 천운(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원로), 최창무(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상임대표
강신석(목사, 무진교회 당회장), 광민(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염홍섭(하남산단 관리이사장), 

윤장현(중앙안과 원장), 이응원(원불교남광주교당 교무), 조비오(광주풍암동 주임신부)

공동대표

공이송(전 호남신문 사장), 김봉근(한국이웃사랑회 광주지부장), 김승봉(목사, 한빛교회 당회장), 김영석(광주흥

사단 회장), 김원욱(사랑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 상임대표), 김필식(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창표(새마

을운동전라남도지부 회장직무대행), 성호(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양형일(조선대 총장), 이명자(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 의장), 이명한(민예총광주지회 지회장), 이창준(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장복수(광주전남

한문화운동연합회장), 정병표(전교조 광주지부장), 정수민(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 조국현(광주광역시의사

회 명예회장), 최승호(광주일보 사장), 한영(대한어머니회광주연합회 회장), 허정(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원장),  

송광일(한국농업경영인광주시연합회 회장)

감사 김태봉(변호사), 박병현(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집행위원장 정영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협의회   3기 임원

상임대표 강문규(한국본부 상임대표), 박희민(미주본부 상임대표), 북쪽대표(공석)

집행위원장 강신권(미주본부 집행위원장)

사무총장 서경석(한국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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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석주(스님), 강원용(목사), 서영훈(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대표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준곤(C.C.C. 총재), 송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공동대표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성훈(전 농림부 장관), 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종림(흥사단 민족통

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진현(전 문화일보 회장), 김진홍(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 김철(천도교 교령), 박재창

(고당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박청수(원불교 강남교당 교무), 백낙환(백병원 원장), 성타(불국사 회주), 신경록 

(코모도호텔 회장), 이길여(경원대 총장), 이윤구(대한적십자사 총재), 이혜정(원불교 교정원 원장), 정길생(건국

대 총장), 정대근(농협중앙회 회장), 정련(조계종 포교원장), 정정섭(한국기아대책기구 부회장), 최창화(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한석원(대한약사회 회장)

남북농업협력본부 공동대표   강문규 상임대표, 정대근(농협중앙회 회장) 

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 본부장   김준곤 상임대표

보건의료협력본부 

고문   백낙환(백병원 원장), 서영훈(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길여(길병원 이사장), 현봉학(아주대 의대)

공동본부장   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석원(대한약사회 회장), 안재규(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재규(대한

치과의사협회 회장), 김광태(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정수(한국제약협회 회장), 홍영표(대한결핵협회 회장)

남북아동기금 이사장   이윤구(대한적십자사 총재)

감사 박문식(공인회계사)

집행위원장 서경석

지도위원

김세곤(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영일(효원물산 대표), 김일천(전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두상달(칠성산업 사

장), 박남수(전 천도교 종의원 의장), 박순용(한국종축개량협회 회장), 설송(선본사 주지), 성기열(덕산농장 대표),  

심재익(대한잠사회 회장), 유동준(단미사료협회 회장), 윤여두(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일영(아주대

의대 교수), 전영구(서울시약사회 회장), 주선원(천도교 교화관장), 최준구(대한양계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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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

강경헌(태학관법정연구회 원장), 구수영(전국민주택시노련 수석부위원장), 권오구(개인 사업가), 김건태(대한

양돈협회 회장), 김방철(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병준(성남중앙병원 기획실장), 김성권(대한결핵협의회 사

무총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윤호(서울도시철도공사연수원 교수), 방철호(타이거자산운용 부사장), 오승렬 

(프로스틸 대표), 원동오(대한병원협회 총무부장), 유왕진(건국대 평생교육원 원장), 유재헌(개인 사업가),  

유종춘(새마을운동중앙회 국장), 이갑산(정산엔피아 회장), 이관우(C.C.C. 모금국장), 이민복(자유를찾아온북한

인협회 대변인), 정인성(원불교 서울사무소 교무), 이응세(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식(문화방송 통일방송

협력단 PD), 정영재(전남광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진월(세계종교연합 한국지부장), 최대석(동국

대 교수), 최문석(태산산업개발 사장), 홍원식(통합헌법연구소 소장)     

평화나눔센터

소장   최대석(동국대 교수)

지도위원   최완규(경남대 북한대학원 부원장)

기획위원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기획위원   김도종(명지대 교수), 김선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 기획부장),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김용현(동국대 박사), 김학성(충남대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연구원), 신지호(서강대), 윤덕희(명지대 

교수), 이우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철(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사무총장 이용선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조정중(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구장), 안종일(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윤영규(전 5.18기념

재단 이사장), 천운(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원로), 최창무(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고영두(주식회사 삼

면 회장)

상임대표

강신석(목사, 무진교회 당회장), 광민(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염홍섭(하남산단 관리이사장),  

윤장현(중앙안과 원장), 이응원(원불교남광주교당 교무), 조비오(광주풍암동 주임신부), 한영(대한어머니회광

주연합회 회장)

공동대표

고석주(오성종합기계 대표), 공이송(전 호남신문 사장), 구충곤(동아기술공사 대표이사), 김승봉(목사, 한빛교회 

당회장), 김기원(남광건설 전무), 김병균(나주영산강교회 목사), 김상열(호반건설 대표), 김신익(한국게르마늄 대

표), 김영택(보라종합건설 대표), 김정명(여수윤현교회 목사), 김창훈(광주교차로 대표), 나종수(조흥산업개발 대

표), 박만규(광주흥사단 대표), 서영진(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원장), 안정자(북한어린이돕기 대표), 양만열(양인

교재 대표), 오종택(대신기업 대표), 이호범(요한이네할인매장 대표), 임채완(동북아평화연대 대표), 전성열(목

포신문사 대표), 정우겸(사랑의김·미역보내기운동 상임대표), 조국현(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최경주(한

국폴리테크 대표), 최승호(조선대 이사장), 홍영산(무안신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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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김태봉(변호사), 박병현(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운영위원회
광민 상임대표, 임채완 공동대표, 구충곤 공동대표, 안정자 공동대표, 김기원 공동대표, 이금채(기아자동차 이

사), 김창훈 공동대표, 류경옥(나눔사랑어머니회 대표), 정영재 사무총장

사무총장 정영재

 2004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원용(목사), 서영훈(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대표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준곤(C.C.C. 총재), 송월주(전 조계종 총무원장)

공동대표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성훈(전 농림부 장관), 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종림(흥사단 민족통

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진현(전 문화일보 회장), 박남수(천도교 종의원 원장), 박재창(고당기념사업회 상임위

원장), 백낙환(백병원 원장), 서경석(경실련 중앙위 의장), 성타(불국사 회주), 신경록(코모도호텔 회장),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원희목(대한약사회 회장), 유동준(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유태전(대한병원협회 회장), 

윤여두(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윤장현(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길여(경원대 총장), 이영동(대한화재 부회장), 

이철기(천도교 교령), 이혜정(원불교 교정원 원장), 정길생(건국대 총장), 정대근(농협중앙회 회장), 정련(조계

종 포교원장), 정정섭(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부회장), 최영희(내일여성센터 대표), 한명수(백범정신실천겨레연

합 상임대표)

남북농업협력본부 공동대표   강문규 상임대표, 정대근(농협중앙회 회장) 

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 본부장   김준곤 상임대표

보건의료협력본부 

고문    백낙환(백병원 원장), 서영훈(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길여(길병원 이사장), 현봉학(아주대 의대 명예교수) 

공동본부장   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원희목(대한약사회 회장), 안재규(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재규(대한

치과의사협회 회장), 유태전(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정수(한국제약협회 회장), 홍영표(대한결핵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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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박문식(공인회계사)

평화나눔센터 소장   최대석(동국대 교수)

사무총장 이용선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조정중(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안종일(광주전남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장), 윤영규(전 5.18기념재단 이

사장), 천운(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원로), 최창무(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고영두(주식회사 삼면 회장)

상임대표

강신석(목사, 무진교회 당회장), 광민(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염홍섭(하남산단 관리이사장),  

윤장현(중앙안과 원장), 이응원(원불교남광주교당 교무), 조비오(광주풍암동 주임신부), 한영(대한어머니회광

주연합회 회장)

공동대표

고석주(오성종합기계 대표), 공이송(전 호남신문 사장), 구충곤(동아기술공사 대표이사), 김승봉(목사, 한빛교회 

당회장), 김기원(남광건설 전무), 김병균(나주영산강교회 목사), 김상열(호반건설 대표), 김신익(한국게르마늄 대

표), 김영택(보라종합건설 대표), 김정명(여수윤현교회 목사), 김창훈(광주교차로 대표), 나종수(조흥산업개발 대

표), 박만규(광주흥사단 대표), 서영진(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원장), 안정자(북한어린이돕기 대표), 양만열(양인

교재 대표), 오종택(대신기업 대표), 이호범(요한이네할인매장 대표), 임채완(동북아평화연대 대표), 전성열(목

포신문사 대표), 정우겸(사랑의김·미역보내기운동 상임대표), 조국현(광주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최경주(한

국폴리테크 대표), 최승호(조선대 이사장), 홍영산(무안신협 이사장)

감사 김태봉(변호사), 박병현(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운영위원회
광민 상임대표, 김용의(정책위원장), 임채완 공동대표, 구충곤 공동대표, 안정자 공동대표, 김기원 공동대표, 

이금채(기아자동차 이사), 김창훈 공동대표, 류경옥(나눔사랑어머니회 대표), 정영재 사무총장

사무총장 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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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고문 김수환(추기경), 강원용(목사),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상임대표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준곤(C.C.C. 명예총재), 송월주(지구촌공생회 이사장)

공동대표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재정(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진현(전 문화일보 회장), 

박남수(천도교 종의원 의장), 박재창(고당기념사업회 상임위원장), 백낙환(인제대 이사장), 성타(불국사 회주), 

엄종희(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원희목(대한약사회 회장), 유동준(단미사료협회 회장), 유태전(대한병원협회 회

장), 윤여두(주식회사 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윤장현(광주전남지부 상임대표), 이길여(경원대 총장), 이영동(대한

화재 부회장), 이혜정(원불교 교정원 원장), 정길생(건국대 총장), 정대근(농협중앙회 회장), 정련(내원정사 주지),  

정정섭(한국기아대책기구 부회장), 한명수(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상임대표)

2010 우리민족비전

위원회
위원장   강문규

농업농촌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부위원장   윤여두

제약공장사업위원회 위원장   백낙환(인제대 백병원 이사장)

병원현대화사업위원회 위원장   박준영(을지의대 총장)

시민참여위원회 공동위원장   박남수, 이영동

러시아고려인사업

위원회
위원장   송월주

홍보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효정

감사 박문식(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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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눔센터

소장   최대석(동국대 교수)

지도위원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원장)

기획위원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사무총장 이용선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강신석(조선대 이사장), 광민(무각사 주지), 김혁종(광주대 총장), 윤장현(의사, 광주국제교류센터 이사장), 

조비오(광주풍암동성당 주임신부), 한영(대한어머니회광주연합회 회장)

감사 김태봉(변호사)

운영위원장 정영재

정책위원장 김영기(전남대 교수)

사무총장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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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임원 명단

 2006
고문 김수환(추기경), 김준곤(목사), 백낙환(인제학원 이사장),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상임대표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공동대표

고희선(농우바이오 회장),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홍국(하림 회장), 무원(대한불교 천태

종 사회부장), 박경조(대한성공회 대주교), 박남수(동학민족통일회 대표의장), 박성민(C.C.C. 대표), 박원철(흥사

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을지의대 총장), 손충열(인하대 교수), 안성모(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엄종희(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영담(부천 석왕사 주지), 윤덕홍(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윤여두(주식회사 동양

물산기업 부회장), 윤장현(광주전남지부 상임대표), 이상준(브릿지증권 회장), 이영동(전 주식회사 대한화재 부

회장), 이일영(아주대 의대 교수), 장동익(대한의사협회 회장), 정대근(농협중앙회 회장), 정운천(한국농업CEO연

합회 회장), 최대석(이화여대 교수), 최완규(경남대 북한대학원 원장), 한지현(원불교 여성회장)

북한농업협력위원장 윤여두 공동대표

북한보건의료협력

위원장
박준영 공동대표, 이일영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김영수 공동대표

재정위원장 박남수 공동대표

러시아고려인사업

위원장
윤덕홍 공동대표, 무원 공동대표

북한신재생에너지협력

위원장 
손충열 공동대표

교육위원장

(인재양성센터)
박찬모(포항공대 총장)

감사 박문식(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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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08
고문 김수환(추기경), 김준곤(목사), 백낙환(이사장), 서영훈(상임대표)

상임대표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공동대표

고희선(농우바이오 회장), 김성훈(상지대 총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홍국(하림그룹 회장), 박경서(초대 인권

대사), 박경조(대한성공회 대주교), 박남수(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성민(C.C.C. 대표), 박원철(흥사단민족

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을지대 총장), 손충열(인하대 교수), 안성모(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영담(불

교방송 이사장), 유기덕(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덕홍(대구대 교수), 윤여두(주식회사 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윤장현(광주전남지부 상임대표), 이상준(골든브릿지증권 회장), 이영동(전 주식회사 대한화재 부회장), 이일영 

(아주대 교수), 최대석(이화여대 교수),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지현(원불교 여성회장)

북한농업협력위원장 윤여두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 사무총장 이용선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강신석(무진교회 당회장), 광민(무각사 주지), 김혁종(광주대 총장), 윤장현(중앙안과 원장), 

조비오(광주풍암동 주임신부), 한영(대한어머니회광주연합회 회장)

운영위원장 정영재

정책위원장 김영기(전남대 교수)

사무총장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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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임원 명단

북한보건의료협력

위원장
박준영 공동대표, 이일영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김영수 공동대표

재정위원장 박남수 공동대표

러시아고려인사업

위원장
윤덕홍 공동대표

북한신재생에너지협력

위원장
손충열 공동대표

교육위원장

(인재양성센터)
박찬모(전 포항공대 총장)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감사 박문식(공인회계사)

운영위원장 이용선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소장   전성(변호사)

사무총장 강영식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안종일, 강신석, 조비오, 염홍섭

상임대표 윤장현(아이안과 원장), 김혁종(광주대 총장), 광민(전 무각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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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사
남북교류협력위원장  정영재(아리랑국제평화재단 상임이사)

남북보건의료위원장  서정성(아이안과 원장)

조직홍보위원장 김영록

감사 김정민(세무사)

정책위원장 김영기(전남대 교수)

사무국장 김영삼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여(스님, 여여선원장)

공동대표
원형은(빛과소금교회 목사),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 사회적기업 에너지나투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 치과원장), 차상조(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대표)

자문위원회

김재규(사회적기업 에너지나투라 상임고문), 최화웅(부산언론인클럽 사무총장), 여창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사 

감사), 이진석(카파코리아 이사), 서석홍(부경대 교수), 박찬성(효성정보기술교육센터 대표), 이승정(장산 충일교

회 목사), 이상수(레베산업 대표이사), 정판덕(새부산관광 대표이사), 안준노(국회의원 정책특보), 김현철(주식회

사 다산 대표), 선재(스님), 지장(스님), 승찬(스님), 설곡(스님)

문화예술위원장 최정완

운영위원회 성우근, 홍태용, 양춘복, 황선희, 백승휘, 정덕용, 임재석, 도관

상임이사 리인수

러시아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볼고그라드 사무소 김뽀뜨르 부회장, 김갈리나 총무, 황슬라브 감사, 류정숙 한글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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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임원 명단

 2009~2010

고문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성훈(전 상지대 총장, 환경정의 이사장), 

박경조(대한성공회 대주교, 나눔과평화재단 이사장), 서영훈(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담(불교방송 이사장), 윤여두(주식회사 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이일영(R.I KOREA 의장), 인명진(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공동대표

고희선(주식회사 농우바이오 회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현수(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박남수(동학민족통일

회 상임의장), 박원철(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을지대 총장), 윤장현(광주전남지부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수구(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용선(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정여(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범어사주지), 정의화(한나라당 국회의원,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 천정배(민

주당 국회의원), 최대석(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감사 김영환(공인회계사, 양지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전성(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산 대표)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
소장   전성

사무총장 강영식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사장 윤장현(한국 YMCA전국연맹 이사장)

사무국 김영삼 사무국장, 이재봉 부장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여(부산 범어사 주지)

공동대표
원형은(빛과소금교회 목사),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상근대표), 조기종(조기종치과 원장), 차상조(로덴치과 

원장), 이향순(여여선원 신도회 회장), 주병호(주식회사 강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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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김재규(사회적기업 에너지나투라 상임고문), 최화웅(부산언론인클럽 사무총장), 여창호(부산YMCA 이사장),  

이진석(카파코리아 이사), 서석홍(부경대 교수), 박찬성(효성정보기술교육센터 대표), 이승정(장산 충일교회 목

사), 이상수(레베산업 대표이사), 정판덕(새부산관광 대표이사), 안준노(국회의원 정책특보), 김현철(주식회사 

다산 대표)

문화예술위원장 최정완

상공위원회위원장 하중곤(예서건설 대표이사)

상임이사 리인수

러시아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볼고그라드 사무소 김뽀뜨르 부회장, 최율라 총무, 황슬라브 감사, 류정숙 한글학교 교사

시설농업현장사무소 김아파나시, 김제냐(솔로두시노지역 담당), 설게나, 황바짐(레닌스키지역 담당)

 2011~2012

고문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성훈(환경정의 이사장), 박경조(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대표
영담(불교방송 이사장), 윤여두(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이일영(RI코리아 상임의장), 

인명진(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공동대표

고희선(새누리당 국회의원, 농우바이오 회장), 김병준(양친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세영(대한치과의사협회 회

장), 김영수(서강대 부총장, 교수), 김정곤(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박남수(동학민족통일회 상임대표), 박원철(흥

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준영(을지의대 총장), 손진우(삼융화성 회장), 윤장현(광주전남본부 상임

대표), 이수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용선(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전정희(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여 

(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범어사 주지), 정의화(새누리당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천정배(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최대석(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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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김영환(공인회계사), 전성(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정책연구위원  강동완(동아대 교수), 김동진(한신대 외래교수), 김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경연(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

사무총장 강영식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안종일(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조비오(소화자매원 이사장)

이사장 윤장현(광주리더십센터 이사장, 아이안과 원장)

사무처 김영삼 사무처장, 이재봉 사업국장, 박효정 간사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정여(범어사 주지)

상임공동대표 이영(전 부산시의회 의장, 현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 대표이사)

공동대표 이향순, 조기종(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주병호, 차상조(로덴치과의원 원장)

