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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평화포럼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연구원에서 운영하였던 “서해평화정책
포럼”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2019년 5월부터 “서해평화포럼”으로 재창립하
였으며, 이후 2020년 1월 “황해평화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인 인천연구
원의 정책 사업입니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관련 연구의 집적과 도약을 추구
했던 기존 포럼의 방향을 이어나가는 한편, 연구 및 정책 분야를 ▲한반도 신경제
구현을 위한 평화경제협력 ▲남북 역사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평화교육인문 ▲접
경지역 및 서해5도 환경개선 및 시민 참여의 평화접경생태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
습니다.

아울러 일부 학자만 참여하는 닫힌 연구가 아닌, 보다 개방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지
향하여 학계는 물론 관계기관과 시민사회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사구시적 토
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출범 이후, 각 정책 분야별 분과회의 및 성과 확산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내외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 황해평화포럼」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인천시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 학
자 및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2021 황해평화포럼」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 황해평화포럼은 10월 15일(금) 「2021 황해평
화포럼」을 개최합니다.

「2021 황해평화포럼」은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인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환서해ㆍ환동해 지자체 출연 연
구원, 국제기구, 국내외 학자 및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천 접경수역에서의 평화지대 조성을 위
한 인천의 역할을 모색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국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중심지역인 인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전문가들 간에 황해 평화에 대한 성찰적 논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황해에서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국내외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
련하였습니다.

「2021 황해평화포럼」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인천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
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인천연구원 황해평화포럼 대표 이 용 식

「2021 황해평화포럼」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2021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김연
철 전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국
내외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 준비를 위
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과 황
해평화포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찾아왔던 평화의 바람을 ‘평
화의 바다, 황해’로 키워내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것이 황해평화포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 없이 멈춰 선 남북관계와 코로나19라는 악조건까지 더해져 우리
역시 잠시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평화포럼을 이끌고 계신 여러
분께서는 ‘반드시 평화는 온다’는 믿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출렁이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분과회의와 세미나, 학술회의 등을 활발하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왔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이들에게 평화란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
다. 우리가 준비를 지속하는 이상, 반드시 평화는 올 것입니다. ‘평화’라는 우리의 최종 목
적지를 잊지 않고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인천이 앞장서겠습니다.

서해5도와 한강하구를 품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인천에게 있어 평화가 곧 안보이며
시민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내딛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항상 한반도 평화
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인
천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 정책을 추진하며 한 발 한 발 평화를 향해 나
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평화의 시기에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내딛었던 발걸음이
큰 빛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천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황해평화포럼을 통해 모아진 의견과 제언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인천이
해야 할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데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2021 황해평화포럼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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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입니다.
2021 황해평화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포럼을 마련해주신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 이용
식 인천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축하 말씀 해주
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과 기조연설을 하시는 김연
철 전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평화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지방정부로서 한반도 평화 정
착을 위해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각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장입니다. 평
화도시 인천광역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정체된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주도하고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평화
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지자체 남북협력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지자체 세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었고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
금, 상호 협력적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특별위
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도 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기조발제를 해주실 고경빈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며, 대
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번 포럼에서 인천광역시가 황해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
고, 다양한 주체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준비하는 내실 있는 자
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의회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걸맞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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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장관

「2021 황해평화포럼」
기조 강연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접경 수역의 평화지대화와 인천의 역할
1. 한반도 평화협력과 접경의 중요성
한반도에서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복잡하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여년이 다가오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종전이 아니라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비무장지대의 유해는 집으로 돌아
가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 중이고, 평화 프로세스도 멈추어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
고 있으며, 남북한은 군비경쟁에 돌입했다. 군사 분야의 미중 전략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이중적 군비경쟁이 평화의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
다. 주먹을 쥐고 악수를 할 수 없듯이, 군비경쟁의 시대에 평화의 길은 멀어졌다.
평화의 꽃은 분쟁의 땅에서 핀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이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하는 시작은 접경이다. 한반도의 접경은 육상에서는 비무장지대가
동에서 서로 펼쳐져 있고, 해상에서는 한강하구를 포함하는 서해가 있다. 비무장지대
의 평화적 이용과 서해의 평화 정착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
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9.19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지난 30년 동안 여러 번의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행은 여전히 초보적이
고, 남북관계의 교착이나 악화의 영향을 받아 자주 멈추었다.
접경은 이중적이다. 분쟁의 시기에는 대결의 공간이지만, 협력의 시기에는 협력의 공
간이다. 접경에 꽃이 피면 평화가 온다. 접경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을 만들면, 한반도
의 평화도 지속 가능해진다. 한반도의 접경은 환경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고, 역사 문
화적으로 기억의 공간이며,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공간이다.
접경 협력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쩌면 산 하나가 아니라 산맥을 넘어야 한
다.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보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다시 교착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접경 협력은 대결에서 평화로 전환하는 길목에 있고, 당
장은 어려워도 이행의 계획을 준비할 때다.

