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연중

총사업비
(백만원)

미정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10%

추진부서
(협조부서)

총무과
담 당 자
(연 락 처)

김찬섭

(5233)

 최종목표

m 온성과 남북교류사업 완료

m 북한과 상호 교류 체제 구축

 추진개요

m (사업기간) 2018. 8. ~ 사업 완료 시

m (주요내용) 물품 지원사업 또는 인적 교류사업(문화교류, 기술지원 등)

    ※ 북측 및 중개단체*와 논의 후 사업 내용 확정

m (사업절차)

사업구상

(해남군)
→

사업논의

(해남군․중개단체)
→

북한주민접촉승인

(통일부)
→

사업 구체화 및 추진

(해남군․중개단체․북측)

* 중개단체 현황

- (사)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이사장: 최현열)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민족화해․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998년 창립한 사단법인, 2008․2014년 해남군과 함께 대북 고구마 지원
사업 추진

-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상임고문: 전라남도지사

․ 지방주체의 남북교류사업을 통한 민족화해협력운동 확대․발전을 위해
2003년 창립한 사단법인,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빵 공장 지원사업,
남포산원 외래병동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

1-1-4   최남단 해남과 최북단 북한 온성 간 교류협력 추진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 계획수립 위원회구성 2회 2회 2회
실적 계획수립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분기) 추진실적 비고

2018

○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관련 동향 파악

 - UN안보리 제재 완화 여부 및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예: 북한 석탄 반입 의혹 사건, 이산가족 상봉) 등 지속 확인

○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중개단체 협의

 - 일시: 2018. 12. 11.(화)

 - 방문단체: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 주요내용

   • 북측과 지자체간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북측은 인도적 지원 지양, 개발협력사업 선호

   • 농업 현대화, 역사 관련 등 북측이 선호하는 사업 검토 필요

 이후 추진계획

연도(분기) 추진계획 비고

2019
~2022

○ 남북교류사업 추진 대비 해남군 조례 정비

  ※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남북교류를 위한 독창적 사업 발굴 추진

 - 부서별 남북교류 협력 사업 제안 발굴: 2019. 3월한

○ 중개단체를 통해 북측에 사업 건의 추진



 문제점 및 대책

   m UN 안보리 제재 등 국제 정세에 따라 추진 가능

   m 북측에서 우리군과 교류사업 확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 정비 및 중개단체 지속 교류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기대효과

   m 한반도 최남단 해남과 최북단 온성의 상호 교류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남․북 평화 체계 구축 기여

   m 지역 특산물 및 농업기술 등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