사무처 리인수 사무총장, 정수진 홍보실장

러시아 볼고그라드 사무소

볼고그라드 사무소 김뽀뜨르 회장, 박엘레나 총무, 류슬라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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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4
고문 김성훈(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경조(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담(석왕사 주지), 윤여두(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이일영(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전 아주대 의대  교수),

인명진(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최완규(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공동대표

길정우(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문찬(법무법인 서정 대표), 김병준(양친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세영(대한치과의

사협회 회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필건(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무원(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삼광사 주지), 

박남수(천도교 교령) 박준영(을지의대 총장), 손진우(삼융화성 회장),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수구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덕(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이용선(양천 나눔과동행 대표), 이재술(딜로

이트 코리아 회장), 이흥우(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정희(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석주(광주전남

본부 대표), 정여(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전 범어사 주지), 정의화(새누리당 국회의원), 종호(인천 영산정사 주

지), 천정배(동북아전략연구원 이사장), 최남섭(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대석(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감사 김영환(공인회계사), 전성(변호사, 법률사무소 창신 대표)

자문위원

김동수(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한(성공회대 외래교수,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김윤호(백두산문

인회 회장), 김종진(건국대 교수), 박남용(사람인치과 원장), 박상옥(광양버스터미널 회장, 전 광양상공회의소 회

장),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장명봉(국민대 명예교수,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순천(포도엔지니어

링 대표, 환경기술사)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정책연구위원   강동완(동아대 교수),  김동진(한신신학연구소 연구원), 김태균(서울대 교수), 

문경연(고려대 연구교수)

사무총장 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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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안종일(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조비오(광주평화재단 이사장),

강신석(전 조선대 이사장), 윤장현(전 (사)우리민족 이사장)

이사장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동대표 김광훈(주산교회 담임목사), 김영록(세무사), 임승진(임승진치과 원장)

사무처 이재봉 사무처장, 김필운 팀장, 김석오 간사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정여(전 범어사 주지), 이영(전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상임공동대표 무원(삼광사 주지), 조기종(조기종치과의원 원장)

공동대표
권기재(세무사), 백승룡(삼주그룹 회장), 윤정미(기장군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차상조(로덴치과의원 원장), 현덕수(사할린 한국한인회 회장)

사무처 리인수 사무총장, 정수진 홍보실장

러시아 볼고그라드 사무소

볼고그라드 사무소 심이리나 회장, 이봄철 한글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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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7
고문 김성훈(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경조(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서영훈(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상임공동대표
영담(석왕사 주지), 윤여두(주식회사 동양물산기업 부회장), 이일영(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전 아주대 의대 

교수), 인명진(갈릴리교회 원로목사), 최완규(신한대 석좌교수)

공동대표

길정우(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문찬(법무법인서정 고문), 김병준(양친사회복지법인 대표), 김세영(서울의료

봉사재단 이사장), 김영수(서강대 교수), 김필건(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무원(부산경남본부 상임대표, 삼광사 주

지),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박준영(을지재단 회장), 손진우(삼융화성 회

장), 우희종(서울대 교수), 원혜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덕(참여불교

재가연대 상임대표), 이재술(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이용선(양천 나눔과동행 대표), 이흥우(한국낙화생가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전정희(농수축산신문사 대표), 정석주(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종호(인천 영산정사 주지),  

천정배(국민의당 국회의원), 최남섭(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대석(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원장), 홍창진 

(천주교 광명성당 주임신부)

감사 김영환(공인회계사), 전성(변호사, 법률사무소창신 대표)

자문위원

김동수(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한(성공회대 외래교수,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김윤호(백두산문인회 

회장), 김종진(건국대 교수), 박남용(사람인치과 원장), 박상옥(광양버스터미널 회장, 전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숙(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장명봉(국민대 명예교수,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순천(포도엔지니어링 대

표, 환경기술사), 홍원식(피스코리아 상임대표)

평화나눔센터 

소장  이종무

정책연구위원  강동완(동아대 정외과 교수), 강주원(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박사), 김보근(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김동진(평화문화연구원 원장), 김명신(UNESCO한국위원회 선임담당관), 김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문경연(전북대 지미카터국제학부 교수), 박지연(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 이철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

사회보장연구단 단장)

홍보대사 정재환

사무처

강영식 사무총장

홍상영 사무국장

기획홍보팀     손종도 부장, 장근영 간사, 강지헌 간사

정책팀/평화나눔센터   이예정 부장, 양두리 간사

지원사업팀   이영재 간사

회계팀   서명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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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문
안종일(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조비오(광주평화재단 이사장), 강신석(전 조선대 이사장), 

윤장현(전 (사)우리민족 이사장)

이사장 정석주(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동대표 임승진(임승진치과 원장), 김영록(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광훈(담양주산교회 담임목사)

사무국 이재봉 사무처장, 김필운 팀장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무원(삼광사 주지)

상임공동대표 조기종(조기종치과 원장,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공동대표

현덕수(러시아 사할린 SSD그룹 회장, 사할린 한국한인회 회장), 백승용(주식회사 삼주 회장, 경남승마협회 회

장), 차상조(로덴치과의원 원장, 부산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 문창섭((주)삼덕통상 대표, 전 개성공단기업협의

회 회장), 문병기(시민장례식장 대표이사, 새마을문고 부산광역시지부 회장), 황준동(부경대 산학협력과정 연구

교수), 박명숙(우리나라 최초 여성 스키국가대표 선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국 리인수 사무총장, 정수진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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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양친사회복지회,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유)명건설, (유)세화관광여행사, (유)스마일기획건설, (유)진등산업, (유)행복한 푸드

산업, (재)호루라기, (주)고려정보통신, (주)골든브릿지, (주)대용파마텍, (주)동양물산기업, (주)디에이블커머스, (주)로얄라이프, (주)리치스

톤, (주)모아나, (주)미래과학영재아카데미, (주)비아다빈치, (주)삼성파워일렉트릭, (주)새땅무역, (주)성신서보, (주)세종건설, (주)세진산업

개발, (주)신덕개발, (주)신도데이타통신, (주)실내건, (주)아이비청산1지점, (주)아팩철강, (주)알트플러스, (주)에이스, (주)에이스알로이,  

(주)에코미스트코리아, (주)여행이야기, (주)우리홈쇼핑, (주)우인에스티, (주)이토마토, (주)중국국민, (주)지담종합건축사, (주)지비에이엠, 

(주)창대산업, (주)창이엔지, (주)코러스 노상훈, (주)클린피에스엠, (주)토마토투자자문, (주)토마토파트너, (주)한얼, (주)휴먼파워텍,  

jinhongmei, 가락동교회, 갈릴리교회, 감복조, 강경중, 강경태, 강경표, 강경헌, 강기성, 강남준, 강남중학교, 강달호, 강대균, 강대영,  

강대현, 강덕준, 강동완, 강동진, 강동한, 강동혁, 강명지, 강문구, 강문규 이사장, 강민수, 강민희, 강변교회, 강병수, 강병태, 강병희, 강보향, 

강삼용, 강상구, 강상렬, 강석은, 강선미, 강섬부, 강성구, 강성구, 강성근, 강성학, 강순기, 강승원, 강승희, 강    신, 강신우, 강신형, 강양구, 

강연옥, 강영건윤은희, 강영추, 강옥경, 강외순, 강욱천, 강원삼, 강원호, 강은향, 강익범, 강인철, 강인호, 강정미, 강정욱, 강정원, 강정음,  

강종석, 강준구, 강준호, 강지영, 강진영, 강진욱, 강진주, 강창구, 강창규, 강창수, 강창식, 강창희, 강채원, 강천일, 강철민, 강철희, 강춘원, 

강태순, 강태윤, 강태임, 강태호, 강필희, 강필희, 강필히, 강현주, 강혜경, 강혜리, 강혜영, 강혜영, 강혜임, 강홍진, 강희재, 강희주, 건강사회

를위한치과의사회, 경은미, 경인냉장(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진TRM, 경희대생협, 계룡장로교회, 고광현, 고권석, 고기은, 고기철,  

고녕일, 고대관, 고동철, 고명갑, 고명옥, 고명진, 고미란, 고병우, 고병우, 고봉균, 고산담, 고상일, 고상희, 고석주, 고성 배, 고성훈, 고세랑, 

고세창, 고수석, 고승일, 고승진, 고영록, 고영복, 고영삼, 고영수, 고영아, 고영호, 고영희, 고유민, 고이석, 고인해, 고재성, 고재천, 고재철, 

고정수, 고정환, 고지영, 고진광, 고진규, 고진아, 고창훈, 고천숙, 고천심, 고철호, 고희갑, 고희정, 공금란, 공용택, 공은경, 공은영, 공은주, 

공정경, 공지현, 공희승, 과역교회 학생회, 곽계영, 곽동선, 곽동훈, 곽민지, 곽병권, 곽수일, 곽연실, 곽영한, 곽은구, 곽인철, 곽정란, 곽준하, 

곽채원, 곽  철, 곽    현, 곽혜진, 광주지방국세청, 괴팅엔한인교회, 구국모, 구귀순, 구수경, 구수영, 구영주, 구윤경, 구은경, 구정미, 구정희, 

구종모, 구종우, 구진화, 국난아, 국민호, 국제기아대책기구, 국혁, 권대용, 권두삼, 권병오, 권보미, 권상섭, 권상희, 권소림, 권숙희, 권승언, 

권아영, 권영노, 권영숙, 권영운, 권오구, 권오균, 권오근, 권오근, 권오훈, 권용민, 권용진, 권은민, 권은현, 권의정, 권익산, 권재순, 권정생 

어린이문화재단, 권정희, 권차현, 권채영, 권철성, 권태영, 권태진, 권헌 수, 권혁민, 권혁선, 권혁수, 권혁철, 권혁호, 권현무, 권현주, 권현진, 

권형렬, 권휘명, 금강LEB, 금강산닷컴(주), 금동원, 금동현, 금동화, 금릉초등학교, 금산사, 금세빈, 금휘식, 기나영, 기병노, 길기관, 길미성, 

길주중학교, 길창배, 김가영, 김갑룡, 김갑송, 김갑수, 김갑식, 김강민, 김강안, 김강훈, 김강희, 김건태, 김경년, 김경덕, 김경돌, 김경란,  

김경란, 김경수, 김경신, 김경은, 김경재, 김경준, 김경진, 김경진, 김경태, 김경표, 김경하, 김경호, 김경화, 김경화, 김계순, 김계순, 김공련, 

김관식, 김관식, 김관태, 김관호, 김광국, 김광배, 김광수, 김광식, 김광 아, 김광열, 김광일, 김광진, 김광현, 김     구, 김구철, 김구현, 김궁치, 

김귀경, 김귀옥, 김규선, 김규진, 김근섭, 김근순, 김근영, 김근영, 김근우, 김근홍, 김금순이호준, 김금예, 김금평, 김기곤, 김기도, 김기동,  

김기령, 김기열, 김기영, 김기용, 김기원, 김기은, 김기정, 김기판, 김기현, 김길봉, 김길성, 김길옥, 김길자, 김길철, 김길태, 김나눔, 김나영, 

김나홍, 김남대, 김남용, 김    당, 김대관, 김대기, 김대성, 김대영, 김대영, 김대영, 김대중, 김대철, 김대환, 김덕수, 김덕훈, 김덕희, 김도관, 

김도규, 김도식, 김도영, 김도완, 김도종, 김도형, 김동광, 김동규, 김동근, 김동림, 김동분, 김동엽, 김동우, 김동원, 김동일, 김동진, 김동천, 

김동춘, 김동헌, 김동현, 김동환, 김동휴, 김동희, 김두석, 김두환, 김두훈, 김라경, 김만수, 김만진, 김만태, 김만호, 김맹기, 김명관, 김명구, 

김명렬, 김명수, 김명숙, 김명신, 김명신, 김명연, 김명자, 김명진, 김명호, 김명희, 김무성, 김무홍, 김문아, 김문찬, 김문혁, 김미소, 김미순, 

김미자, 김미정, 김미홍, 김민곤, 김민곤, 김민규, 김민범, 김민석, 김민성, 김민성, 김민영, 김민영, 김민정, 김민제, 김민제,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학, 김민화, 김민희, 김방규, 김병갑, 김병구, 김병국, 김병규, 김병균, 김병목, 김병수, 김병운, 김병윤, 김병임, 김병준, 김병찬, 

(가나다 순)

※지면관계상 2005년 이후 후원회원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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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보경, 김보언, 김보연, 김보윤, 김봉규, 김봉균, 김봉림, 김부도, 김부린, 김삼수, 김삼천, 김삼택, 김상곤, 김상근, 김상근, 김상길, 

김상득, 김상록, 김상범, 김상수, 김상식, 김상연, 김상영, 김상용, 김상우, 김상운, 김상헌, 김상호, 김상희, 김서옹, 김서희, 김석수, 김석진, 

김석진, 김석향, 김선경, 김선리, 김선명, 김선미, 김선배, 김선숙, 김선영, 김선옥, 김선주, 김선창,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설자, 

김성건, 김성도, 김성렬, 김성봉, 김성섭, 김성수, 김성수, 김성수, 김성숙, 김성오, 김성옥, 김성우, 김성원, 김성일, 김성재, 김성전, 김성주, 

김성주, 김성진, 김성진, 김성 진, 김성철, 김성태, 김성태, 김성하, 김성해, 김성현, 김성훈, 김성훈 고문, 김성희, 김세권, 김소라, 김소영,  

김소영,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경, 김수민, 김수복, 김수암, 김수억, 김수연, 김수정,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순남, 김순모, 김순선, 

김순애, 김순옥, 김순우, 김순이, 김순한, 김순흥, 김승권, 김승원, 김승진, 김승현, 김승환, 김승훈, 김승희, 김시현, 김신영, 김신희, 김신희, 

김씨돌, 김안나, 김애송, 김양규, 김양수, 김양숙, 김연숙, 김연욱, 김연주, 김연지, 김연철, 김연희, 김연희, 김영관, 김영규, 김영규, 김영규, 

김영균, 김영근, 김영기, 김영남, 김영달, 김영득, 김영래, 김영모,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석,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실, 김영엽, 

김영일, 김영재, 김영종, 김영주, 김영준, 김영표, 김영표, 김영호, 김영화, 김영환, 김영훈, 김영훈, 김옥수, 김옥영, 김완배, 김완수, 김완수, 

김완종, 김완호, 김용관, 김용근, 김용기, 김용덕, 김용민, 김용복, 김용연, 김용오, 김용인, 김용재, 김용주, 김용주, 김용현, 김용화, 김용희, 

김우영, 김우용, 김우전, 김우종, 김운섭, 김원곤, 김원국, 김원만, 김원섭, 김원영, 김유경, 김유진, 김유찬, 김윤경, 김윤기, 김윤기, 김윤기, 

김윤미, 김윤정, 김윤진,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수, 김은숙,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재, 김은정,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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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종, 성원기, 성의권영일, 성진양, 성현주, 세마포어솔루션, 소병수, 소병재, 소장섭, 소종섭, 손각규, 손경임, 손경환, 손광우, 손대현,  

손덕현, 손동석, 손민국, 손병구, 손삼국, 손서정, 손승호, 손양녀, 손여준, 손영주, 손영진, 손정아, 손종훈, 손종흡, 손주현, 손진우, 손진책, 

손충렬 교수, 손해인, 손현용, 손훈, 솔샘교회, 송경민, 송광현, 송기무, 송난근, 송달룡, 송대성, 송두헌, 송명옥, 송민규, 송민선, 송민철,  

송방섭, 송병석, 송병욱, 송병준, 송상용, 송상윤, 송선주, 송성도, 송시현, 송영관, 송영석, 송영식, 송영완, 송영호, 송영훈, 송용석, 송운학, 

송월주 스님, 송유설, 송은숙, 송은지, 송인규, 송인옥, 송인호, 송재석, 송재영, 송재용, 송재은, 송재천, 송재철, 송재현, 송정배, 송정윤,  

송정호, 송지섭, 송지영, 송춘섭, 송태규, 송파자활후견, 송현태, 송형규, 송형욱, 송혜원, 수명산교회, 수원리꼬끄, 수원명성교회, 수주태현

소윤, 시티성형외과, 신강호, 신경서, 신경은, 신경희, 신구범, 신규호, 신기호, 신기화, 신기훈, 신대걸, 신대현, 신동석, 신동해, 신민수,  

신범선, 신삼복, 신상문, 신상선, 신상완, 신성철, 신성희, 신수길, 신수억, 신순남, 신승무, 신염교회, 신영식, 신영운, 신요식, 신용철, 신웅식, 

신은결, 신은경, 신의섭, 신인수, 신재철, 신정식, 신정이, 신종대, 신준석, 신준호, 신진기, 신진현, 신진호, 신창주, 신철호, 신춘기, 신현길, 

신현대, 신현섭, 신현창, 신혜수, 신혜정, 신호, 신홍수, 실상사어린이협회, 심경란, 심경옥, 심광섭, 심구섭, 심나리, 심대현, 심말선, 심상윤, 

심승섭, 심윤정, 심은실, 심응보, 심재구, 심재원, 심재정, 심정보, 심조원, 심중식, 심하림, 심해수, 심헌용, 심현주, 심현희, 아고신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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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아둘람중앙교회, 아옥련, 아이쿱(icoop)생협연합회, 아차도교회, 안규식, 안남수, 안델센어린이집, 안동일, 안동호, 안동희,  

안명일임참빈, 안명화, 안미정, 안민순, 안민식, 안병규, 안병선, 안상철, 안상화, 안서윤, 안석희, 안성근, 안성주, 안세봉, 안승열, 안승자,  

안약천, 안영숙, 안예상, 안일성, 안재신, 안재형, 안정곤, 안정덕, 안정식, 안정훈, 안종금, 안종출, 안준상, 안현성, 안현숙, 안현숙, 안현우, 

안현주, 안형재, 안효진, 암태초등2년, 양갑석, 양경진, 양관승, 양구(양승봉), 양권, 양근성, 양기주, 양길욱, 양대석, 양대승, 양동일, 양동현, 

양두환, 양무진, 양문수, 양미아, 양미화, 양순봉, 양순환, 양승국, 양승렬, 양어거스틴성, 양영아, 양오진, 양우성, 양윤정, 양이현, 양인보,  

양재복, 양재원, 양주용, 양진석, 양진선, 양필복, 양한식, 양해리, 양해준, 양현석, 양혜미, 양혜정, 양화식, 양효정, 양희석, 양희원, 양희자,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어린이재단, 어성자, 어언교회, 어용철, 엄기철, 엄양섭, 엄용수, 엄정교회, 엄주일, 엄학수, 에치엔

컴(주), 에코시스템(주), 여성국, 여수무선초등5-2, 연만봉, 염규현, 염동현, 염철, 영농조합법인부광축산, 영의료재단, 예희영, 오가사와라 

노부미, 오갑성, 오경륜, 오경일, 오경자, 오계환, 오기철, 오기훈, 오동기, 오동일, 오동훈, 오두영, 오만순, 오명섭, 오문택, 오민준, 오상근, 