2. 서해평화협력의 중요성
서해는 한국 전쟁 이후 오랫동안 냉전의 바다, 군사적 충돌의 바다였다.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서해를 평화의 바다, 공동번영의 바다로 만들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의
이행은 지속하지 못했다. 물론 당시 준비했던 공동어로, 해상 평화공원과 비무장 수역,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바닷길에 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2007년 10.4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서해는 다시 냉전
의 바다, 군사 충돌의 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서해는 이념의
바다, 정쟁의 바다로 변하기도 했다. 서해를 바라보는 인식은 후퇴하고 정체했으며, 이
념적이고 정파적이다.

평화는 이념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다. 서해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념을 앞세우지 말아
야 한다. 서해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바다로 만들자는 구상은 기존의 해상경계선, 즉
북방한계선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합의했지만, 기존 관할 수역을 존중하면서 평화와 경제를 선순환하고자 하는 접근법이
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서 평화의 바다를 만들겠다
는 구상이다.

공동어로 수역은 바다의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공동어로 수역 논의에서 북방한
계선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해상경계선 문
제를 직선이 아니라 점선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남북 어부들의 협력이 가능해진다. 연
평도 앞바다가 충돌의 바다가 된 이유는 그곳이 바로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해양 평
화공원은 물범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수역을 공동 조사하고, 공동 보존해 나가자
는 구상이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추진했던 홍해 해양 평화공원의 사례에서, 많은 시
사점을 얻었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스 비벤디(잠정협정)의 지혜가 필
요하다.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남북관계도 풀리고 서해의 평화 정착도 이행할 수
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해의 평화정착으로 신뢰를 만들면, 큰 틀에서의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실
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서해는 역설의 공간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3. 접경 수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원칙
접경 수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평화경제의 지혜다. 평화가 와야 협력할 수 있고, 협력을 해야 평화를 제도화
할 수 있다. 남북 모두 접경의 평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번 합의
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교착이 길어지면 접경에서 불신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
돌의 가능성이 커진다. 2018년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화살머리 고지의 유
해 발굴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 국면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나아가 남북
관계가 악화하면서 공동발굴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한강하구는 공동관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길고 긴 국경분쟁
을 마무리하고, 분쟁의 땅이었던 아무르/흑룡강의 몇 개 섬을 공동관리 하고 있는 경험
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아무르/흑룡강의 합수지점에 있는 볼쇼이 우수리스크/헤이샤쯔
섬은 과거 중소분쟁의 전쟁터였지만, 지금은 교류와 평화의 섬으로 다시 태어났다.

냉전의 바다였던 서해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경제의 지
혜가 필요하다. 서해가 열리면 인천, 경기도, 서울도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평화경제 구
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 환황해 경제권 구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해의 평화정착은 매
우 중요하다.

둘째, 녹색 협력의 중요성이다. 남북한의 접경 수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열린 하
구인 한강하구를 포함한다. 한강하구는 해양과 육상을 연결하는 생태 공간이며, 특히
서해와 이어지는 접경 수역은 다양한 해양 어류가 태어나고 자라는 생명의 공간이다.
또한 한반도 전체 갯벌의 26%를 차지할 정도의 넓은 갯벌과 내륙습지, 그리고 하구형
갯벌이 펼쳐져 있다.
서해안 접경지역이 지닌 생태환경의 가치는 중요하다. 한강하구와 서해 평화협력 구상
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녹색이어야 하며, 그래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
다. 녹색 협력을 위해서는 서해 연안 접경지역에 대한 남북공동의 생태환경 조사가 필
요하다.

접경수역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유네스코(UNESCO)와 협력하여 접경생물
권보전지역(Transfrontier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의 경우 골재채취는 생태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선시하여 엄격히 제한
하고, 해운과 관광용 선박 왕래를 위한 준설도 하구의 생태환경을 평가해서 신중하면
서도 제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사 문화적인 중요성이다. 서해 접경지역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가 중국과 교
류하기 위한 거점지역이었으며, 고려의 벽란도는 세계와 교류한 창구였다. 한강하구에
서 황해남도 연안과 백령도에 걸친 지역은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결되어 있다. 서해가
평화의 바다로 변하면, 심청전의 무대인 백령도 앞바다의 인당수에서 장산곶까지 역사
문화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 최근 양안 관계의 악화로 상황이 변했지만, 샤먼 건너
편의 진먼은 과거 냉전의 섬에서 교류의 공간으로 변했고, 냉전 시대의 대립을 상징하
는 장소들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다.