오선연, 오선예, 오성수, 오세호, 오소영, 오수경, 오수일, 오수형, 오승록, 오승열, 오승현, 오영애, 오영진, 오예슬, 오옥자, 오용섭, 오웅성, 

오윤희, 오이경, 오정규, 오정원 회장, 오정자, 오정진, 오주성, 오준희, 오진경, 오창욱, 오태영, 오태정, 오하린, 오현경, 오현광, 오형석,  

오형석, 오형윤, 오혜근, 오혜선, 오화선, 오훈정, 옥용호, 옥윤배, 온강민, 온누리교회 온유5순, 온  참(이남희), 왕성종, 왕정찬, 왕진호,  

우광식, 우광택, 우대성,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교회(정보영), 우문식, 우성란, 우성호, 우수경, 우종호, 우혜진, 원동오, 원순자,  

원종남, 원춘경, 원형복, 원혜영, 원효진, 월드비전, 웨스턴테크닉, 위금남, 위대현, 위성차, 위은량, 위은아, 유가람, 유경조, 유근춘, 유근호, 

유남길, 유대기, 유덕조, 유명랑, 유명종, 유명희, 유미경, 유미정, 유방용, 유병린, 유병주, 유병천, 유병철, 유선영, 유성식, 유성치, 유승주, 

유승철, 유승희, 유승희, 유시민, 유양선, 유연미, 유원희, 유윤숙, 유은미, 유은향, 유인숙, 유인웅, 유재연, 유재옥, 유재윤(삼연물산),  

유재진, 유재헌, 유재호, 유제웅, 유종국, 유종석, 유종회, 유지수, 유진상, 유춘성, 유택수, 유평종, 유피에스시스템(주), 유필영, 유하경,  

유한섭, 유한준, 유향덕, 유현선, 유현숙, 유화자, 유희권, 유희준, 육근범, 윤건영, 윤경임, 윤경희, 윤경희, 윤광운, 윤광현, 윤기종, 윤기홍, 

윤남희, 윤덕호, 윤도희, 윤두형, 윤명희, 윤미화, 윤민재, 윤방원, 윤병현, 윤상원, 윤서영, 윤석원, 윤석윤, 윤석현, 윤선희, 윤설경, 윤성진, 

윤성진, 윤소윤, 윤송림, 윤수경, 윤순례, 윤시원, 윤엄석, 윤여두, 윤여성, 윤연수, 윤연숙, 윤영복, 윤영선, 윤용근, 윤용병윤가람, 윤원영,  

윤원희, 윤은섭, 윤은주, 윤은희, 윤익석, 윤인중, 윤인호, 윤자영, 윤재군, 윤재호, 윤재희, 윤정수, 윤정숙, 윤정현, 윤정현, 윤정현, 윤정희, 

윤종순, 윤종식, 윤종원, 윤종철, 윤종현, 윤주인, 윤주호, 윤지열, 윤지인, 윤지현, 윤지현, 윤지훈, 윤지희, 윤창빈, 윤창섭, 윤창원, 윤창하, 

윤천근, 윤평근, 윤한별희, 윤형준, 윤혜경, 윤혜정, 윤효철, 윤희경, 이갑산, 이갑산, 이강기, 이강준, 이강찬, 이강희, 이건수, 이건호, 이경래, 

이경록, 이경미, 이경숙, 이경숙, 이경재, 이경진, 이경찬, 이경희, 이계환 대표, 이광렬, 이광재, 이광훈, 이광희, 이국림, 이   규, 이규문,  

이규봉, 이규설, 이규세, 이규호, 이    균, 이극희, 이근덕, 이근엽, 이근태, 이근택, 이근한, 이근행, 이근호, 이금수, 이금원, 이기경, 이기언, 

이기원, 이기원, 이기원, 이기종, 이기태, 이기혁, 이기호, 이기화, 이기훈, 이길호, 이남연, 이남재, 이남철, 이남희, 이남희, 이노마, 이대경, 

이대식, 이대호, 이덕민, 이덕형, 이덕희, 이동규, 이동목, 이동민, 이동석, 이동섭, 이동수, 이동수, 이동영, 이동영, 이동우, 이동우, 이동우, 

이동원, 이동하, 이동현, 이동호, 이두복, 이리나, 이리중앙교회, 이명석, 이명수, 이명순, 이명천, 이명호, 이명호, 이명환, 이명희, 이목희,  

이묘영, 이무철, 이미란, 이미래, 이미애, 이미영, 이미옥, 이민상, 이민성, 이민영, 이민영, 이민하, 이방헌, 이범재, 이    병, 이병교, 이병국, 

이병도, 이병동, 이병윤, 이병재, 이병진, 이병춘, 이병태, 이병학, 이복우, 이봉훈, 이상래, 이상복, 이상복, 이상업, 이상엽, 이상우, 이상윤, 

이상재, 이상주, 이상준, 이상천, 이상춘, 이상학, 이상호, 이상호, 이상훈, 이석기, 이석용, 이석우, 이석준, 이석태, 이    선, 이선규, 이선동, 

이선웅, 이선자, 이선장, 이선정, 이선주, 이선태, 이선호, 이선호, 이선화, 이선희, 이성국, 이성기, 이성만, 이성민, 이성복, 이성수, 이성일, 

이성종, 이성주, 이성주, 이성철, 이성호, 이성희, 이성희, 이세민, 이세은, 이세준, 이소원, 이수구, 이수구, 이수근, 이수명, 이수민, 이수억, 

이수연, 이수영, 이수임, 이수정, 이수진, 이숙영, 이숙자, 이숙희, 이숙희, 이순자, 이순철, 이승곤, 이승교, 이승만, 이승열, 이승영, 이승우, 

이승우, 이승은, 이승한, 이승현, 이승현, 이승현(지케이링크), 이승환, 이승환, 이승훈, 이신철, 이아미, 이애희, 이양재, 이언하, 이여성,  

이연미, 이연주, 이연희, 이    엽, 이영내, 이영동, 이영동, 이영례, 이영림, 이영목, 이영보, 이영선, 이영수,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옥, 

이영은, 이영주, 이영주, 이영철, 이영철, 이영철, 이영호, 이영환, 이영훈, 이영휘, 이오영, 이옥순, 이완수, 이완재, 이왕규, 이용균, 이용범, 

이용석, 이용선, 이용선, 이용선, 이용성, 이용암, 이용연, 이용주, 이용찬, 이용호, 이용화, 이우경, 이우영, 이운식, 이운정, 이운학, 이운화, 

이원국, 이원민, 이원배, 이원보, 이원욱, 이원헌, 이원형, 이유덕, 이유열, 이유진, 이    윤, 이윤관, 이윤리, 이윤상, 이윤식, 이윤영,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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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표, 이윤환, 이윤희, 이윤희, 이    은, 이은경, 이은경, 이은정, 이은정, 이은혜, 이은화, 이은희, 이은희, 이은희, 이응세, 이인규, 이인덕, 

이인배, 이인수, 이인우, 이인제, 이일선, 이일섭, 이일양, 이일영, 이일영, 이일우, 이장백, 이장욱, 이장원, 이장호, 이장희, 이재동, 이재명, 

이재술, 이재용, 이재우, 이재원, 이재원, 이재원, 이재하, 이재학, 이재현(밝은세상), 이재형, 이재형, 이재훈, 이재훈, 이재희, 이점윤,  

이점호, 이    정, 이정기, 이정림, 이정미, 이정민, 이정방, 이정세, 이정수, 이정숙, 이정식, 이정식, 이정실, 이정 애, 이정엽, 이정엽, 이정옥, 

이정주, 이정철, 이정택, 이정학, 이정현, 이정호, 이정호, 이정화, 이정훈, 이정훈, 이정희, 이제영, 이제현, 이종건, 이종구, 이종권, 이종규, 

이종명, 이종무, 이종문, 이종민, 이종민, 이종민, 이종석, 이종석, 이종섭, 이종성, 이종숙, 이종숙, 이종안, 이종열, 이종우, 이종주, 이종진, 

이종학, 이종혁, 이종현, 이종현, 이종호, 이종훈, 이주성, 이주철, 이주형, 이준동, 이준섭, 이준승, 이준호, 이준희, 이지나, 이지랩,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용, 이지운, 이지원, 이지은, 이지하, 이지현, 이진권, 이진섭, 이진수, 이진숙, 이진아, 

이진탁, 이차남, 이찬우, 이찬웅, 이창용, 이창재, 이창준, 이창훈, 이채경, 이채린, 이천권, 이천환, 이철호, 이청희, 이춘도, 이춘삼, 이충묵, 

이충호, 이충호, 이치석, 이치수, 이태균, 이태식, 이태주, 이택준, 이필원, 이하나, 이하순, 이학규, 이학수, 이    한, 이한결, 이한슬, 이한택, 

이항구, 이해관, 이해동김정애, 이행숙, 이향, 이향미, 이향주, 이현경, 이현미, 이현석,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현희, 이형식, 이혜경, 이혜경,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옥, 이혜옥, 이혜원, 이혜정, 이호숙, 

이호영, 이호정, 이호진, 이홍돈, 이홍우, 이홍준, 이화윤, 이황복, 이효선, 이효식, 이효진, 이흥우, 이희두, 이희섭, 이희성, 이희용, 이희원, 

이희종, 이희택, 인명진, 인화회, 임강택, 임건재, 임경배, 임광호, 임교근, 임규윤, 임금숙, 임기윤, 임깁실, 임덕춘, 임동권, 임동선, 임문희, 

임미옥, 임미자, 임병성, 임병수, 임병철, 임병현, 임    봉, 임상원, 임석영, 임석재, 임선영, 임성수, 임세진, 임소라, 임신영, 임영수, 임영진, 

임옥현, 임완민, 임용호, 임우섭, 임원빈, 임은주, 임은하, 임인기, 임장원, 임재민, 임재연, 임재일, 임정애, 임종석, 임종해, 임지훈, 임진희, 

임찬규, 임창식, 임창영, 임채연, 임철하, 임춘수, 임평학, 임학규, 임한섭, 임해광, 임헌직, 임형주, 자연과콩(주), 자행스님, 장경학, 장관호, 

장광준, 장기영, 장길수, 장단비, 장라미아, 장명량, 장명봉, 장문호, 장미정, 장민환, 장범식, 장병용, 장병호, 장보형, 장사익, 장선영, 장성호, 

장수필, 장순천, 장애인의꿈 너머, 장영근, 장영달, 장영준, 장오식, 장용석, 장용성, 장용훈, 장원석, 장원준, 장유경, 장유세이은숙, 장윤진, 

장은주, 장은하, 장재영, 장정호, 장종진, 장주혜, 장준호, 장지식, 장지식, 장진교, 장철호, 장춘용, 장태봉, 장태환, 장현경, 장현재, 장형수, 

장홍호, 장환빈, 장회익, 장흥순, 전경원, 전귀연, 전극재, 전기범, 전기철, 전기환, 전달수, 전뢰진, 전미란, 전범권, 전병길, 전병수, 전병은, 

전병태, 전병희, 전상구, 전상춘, 전석재, 전석환, 전성, 전성관, 전성희, 전소영, 전애숙, 전여옥, 전영길, 전영미, 전영일, 전영일, 전용완

(LGCNS), 전용운, 전일순, 전일플라스틱(주), 전재경, 전재석, 전점애, 전정수, 전정희, 전종만, 전종수, 전지열, 전진원, 전진희, 전찬민,  

전창조, 전채남, 전하성, 전한순, 전향이, 전현배, 전혜린, 전혜지, 전효원, 전    훈, 정건시, 정경남, 정경련, 정경순, 정경옥, 정경화, 정경훈, 

정계현, 정광례, 정광민, 정광삼, 정광수, 정광식, 정광연, 정광의, 정귀란, 정극철, 정근, 정근영, 정금나, 정기석, 정기성, 정기언, 정기운,  

정기홍, 정대봉, 정대영, 정도민, 정동원, 정동춘, 정동학, 정동혁, 정두용, 정두음, 정란아, 정명섭, 정명용, 정명준, 정명환, 정미란, 정미선, 

정미영, 정미좌자, 정미혜, 정    민, 정민, 정범진, 정병헌, 정복교, 정상모, 정상배, 정상원, 정상인, 정석만, 정선미, 정성경, 정성장, 정성호, 

정성훈, 정성희, 정수근, 정수범, 정수원, 정수조, 정수준, 정수진, 정수현, 정수희, 정순례, 정순지, 정승표, 정승혜, 정아름, 정연실(송경평), 

정연웅, 정연정, 정연준, 정연호, 정영근, 정영근, 정영기, 정영미, 정영숙, 정영자, 정영조, 정영철, 정영희, 정옥연, 정우진, 정욱식, 정원섭, 

정원오, 정윤미, 정윤영, 정    은, 정은세운, 정은림, 정은미, 정은진, 정의화, 정이슬, 정이훈, 정익, 정인규, 정인성, 정인준, 정일영, 정재민, 

정재욱, 정재원, 정재원, 정재헌, 정재환, 정정옥, 정정태, 정종원, 정종원, 정종원, 정종현, 정주영, 정중렬, 정지영, 정지원, 정지원, 정지은, 

정지현, 정지현, 정지혜, 정지희, 정진영, 정진옥, 정진철, 정찬광, 정찬대, 정찬율, 정창균, 정창수, 정천우, 정태규, 정태은, 정태헌, 정하영, 

정한성, 정해문, 정해열, 정현곤, 정현철, 정혜숙, 정혜영, 정혜인, 정홍상, 정회범, 정회선, 정회인, 정효진, 정후진, 정흥귀, 제스프리인터네

셔널 아시, 제해성, 제해준, 조가원, 조갑식, 조경기,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조기붕세운, 조기양, 조기용, 조길영, 조남숙, 조대엽, 조대현,  

조두연, 조두형, 조만용, 조매경, 조명숙, 조미숙, 조민지, 조병부, 조병재, 조병한, 조봉관, 조봉현, 조석희, 조선아, 조선영, 조선옥, 조선원, 

조성규, 조성민, 조성숙, 조성욱, 조성탁, 조성호, 조성호, 조성희, 조송남, 조순희, 조승훈, 조승희, 조신행, 조연희, 조영국, 조영국, 조영란, 

조영상, 조영석, 조영식, 조용균, 조용덕, 조용원, 조용진, 조용학, 조우영, 조    윤, 조윤곤, 조은미, 조은상, 조은희, 조응원, 조인혜, 조재현, 

조재협, 조재호, 조정순, 조정아, 조제성, 조종남, 조주연, 조주원, 조준석, 조준혁, 조중남, 조중식, 조중진, 조지해, 조지현, 조진영, 조창식,

조태현, 조평기, 조한민, 조한범, 조항원, 조해기, 조향미, 조현조윤, 조현영, 조현진, 조현호, 조형준, 조형준, 조홍열, 좋은터교회, 주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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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미, 주선용, 주선원, 주세균, 주송순, 주영식, 주우현, 주원섭, 주일종, 주재열, 주청노, 주현기, 주혜영, 주희옥, 중화기공 김관현, 지선경, 

지영균, 지요하, 지용수, 지윤영, 지준호, 지태석, 지한규, 진관스님, 진상호, 진선홍, 진성두, 진양숙, 진영배, 진용순, 진은정, 진중의, 진파랑, 

차규화, 차대운, 차복순, 차봉수, 차수인, 차익수, 차정인, 차창혁, 차헌애, 차형철, 창동고등학교, 창제한의원, 채귀선, 채규빈, 채규정,  

채병철, 채보미, 채송이, 채송화, 채수덕, 채우혁, 채향란, 채현숙, 채형일, 천경배, 천관희, 천봉실, 천연희, 천정배, 천현식, 천환주, 초동교회

남신도회, 최경미, 최경인, 최광림, 최귀철, 최규동, 최규성, 최규원, 최근혁, 최기수, 최기천, 최기환, 최낙곤, 최남건, 최남숙, 최남재, 최대석 

원장, 최대순, 최덕환, 최도영, 최동욱, 최득진, 최만익, 최명숙, 최문석, 최민식, 최범진, 최병륜, 최병림, 최병태, 최병희, 최병희, 최봉선,  

최부식, 최사라, 최상구, 최상아, 최상현, 최상훈, 최석경, 최석기, 최선호, 최성국, 최성도, 최성범, 최성수, 최성원, 최성화, 최세문, 최수열, 

최수자, 최수진, 최숙희, 최순옥, 최승기, 최승렬, 최승준, 최승호, 최승호, 최승희, 최식덕, 최신자, 최아람, 최양규, 최양옥, 최어진, 최영림, 

최영순, 최영신, 최영자, 최영재, 최영진, 최영희, 최완규, 최용식, 최우정, 최우진, 최유복, 최윤식, 최윤실, 최윤표, 최은석, 최은정, 최은준, 

최은희, 최은희, 최을규, 최을림, 최의찬, 최인규, 최인엽, 최재근, 최재근, 최재문, 최재석, 최재원, 최재천, 최정길, 최정숙, 최정애, 최정환, 

최정회, 최종대, 최종철, 최주리, 최주리, 최주엽, 최준수, 최준혁, 최준훈, 최지원, 최지은, 최지은, 최지훈, 최진억, 최진영, 최진욱, 최진원, 

최창윤, 최철영, 최춘표, 최태자, 최태희, 최필선, 최현선, 최현숙, 최현주, 최혜숙, 최혜숙, 최홍교, 최효숙, 최효인, 최희송, 최희은, 추갑임, 

추슬기, 추진해, 충훈고등학교, 측백나무, 케이시피, 케이지전력(주), 코리아S청소년오케스트라, 코오롱베니트, 탁도웅, 탁병섭, 탁종녀,  

태막수, 평화네트워크, 포항바다교회, 포항수산(자) 이흥대, 푸른초장교회, 풀무학교, 하미정, 하성숙, 하성환, 하세연, 하소민, 하승창,  

하아시엘, 하정현, 하종영, 하태성, 학교법인 이학원, 한강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경숙, 한경영, 한국농정신문,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자원복지재단, 한국제이티에스,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한국화학연구원, 한기백, 한길석, 한나영, 한나영, 한녹희, 한다솔, 한다현,  

한대영, 한덕섭, 한덕섭, 한덕희, 한동기, 한동학, 한동휘, 한동희, 한두찬, 한두희, 한만길, 한방남, 한병석, 한상각, 한상균, 한상덕, 한상만, 

한상설, 한상완, 한상의, 한상조, 한상진, 한상철, 한서정, 한선화, 한성희, 한순옥, 한순호, 한숭상, 한승엽, 한양초등학교, 한영숙, 한예린, 한