4. 인천의 역할
남북교류와 협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남
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을 개정했다.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으로 민간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만, 제도변화는
중요하다. 다시 교류가 재개되는 상황이 오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접경 수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가 풀려야 하겠지만, 교착국면에서도 가능한 공간의 환경생태 조사를 비롯해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해와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인천, 경기도,
서울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독일 통일과정에서 도시교류의 경험은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했다. 인
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황해도와의 복합물류 구상,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역사문화의
공동이용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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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〇 발표 1 : 서해 접경수역에서의 남북한 항만물류 협력
-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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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균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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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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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토론 1 : 접경수역 남북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군사분야 이슈
- 김도선 (환경복지연구소장)
···························· 333
〇 토론 2 : 서해 남북접경수역의 공동이용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
- 롤랜드 윌슨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분쟁분석해결학과 주임교수)
〇 토론 3 : 서해5도 수역의 평화체제 구축
-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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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지자체 세션)

해양 지자체 남북협력
정책방향과 과제
09:00 ~ 12:00 / Grand Ballroom

좌장
박제훈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현) (사)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장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대 학장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기조발제
고경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사)평화재단 연구위원회 위원장
전)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통일부 정책실장, 사회문화교류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대변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남측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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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조성택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Sungtaek Cho, Do Won Kwak, Hongshik Lee, 2020, “Participation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Its Impact on
Productivity:South Korean Textile Firms' Experiences”, Japan and
the World Economy.
- 조성택, 이우준, 2020, “AI 기반 원자재가격 예측정보서비스 도입이
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성장연구.
- 김동수, 조성택, 심순형, 2020, “가족친화인증제도가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통상연구.
- 조성택, 2019,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오염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국과 ASEAN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 조성택, 2018, “달라이라마 방문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경제연구.
- 조성택, 임동민, 2018,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및 고용 파급효과 분석”,
경제발전연구.
- 조성택, 2018, “생산성이 기업의 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지역연구.
- 조성택, 이홍식, 2018, “세계투입산출표(WIOT)를 이용한 남북한
수출입전환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 조성택, 2017, “글로벌 아웃소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
국제지역연구.
- 조성택, 2017, “환경성과가 기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7,
환경정책연구.
- 박순찬, 이홍식, 조성택, 2017,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 조성택, 2016, “정부 R&D 투자 효율화 방안 연구”, 미래성장연구.
- 조성택, 김혁황, 2016, “The Effect of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on North Korea-China Trade”, 국제지역연구.
- 김찬복, 조성택, 2015, “한․ASEAN FTA 협정이 수산부문에 미친 영향 :
한국-베트남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 조성택, 2018,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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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홍원표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현)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전) 충남연구원 기회조정과장
충남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 미래연구팀장
서울연구원(전략연구센터) 초빙부연구위원
- 「지방외교3.0」(2016, 충남연구원)
- 「충남의 환황해 이니셔티브」(2018, 충남연구원).
- 「충남의 미래 2040: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2016, 공저,
그물코출판사)
- 「충남의 미래 2040: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2018, 공저,
그물코출판사)

발표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위원
현)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위원
전) 한양대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연구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북연구원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센터장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9.10 ~ 2021.6, 전라북도
-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변경) 수립 연구 : 지역연구부문, 2020.
6 ~ 2021.4, 충북연구원
- 새만금 투자유치 타깃기업 및 앵커기업 유치 방안, 2019.2 ~
2019.6, 전북연구원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2018.1 ~ 2018.
6, 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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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김만호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 연구위원
현)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전) (재)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연구원
전남대학교 사학과 강의교수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의교수
- 역사속 호남 이미지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광주전남연구원
정책과제, 2018)

- 인문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광주전남연구원 정책과제,
2019)

- 전라남도 기록원 설립 방안 연구(전라남도, 2020)

- 영산강유역 마한고대문화권 사업의 현황과 과제(전라남도, 2020)

-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연구(전라남도,
2020)

- 전남 마을아카이브 구축 방안(광주전남연구원 정책과제, 2020)