울교회, 한원택, 한윤구, 한은혜, 한인숙, 한인숙, 한일수, 한정화, 한종수, 한종현, 한준구, 한준수, 한지섭, 한진옥, 한창균, 한창수, 한창연, 

한창현, 한철호, 한하늬, 한학수, 한학수, 한혜순, 한희진, 함기문, 함영준, 함용운, 함윤희, 함정우, 함택영, 해마루, 행복한푸드, 허경기,  

허경희, 허귀석, 허남순, 허동숙, 허민석, 허석봉, 허설, 허순자, 허양섭, 허원종, 허은이, 허은정, 허응태, 허인웅, 허  일, 허  정, 허   정,  

허정윤, 허준규, 허준웅, 허진영, 허호웅, 허효일, 현관송, 현대로지스틱스(주), 현대명덕판매대리점, 현순복, 현윤숙, 현윤식, 현윤실,  

현윤애, 현정희, 현종스님, 현종윤, 현지연, 현홍준, 호서중3-4, 호영진, 홍경표, 홍광표, 홍구표, 홍기호, 홍란희, 홍란희최은서, 홍면기,  

홍명석, 홍문종합건설, 홍미영, 홍미옥, 홍미자, 홍민경, 홍삼표, 홍상영, 홍상운, 홍   석, 홍석조, 홍성각, 홍성건, 홍성근, 홍성복, 홍성헌,  

홍숙희, 홍순욱, 홍순주, 홍승한, 홍우영, 홍원식, 홍유진, 홍윤정, 홍은미, 홍    의, 홍인표, 홍재삼, 홍제표, 홍준석, 홍지흔, 홍진표, 홍창영, 

홍창현, 홍현기, 홍현선, 홍희표, 화신농건, 환경정의시민연대, 환성스님, 환성스님, 황경호, 황경환, 황계연, 황권주, 황금철, 황대운, 황대철, 

황명필, 황병규, 황병태, 황보름, 황복희김정미, 황상욱, 황석원, 황성우, 황성주, 황소리, 황승욱, 황영성, 황영승, 황영자, 황영창, 황원기,  

황의중, 황의천, 황인선, 황인성, 황장권, 황재성, 황재용, 황재택, 황중철, 황지중, 황지환, 황창규, 황창윤, 황현택, 황희문, 흥사단민족통일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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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감사패/공로패 수상 명단

역대 감사패 수상단체 및 개인

(사)한국자원복지재단, (사복)아이들과 미래, (재)양친장학회, (주)1001안경 콘텍트 체인본부,  

㈜고려정보통신, ㈜넷피아닷컴, ㈜녹십자, ㈜농수산홈쇼핑, ㈜동아제약, ㈜디피아이, ㈜모닝글

로리, (주)산과들농수산 대표이사 홍경표, ㈜삼양사, ㈜삼진제약, ㈜에네스해운항공,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주)일오삼산전, G.L테크 대표 이찬식, ㈜제일약품, ㈜종근당, ㈜중외제약,  

(주)창이엔지, ㈜한국얀센, ㈜한독약품, ㈜한솔교육, ㈜한올제약, CJ(주), LG디스플레이, 가천의과 

대학 박재원 교수, 갈릴리교회, 강동구중식업연합회, 강정숙, 건국대학교 김종진 교수, 경기교육자

원봉사단체협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상남도, 경인여대 비둘기봉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박영숙 

이사장, 대구대학교, 대평중학교 비행기 네모상자 동아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치과의사

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화재해상보험(주), 댄 거즌(Dan Gudgeon), 동양물산기업(주), 룡천을  

돕는 익산시민모임, 메디팜약국체인(주), 모두하나교육회, 문화방송 통일방송협력단, 문화방

송(MBC), 사랑의 김미역북녘보내기운동본부, 산재의료관리원, 서울국제학교 WATW 동아리,  

서울특별시교육청, 석왕사, 성남시중원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성애병원, 세종건설(주), 세진산업

개발(주),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민들레회, 스콜라스(주), 신중용, 안주군군민회, 엔이에이로지스틱 

(주) 조경기 대표이사, 영덕중학교 WATW 네모상자 학부모봉사단, 을지의료재단, 가수 이선희,  

인천광역시,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전라북도, 유종근 전라북도 도지사, 전자월드19·20동상 

우회,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주한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대표부, 최양옥 회원, 코리아청소년S오케

스트라, 한겨레신문사,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한국방송(KBS), 한국생협연

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제지 

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출판협동조합, 한마음장학재단, 한살림생활협동조합, 현대고등학교  

기독학생회, 현대로지스틱스(주)

역대 공로패 수상 명단

강문규 고문, 김성훈 고문, 

김준곤 고문, 김진현 대표, 

박재창 선생, 백낙환 고문, 

서경석 목사, 서영훈 고문, 

송월주 고문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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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일지
※ 본 일지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 방문 및 사업협의 방북을 정리한 것임

※ 물자 인도인수 및 사업협의를 위한 개성, 남포, 금강산, 신의주 방문은 제외함 (주요 통계 참조)

 1998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4월 7일~11일 지원사업 총괄 협의 강문규 공동대표, 서경석 위원장 (2명)

 1999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19일~26일 지원사업 총괄 협의
강문규 상임대표, 김명혁 공동대표, 박남수 천도교 종의원 의장, 박청수 교무, 

서경석 집행위원장, 윤남중 기아대책 회장, 최창화 신부 (7명)

9월 11일~18일 여성계·도서 교류 협의 
이길여 길재단 이사장, 정행길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길자 경인여대 학장, 

최영희 내일신문 사장, 박기봉 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이용선 사무총장 (6명)

 2000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11일~15일 계란 분배확인 (1차)
최준구 축협지회장, 박성민 C.C.C. 총무, 이희종 지하철노조 실장, 

이용선 사무총장 (4명)

2월 8일~12일 감귤 분배확인 (1차)
김정서 목사, 이창규 제주농협장, 문영희 제주YWCA 총무, 

임문철 신부, 강영식 사무국장 (5명)

3월 14일~18일 계란 분배확인 (2차)
박재창 공동대표, 현광래 대전충남 양계조합장, 김상현 광주전남 양계조합장, 

이정현 축협 부장, 조선옥 지하철노조 부장, 이종무 실장 (6명)

3월 28일~4월 1일 감귤 분배확인 (2차)
우근민 제주지사, 허기화 대정농협 조합장, 

현경화 제주농협 조합장, 한승찬 표선농협 조합장 (4명)

4월 4일~11일 젖염소목장 기술진 윤지열 부장, 김장근 사장, 한정우 차장, 민경성 대리 (4명)

10월 24일~31일 10개군 농업지원사업 협의

강문규 상임대표, 김선규 새마을 경기도부녀회 회장, 맹용수 지하철노조 지회장, 

윤장호 선한사람들 부회장, 이성범 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이용선 사무총장, 

이종승 새마을충남지회 회장, 임수호 대한잠사회 회장, 

최병권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정관 천주교 주교회의 본부장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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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2월 5일~10일 경제교류사업 협의 제일제당, CJ39쇼핑 임원 등 (5명)

3월 5일~10일 미역 분배확인 (1차)

김원욱 운동본부 상임대표, 차관훈 완도군수, 정호성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용태 완도농협 조합장, 김용남 완도수협 조합장, 이정식 운동본부 운영위원, 

김형천 운동본부 사무국장 (7명)

3월 20일~27일
미역 분배확인(2차) 및 

사업 협의 
송월주 상임대표, 성타 스님, 설송 스님, 광복 스님, 이용선 사무총장 (5명)

5월 29일~6월 5일 농업협력사업 (1차)

강문규 상임대표, 김성훈 공동대표, 노의현 농협농업경제 대표, 

임병철 농협 축산담당 상무, 윤여두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윤장현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용선 사무총장 (7명)

7월 10일~14일 농업협력사업 (2차)

최승호 광주전남 공동대표, 이종찬 농협중앙회 팀장, 

고희선 (주)농우바이오 대표이사, 정원식 (주)농우바이오 상무이사, 

임수호 대한잠사회 회장, 류기춘 경북제사 회장, 이용선 사무총장 (7명)

7월 21일~25일 보건의료 지원사업 

김일천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광식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승교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최영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신석우 한국제약협회 전무, 이용선 사무총장 (7명)

7월 25일~28일 아동급식 지원사업 송월주 상임대표, 종화 스님, 지하 스님, 영담 스님, 이용선 사무총장 (5명)

9월 1일~4일 미역 분배확인 (3차)
정병남 운동본부 이사, 정우겸 운동본부 운영위원, 임영태 이사, 

김형천 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영규 운동본부 이사, 조행진 이사, 박승남 이사 (7명)

9월 11일~15일 아동급식 지원사업
이윤구 공동대표, 박동순 동서대 총장, 구충곤 광주전남 공동대표, 

정영재 광주전남 집행위원장, 백영철 통일포럼 대표, 이용선 총장 (6명)

10월 23일~27일 농업협력사업 (3차)

윤여두 공동대표, 신현우 국제기계 대표, 이여성 대동공업 품질본부장, 

남성우 농협 축산개발부장, 오기택 국제기계 부장, 정상모 MBC 위원, 

이용선 사무총장 (7명)

11월 7일~11일 축산지원사업 협의

원경선 기아대책 부회장, 송석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 

김옥길 새마을지도자중앙회 회장, 두상달 기아대책 이사, 

유용상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홍병천 홍천축협 조합장, 

염홍섭 새마을광주지부 회장, 박장수 새마을지도자 경기도 회장, 

강영식 사무국장 (9명)

11월 21일~25일 여성계 교류사업 협의

최영희 여성위원회 상임위원, 박숙현 새마을부녀회 회장, 

박정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직위원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 사무총장,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송경민 부장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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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10일 보건의료 지원사업 

서경석 위원장, 전영구 대한약사회 부회장, 조영식 치협 기획이사. 

이응세 한의사협회 국제이사, 원동오 병원협회 총무부장, 

이윤우 제약협회 이사 등 (7명)

11월 6일~10일 축산지원사업 
박성민 C.C.C. 총무, 이성우 C.C.C. 회원대표, 장수경 C.C.C. 대학생대표, 

박은호 수의사, 서용배 의사, 이관우 C.C.C. 모금국장, 강영식 사무국장 (7명)

12월 13일~18일 농업협력사업 (4차)

윤여두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완수 이리푸라우 사장, 

구진화 제일농기구제작소 사장, 신정웅 중앙정밀 대표이사, 

최윤식 농기계조합차장, 민현기 문화방송 부장, 이용선 사무총장 (7명)

 2002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22일~26일 밀가루 분배확인 권이담 목포시장 등 (7명)

1월 29일~2월 2일 지원사업 총괄 협의
김준곤 상임대표, 강문규 상임대표, 송월주 상임대표, 서경석 위원장, 

이용선 총장 (5명)

3월 5일~9일 보건의료 협력사업
박종달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이일영 아주대 교수, 이윤우 한국제약협회 이사, 

김명환 대한약품 이사, 서경석 집행위원장 (5명)

3월 30일~4월 3일 농기계수리공장 기술진 

윤여두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식 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획팀장, 

고석주 오성농기계 대표, 민현기 MBC 통일방송연구소 부장, 

이용선 사무총장 (5명)

4월 27일~30일 축산(젖염소) 지원사업

박성민 C.C.C. 총무, 김영일 MBC통일방송연구소 소장, 이성우 C.C.C. 졸업생대표, 

임말순 C.C.C. 여성대표, 성기열 덕산농장 대표, 민현기 MBC 부장, 

강영식 사무국장 (7명)

5월 21일~25일 농업협력사업
김명혁 공동대표, 김성훈 공동대표, 김진홍 공동대표, 김영일 MBC 소장,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 윤여두 이사장, 이용선 사무총장 등 (13명)

6월 1일~5일 아동급식 지원사업 김용지 경남동림회 회장, 조국현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김선희 부장 (3명)

6월 11일~15일 축산지원 기술진
김종식 C.C.C. 간사, 함정우 삼연엔지니어링 차장, 

민경성 삼연엔지니어링 생산과장, 신호 부장 (4명)

6월 18일~22일 보건의료 협력사업

정재규 치과의사협회 회장, 장영준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이사, 

지승현 (주)신흥 상무,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호순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응세 국제이사, 강영식 사무국장 (7명)

6월 22일~25일 축산(젖염소) 지원사업

김준곤 C.C.C. 총재, 최호영 C.C.C.경북 대표간사, 이종석 C.C.C.광주 대표간사, 

이문희 광천교회 담임목사, 이정식, 성기열 덕산농장 대표, 

이관우 C.C.C. 모금국장, 강영식 사무국장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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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29일 농업지원사업
송월주 상임대표, 최덕기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 임창렬 경기도지사, 

이규세 경기도의회 의장 등 (38명)

8월 20일~24일  축산 기술진 김종식 C.C.C. 젖염소담당 수의사, 이관우 모금국장, 성기열 (3명)

8월 27일~9월 1일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송월주 상임대표, 김진홍 공동대표 등 (41명)

10월 8일~12일 정성제약 기술진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송경민 부장 등 (8명)

10월 12일~15일 농업기술 협력사업
윤여두, 진형길 진형금속 대표, 백영철 건국대 교수, 고석주, 천병석, 이정식, 

강영식 (7명)

10월 29일~11월 2일 지원사업 총괄 협의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등 (14명)

11월 5일~9일 축산(젖염소) 지원사업
김영일, 배대윤, 이정식, 이기헌 워커힐 전무이사, 김순진 한국상록회 총재, 

이용선 사무총장 (6명)

11월 12일~16일 아동급식 지원사업
이윤구 공동대표, 백낙서 인제대 대학원장, 김병직 일산백병원 원장, 유종길 목사, 

정순영 동명정보대학 총장, 정영일 이랜드복지재단 국장, 김선희 부장 (7명)

12월 21일~25일 보건의료 지원사업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명예회장,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광진구지회장, 

김일천 전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전영구 대한약사회 부회장, 

안재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응세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 안성모 대한치과

의사협회 부회장, 김성욱 경희대치대 동문회장, 박종달 대한결핵협회 부회장, 

이정섭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정정섭 기아대책기구 부회장, 신희섭 간사,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14명)

 2003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21일~25일 교과서 제작용 종이지원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장원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무국장, 

김명희 전교조 경북지부 통일위원장, 김경욱 전교조 학생청소년 위원장, 

김영삼 전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최승훈 우리교육 기자 (6명)

2월 8일~11일 장수원 알용닭공장 준공식

강문규 상임대표, 송월주 상임대표, 이윤구 공동대표, 서경석 집행위원장,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신상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106명)

※ 경로 : 서해직항로

2월 24일~3월 1일 축산(젖염소) 지원사업
황원택 신창교회 담임목사, 김철영 C.C.C. 총재특보, 윤원선 동암교회 담임목사, 

박휘철 조롱골목장 대표, 강영식 사무국장 (5명)

3월 4일~8일 농기계 협력사업

정영재 광주전남 사무총장, 윤여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한희 

국제종합기계 이사, 고석주 오성농기계 대표, 김신익 광주전남 공동대표, 

이용선 사무총장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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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19일 보건의료 지원사업
김승연, 박순영 목사, 권용찬 국제기아대책기구 부장, 김동환 일양약품 공장장, 

박상일, 이정식 MBC 차장, 이용선 사무총장 (7명)

3월 28일~4월 2일 안보건 지원사업 박준영 공동대표, 홍재영 일공공일안경 영업이사, 이용선 사무총장 등 (7명)

4월 1일~5일  농업협력사업 강병도 창신대학 학장, 김상기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등 (10명)

4월 8일~12일 아동급식 지원사업 이윤구 공동대표 등 (8명)

6월 26일~30일 정성제약 기술진
이득수 기아대책기구 본부장,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5명)

7월 14일~19일 젖염소목장 기술진 이관우, 박휘철, 강영식 (3명)

8월 9일~12일 농업협력사업

윤여두 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영재 사무총장, 박현호 문화방송 피디, 

고석주 오성종합농기계 사장, 김정태 동양물산 부장, 정옥선 구례군의회 의장, 

최문신 해남군의회 의장, 이용선 사무총장 (8명)

9월 16일~20일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

송월주 상임대표, 조충훈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상임대표 등 (110명) 

※ 경로 : 서해직항로

9월 27일~10월 1일 정성제약 기술진
권용찬 국제기아대책기구 부장, 노선호 창이엔이지 대표, 남성호 대리,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강영식 사무국장 (5명)

10월 14일~18일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신상진 전 의사협회 회장, 김세곤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용선 사무총장 등 (27명) 

10월 21일~25일 남북 한의학 학술토론회
안재규, 이응세, 신민규, 안규석, 유봉하, 고병희, 임병묵, 이선동, 송호준, 

신흥숙, 강영식 (11명)

11월 11일~15일 정성제약 기술진 
노선호 창이엔지 사장, 남성호 창이엔지 대리,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이용선 사무총장 (4명)

11월 18일~22일 보건의료 지원사업
김희남 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전민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협회 공동대표 등 (10명)

11월 25일~29일
평양 적십자안과병원 

기술지원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만수 강남 성모병원 안과교수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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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24일~27일 보건의료 지원사업

이경록 효봉물산 대표, 박주웅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지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부장,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고진광 이사장,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7명)

3월 2일~6일 전북 농업협력사업

이형규 전북 부지사, 송웅재 군산시 부시장, 백인숙 전라북도의회 의원, 

최영환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이종석 전라북도 자치행정담당, 

김완수 익산농기계 대표, 강영식 사무총장 (7명)

3월 2일~6일 
보건의료 지원사업

(한의사협회)

이응세 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대인 대한약침학회 회장,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이영호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 

김용호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이민영 경희대 외래교수, 손종도 부장 (7명)

3월 20일~23일  정성제약 기술진 강영식 사무국장,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남성호 과장, 이동영 대표 (4명)

3월 30일~4월 3일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 박준영 을지의대 총장, 이준규 충남대병원장, 이용선 사무총장 등 (8명)

4월 2일~6일 구강(치과)지원사업
이종엽 강북삼성병원 치과중임과장, 박재만 서울치과기공사회 회장, 

김무영 건치 공동대표 등 (7명)

4월 10일~15일 경기도 농업협력사업
한석규 경기도기획관리실장, 홍상영 부국장, 김갑수 경기도의회부의장, 

김용성 경기개발연구원 등 (7명)

5월 1일~5일 총괄 협의 
강문규 상임대표, 송월주 상임대표, 서경석 집행위원장, 이용선 사무총장, 

정영재 광주전남본부 사무총장 (5명)

5월 1일~5일 제6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이태훈 길의료재단 상임이사, 송경민 부장 등 (27명) 