- 영산강유역 마한유적 활용방안 연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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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문인철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현)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19기)
전) 서울연구원 서울-평양올림픽연구센터 센터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2021, 공저)
-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를 보는 12가지 시선』(2021, 공저)
- 『마음 속 분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2021, 공저)
-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2021, 공저)
-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2020, 공저)
-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방안』(2020, 공저)
-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2020, 공저)
- 『서울시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방안』(2019)
-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2019)
-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
연구』(2019)
- 『한반도 평화의 국제정치학』(2018, 공저)
-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전망이론을 통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향』(2018, 공저)
-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적 활용을 위한 접근 방향 연구”(2020)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2020)
- “북한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서울시 대북 경제협력 방향”(2020)
- “EU의 대북정책 실행과 한계에 관한 연구”(2019)
-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인지심리학적 의미”(2018)
- “북한 정권의 도로교통안전 관점 변화 연구, 1945~20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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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남근우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현)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위원(서기관)
(통일부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교역지원실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상명대, 서원대, 한국체육대, 한양대 강사
- 서해5도 평화자산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2021, 인천연구원)
- 북한 문헌 분석을 통해 본 인천시 남북협력 정책 방향 연구(2021,
인천연구원)
- 인천시 남북평화협력 거점지역 육성 기본구상(2021, 인천연구원)
- 인천시의 북한도시 협력방안 기본구상(2020, 인천연구원)
- 2020 인천광역시 평화ㆍ통일인식 조사(2020, 인천연구원)
- 남북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위한 북한의 거래 관행 연구(2020,
인천연구원)
-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안보ㆍ평화자원 활용방안(2020,
인천연구원)
- 남북 평화협력시대 평화도시 인천 비전 및 전략연구(2019,
인천연구원, 공동)
- 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대북투자(2017, 통일정책연구)
- 북한의 대외무역 패턴변화와 대남교역(2017, 북한학보)
- 북한의 권력과 복종의 정치에 대한 소고(2016, 아태연구)
- 신(新)남북교역체계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2016, 통일문제연구)
- 북한의 위기상황과 안정화 방안(2015, 북한연구학회보)
- 북한영화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회주의도덕의 약화와
현실지속성(2014, 아태연구)
-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2014, 통일인문학)
- 재일동포사회의 세대별 자기인식에 관한 연구(2014, 동서연구)
- 동북아에서 정체성의 정치와 문화갈등(2013, 평화학연구)
- 한민족의 문화갈등 구조(2012, 평화학연구)
- 한민족의 준-종족화와 문화 분절화(2012, 국제정치연구)
- 재일동포사회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2011, 국제정치논총)
- 북한 노동문화의 형성과 균열에 관한 연구(2010, 국제정치논총)
- 북한 귀국사업의 재조명(2010, 한국정치학회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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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강영훈  울산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실장
울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동북아 오일가스허브사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글로벌 에너지비즈니스센터 설립방안 연구
- 동남권 발전 종합계획
- 미래자동차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방안
- 울산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발표
권태상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현)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시간강사
- 공유자원문제와 사회주의모델의 교훈-북한의 담당림사례” , 2013.
『북한학연구』9(2), 공저
- “북한의 남한”촛불집회“인식과 보도연구-2002년, 2008년 사례를
중심으로”, 2015, 『북한학연구』11(2), 공저
- “해방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노선 논쟁연구: 전후 급진적 사회주의
이행의 기원”, 2017, 『북한학연구』13(1), 단독
- “북한의 농업협동화시기 국가-마을 관계연구”, 2017, 『통일문제연구』29(2),
단독
- “한국전쟁기 북한의 국가-마을관계 연구”, 2018, 『평화학연구』, 19(3),
단독
- 「부산의 남북경제협력 대응방안연구」(부산: 부산연구원, 2019) 공저
- 「부산의 특화분야별 지식·인적 남북교류 프로그램 개발연구」(부산:
부산연구원, 2020) 공저
- 「부산의 남북협력도시 선정 및 협력방안」(부산: 부산연구원, 2021) 공저

- 9 -

발표
황교욱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장
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이사
- 지방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비교연구: 거버넌스 전담기구의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2018, 통일문제연구)
- 지방의 남북교류협력 변화과정 연구(2016, 인제대 박사학위논문)
- 지방 남북교류협력의 태동 요인과 민관협력 양상: 1998~2000년
강원도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2015, 지방행정연구)

발표
양

철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중국인민대학교 국제에너지환경전략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양철 외(2020), “비대면 경제와 중국의 에너지·전력믹스 전환”,
『중국지식네트워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현대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성균중국연구소(2020), 『인공지능 시대 중국의 혁신』, 지식공작소
- 성균중국연구소(2019), 『한반도 평화와 중국』, 지식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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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박찬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지원부장
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지원부장
전)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간사/차장

토론
김두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전) 인천광역시 시민정책담당관 시민정책팀장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남북협력정책팀장
인천광역시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장

토론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농업개발분야 :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사업
산림협력분야 : 개풍양묘장 현대화사업
방역보건분야 :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 11 -

≫ 기조발제

지방자치단체와 남북교류협력,
의미와 과제

고 경 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장

[기조발제] 지방자체단체와 남북교류협력, 의미와 과제

지방자치와 남북교류협력은 쌍둥이 형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되었습니다.

제헌헌법에 근거를 두고 6.25 와중에도 지방의회선거를 치루며 착수한 우리의 지방자
치는 5.16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유신헌법으로 그 실시시기를 통일이후로 미
루는 등 30여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을 이루고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1991년에 지방
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부와 제4·5공화국 등 그 후계 권위주의 정부가 중단시킨 지방자치가 우여
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민주화를 통해 부활하여 제6공화국에서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6공화국은 그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분단 이래 금기시해
왔던 남북교류협력의 문도 열었습니다.
제6공화국 초대 대통령(노태우)은 북한과 평화 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 평
화통일을 추구한다는 7.7선언(1988년)을 천명하여 대북정책을 크게 전환하였고 남북
교류협력법(1990년)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과 법제도는 이후 보수와 진보 정당 사이를 오가는 정권교체와 남북
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제6공화국의 역대 정부가 기본적 방향에서 계승해 오고 있
습니다.
제6공화국 이전에도 남북회담이나 남북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에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이 모두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반 국민의 참여
는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남북교류협력 시도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보안
법에 의해 반국가행위로 처벌되기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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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치행위 차원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일반 국민도 법
적인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북한을 방문하거나 남북교류협
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독점하던 남북관계에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해진 것은 역시 민주화 운
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남북교류협력은 참여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확장한 민주화의 쌍둥이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의미
남북교류협력도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행되어 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전성기는 2000년과 2007년 즉 두 번의 정상회담 사이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다양한 경협사업과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왕래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2007년에는 매달 1억 달러의 남북교역이 이루어졌고, 매달 우리 국민 1만 명이 이런
저런 목적으로 방북하였습니다. 매달 3만 명이 금강산을 관광한 숫자는 제외한 것입니
다. 연간 자동차 20만 대, 선박 1만 척, 항공기 150 대가 남북을 왕래했습니다.
연간 무역 30억 달러, 방문 외국인 10만 명인 북한의 형편은 물론이고, 매달 대외무
역과 해외여행 규모가 600억 달러와 100만 명이었던 당시 우리 사정에 비추어도 이
는 제법 의미 있는 규모로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 바다모래가 수도권 수요의 50%를 충당하고, 북한산 반입물품의 25%를 차지하
는 조개는 국내시장에서 인기를 얻어 관광지 식당가는 물론 도심에도 북한산 조개구이
전문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났었습니다.