5월 29일~6월 1일 정성제약 기술진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남성호, 

권효안 창이엔지 차장, 강영식 사무국장 (5명)

6월 8일~12일 농기계 협력사업 윤여두 동양물산 부회장, 이용선 사무총장 등 (6명) 

6월 22일~26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서울대병원, 한의사협회 등 (8명)

6월 26일~29일 정성제약 기술진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등 (6명)

11월 16일~20일  정성제약 기술진 노선호, 이동영, 전종옥, 채원석, 김기환, 김윤중, 강영식 (7명)

12월 4일~7일 적십자병원 공동 안과수술 이용선 사무총장 등 (4명)

12월 14일~18일 정성제약 기술진 

신창주 대산과기무역 대표,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남성호 창이엔지 차장, 전종옥 (주)대용파마텍 대표, 전영만, 

강영식 사무국장 (7명)

12월 25일~29일 적십자병원 의료기기 기술진 송경민 부장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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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12일~18일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남성호 창이엔지 과장, 강영식 사무국장 (3명)

1월 22일~26일 적십자병원 현대화 대표단
박준영 공동대표, 최헌호 을지재단 본부장,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4명)

1월 26일~2월 1일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신중용 창이엔지 고문, 남성호 창이엔지 과장, 

강영식 사무국장 (4명)

2월 19일~23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조영태 을지병원 관리과장, 최석순 조선기기 이사, 이봉재, 

김병준 장학건설 사원, 송경민 부장 (5명)

3월 22일~26일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남성호 창이엔지 과장, 신창주 대산과기무역 대표, 

하갑태 아주과학 대표, 이희봉 부스타보일러 과장,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정찬광 에코미스트 코리아 이사, 강영식 사무국장 (8명)

4월 3일~6일 적십자구강병원 기술진 송경민 부장 등 (6명) 

4월 29일 룡천소학교 준공식 

송현섭 상임대표, 선성수 전라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채규정 익산시장, 

김정기 익산시 의회의장, 박종일, 박승진 문화방송 통일협력단, 

김보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김선양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원본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진구 지도위원, 이용선 사무총장 (11명)

※ 평북 룡천군 방문 

4월 30일~5월 4일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신충용 창이엔지 고문, 

이승교, 강영식 사무국장 (5명)

4월 30일~5월 7일 적십자병원 CT설치 기술진

지홍익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계장, 조재영 (주)메디포스 대표, 

김기상 대한한의사협회 국장, 정종길 동신대 한의대 교수, 

정석화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기사 (5명)

5월 18일~26일 벼시험재배사업 기술진
김영호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임갑준, 도현용 농업기술원 작물과, 

이병우 경기도청, 이용선 사무총장, 홍상영 부국장, 황재성 간사 (7명)

5월 21일~26일 농협 양돈장 기술진 신호 부장 등 (6명)

6월 4일~11일 정성수액공장 기술진
전종옥 파라기계 대표, 전영만 파라기계 공장장, 채원석 (주)대용파마텍 이사, 

김윤중 명진산전 대표, 노선호, 신중용, 남성호, 강영식 사무국장 (8명)

6월 7일~10일 정성수액공장 준공식 

강문규, 송월주 상임대표, 윤남중 국제기아대책기구 이사장, 정정섭 회장, 

백낙환 인제대 백병원 이사장 등 (140명)

※ 경로 : 서해직항로

6월 7일~11일
벼시험재배사업 및 

식품공장 기술진

전세창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 김희동 작물연구과장,  박중수, 

한상욱 작물연구과, 김종우, 홍상영 부국장 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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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7월16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박준영 을지의대 총장, 기모란 을지의대 교수, 함윤희 을지재단 검수팀장, 

김병준 장학건설 과장, 박영수, 김준식, 김진수 장학건설 직원, 

김성환 조선기기 과장, 이재운, 김성훈 조선기기 직원, 이용선 사무총장, 

송경민 부장 (12명)

6월 29일~7월 13일
경기도 식품가공공장 

설비기술진 

윤수진 경진TRM 이사, 장명양 삼성기업사 대표, 공병규 삼성기업사 부장, 

황재성, 이성근 (5명)

7월 6일~16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기모란 을지의과대학 교수, 함윤희 을지재단 검수팀장, 김병준 장학건설 과장, 

김진수 장학건설 직원, 최영일 대륭ENG 부장, 임병진 대륭ENG 대리, 

송경민 부장 (7명)

7월 9일~16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김성환 조선기기 과장, 김성훈 조선기기 직원, 나호용,박완선 장학건설 직원 (4명)

7월 13일~16일 농기계조립공장 착공식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윤여두 부회장, 이승제, 강호훈, 이용선, 강영식 (6명)

7월 19일~23일 벼시험재배 기술진
김동근 경기도 정책기획관,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 

김영호 경기도 농업기술원국장, 이병우, 박중수, 이수원, 홍상영 (7명)

7월 23일~26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박준영 을지의대 총장, 김주승, 이봉재 을지의대 교수, 함윤희 을지재단 검수팀장, 

조영태 을지병원 관리과 과장, 여성희 을지병원 관리과 계장, 

김병준 장학건설 과장, 이용선 사무총장, 송경민 부장 (9명)

8월 6일~9일 정성제약 기술진
노선호, 이동영, 오태식, 방창윤, 이승현, 박우종, 박종해 옥천물산 대표, 

강영식 (8명)

8월 10일~13일 전북 농업대표단
이형규 전라북도 도지사, 이호근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박균식, 

정경준 전북 완주군수, 강대희 전라북도 의회 의원, 강정일, 김완수, 강영식 (8명)

8월 31일~9월 15일 농기계조립공장 기술진
정정규 동양물산기업 생산기술과장, 소한현 동양물산기업 제조반장, 

강호훈 동양물산기업 팀장, 강영식 사무총장, 신호 부장 (5명)

9월 10일~14일 벼시험재배 기술진
김희동 경기도 농업기술원 작물과장, 박대진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이재홍 농업기술원 답작담당, 홍상영 부국장 (4명)

9월 12일~15일 농기계조립공장 준공식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홍국 (주)하림 회장,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 원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등 (67명)

※ 경로 : 서해직항로

9월 17일~10월 6일 식품가공공장 기술진 윤수진 대표 (1명)

9월 28일~10월 4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나호용, 박완선 장학건설 직원, 최석순 조선기기 이사, 유완영, 조명구, 장병수, 

송경민 부장 (7명)

10월 1일~6일 벼시험재배 기술진

이병우 경기도 기획실, 김영호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박중수 농업기술원 작물과, 도현용 농업기술원 농기계운용, 장명양, 공병규, 

홍상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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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부 록

방북일지

10월 3일~4일
황해남도 신천군 

공동벼베기행사

강현욱 전라북도 도지사, 김상복 전라북도 부의장, 

주재민 전라북도 기초단체의회 대표, 

최충일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 대표 등 (223명)

※ 경로 : 서해직항로

10월 5일~6일
운하식품 가공공장 준공식 및 

룡성시험포 공동벼베기행사

이희웅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경기도 기획관,백인순 KBS기자, 

정찬민 중앙일보기자, 김인유 연합뉴스 기자, 이용선 사무총장, 이용성, 

이제학 등 (16명)

10월 12일~15일
적십자종합병원 종합수술장 

준공식 및 남북공동수술 

박준영 을지대총장, 최헌호 을지재단 본부장, 손송희 통일부 사무관, 

송경민 부장 등 (17명)

10월 17일~18일
전남·평남 강서군 청산리 

농민편의소 준공식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몽산스님, 윤장현 광주전남 상임대표, 

정영재 사무총장, 김영삼 광주전남 국장 등 (180명)

※ 경로 : 서해직항로

10월 19일~22일 정성제약 기술진 이동영, 노선호, 신중용, 강영식 (4명)

10월 28일~11월 4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이용선 사무총장 등 (10명)

11월 5일~12일
경남 농업사업 협의 및 농기계

조립공장 기술진
이용선, 박광식, 안상근, 신호, 강성준, 강호훈, 마인숙, 김석수 등 (12명)

11월 9일~15일
적십자병원 구강병동 및 

CT설치 기술진
송경민 부장 등 (6명)

11월 26일~30일
적십자종합병원 대표단 및 

기술진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변성오 정우기계 대표 등 (10명)

12월 7일~10일 축산지원사업 기술진 김종배 제일사료 상무, 박정희 제일사료 부장 (2명)

12월 14일~17일 정성제약 기술진 남성호 (주)창이엔지 과장, 오정훈 테진테크 부장, 강영식 사무국장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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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18일~24일
농기계 협력사업 및 

이앙기 조립기술 이전

윤여두 공동대표, 임창순 동양물산기업(주) 과장, 

손한현 동양물산기업(주) 조립반장, 박영태 동양물산기업(주) 사원, 

양용희 엔씨스콤 대표, 오관석 (주)하림 부사장, 김영옥 제일사료 사장, 

김종배 제일사료 상무, 이용선 사무총장, 황재성 간사 (10명)

1월 21일~24일 경남 협력사업 김택균, 전강석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정명환, 하석봉 밀양육묘산업연합회 (4명)

2월 4일~7일 정성제약알약공장 기술진

김영철, 강영길 효성기공, 이재경 (주)세종파마텍 대리, 유태훈 (주)카운텍 대리, 

백광규 삼풍전원시스템 대표, 노선호 (주)창이엔지 대표, 

남성호 (주)창이엔지 과장, 권효안 (주)창이엔지 부장, 손종도 부장 (9명)

2월 22일~25일 경기도 협력사업

박명원 경기도 도시주택국장,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 

김영호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황준기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이성근 경기도 정책개발담당, 김광선 경기도의회 도의원, 

진종설 경기도의회 도의원, 이용선 사무총장, 홍상영 부국장 (9명)

2월 22일~3월 15일 경남 장교리 육묘공장 기술진
정명환 경통협 이사, 정보영 강림농공 현장소장. 강휘봉 강림농공 현장반장, 

강철용 농일농자재 주임, 홍순규 학표비닐루 대표 (5명)

2월 25일~28일
정성 알약품공장 

준공식 대표단

강문규 상임대표, 박영규 통일연구원 원장, 서석형 수출입은행 부부장 등 (83명)

※ 경로 : 서해직항로

3월 4일~7일
벼농사 협력 남북 전문가 

토론회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담당, 박대진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김제규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담당, 김희동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박경열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안병배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이완석 경기도 농정국, 이재홍 농업기술원 연구사, 

홍순성 농업기술원 병리곤충담당, 신용복 경기도 디자인실장, 

황재성 간사 (총11명)

3월 11일~4월 1일 장교리 육묘공장 기술진 
김석규 (주)강림 반장, 손우권 삼양부직포 대표, 이동훈 삼양부직포 주임, 

이석만 (주)강림 현장소장, 최영도 삼양부직포 계장 (5명)

3월 15일~18일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김성식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동근 경기도 정책기획관, 함진규 경기도의회 의원,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계장, 한완희 경기도 정무비서관, 

최기용 경기도 주택과 사무관, 이병우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이용선 사무총장 (8명)

3월 18일~25일 경남 농업기술진
김택규 (주)신라조경 대표, 박상문 푸른육묘장 실장, 

박해판 대동공업 경남대표 (3명)

3월 22일~4월 5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이상욱 경기도 농업정책과, 정계현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심상연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 김희동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강병덕, 김용곤, 김용일 화신농건(주) 팀장, 홍상영 부국장, 황재성 간사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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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8일 경남 농업협력사업 대표단

이주영 경남도 정무부지사, 이정곤 경남도 환경농업담당, 

김헌호 경남도 공보실 직원, 최경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도회장, 

최광주 민주평통 마산회장, 박인섭 민주평통 진주회장, 

박철 경남도 경영자총협회 회장, 손상순 경남도 여성경제인 부회장, 

배경훈 대한적십자 경남지사회장, 허승도 경남신문사 기장, 윤여두 공동대표, 

이용선 사무총장, 홍상영 부국장 (13명)

4월 5일~18일 경남 농업기술진 박남부 (주)강림, 전강석 푸른육묘장 대표, 강일석 푸른육묘장 팀장 (3명)

4월 19일~5월 4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김희동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감병덕 화신농건(주) 팀장, 

최기영 경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총괄, 황재현 경기도 농어촌주거환경 담당, 

김동휘 경기도 보건정책 담당,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팀장, 

이병우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고붕로 경기도 농업정책과, 

최원회 경기도 농업정책과, 김창욱 농업기술원 답작담당, 

이재홍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강창성 농업기술원 토양비료담당, 이종무 실장, 

홍상영 부국장 (14명)

4월 19일~25일 경남 농업기술진 전강석 푸른육묘장 대표, 강일석 푸른육묘장 팀장 (2명)

4월 19일~22일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 

대표단

박준영 을지과학대학 총장, 최헌호 을지재단 경영본부장, 

송우영 참제약 연구소장,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5명)

4월 26일~5월 4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정계현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박중수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이운권 농업기술원 지도사, 서명훈 농업기술원 채소담당, 

박대진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황재성 간사 (6명)

4월 29일~5월 4일 경남 농업기술진 

이영한 경남농업기술원 연구사, 이춘수 경통협 이사, 

장영호 경남농업기술원 연구사, 최재수 경통협 사무국장,하석봉 경통협 감사 

(5명) 

5월 2일~13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김범진, 박성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담당, 신진호, 윤수진, 홍상영 부국장, 

주영철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임갑준 농업기술원 담작담당, 

황재현 경기도 주택담당 (8명)

5월 2일~6일 평양의학과학토론회 대표단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전 상근부협회장, 김홍양 경남의사회 회장, 

김주경 현W클리닉의원 원장, 김영춘 김외과의원 원장,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사회협력팀장, 김문찬 가톨릭의대 교수, 

김헌주 연세원주의대 교수, 박지호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부교수, 

신형철 한림의대 교수, 오석전 한양의대 교수, 

신정환 노원을지병원 산부인과 과장, 박만실 을지대학병원 부교수, 

이상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 최재웅 을지대병원 부교수, 

김한규 을지대학병원 교수, 이윤환 아주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서정성 광주아이안과 원장, 이범구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진료원장, 

이용선 사무총장, 손종도 부장, 김영삼 광주전남 사무국장 (21명) 

5월 10일~5월 20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박문식 기반조성 계장, 최원회 기반조성 담당, 김순재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임영춘, 안영배 농업기술원 작물재배담당, 홍상영 부국장 (6명)

5월 13일~16일 경남 농업기술진 김진식, 한정현, 이상화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이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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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6월 8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조영철, 한상욱, 서지우, 김진영, 이수영, 김은호, 이봉우 농업기술원 지도사, 

정계현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황재성 간사 (9명)

5월 24일~27일
적십자병원 회복치료과 

대구대 대표단

이용두 대구대학교 총장, 최철영 대구대학교 홍보비서실장, 

권혁철 대구대 재활과학과 교수, 전종득 대구대 시설팀, 정정석 대구대 직원, 

고유민 메디맥스 대표, 이동영 에네스해운항공 대표, 이용선 사무총장, 

이예정 간사 (9명)

6월 1일~4일 전북 협력사업 대표단

문명수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장, 도홍기 전라북도 축산행정과장, 

정홍년 전라북도 축산행정과 사무관, 육대수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사무관, 

김종배 제일사료 상무, 문경민 (주)하림 실장, 김완수 익산농기계 사장, 

강영식 사무총장 (총8명)

6월 2일~4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김동근 경기도 정책기획관, 홍상영 부국장 (2명)

6월 3일~4일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성식 정무부지사, 김영목 국제자문대사,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최성, 임태희 국회의원 등 (105명)

※ 경로 : 서해직항로

6월 7일~13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정계현 경기도 대북교류팀, 신동수 경기도 농정국 농업기반조성담당, 

황재현 주택구 건축담당, 이재인 (주)건영 측량팀장, 이용구 (주)건영 측량기술자, 

윤수진 건설기술자, 홍상영 부국장, 손종도 부장 (8명)

6월 7일~13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김기상 대한한의사협회 국제학술국장, 백광규 (주)삼풍전원시스템 대표, 

이건송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기사장, 김규황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계장, 

김성욱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이사, 김명식 계룡종합설비 사장, 

정대하 형태아이엔씨 대표, 박건태 서울전기공사 대표, 조명규 네오테크 대표, 

손종도 부장 (10명)

6월 10일~17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박경열 경기도 농업기술원 국장, 이상우, 장정희, 이재홍 농업기술원 연구사, 

홍상영 부국장, 손종도 부장 (6명)

6월 14일~17일 경남 농업기술진 
전강석 경통협 회장, 최병돈 밀양육묘 대표, 이상훈 싱싱육묘 대표, 

김석호 남지 푸른육묘대표 (4명)

6월 28일~7월 1일
정성제약 지원을 위한 

성공회 대표단 

박경조 대한성공회 주교, 김광준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신승민 한국기독장로회 총회본부 해외선교부장, 형경준 (주)유한양행 이사, 

이용선 사무총장, 강영식 사무국장, 손종도 부장 (7명)

7월 5일~15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담당 계장, 박문식 경기도 기반조성 계장, 

박성환 경기도 남북교류팀, 김희동 경기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이재홍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사, 박중수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계장, 

서명훈 농업기술원 채소담당 연구사, 도현용 농업기술원 농기계 담당, 

홍상영 부국장 (9명)

7월 19일~22일 경남 농업기술진 최승하, 정명환 경통협 이사, 강영식 사무국장, 황재성 간사 (4명)

8월 9일~12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이효추 명선건축(주) 대표, 윤여두 동양물산 부회장, 오태영 동양물산 차장, 

이용선 사무총장, 손종도 부장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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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17일 경남 농업 기술진 전강석 푸른육묘장 대표, 손우권 경통협 이사, 홍상영 부국장 (3명)

8월 23일~26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담당 계장, 정계현 남북교류담당, 

이수연 농업기술원 채소담당 연구사, 박중수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이경재 (주)일성이엔지 상무, 윤수진 건설담당자, 홍상영 부국장 등 (9명)

8월 30일~9월 2일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원유철 경기도 정무부지사, 이해문, 김영복 경기도 도의원, 김동근 정책기획관, 

김희동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박석앙, 최기용 경기도 주거환경계장, 

홍상영 부국장 (8명)

9월 6일~9일 전라북도 대표단 

정홍년 전라북도 축산행정 사무관, 육대수 전라북도 환경농업 사무관, 

문경미 하림그룹 상무, 김종배 제일사료 상무, 황창규 두예건축사무소 소장, 

김용화 농수산진흥재단 사무국장, 강영식 사무국장, 황재성 간사 (8명)

9월 16일~19일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진재광, 김기수, 전동석, 황선희 경기도의회 도의원,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박석앙, 박성환 남북교류팀, 

박중수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계장, 홍상영 부국장 (9명)