인천항과 남포항, 부산항과 나진항 사이에는 정기항로가 개설되었고 부산과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선수단은 타고 내려온 선박을 숙소로 사용하며 항구에
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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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고 북한은 우리의 유럽행 항공기가
더 짧은 항로를 이용하도록 하늘을 개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했습니다. 강원도는 연어의 회귀본능을 이용한 협
력 사업을 진행했고, 제주도의 대북감귤 지원 사업은 도민들의 전폭적 참여로 추진했
던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북한과 접경을 이루는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은 각별했
고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본격추진에 나서자 지금은 전국 모든 광역단체는 물론 일부
기초단체에도 담당부서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 특성과 환경, 북한과의 역사적 문화적 연고, 경제적 지리적 연
계의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구상되고 추진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긴장구조의 압도적 제약 아래에서 아직은 성과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그 성격상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에 기여하는 중
요한 계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이념이나 외교안보라는 거대담론으로 다루어지던 남북교류협력을 우리 주
변의 일상적 문제로 마주치게 함으로써 생활담론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추진하는 풀뿌리 평화통일 노력인 것입니다.
남북의 중앙정부는 존재론적으로 상호 배타적입니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를 주장
하는 중앙정부간의 관계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묘하고 민감합니다. 남북기본합
의서(1992년)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서 잠정적으로 설정된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평화공존에 합의했지만 각자의 정통성
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통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게 하는 남북교류협
력은 남북갈등 이전에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어 국내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결말지을
수 없는 거대담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이러한 소모적인 거대담론의 함정을 벗어나서 생활담
론의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사이는 정부의 존립기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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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려고 하지만 지방정부 사이에는 그러한 관계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와 남북교류협력은 모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통해 발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남북교류협력의 성장은 한편으로 이에 참여하는 일반국민들의 자유
와 권리를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는 해외여행을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
나 해외여행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매달 수백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지금 우리는 해
외여행을 특권이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도
그리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지방자지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극복해야 할 한계와 과제도 많습니다.
첫째, 파트너가 될 북한의 지방정부가 자율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는커녕 기
본적인 민주주의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당의 획일적 통제아래 있는 북한의 지방정부와 교류하려면 먼저 북한의 중앙당국
과 협의를 하고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나
서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을 성
사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본 것입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준비했던 것이고
양적인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인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둘째, 우리도 남북교류협력을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적인 대북교류에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의 역할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지방산업, 지역문화가 행정
구역과 국경을 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을 중앙정부가 전담하거나 독점할 수
없듯이 남북교류협력을 거대담론이 아닌 생활담론의 수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확장으로 이해한다면 남북교류협력이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기성의 관
념에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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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반 주민사이에 만연된 남북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거대담론을 실용적인 생활담론
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개인이 나름 확립한 정치 관념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이념적 태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합니다.
과거 남북교류협력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었고 지금 오랫동안 중단되어 우리 현실과 동
떨어진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금강산 사업을 필두로 남북교류협력이 차례로 중단된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최후보루였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도 5년이 됩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의 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고문에 지쳐가는 한편, 과거 남북교류협력 전성기에 체험
한 사회적 활기나 그 잠재력에 대한 실재적 현실감각을 되살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에 들였던 노력과 비용이 허사였고 낭비였기에 또
다시 힘들여 추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무용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생활담론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이러한 무용론은 가장 큰 장애물입니
다. 그리고 이러한 무용론은 대개는 편향되거나 피상적 생각과 이념에 근거한 관념론
입니다. 소모적 거대담론의 부작용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근거를 두거나 이것을 제대로 반영한 판단이 아닙니다.
북한산 모래나 조개의 반입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었던 사업입니다. 초기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였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도 10년 이상 투자회수를 했고 하필 손
익분기점 통과시점에 중단되었습니다.
만족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남북협력이 꼭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말라
리아 방역과 남북공유하천 관리 사업 등이 있었으며. 긴장의 서해바다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수익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금도 여전히 간절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이 표류하고 중단되어 있다고 해서 낭비이며 헛수고라는 판단은 우리의
경험과 필요에 비추어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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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북한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는데 나서는 어려움과 장애물은 많습니다. 남북 적대관계가 엄존
하는 상황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남북의 제도관
습 차이, 북한의 폐쇄성과 불투명성, 북한 내부 산업 인프라와 정보 부족 등이 대표적
입니다.
북한 리스크는 이런 것을 포괄해 말합니다. 남북교류협력 현장에서는 사업추진 환경의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어떻게 믿고 사
업 하느냐는 하는 것이지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 중단으로 손해
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리스크를 모르고 남북교류협력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정부가 지고 시작한 것이지요.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장의 지평에서 보면 북한의 대남도발이나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
리스크는 언제나 상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5.24 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 모두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 조치입
니다. 과거 서해교전 때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남북교역이 천안함 사건으로 중단되었
고,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도 운영을 하던 개성공단이 4번째 핵실험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의 실패를 북한 리스크 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
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기업의 원망이 북한이 아니라 주로 우리 정부에게로
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남북 적대관계가 해소되었기에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거나 북한이 핵을 포기했기 때문
에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은 북한 리스크가 해소되어서가 아니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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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이 추진되더라도 북한 리스크가 즉각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
다. 북한 리스크의 존재를 전제로 북한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추진한다는 것이 7.7
선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기반위에 비전을 담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생활담론을 형성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탄탄한 준비가 없이 남북교류협력 붐을 타고 즉
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상당수였습니다. 더러는 주민참여의 과정이 미흡하거나 주민
의 시각에서 생활담론으로 받아들이기 애매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업은
남북교류 현장에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에서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실패는 성공보다 유용한 교훈이 된다고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과거 경험과 시행착오
는 새 출발의 중요한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정부기관과 현장실무
가, 전문연구가 사이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황해평화포럼>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진전을 이루고, 한편으로 거대담론에 질식된 기성의 남북교류협력 논의가 생활담론 수
준에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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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성과

조 성 택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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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1.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성과
1).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
- 대북전단 살포방지 선제적 대응 및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통해 안
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베트남 고엽
제 피해자 지원 등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분위기 확산 주도 및 국제적 위상 제고
2) 평화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추진 중, 아
울러 개성공단 재개선언 공감대 확산 및 도내 입주기업 판로 지원
-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2020~2024) 및 평화통일교육단체 등 지원(15개 단체)과 함께
도내 초‧중‧고 학생 평화통일교육 지원 및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추진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상담서비스 제공,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3) DMZ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 및 국제적 명소화
- 軍 대체시설(캠프그리브스, 마정중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운
영, 또한 DMZ 아트하우스(연천) 조성과 지역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및 관광서비스
교육 기획ㆍ운영 중 이를 통해 DMZ 일원의 생태･역사･문화를 반영한 거점시설을 마련
-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내 공연장과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를 조성하였고 도라산평화공원내
태풍전망대 개선, 전시관 리뉴얼, 남북정상회담 도보다리 코스 재현 등 DMZ의 가치와 평
화적 활용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
2. 향후 경기도 평화통일정책 추진계획
-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남북관계 개선 등 급격한 정세변화 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
북교류협력기금 확충 등 사전 준비 철저
- 북한농촌지역에 안전한 돼지고기 공급을 위한 자동화 양돈장 지원 사업 추진
-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분야의 용역·포럼․토론회 등 추진(한강하구 포구복원 및 보행교량
기본계획」 수립 중(’20.12 ~ ’21.10))
- 평화(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추진 및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입주기업 지원
- 민간 평화통일교육단체 지원 강화를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소통 화합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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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홍 원 표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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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충남은 대북 교류협력 조례(2011)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늦게 제정하는 등 대북 교류협력에 관
한 사회적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다. 그런데 2019년 충남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을 받으면서 충남의 남북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최근 북·미 관계 및 남·북 관계 교착 여건 속에서 충남의 남북협력은 직접적인 교류·협력은 중
지된 상황에서 관련 제도 구비 및 내실화 정책을 다지는데 치중하고 있다.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충
남 거주 새터민 지원 정책을 다듬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2018년 이래
남북경협 및 북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충남의
남북경협 전략 연구」(충남연구원, 2018), 「충남 남북경협전략 기초 연구(1) 사회주의경제와의 경
협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충남연구원, 2019), 「충남 남북경협 기초 연구: 북한지역 연구-개성을
중심으로」(충남연구원, 2020),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충청남도의회, 2020)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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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3

전라북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김 재 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 연구위원

「2021 황해평화포럼」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인천의 역할

발표 요약
전라북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추진체계 등을 살펴보고, 최
근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주요 사업을 제시와 함께 타지자체와의 협력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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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4