9월 20일~30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김한일 장학건설(주) 부장, 박영실 장학건설(주) 반장, 

손종도 부장 (3명)

9월 23일~30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최철영 대구대학교 홍보비서실장, 전종득 대구대학교 시설팀, 

양희만 국제보건의료재단 차장 (3명)

9월 23일~30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지정현 농업기술원 대외농업담당, 고석주 오성종합농기계 대표, 

김은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손한현 동양물산 생산팀장, 

김순재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박중수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계장 (7명)

9월 27일~30일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권두현 경기도행정2부지사, 황용선 지역개발국장, 

김수만 경기도 예산담당관 등 (39명)

9월 27일~30일 경상남도 기술진
전강석 푸른육묘장 대표, 최재수 경통협 사무국장, 장동헌 경남도청 농업지원과 

사무관,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 (4명)

10월 7일~14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윤수진 건설담당자 (1명)

10월 11일~11월 1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김한일 장학건설(주) 부장, 박영식 장학건설(주) 반장, 이복희, 한경우, 

김영옥, 장학건설(주) 직원, 손종도 부장 (6명)

10월 14일~11월 1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김경일, 정병호 장학건설(주) 직원 등 (3명)

10월18일~11월 1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서성길 장학건설(주) 직원 (1명)

10월 21일~24일 경상남도 기술진
전강석 푸른육묘장 대표, 이춘수 경통협 이사, 

채제천 단국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홍상영 부국장 (4명)

10월 25일~11월 22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이은동, 김학금, 김창우 장학건설(주) 직원, 김명식 계룡설비 대표, 

노선호 창이엔지 사장, 손종도 부장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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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22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백흥열, 김건호, 서상천 장학건설(주) 직원, 이예정 간사 (4명)

11월 8일~22일 적십자병원 기술진 서상길 장학건설(주) 직원 (1명)

11월 18일~22일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 

기술진 
김한일 장학건설(주) 부장, 박영식 장학건설(주) 반장 (2명)

12월 2일~6일
적십자병원 회복치료과 및 

정성제약 기술진

최철영 대구대 홍보비서실장, 고유민 메디멕스 대표, 이동현 메디맥스 직원, 

남성호 창이엔지 차장, 최재영 (주)세종파마텍 주임, 

심재구 삼호엘리베이터 공장장, 손종도 부장 (7명)

12월 18일~21일
적십자종합병원 신경·호흡기

병동부 준공식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무원 공동대표, 박동일 한의대학장 등 (87명)

※ 경로 : 서해직항로

 2007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2월 7일~10일 경상남도 대표단

김종부 경남도청 농수산국장, 이정곤 경남도청 농업지원과장, 

이병희 경남도 의원, 이동훈 경남도청 행정과, 전강석 경통협 회장, 

박남부 경통협 부회장, 홍상영 부국장 (7명)

2월 10일~13일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김동근 경기도 정책기획관,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협력담당, 

손원희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 홍상영 부국장 (4명)

3월 3일~17일 정성제약 알약공장 기술진 이상완, 김재영 삼호엘리베이터 과장, 손종도 부장 (3명)

3월 15일~17일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대표단
박준영 을지대학병원 총장, 최헌호 이사, 이용선 사무총장, 이예정 간사 (4명)

3월 28일~31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김희동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최기용 경기도 주거환경담당 사무관, 

이경재 일성이엔지 상무, 정계현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안정중 일성이엔지 사원, 

손용식 일성이엔지 사원, 황재성 간사 (7명)

4월 28일~5월 5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김희동, 서명훈, 한상욱, 이재홍, 이운권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광섭 양평기술센터, 

박석앙, 박성환 남북교류협력담당, 이경재, 신승욱, 운영조 일성엔지니어링, 

홍상영 부국장 (12명)

5월 16일~19일

적십자병원·온천군병원 

회복치료과 및 구강수술장 

기술진

고유민 메디맥스 대표, 이동현 메디맥스 부장, 김동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명식 계룡종합설비 사장, 박건태 서울전기공사 대표, 손종도 부장 (6명)

5월 19일~22일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김종배 제일사료 상무, 문경민 하림그룹 실장, 황창규 두예건축사소장, 

최용길 금강LEB 대표이사, 곽춘욱 (주)건지 대표이사, 

김영섭 전라북도 대외협력과 직원, 최상기 전라북도 대외협력과장, 김연근, 

김동길 전라북도 도의원, 김홍춘 전라북도 축산과, 강영식 사무국장, 

황재성 간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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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24일 정성제약 품질관리실 기술진
노선호 창이엔지 사장, 신창주 대산무역과기 대표이사, 이덕희 영화과학 대표, 

이예정 간사 (4명)

5월 23일~6월 2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주영철 농업기술원 답작담당, 이광섭 농업기술원 농기계 담당, 

박중수 농업기술원 작물담당 계장, 심상연 농업기술원 채소담당, 

이경제 일성이엔지 상무, 황재성 간사 (6명)

5월 30일~6월 2일
당곡리 모내기 공동행사 

경기도 대표단
서효원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인영, 조선미 경기도 도의원 등 (29명) 

6월 20일~23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한상욱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이수연 농업기술원 채소담당, 

최기영 경기도 주택과 주거환경담당, 

박성환 정책기획심의관실, 채제천 단국대교수, 이왕래 피디, 홍상영 부국장 (7명)

6월 23일~30일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이정수 금강LEB 부장, 박병수 금강 LEB 과장, 황재성 간사 (3명)

7월 11일~14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박중수 경기도 농업기술원농업연구사, 심상연 농업기술원 채소담당, 

홍상영 부국장 (3명)

7월 14일~18일
적십자병원 약무·구강병동 

기술진

조명구 네오테크 대표, 백승용 네오테크 주임, 김명식 계룡종합설비 대표, 

박영식 장학건설 반장, 하종홍 화인메티케어 부장, 장청직 화인메디케어 직원, 

남성호 창이엔지 차장, 손종도 부장 (8명)

7월 21일~28일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이정수 금강 LEB부장, 김영모 금강 LEB 직원, 황재성 간사 (3명)

8월 4일~9일
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 

제약설비 설치 기술진

송업용 남주기계 팀장, 정칠근 남주기계 대리, 박형섭 유림파마텍 사장, 

이예정 간사 (4명)

8월 4일~11일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황창규 두예건축사 소장, 이홍우 태화엔지니어링직원, 관춘욱 건지 대표, 

김광훈 건지 직원, 이종국 DHM 대표, 김홍춘 전라북도 축산행정담당관, 

강영식 국장, 황재성 간사 (8명)

8월 7일~11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박경열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한상욱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이해길 농업기술원 농업연구협력팀장, 서명훈 농업기술원 연구사, 

임재욱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 이광섭 농업기술원 농기계담당, 

최기용 경기도주택계장, 홍상영 부국장 (8명)

8월 22일~29일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김영모 금강LEB 직원, 김광훈 건지 직원, 이홍우 태화엔지니어링 직원, 

강영식 국장, 황재성 간사 (5명)

8월 29일~9월 2일 영유아지원사업 실무대표단  손종도 부장 (1명)

9월 11일~15일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대표단 

박준영 공동대표, 김주승 을지병원 부원장, 김인호 대한의사협회 위원장, 

장진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등 (28명)

9월 12일~15일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김종배 제일사료 부사장, 문경민 하림그룹 실장, 황창규 두예건축사무소 소장, 

이경남 전북 국제협력계장, 김홍춘 전북 축산담당관, 강영식 사무총장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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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15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담당, 정승희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최기용 경기도 주택계장, 이광섭 농업기술원 농기계담당, 

고석주 오성종합농기계 대표, 이성옥 운봉종합농기계 대표, 

유충섭 모컴일렉시스템 부장, 이경재 일성이엔지 상무, 황재성 간사 (9명)

10월 11일~13일 정성제약 품질관리실 기술진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손종도 부장 (2명)

10월 13일~16일 남포 대대리 양돈장 기술진 

박정배 전라북도 축산과장, 김홍춘 전라북도 축산행정과, 곽춘욱 건지 대표, 

이흥우 태화엔지니어링 부장, 임병수 신농그린텍 대표, 홍희표 일신농원 대표, 

강영식 국장, 황재성 부장 (8명)

10월 17일~20일
적십자병원 약무·구강·

이비두경부외과 기술진 

하범진 (주)하람건설 대표, 김남희 (주)하람건설 감사, 박정현 (주)하람건설 전무, 

유장철 디에스디삼호(주) 대표, 민향석 메디플러스 대표, 김기환 메디플러스 직원, 

손종도 부장 (7명)

10월 20일~23일
경기도 당곡리 

벼베기공동행사  대표단 
함진규, 김영복, 전재영 경기도 도의원 등 (28명)

10월 23일~25일
남포 대대리돼지공장 

준공식 대표단 

전라북도 및 전북 14개 시·군 대표 등 (101명)

※ 경로 : 서해직항로

10월 31일~11월 3일
적십자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기술진 
박형섭 유림파마텍 직원, 안종선 크로스파워텍 차장, 손종도 부장 (3명)

11월 3일~6일
적십자병원 약무병동 및 

구강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을지재단,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임원 등 (96명)

※ 경로 : 서해직항로

11월 14일~21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권정규 이노플레이 대표, 이상웅 한국교구 대표, 최정숙 경기도 교육청, 강수석, 

강삼용, 김영판  우미건설, 홍상영 부국장 등 (8명)

11월 15일~17일 대구대학교 대표단  
최철영 대구대 교수, 김용욱 대구대 교수, 임경수 스타키보청기 이사, 

손종도 부장 (4명)

11월 24일~28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박병수 금강LEB 과장, 이경재 일성이엔지 상무,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담당, 

황재성 간사 (4명)

12월 12일~18일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기술진

서명훈 농업기술원 채소팀장, 박병수 금강LEB 과장, 손윤호 팀장, 

전수찬 우미건설 상무, 김명규 과장, 강삼용 팀장, 홍상영 부국장 (7명)

12월 15일~18일
적십자병원 및 

정성의학종합센터 기술진 
유광열 티제이텍 과장, 노선호 창이엔지 대표, 손종도 부장 (3명)

12월 15일 남포 대대리 돼지공장 기술진
김홍춘 전라북도 축산행정과, 홍희표 일신농원 대표, 

백석기 신농그린텍 현장소장, 황재성 간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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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23일~2월 2일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기술진 

남성호 창이엔지 차장, 오정훈 태진테크 부장, 박장호 태진테크 주임, 

운용식 토탈에어시스템 주임, 이예정 간사 (5명)

2월 20일~23일 남포산원 1차 기술진 

박민수 케이엠에이치 본부장, 황영현 LGA건축사 소장, 

공태문 금강엘이비종합건설 전무이사, 성민경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손종도 부장 (5명)

2월 27일~3월 1일
대구대 대표단 및 

적십자병원 기술진 

이재돈 대구대 부총장, 김용욱 대구대 교수, 손동우, 임경수 스타키코리아 이사, 

유승주 전 서울시 의원, 김은영 영동제약 과장, 김명식 사장, 이예정 간사 (8명)

4월 17일~19일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김재훈 대구대 교수, 배용기 스타키코리아 과장, 김명식 계룡종합건설 사장, 

박종현 삼성종합설비 사장, 이예정 간사 (5명)

4월 23일~26일 남포산원 2차 기술진  

공태문 금강엘이비종합건설 전무이사, 전정권 태화엔지니어링 사장, 

이흥우 태화엔지니어링 기술부 소장, 전정길 옥진종합건설 전무, 홍상영 국장, 

손종도 부장 (6명)

5월 7일~10일 정성의학종합쎈터 기술진 
성원기 영인프론티어 부장, 이응훈 씨에치씨랩 부장, 황인건 씨에치시랩 대리, 

노선호 창이엔지 사장, 손종도 부장, 신호 부장 (6명)

6월 25일~28일

적십자종합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기술진

김명식 계룡종합건설 사장, 박종현 삼성종합설비 사장, 

최현주 국제보건의료재단 팀장, 양희만 국제보건의료재단 차장, 이종무 소장, 

이예정 부장 (6명)

7월 30일~8월 2일 전북 농업지원사업 대표단 

유창희 전라북도 도의원, 김승수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김홍춘 전라북도 축산

행정과 담당관, 홍희표 일신농원 대표, 조준혁 GSS어패럴 이사, 

이유홍 (주)아름에셋 대표, 홍상영 국장, 황재성 간사 (8명)

8월 9일~16일 정성의학종합쎈터 기술진

성원기 영인프론티어 부장, 윤철 하나과학 대표, 박웅기 다인지엘테크 대표, 

최현주 국제보건의료재단 팀장, 이영재 (주)유한양행 대리, 손종도 부장, 

오형윤 간사 (7명)

8월 16일~20일 적십자종합병원 기술진

전종수 우리메디칼 대표, 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김일복, 

양미숙 건강보험공단 과장, 김종운 UPS시스템 대표, 민향석 메디플러스 대표, 

이호식 (주)참메드 대표, 길형배 (주)참메드 이사, 서명희, 이예정 부장 (10명)

8월 23일~27일 교육지원사업 대표단 
최정숙 모두하나교육회 회장, 정헌모 경기도 교육위원, 최총일 태광고 교장, 

조문행, 이해숙, 홍상영 (6명)

9월 20일~23일

정성제약 품질관리실 및 

적십자병원 이비·두경부외과 

수술장 준공식 대표단  

이일영 공동대표, 이준근 건강보험공단 총무이사 등 (129명)

※ 경로 : 서해직항로

10월 4일~7일 영유아지원사업 대표단 
강영식 사무총장 (1명)

※ 북민협 4개 주관단체 실무자 및 기술지원단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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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22일 남포산원 기술진

이흥우 태화엔지니어링 기술부 소장, 신영우 금강엘이비종합건설 차장, 

이광수 (주)대한진호산업 소장, 강동복 국제로타리3620지구 재단위원장, 

손종도, 이예정 부장 (6명)

 2009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21일~24일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우인환 경기도 기획행정실장, 이승신 경기도 남북협력과장, 박석앙 남북협력계장, 

김상수 경기도 남북협력 실무, 고영인 경기도의회 의원, 

송춘섭 경기도 경제농정국 축산담당, 이한희 삼성경제연구소, 홍상영 사무국장, 

황재성 부장 (9명)

1월 31일~2월 3일
북민협 남포·대안 

영양개선사업 대표단  

방진원 어린이재단 해외사업본부 간사, 문기덕 굿네이버스 팀장, 

이성숙 어린이어깨동무 간사, 한명삼 기아대책 팀장, 

이신호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전문위원, 이윤나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유호 유소아과 의원, 정의식 국립의료원 산부인과, 손종도 부장 (9명)

2월 18일~21일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전동석 경기도의회 의원, 박석앙 경기도 남북협력 계장, 김상수 남북협력 실무, 

양병남 경기도 산림자원담당, 황창규 두예건축사무소 소장, 

장혜진 두예견축사무소 과장, 김영호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 

김희동 경기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등 (12명)

3월 21일~25일
정성의학종합쎈터 

품질관리실 기술진 
성원기 영인프론티어 부장, 이예정 부장 (2명)

3월 21일~24일
경기도 협력사업 

대표단 및 기술진 

임우영, 김기수 경기도의회 의원, 박석앙 경기도 남북교류계장, 

최향순 경기도 보건위생과장, 조재형 경기도 보건위생과 위생질병담당, 

정계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담당, 곽수헌 경기도 보건위생과 역학조사관, 

송춘섭 경기도 경제농정국 축산담당, 이관행 경기도 남북교류협력담당, 

박경호 유니슨(주)연구소 바이오팀장, 이한희 삼성경제연구소, 

강병덕 화신농건 팀장, 홍상영 사무국장 (13명)

3월 25일~28일 남포산원 3차 기술진 

공태문 금강엘이비종합건설 전무이사, 이흥우 태화엔지니어링 기술부 소장, 

장판준 금강엘이비종합건설 부장, 정재욱 보건사업진흥원 연구원, 

박창호 천주교서울대교구 민화위 사무국장, 손종도 부장 (6명)

3월 28일~4월 4일 덕동농장 온실 설치 기술진
서명훈 경기도 농업기술원 채소작물담당, 정계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담당, 

강병덕, 최승원, 강준식 화신농건(주) 팀장 등 (6명)

5월 16일~23일 덕동농장 온실 설치 기술진 
이정수, 양회선 (주)금강엘이비 부장, 강병덕, 강준식 화신농건(주) 팀장, 

황재성 부장 등 (6명)

5월 20일~2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및 보건의료 기술진

영담, 인명진, 이일영,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천정배, 최대석 공동대표, 

이종무 소장, 노선호 창이엔지 사장, 홍상영 사무국장, 손종도 부장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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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일지

 2010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1월 30일~2월 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 

영담, 윤여두, 이일영, 인명진, 최완규, 박남수 대표, 강영식 사무총장, 

홍상영 사무국장, 손종도, 이예정 부장, 노선호 사장 등 (14명)

3월 31일~4월 7일 덕동농장 양돈시설 기술진

이정수 (주)금강엘이비종합건설 부장, 양희찬 (주)삼화개발 소장, 

이흥우 태화엔지니어링 부장, 공수영 씨아이티산업개발 이사, 

강병덕 화신농건(주) 팀장, 홍상영 사무국장, 황재성 부장 (7명)

10월 29일~30일 신의주 수재물자 지원
영담, 최완규 상임공동대표. 홍상영 사무국장, 황재성 부장 (4명)

※ 경로 : 신의주

 2011
일자 방북목적 방북단

9월 3일~7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및 

불교계(조계종) 대표단 

영담, 인명진, 박남수 대표, 강영식 사무총장, 홍상영 사무국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등 (37명)

9월 17일~20일
민화협 밀가루 지원 

2차 대표단

강영식 사무총장 (1명)

※ 경로 : 사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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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립발기인대회 호소문 (1996년 6월 21일)

2.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 선언문 (1997년 3월 27일)

3.  ‘북한 긴급식량난에 관한 국제협의회(Musgrove II)’ 공동합의서 (1997년 6월 25일)

4.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자료 (1998년 4월 25일)

5.  창립10주년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짐 (2006년 6월 23일)

6.  북한주민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 호소 기자회견 (2011년 5월 23일)

7.  창립15주년 - 우리의 다짐과 호소 (2011년 11월 9일)

8.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좌담회 발제문 (2013년 4월)

9. 방북규제에 대한 입장 (2015년 10월 13일)

10.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선언문 (2015년 11월 5일)

1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2016년 3월 2일)

12. 북민협 공동행동규범 (2009년 1월)

1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 협약 (2013년 1월 16일)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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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료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이 기아선상에 헤매이며 전 세계를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북녘땅 

곳곳을 휩쓴 엄청난 수마로 인해, 북녘동포들은 생존 그자체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들은 한사람

의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 집을 떠나는가 하면, 일부 부녀자들은 산과 들을 헤매며 나무껍질과 풀뿌리를 찾는, 

말 그대로 초근목피로 연명한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유엔이 발표한 「대북한 홍수피해 복구 긴급지원을 위한 종합 보고서」는 북한 전체 어린이의 

25%를 차지하는 5세 미만의 아동중 상당수가 이미 영양실조 상태거나 영양실조 직전의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굶주림은 올 7~8월에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념이나 체제가 다르지만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은 우리의 한 민족이요 겨레입니다. 북

한의 식량난이 수해 때문만이 아니라 체제의 경직성과 북한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이로 인해 가

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입니다. 때문에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며 우리의 정성을 전달

하는 것은 같은 동포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현재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는 이런 북한 주민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 유엔 식량기구를 포함하여 미

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지원과 국내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한 여러단체가 나서서 긴급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러나 대기근에 직면한 북한의 실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남한

동포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할 범국민적 운동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을 발족시켜 북한동포를 돕는 일에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다같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였

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시적인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왜

냐하면 북한동포의 어려움은 몇번의 식량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심각한 기근에 처한 주민에게 식량과 각종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보다 장기적으로는 수해

복구, 농업기술의 지도 등의 지원으로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운동을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하에 전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남북관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펼쳐나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1. 창립발기인대회 호소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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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 운동은 앞으로 단순히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차원뿐만아니라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누적

되어 온 뿌리 깊은 이질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남북한 평화공존과 

나아가 통일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땅에선 오늘도 우리의 동포가 쓰러져가고 있으며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뜨거운 동포

애로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이 운동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쉽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범국

민운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월수입 0.3%이상을 정기적으로 회비로 헌금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만

원의 성금이면 북한주민 7명 가족이 한달을 살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라도 북한 동포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젖줄이 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이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작년 우리정부가 보낸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

달되었고 북한 동포들도 그 쌀이 남한에서 보낸 것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

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줍시다. 비록 분단의 세월은 길었지만 동포애는 결코 식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1996년 6월 2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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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최악의 식량위기로 인한 대량의 餓死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케

서린 버티니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수주일내로 북한의 식량이 바닥이 날 것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기근의 심각성은 이미 85년 이디오피아를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50만명이 굶어죽었고 餓死직전의 

주민이 천만명에 이른다는 믿기 힘든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

생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는 오랜 굶주림으로 체형이 줄고 저능아까지 집단적

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상황을 보며 우리는 지난 68년 백만명의 아사자를 냈던 이 시대 최악의 비극, 비아프라 참사

를 떠올리게 됩니다. 북한지역에서 정말로 이러한 참사가 재연된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좌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캠페인에 나서게 된 이

유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도와야 하는가 

라며 북한돕기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제아무리 북한정권이 밉다고 해서 그 체제하에서 굶주림에 죽어

가는 우리 동포까지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보사태에 5조원을 쏟아붇고 매년 음식물쓰레기로 8조원을 

버리면서 4천억원이면 충분히 해결될 북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엄청난 참사를 빚게 된다면 우리의 후손

들에게 너무도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식량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을 더욱 단결시키고 남한에 

대한 증오심만 더욱 키우게 만들 따름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식량지원은 동포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쟁위험을 방지하고 민족화해의 길을 여는 일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옥수수 1만톤 보내기 
범국민캠페인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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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북한은 대량아사자라는 우리 민족에겐 지울 수 없는 비극적 참사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정

권의 대남전략이나 잠수함침투 등으로 인한 그간의 대북 평가나 지원정책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고 민족적 비

극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캠페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에 우리들 각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북한에 옥수수 1만톤 보내기 캠페인을 

벌일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캠페인이 끝나는 대로 다시 4~6월 대량 아사를 막기 위한 2차 3차 캠페인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미주 등 해외동포 사회에서도 

동시에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동안 거리와 학교에서, 교회와 사찰에서 이루어질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에 국민여러분의 애국적인 동참을 머리 숙여 호소합니다.

1997년 3월 27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및 제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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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6월 25~26일, 북한의 긴급식량난에 대한 NGO의 국제협의회가 서울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머시코인터내셔널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본 회의에는 한국과 국제 NGO의 대표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미국 조지아주의 머스그로브라는 마을에서 개최된 1차 국제협의회의 정신에 따라서 본 회의

에는 지난 2년 동안 북한에 인도적인 긴급구호를 지원한 단체들이 모여서 북한의 식량지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세계식량계획(WFP)에서는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NGO 연락사무소를 포함한 3명의 담당관이 참가하였으

며, 그동안 북한이 WFP를 통해 지원받은 원조규모를 알리고, 헬리콥터 대여, 북한 내 국제실무자 및 확인인력

의 증원, 신의주, 청진, 함흥에 간이사무소를 개소한 사실 등을 포함한 최근 WFP활동의 확대를 보고하였다. 

WFP 담당관들은 금년도 추수 전에 약 백만톤에 달하는 곡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줄 것을 당부했

다. 본 회의에 참가한 국제 NGO 대표들은 지난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북한 방문을 통해 목격한 바에 근거하

여 북한의 식량부족의 심각성을 재삼 확인하였다. 최근 방북한 몇몇 NGO들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이번달에 

식량공급이 바닥이 날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많은 지역의 곡물저장소가 이미 비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협의회 참가자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안

타까움을 표명하였다. 남한 정부는 두 번에 걸친 WFP의 요청에 대해 일천팔백만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지

만,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

소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함과 아울러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정부가 기아의 확

산을 막기 위해서 식량난에 대한 전면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본 협의회는 북한의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지원해야 한

다는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이밖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비료, 농약, 의류 및 담요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3. 국제협의회 공동합의서

공동합의서 
‘북한 긴급식량난에 관한 국제협의회(Musgrove II)’

1997년 6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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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에서는 북한에 인도적인 원조를 제공한 국제 NGO들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NGO

는 WFP에 의해 제공되는 협조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중앙보급제도에 관

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보급제도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일부 NGO들은 중앙배급제도가 효율적으로 배급을 이행하며, 또한 사전협의를 통해 외부원조

의 지정기탁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협의회에 참가한 국제 NGO 대표들은 한국 NGO들이 그동안 북한 식량난에 대한 인도적인 원조를 위

해 상당액을 모금하였으며, 북한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한국 

NGO의 욕구에 주목하였다. 또한, 한국 NGO들은 수혜자를 결정하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

제 NGO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든 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협의회에서는 한국 NGO들이 국제 NGO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국제 

NGO 대표들이 이를 환영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 체제를 구축할 것에 합의하였

다. 또한 본 협의회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협의와 장기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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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북한동포들은 지난해 기아와 질병으로 최소한 1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에는 수년간 계속

된 홍수와 旱害 등 자연재해와 누적된 영양실조,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지난해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북한동포들은 더욱 참혹한 대량 아사사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죽음앞에 내몰린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오늘을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 금식의 날’로 정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 세계의 36개국,  107개 도시에서 인종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북한동

포를 위한 국제 금식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민여러분!!

물론 우리도 어렵습니다. 경제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언제 헤쳐나올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

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우리동포, 우리형제들을 남북간의 냉엄한 정치와 이념, 체제의 대립을 이유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단지 쌀 한줌, 빵 한조각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바로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마지

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는 칼과 총이 아니라 화해와 사랑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굶

주려 쓰러지는 사람에게 식량보다 고맙고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북한동포를 돕

는 것은 또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며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생각하며 한끼를 굶고 성금을 내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한끼 식사값 5천원

으로 북한 주민 한명이 한달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

히 호소합니다.

1998년 4월 25일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한국위원회

4.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자료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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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동포들은 연이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량 아사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

다. 지난 겨울 유난히 많았던 북한의 식량난민들이 전해오는 북한의 기아소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합

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최근 수년에 걸친  북한의 기근은 거의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낳는 금세기 최대의 비

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餓死사태에도 불구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조용히 죽어가는 북녘동포를 대신해서 한

국의 국민들이 전세계에 도움을 호소하게 되었으며, 바로 오늘은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전세계가 하나되는  

〈국제금식의 날〉입니다.

우리의 호소에 응답하여 전세계 35개국 82개도시에서 〈금식의 날〉행사를 개최하고, 이 행사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달라이 라마,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등 전세계의 정신적 지도자들과 전세계의 교포사회, 각국 

주류사회가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위원회는 해외의 동포들과 국제사회에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만의 노력만으로는 북한동포들의 대규모 참사를 막기 어렵습니다. 북한동포들을 도와주십시오. 북한동포

들의 참상을 널리 알리고 그들을 위한 모금에 나서 주십시오. 또한 북한동포들을 위한 세계식량계획의 긴급호

소에 여러분들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4월 25일   

〈북한동포를 위한 금식의 날〉 한국위원회

해외동포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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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세계 36개국 97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북한동포를 위한 금식의 날〉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다음

과 같은 입장을 공동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전 세계가 대량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주민을 돕는 일에 나서주기를 호소합니다. 특별히 WFP의 

모금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및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합니다. 북한의 기아사태는 아프리카와

는 달리 그 실상이 공개되지 않아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낮아 현재 WFP모금이 65만 8천톤 목표치의 1/3밖

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2.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활성화되려면 북한의 식량난 실태가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공

개돼야 하며 아울러 지원식량이 제대로 분배되는지 국제사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북한당국

의 협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3. 궁극적으로 북한이 식량난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 화해와 평

화정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북경의 남북대화가 결렬된 점은 매우 안타까

운 일입니다. 우리는 남북 정부가 하루빨리 대화를 재개하여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식량위기를 해소하고 공존공

영의 길을 열어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북한동포를 위한 금식의 날〉행사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한주민을 돕

기위한 운동이 전세계에 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도시와 세력이 함께 협력하

여 북한에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998년 4월 24일, 25일 

〈북한동포를 위한 금식의 날〉 행사 참가자 일동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공동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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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25개도시

〈해 외〉 35개국 82개도시

서울(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울산, 춘천, 강릉, 익산, 군산, 아산, 전주, 완주, 고창,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목포, 진주  

워싱튼·볼티모어, LA, 뉴욕, 포틀랜드, 보스톤, 샌프란시스코, 벤드, 필라델피아,  오렌지카운티, 마리에타, 데이튼, 세인

트 폴낸도 밸리, 랜싱, 시애틀, 버클리, 미니아폴리스, 뉴헤이븐, 오스틴, 부르밍턴(미국), 모스크바, 페테르스브르크, 하바

롭스크, 블라디보스톡, 바로네슈, 요시까를라(마리엘공화국)(러시아), 동경, 오사까(일본), 북경, 연길(중국), 아테네(그리

스), 헤이그(네델란드), 오클랜드(뉴질랜드), 함부르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퀘른, 슈투트가르트, 뮌 헨(독일), 쿠알라룸

푸르, 페낭, 이뽀, 세렘반, 조오바루(말레이지아), 과달라하, 멕시코시티(멕시코), 라파즈(볼리비아), 상파울로(브라질), 리

야드(사우디아라비아), 스톡홀롬(스웨덴), 제네바(스위스), 싱가포르, 부에노스아리레스(아르헨티나), 런던(영국), 빈(오스

트리아), 예루살렘(이스라엘), 카이로(이집트), 밀라노(이탈리아), 뉴델리(인도), 프라하(체코), 산티아고(칠레), 토론토, 뱅

쿠버(카나다), 침켄트(카자흐스탄), 산호세(코스타리카), 보고타(콜롬비아), 아순치온(파라과이), 리마(페루), 파리(프랑스), 

마닐라, 세부, 바귀오, 엔잴레스, 두마구에토, 일로일로, 다바오, 카카얀데오로, 다구판, 카비테, 바탕 (필리핀), 멜버른, 시

드니 (호주),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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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 WFP)이 국제금식의 날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기부자들이 

북한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 WFP는 이번 국제금식의 날 행사에 참

여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UN에서는 북한에 대한 긴급 지원이 늦추어지고 있다고 국제 

사회에 경고했다. WFP의 캐서린 버티니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가 북한에서 발생될 엄청난 인명 

재난을 막으려는 우리의 노력에 촉진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

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에서는 4월 7일 피데스통신을 통해 “4월 25일 개최되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국제금

식의 날에 교황께서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 행사가 고난을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인 공헌을 할 것

을 확신한다”고 발표하였다. 4월 19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시아 특별 주교회의 개막 미사후 “이 순간 저

는 특히 기아와 궁핍으로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 이들의 어려움을 아낌없이 도와줄 것을 권고하면

서 국제공동체들도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발표하였다.

3. 지미 카터 前 미국대통령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대대적인 국제 캠페인에 대한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심

에 감사드립니다. 북한 동포들의 절망적인 곤경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솔선하시

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찬을 보냅니다. 이 심각한 기근 상황을 돕고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저는 적극

적으로 지원합니다.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행사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온 WFP, 교황, 지미카터, 빌리그레함, 

달라이라마 등의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들의 

메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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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리 그레함 목사

한민족은 고난을 극복해내는 민족이지만 지금 북한주민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

다.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국제 캠페인을 전개하시는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며 모금과 기도를 통해 참여하

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5. 달라이라마 

북한의 악화되어가는 식량 위기를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굶주리는 북한 

동포 및 다른 민족들을 위해 국제 금식의 날을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비로운 사

업을 위해 기도 드리며 성공을 빕니다. 

6. 콘라드 라이저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식량부족을 겪고있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의 고귀한 생명을 위해 세계교회협의회는 기도할 것이며 북한동

포를 위한 금식의날에 전세계 모든 교회가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7. 쥰 벤서 (세계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세계복음주의협의회와 세계 각지의 회원 교회들이 굶주리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행사에 기꺼

이 참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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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평화는 

무력을 통해 결코 얻어지지 않으며 평화적인 과정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10년간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

다.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시작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은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범국민운동

으로 발전하였고, 남과 북 사이의 적대의식과 불신을 녹여내고 그 자리에 동포애와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하였

다. 민간에서 시작된 대북지원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발전하였고, 민간의 대화는 남북 당국 간 대화로 이어

졌으며, 인도주의로 시작된 남북협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인도주의와 동포애로 시작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평화를 위한 개발지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기아와 질

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리고자 했던, 지난 시기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민족화해

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남북통합에 대한 전망과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평화를 위한 개발지원’은 남북통합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사회, 경제체제의 변화

와 그에 따른 다양하고 심각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모든 민

족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 속에 남북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또한 남북통합의 한 주체

로서 개발지원에 요구되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2000년 6. 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었고 평화는 증진되었

다. 하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북미 간의 군사대결 체제는 급기야 한반

도와 동북아에 핵확산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화는 강대국의 강요에 의해서도, 전체 인류에 대한 위

협인 핵무기로도 보장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반대라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포괄적 합의 문서인 2005년 9. 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동북아에서 냉전체제를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은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민족화해와 평화의 가교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엄숙히 밝

힌다.

5. 창립10주년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짐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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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 실현, 인권 신장 및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한반도 평화공동체’가 건설되는 것이다. 이를 이룸으로써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 지구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및 재외동포들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룸으로

써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한다.

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

한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비폭력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모

든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며 평화적인 수단과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민주주

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한다.

  ‘평화를 위한 개발지원’을 통해 남북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형성하고,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

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민족적 사회적 결합을 강화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비전과 사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다짐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관용과	이해,	비폭력과	평

화의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역량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과	북의	상호협력과	평화공존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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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사업의 환경

과 조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원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그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후원자와 수혜자 모두에 

대해 높은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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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민족의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들이, 

통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우리의 아이들이, 심각한 굶주림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뛰어 넘어, 생명과 인권의 존엄성을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호소하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건강한 통일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WFP)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보

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최소 6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취약계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북한은 세계 40여개 국가에 식량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어느 국가도 선뜻 북한에게 손

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구책으로 중국에 철광, 석탄 등의 원자재를 무조건 수출하고 있지만 주민

들의 기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결국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도 쉽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잃게 했던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안타까움과 분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국민

들도 이러한 행동을 한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의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이러한 군사적·정치적 긴장상태와는 별개로, 수백만의 북한 동포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생

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외면 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

기는 하지만, 굶주림에 고통 받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실천이 절실합니다.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끈이며, 남북이 상생하는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

6. 북한주민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 호소 기자회견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긴급 식량지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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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가기 위한 출발입니다. 통일 후 함께 살아갈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을 모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계의 지원금과 국민성금을 통해 우선 밀가루 5천톤을 준비하여 북한주민

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굶주린 북녘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

고 존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는 그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지켜온 대북정책의 원칙을 이해하며, 우리 정부의 확고한 뜻은 북한당국

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북한주민들의 기아와 질병의 저 참담한 고통의 현

실을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정부에 요청합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져 주십시오. 시민들의 작은 정성으

로 마련한 식량이 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인도

적 지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자의 반출과 방북에 대한 제한조치들을 조속히 완화·해제해 줄 것

을 촉구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시급히 재개해야 하며, 북한의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대해서도 

남북 공동대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두산 화산 뿐만아니라 북한의 산림황폐화

와 홍수, 구제역과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협력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대북 지원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논란과 지원물자의 전용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분배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종교인 여러분,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 함께 해 주

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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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자(한국YWCA연합회 회장), 강철규(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권근술(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

사장 ),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기진(한국JTS 공동대표), 김대선(원불교 교무),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명혁(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삼열(독립유

공자유족회 회장),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형문(한국유권자운동연합 상임의장), 김홍진 

(신부, 쑥고개성당 주임),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마의웅(민화협 공동의장), 몽 산(스님,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문난영(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민경태(홀트아동복지회 회장), 박남수(동학

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원철(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성민(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박창빈(월드비전 부회장), 법륜(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한국JTS 이사장), 신명자(평화3000 이사장), 

오재식(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영 담(스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안양옥(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 회장), 이성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용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일하(굿네이버스 회장), 이창복(민화협 공동상임의장), 인명진(목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

대표), 임종철(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 등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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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창립 이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작은 외침으로 시작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한 우리의 ‘북한동포

돕기운동’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인도주의운동, 민족화해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인도지원이 축소되면서 북한 동포들의 삶

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이에,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주의와 민족화해의 실현이라는 창립 당시

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금 우리의 나아갈 길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북통합 NGO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 실현, 인권 신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꿈꿉

니다. 이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나아가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

소,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몇 년간 중단됐던 분야별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하여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개척해 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우리의 대북지원 활동은 분야별 개발지원사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문화, 다양화된 사업

들을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방식 및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안들을 고민했으

창립 15주년을 맞는 
우리의 다짐과 호소

7. 창립15주년 - 우리의 다짐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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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어린이, 산모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의 개발지원사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

니다. 남북의 농군들이 함께 일군 논밭, 남북 기술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던 제약공장에는 북쪽 일꾼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당국과 국민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됐던 분야별 지원사업들을 

기필코 재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결실을 맺기 위해 정부 당국의 정책변화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 당

국에 호소합니다. 