전라남도 남북교류 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 만 호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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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전남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다. 전남은 농
수산업에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에 집중했다. 양
파, 못자리용 비닐 지원 등을 시작으로 2003년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농사 장비 지원, 농
기계 수리, 공장 설립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농업기술 지도 협력 사업을 추진한 바 있
다. 2008년 평양에 발효콩(청국장) 공장과 발효콩 빵공장을 건립한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라 하겠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의 5.24조치에 따라 10여년 동안 남북교류가 단절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9년 중국 단동 루트를 통해 콩기름 약220톤을 북측에
지원하면서 남북교류 활동이 재개되었다. 특히, 2018년 7월 민선 7기(김영록 도지사)가 시작되
면서 자치행정과 내에 남북교류팀이 신설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교류팀의 주요 업무
는 ①남북교류와 협력활동, ②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지원, ③이북5도 전라남도 사무소 지원, ④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 지원 등이다. 전라남도는 2019년에 설립된 민간단체 (사)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의 주요사업으로는 ①농수
산 및 산림분야 지원과 기술교류, ②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활용한 의약품 지원, ③대흥사-보현사
서산대사 공동 봉행, ④국도1호선 및 호남선 활용한 교류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에 북한 작가를 초청하는 등 문화분야의 교류도 구상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상과 같이 전남에서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려고 한
다. 또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아이디어도 제안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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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5

서울특별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문 인 철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021 황해평화포럼」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인천의 역할

발표 요약
그간 서울시 대북 정책은 통일 환경 조성과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분단국 수도이자 대한민국 수도로서 그 위상에 부합하게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였고, 인력과 예산 규모 면에서도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협
력 기금은 2020년 기준 340억 원에 이르며,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
담 부서가 설치되었다.
서울시는 일회성·이벤트성 사업 추진보다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업을 실행했다. 예
를 들어, 서울시는 북한의 무역회사나 해외동포 등을 통한 3자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공식적인
북한의 기관 합의서만 수용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지양하고 모니터
링과 분배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18년 북한이 먼저 서울시에 대동강 수질 개선이라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
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설정해 적극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3대 분야는 ‘사회문화 교류’, ‘경제개발 협력’, ‘도시인프라 협력’이다. 10대 과제는
‘문화, 체육, 역사, 학술 교류’, ‘산업협력’, ‘전자정부’, ‘산림협력’, ‘환경 분야 협력’, ‘보건이료
협력’, ‘도시재생·계획’, ‘도로·교통’,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상하수도’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평화·통일 환경 문화 조성 등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서울
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이산가족상봉 문제 해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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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5]

서울특별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Ⅰ. 들어가며
○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 대북 사업에 대한 지
자체의 역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음
-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그동안 경색되었던 한반도 상황 및 진보 정권의 기대감이
합쳐져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관심이 고조
- 특히 지자체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분권형 대북정책’ 논의 활성화
- 각 지자체는 재정 상황과 지역 특색을 고려해 남북 교류협력사업 계획(발굴)

○ ‘분권형 대북정책의 핵심’인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첫째, 중앙정부와 민간단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
- 둘째, 중앙정부보다 비교적 정치ㆍ군사ㆍ외교적 문제에 덜 민감함
- 셋째, 공적 주체로 체계, 조직, 재원, 공공성, 안정성, 연속성, 대표성이 있음
- 넷째, 중앙정부보다 비교적 규모가 작아 부처 간 협력이 수월함
- 다섯째,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와 가까워 국민지지 확보가 용이함
- 여섯째, 분산된 시민사회의 남북교류협력 활동 주체 결집의 토대로 작용

○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분권형 대북정책의 법적 기틀이
마련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사항이 신설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 사
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글은 법적 기틀이 마련된 상황에서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함께 모
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남북협력 정책’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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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현황
○ 서울시는 1999년 ‘서울-평양 동물원 동물교류’를 시작으로 남북협력사업 본격화
○ 2004년 용천역 열차폭발사고 지원을 계기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
례」(2004년 7월 20일 제정)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음
- 주로 민간단체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활용하여 의료기기나 의약품, 수해복구
지원 등 인도적 사업 추진
- 또한 평양 고구려 안학궁 터 공동 발굴 등 문화교류 사업 추진

○ 2010년 이후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ㆍ통일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음
- 6.15 및 10.4 공동선언 기념 학술회의 지원, 시민대상 평화ㆍ통일 학술회의 및 교
육사업 등 추진

○ 2020년 지자체 최초 코로나19 방역물품 UN 대북제재 면제승인
[표 1]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사업명

1999 토종동물 종 보전 및 복원(서울-평양 동물원 동물교류)
2004 용천재해지역(열차폭발사고) 지원
2005 서울통일한마당, 남북 공예 대전, 고구려 유물전시회,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
2006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료기가재 지원,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발굴