첫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민간단체들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큰 상관없이 대북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민간의 이러한 활

동은 남과 북의 적대감을 녹여내고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지원활동이 

민족화해의 초석을 놓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가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

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정권 출범 당시 우리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

서 조건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원칙을 되새겨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을 재개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환영합니

다. 현 시기 남북 간의 최대 과제는 신뢰구축입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도 지원이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살

림과 동시에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이는 그 어떤 정

치적 이유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끈이며, 통일 후 함께 살아갈 우리

의 동포들,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15년 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민족화해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듯이 다시금 대북지원운동에 불을 지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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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냉정하게 돌아보되,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다시금 우리

의 길을 가고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겠습니다. 이 길에 국민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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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가 전운(戰雲)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3월 30일 북한은 ‘남북관계는 지금

부터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남북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며 위

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이에 더 나아가 북한은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개성공단의 폐쇄 가

능성마저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범 한 달여를 막 지난 박근혜 정부로서도 현재의 상황이 달가울 리 없을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한반도와 주변 4강의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새롭게 들어선 상황에서 한

반도 정세가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은 박근혜 정부로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한국 정

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2.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짧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남한의 의지

가 남북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남한의 결정력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통일을 이루거나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웠지만 남북관계의 성격은 남한의 의지나 정책에 따라 달라졌

다.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남북 사회문화교류나 대북지원은 남한, 좀 더 분명히 말한다면 한국 정부의 대북정

책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 변수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지원의 경우 공

여자는 남쪽이고 수혜자는 북쪽이기 때문에 한국이 소위 ‘갑(甲)’이다. 사회문화 교류의 경우에도 남쪽에서 경

비를 충당할 뿐 아니라 외부 문화의 유입과 정보유통에 민감한 북한은 근본적으로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 자체

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우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한반

도 포커스』 2013년 3·4월호(제22호)에서 인용) 

3. 이러한 측면에서 현 시기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복

원의 속도와 폭이다. 우선 북한의 핵전쟁 위협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대응하지 않고 침착한 자세

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현재 나름대로 상황을 잘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

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이 악화시켰다는 점을 반면교사(反面敎

師)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돌출행동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하며 우리 사회의 일부 말초적인 대북 강경 여론에

8.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좌담회 발제문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조건

인명진 목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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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프

로세스를 대담하면서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4.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려면 지난 3월 27일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

고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당장 구체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과제는 작금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우리 정부

가 주도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

언의 이행 및 조정, 남북 당국회담의 방향 등 굵직한 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교

환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제안하여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하튼 남북 당국간 대화의 복

원이 남북간 신뢰 회복의 중요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5. 또한 동시에 인도적 대북지원,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반발이 적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집권 초기에 성사,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남북 협력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우선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의 재개를 통해 새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를 남북간 신뢰와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는 것이 우선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의 시작일 것이다.  

1)	 	우선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통해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즉,	인도적	대북지원의	수준을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전으로	되돌림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서	공약한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추진한다’라는	방침을	선제적이고	조건없이	이행한다면	북에	대한	새	정

부의	신뢰구축	의지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3.27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며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기에	괜한	사족을	

붙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민간단체의	인도지원을	보장하고	장려해야	한다.			

2)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당장	시행되기에는	여러	조건	상	쉽지	않을	것이기에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지원도	

추진해야	한다.	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은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간	대화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나,	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이명박	정부	4년간	중단된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우선	당장	본격적	추진

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남북간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	갈	수	있기에	우선	2013년	남북협력기금	중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대한	집행을	4월	중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해	새로운	민관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대북지원의	효과성	및	분배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실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도지원을	남

남갈등의	한	요소로	만드는	우를	범하였다.	대북지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분배투명성	제고방안·지원	규모와	방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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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등에 대한 원칙 및 매뉴얼을 확정하는 데 있어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

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종교계와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협약’에 새 정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민관 공동의 노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6.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를 분리해 남북대화와 비핵화 6자회담, 양자 또는 다자

간 평화협정 논의가 선순환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과정과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

부처럼 ‘북 붕괴론’, ‘북 체제위기론’에 현혹돼 단기간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북정책을 펴

거나 ‘선(先)북핵문제 해결, 후(後) 남북대화’노선으로 기울 경우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이전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새롭게 대화

의 틀을 마련한 후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63

PART. 3  부 록

주요 자료

-  인도적 대북지원에 따른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방북(訪北)을 규제하는 통일부의 부당한 

조치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한

다’는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9월 9일 북한의 평안남도 남포시에 소재하고 있

는 남포산원(産院)에 산모용 필수 의약품(6종)과 필수 의료소모품(110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지원물자의 전달여부와 사용처 확인, 향후 지원방향 협의를 위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

공동대표 4명(인명진 목사, 영담 스님, 윤여두 대표, 최완규 총장)을 비롯한 9명의 대표단이 지난 9월 25일(수)

부터 28일(토)까지 현지를 방문하기로 북한 해당기관과 합의하고,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통일부는 당초의 방북 일정이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조치 직후임을 감안, 방

북 일정의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표단 방북을 

3주 연기하여 오는 10월 16일(수)부터 방북을 재추진하기로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그런데 통일부는 본 단체의 방북계획에 대해 그 대상과 인원을 상임공동대표 전원을 제외한 실무진 3인

으로만 한정하여 추진할 경우, 승인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주 통보해왔습니다.

5.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통일부의 부당한 북한방문(訪北) 
규제에 대한 입장

9. 방북규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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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도적 대북 물자지원에 따른 투명성 확보문제는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몫입니다. 통일부의 민간단체의 대북지

원 활동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규제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 투명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진정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정치적 판단과 일방적인 잣대로 규

제하거나 관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통일부의 방북 규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모니터링 방북 추진을 잠정 중단할 것이며, 

이번 통일부의 부당한 규제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단체는 1996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류협력 방침을 존중하는 바탕 하에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간 신뢰형성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민간의 자율적인 모니

터링 활동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전향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통일부의 대북 지원 관련 방침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6. 다시 한 번 통일부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통일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민간단

체의 대북지원 활동이 한반도의 더 큰 평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지

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상호 신뢰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한 축임을 강조하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실천, 바로 이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을 앞당기는 길임을 

이번 기회를 빌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13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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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20년, 한반도 분단 70년을 맞아, 200명이 넘는 국제 다자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양자기구, 정

부, 지자체, 국내 민간단체의 관계자 및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2015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국제회의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 대북지원이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데 동의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북지원이 계속해서 축소되어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경제상

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는데 있어 

대북지원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과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분명한 사실이다. 

참가자들은 국제사회가 단순히 대북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인도적 지원과 장기적 개발협력 사

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인도적 협력 기관들이 북한 당국과 함께 국제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지원과 앞으로 진행될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희망했다.  

참가자들은 남북한이 정부 간 대화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교류협력 사업을 모색

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에 있어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분단70년, 대북지원 20년 -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10.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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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지원확대, 개발협력,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 있어 여성의 필요뿐만 아니라 여성

이 가진 특별한 역량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대북지원은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실질적 공헌을 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지

원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확산시키는 이러한 발

걸음을 지지하고 후원할 것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2015년 11월 5일



567

PART. 3  부 록

주요 자료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more than 200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multilateral, bilateral,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

tions involved in this issue met in Seoul on Nov. 3 and 4, 2015.

They agreed that aid has played a constructive role in improving the humanitarian situa-

tion in the DPRK.

They expressed concern that the level of aid has decreased in recent years. Despite some 

recent economic progress, aid remains important to address continuing hardship among much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This is true irrespective of broader political differences and 

tensions.

They urg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only to continue but to increase the amount 

of humanitarian and long-term aid to the DPRK.

Participants also expressed the hope that humanitarian partners will work with North Ko-

rea to improve standar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ximize the efficiency of current 

and future aid.

Participants encouraged the two Koreas to explore a variety of mechanisms for carrying 

on dialogue including through bilateral, people to people,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s.

70 Years of Division and 20 Years of Aid to North Korea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DPRK

Statement on Aid to North Kore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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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recent encouraging developments in inter-Korean relations, participants ex-

pressed the hope that South Korean NGOs will be able to play a greater role in humanitarian 

aid projects in the DPRK.

Participants supported not only taking the specific needs but also the distinctive capabili-

ties of women into account in all activities promoting aid, development, and improved inter-

Korean relations.

Aid can make a tangible contribution to improving understanding. At this crucial time,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it continue, and participants expressed the hope that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support these steps towards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vemeber 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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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실험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군사적 대결양상이 가

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와 사드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격 폐쇄 등에 이어 역사상 가

장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와 한미일 독자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전략핵무기를 총동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핵 선제공격 교리를 담은 이 훈련에 맞서 북한 역

시 핵무기 실전배치와 선제 ‘서울해방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모두 끊어져 있어 무력 충돌을 예방할 수단조차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남과 

북 어느 누구도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핵 대 핵,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의 강대강 대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평화에 대해 말하고자 나섰습니다. 지금의 한반도위기는 정부 주도로만 맡겨

두기에 너무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유엔의 대북제재조차 ‘제재와 대화’를 함께 추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도외시한 채 오직 강경한 대북봉쇄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발족한 <한반도평화회의>는 무엇보다 먼저 긴급한 한반도 평화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 그리

고 관련국 정부에 즉각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로

운 미래를 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핵능력 증대활동에 반대합니다. 

핵무기는 비인도적 무기이며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모든 시도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반도비

핵화선언은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약속도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모든 군사계획 역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주를 군사화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미사일 군비경쟁에 

반대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 기술 혹은 요격기술로 이용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1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특별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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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제재 일변도의 대응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는 불가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이 제재는 대량살상무기 제재의 목적에 한정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재의 목적

을 넘어서는 포괄적 봉쇄는 그 나라 주민들의 생존권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제재가 오히려 권

위주의 권력의 기반만 강화시켰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그간의 제재는 그다지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했습

니다. 협상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적어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압박과 봉쇄에 

치중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보유고가 늘어났고 장거리 로켓의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무장 논리만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체제붕괴 같은 주관적 기대를 품거나 혹은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자극적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

하거나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 등을 공공연하게 연습하는 것은 핵문제 해결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정치군사

적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정치공세와 대규모 무력시위는 ‘북한의 핵포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도리어 주변국과의 갈등만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북한을 ‘불량

국가’로 규정하여 북한과의 핵 선제공격 배제(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무력시위로 상대

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이 북한의 핵 무장론에 빌미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해소와 북한 핵-로켓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남북 간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전쟁국면에서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는 사소한 갈등이 국지전으로, 국

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남과 북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나 한반도 핵 위기를 해결할 해법에 대해 논의

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을 차단해서는 안됩니다. 제재가 북한주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

재국면일수록 인도적 지원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1. 북한체제 붕괴를 전제로 하는 군사·정치 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주변국의 정책이 북한체제의 직접적인 붕괴를 추구할 경우 상대는 협상이나 대화보다 오히려 핵무장 등 군사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서해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군사훈련은 핵 투발수단을 앞세운 군사적 점령, 북한 지도부에 대

한 타격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주의를 증폭시키는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1.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대북 봉쇄와 제재는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북한에게 핵무장의 변명거리만 제공해왔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일

부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 과제로 하는 협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성명의 정신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 주장도,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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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두 한반도 위기 해소에는 관심이 없는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해결과

제로 하는 협상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능력의 상호동결이 먼저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정세에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던 2013년의 남북간 

합의를 철썩 같이 믿었던 이들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조치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선언의 마지막 보

루이자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특히 수도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완화할 중요한 완충장치입니다. 

정부는 국제기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로켓개발에 전용된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해야 합니다. 

1.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배치는 남한이 미-중, 미-러 간의 전략무기 경쟁의 전장이 되는 위험한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만이 아니

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나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위기가 가파르게 고조된 지금이야말로 평

화를 말하고 평화를 위해 대화할 적기입니다. 제재와 봉쇄를 넘어 진정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것을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고, 지금 바로 ‘평화’를 얘기합시다!” 

2016. 3. 21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초청인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전 원불교 은덕문화원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전 여성부장관), 인명진(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최병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신호(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 정현백(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의회 상임의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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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前文)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 구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

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지원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대북지원은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서 남과 북의 주민 사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화해

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평화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대북지원 사업을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을 핵심적 가치로 하

여 수행할 것을 선언한다. 이는 긴급구호 또는 개발지원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편

적 규범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는 한편, 우리의 지원현장인 북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북지원 과정에

서 지원 단체들이 준수해야 할 공동행동규범을 마련하였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행동규범’(이하 북민협 행동규범)은 지원 단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

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북민협 행동규범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을 모두 이해하

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대북지원의 후원자 및 수혜

자, 남북한 당국에게도 북민협 행동규범의 정신 및 핵심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력을 적극적

으로 구하고자 한다.

제1조 (목적)

북민협 행동규범은 대북지원이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며, 대북지원 단체들의 책무성을 강화

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남과 북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행동규범

12. 북민협 공동행동규범

[북민협] 행동규범 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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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북지원의 원칙)

1.  인도적 명령 우선

	 	우리의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실현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에서든지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중립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특정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나	수용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독립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지원	단체의	자체적인	정책과	동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과	북의	어떠한	정부정책과	연계되거나	또는	정

책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수립한	정책과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대북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4. 지속가능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북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사업의	전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	

당국의	역량	구축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5. 인간존엄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을	존엄한	인간으

로	인식하며	그들의	가치,	역사,	종교	및	문화를	존중한다.

제3조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뢰보호)

대북지원	단체는	법과	윤리에	근거하여	남과	북의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의 의무)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사업을	자신들의	영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지원	사업이	실질적이고도	지

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대북지원 사업의 수행지침)

1.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체들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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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사업의	실시기준

	 2.1	수혜자	우선

	 대북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2	지원에	있어	차별금지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신념, 종교, 성별 및 연령, 사회적 계층, 거주지역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3	재원사용의	투명성

 대북지원을 위해 조성된 재원은 공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지원 사업계획의 본질적 목적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지원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추진 단

계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여부 및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안전	확보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와 파견 인력들의 신변 및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대북지원의	효율성	제고)

1.		활동상황의	공개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된 활동상황은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북한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활동정보의	공유

  대북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을 통해 획득한 현지상황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대북지원 단체 

상호간에 공유해야 한다.

3.		상호협력

  대북지원 단체는 정보부족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다른 단체와의 마찰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잠재적 

마찰의 당사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중재ㆍ조정 등의 절차를 통한 갈등 해소와 상호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제7조	(재무회계	및	감사)

1.		재무회계의	원칙

 대북지원 단체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회계장부

 대북지원 단체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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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및 결산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사업의	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에	따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사업수행의	회계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감사

	 	대북지원	단체는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는	당해	단

체의	연도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법령 및 윤리규범의 준수)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남과	북의	법령을	준수하고,	남과	북의	고유한	관습과	윤리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북민협 행동규범의 공개와 수락)

북민협	행동규범은	대북지원을	하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수락을	받기	위해	공개된다.	북민협	행동규범

을	수락한	대북지원	단체는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북민협	행동규범의	수락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북민협 행동규범의 이행)

1.  북민협 행동규범 이행결과보고서

	 	대북지원	단체는	북민협	행동규범의	이행과	관련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북민협 행동규범 이행 감시

	 	대북지원	단체는	북민협	행동규범을	위반한	단체를	그	내용을	특정해서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북민

협	정관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위반 시 제재

	 북민협	행동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단체에	대해서는	북민협	정관	규정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다.

제11조 (북민협 행동규범의 관리사무)

북민협	행동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사무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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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존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인간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 그리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인도적 대북지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성격과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진행되어 

오기도 했다. 인도적 대북지원 자체가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의 주요한 쟁점으로 되었으며 정부 정책의 종속 변

수로 그 위상이 전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남북간 정치상황에 좌우되는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보편적 원칙과도 거리가 먼 것

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양 정책이 노정한 취

약점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운동을 펼쳐온 종교계와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 분야

를 대표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 여성계, 학계 및 보건의료계에서는 아래 제안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

회 협약”에 서명하고 향후 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1. 인도적 대북지원의 범위 

   인도적 대북지원은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 구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발지원을 모두 포괄한다. 

2. 인도적 대북지원의 원칙

1)  인도적 명령 우선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시기, 대상,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 협약

1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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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립성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이나	종교의	차이에	상관없이	인도적	필요	그	자체에	기반하여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독립성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과	북의	어떠한	정부	정책과	연계되거나	또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당국간	회담이

나	이산가족	상봉	등	정부	정책추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엄격히	구분해서	진행한다.	

4)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적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을	넘어	북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사업의	전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협약의 내용 

1)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정기성과 정량성의 원칙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되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의	대북지원은	정기성과	정량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2)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등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제도화한다.  

	 •	정부는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3)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	종교계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정부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규제해서는	안되며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확대되기	위해	적극적으

로	장려해야	한다.	

4)  인도적 대북지원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  

	 •		대북지원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북지원을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	추진	원칙,	정책	목표,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	

	 •	대북지원에	대한	절차와	지원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5)   각 정당 및 시민사회,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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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한다.  

4. 부 칙 

위의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 2013년 상반기 중으로 (가칭)‘인도적 대북지원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 

1) 위원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의 품목과 양, 시기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협의한다.  

2) 위원회는 대북지원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그 원칙과 수준에 대해 협의한다. 

3) 위원회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4) 위원회는 협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정부 해당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2013년  1월 16일 

종교계, 시민사회, 여성계, 보건의료계, 대북지원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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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서명자 대표

개신교

김영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경조 (대한성공회 대주교) 

홍정길 (목사, 남북나눔운동 회장)

박형규 (목사, 전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성희 (목사, 새누리좋은사람들 이사장)

천주교

이은형 (신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오용호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훈일 (신부,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대북지원분과 대표)

장현준 (신부,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정세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본부장)

불교

지    홍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    안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무    원 (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부장)

영    담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법    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김홍선 (원불교 교화부원장)

정인성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장) 

이범창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김영욱 (천도교 종의원 의장) 

김재완 (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대북지원 민간단체

인명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정정섭 (기아대책 회장)

김창명 (굿피플 회장)

이윤상 (나눔인터내셔날 대표)

권근술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최병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이세중 (평화의 숲 이사장)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신명자 (평화3000 이사장)  

박성민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시민사회, 여성계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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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지원 NGO로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민족화해와 한민족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평화 NGO로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남북통합 NGO로서 한반도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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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상징물은 두 사람이 마주보며 포옹하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몸은 하나로 합쳐져 한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징물은 신구대학교 추응식 교수께서 도안해 주셨고, 상징에 담긴 글자는 故 신영복 선생님이 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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