2007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2008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2009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약품 등 지원, 대북 옥수수 지원
2010 북한 수해지역 밀가루 지원,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지원
2012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2013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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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푸른한반도 만들기 기금모금 캠페인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활용자전거 지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2015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광복 70주년 기념전 ‘북한프로젝트’ 지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도시교류 활성화 포럼 지원,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2016 자치구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지원, 평화ㆍ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지원,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지원, 통일박람회 전시부스 행사 참여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특별전 지원, 평화ㆍ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2017 통일테미전’ 지원, ‘평화로 2017’ 전시부스 행사 참여,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통일경제 실현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방안 토론회 지원,
2017
2016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자전거대행진 지원,
상생의 남북경협을 위한 서울시민 한마당 지원, 자치국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지원,
평화ㆍ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평화ㆍ통일 교육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서울 평화통일 원탁회의 개최, 대북 식량 지원,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남북공동행사 지원, 서·평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늦봄 문익환 탄생 100주년 기념 문학의 밤 지원,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사업 지원,
2018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지원,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자치구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지원, WT-ITF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평화·통일 교육 성과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캠프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시민한마당 지원, 서울시 기업을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컨퍼런스 지원,
평화·통일 공감 특별 기획전시(함께 놀자 동무야) 개최,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지원,
도시혁신포럼 지원,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 조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종합대화) 지원,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추진, 한반도 평화성취 박람회 및 문화제 지원,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지원,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설치·운영 지원,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대북 식량 지원, 남북교류협력 시민아카데미 운영,
2019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 개최, 한반도평화원정대 in 서울, 서울시 평화·통일 대학생 동아리 지원,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안중근의사 의거 111주년 남북공동행사,
평양여행학교 지원, 한반도 평화공감 온라인 토론대회 지원, 2020 서울평화음악제 지원,
평화대담프로그램 Peace-tube 제작, 2020 시민이 만드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추진,
동아시아 평화포럼 지원,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 대북 보건의료 지원,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 발굴조사 추진,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평화·통일 청년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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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정책
○ 2018년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 행정1부시장 직속, 2담당관, 7팀으로 구성(29명)
-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정책팀, 사회문화교류팀, 통일문화조성팀
ㆍ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및 조정, 서울-평양 도시교류 협력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등
- 개발협력담당관: 개발협력총괄팀, 개발사업팀, 경제협력지원팀, 서울평화포럼팀
ㆍ 인도-개발-경제협력사업 총괄 및 조정, 서울평화포럼 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그림 1]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조직 체계

○ 2016년 11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3대 분야 10대 사업 발표
- 2015년 5월부터 시장 주재(3회), 정무부시장 주재(5회)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 검토
- 2017년 2월부터 3개 분야 10개 사업 소관 부서장 및 전문가 간담회, 통일부와 실
무 간담회 개최

○ 2021년 현재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로 수정
- 3대 분야 : 사회문화 교류, 경제개발 협력, 도시인프라 협력
- 10대 과제 : 문화ㆍ체육ㆍ역사ㆍ학술 교류, 산업협력(경제교류 확대), 전자정부(기술
표준 통합을 위한 공동사업단 구성), 산림협력(산림자원 공동이용 및
식생ㆍ동물자원 교류), 환경분야 협력, 보건의료 협력, 도시재생ㆍ계획
(도시환경 개선), 도로ㆍ교통(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도로관리 방안 협
력),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 상하수도(대동강 수질개선과 평
양 상하수도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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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
분야
Ⅰ. 사회문화 교류

추진 과제(사업)
1. 문화, 체육, 역사, 학술 교류(8개)
2. 산업협력(6개)
3. 전자정부(2개)

Ⅱ. 경제개발 협력

4. 산림협력(3개)
5. 환경 분야 협력(5개)
6. 보건의료 협력(3개)
7. 도시재생ㆍ계획(4개)

Ⅲ. 도시인프라 협력

8. 도로ㆍ교통(5개)
9. 도시안전과 재난분야 공동 협력(3개)
10. 상하수도(3개)

Ⅳ.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계획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화된 남북교류협력 방식 추진
- 체육ㆍ관광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간 소통유지 및 확대
- 역사유적 공동발굴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유대강화
-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협력 활성화

○ 일상에서 평화를 담아내는 평화ㆍ통일문화조성사업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 오(5)다 프로젝트’ 추진
- ‘일상에서 배우는 평화’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확산

○ 인도-개발-평화로 이어지는 국내외 연대ㆍ협력 기반 구축
- 화합과 연대의 평화도시 ‘서울’의 위상 정립
- 한반도 ‘평화생태계’ 구현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강화
- 인도, 개발, 경제 분야 다각적 교류협력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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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정책체계

Ⅴ. 나오며
○ 서울시 대북 사업은 통일 환경 조성과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추진
- 대한민국 수도로서 그 위상에 부합하게 다양한 사업 추진
- 예산 규모 면에서도 타 지자체에 모범
- 무엇보다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사업 방향으로 추진

○ 서울시민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과 북한 인권 개선 관련 사업 추진
필요
- 서울시민인 이산가족 정책이나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추진 필요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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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도시 인천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남 근 우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1 인천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2 인천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3 인천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계획

[발표 1-6] 평화도시 인천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제1장

인천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1. 인천광역시 남북협력사업의 약사(略史)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사업은 남북한 간 정치ㆍ군사적 대치 속에서 남북당국 간
회담과 합의라는 큰 틀에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됐음. 1980년대 이전까지 남북한
간 공식적인 협력사업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으나, 1984년 남한의 수해 피해를
계기로 남북당국 간 본격적인 대화가 진행되면서 인천시의 남북협력사업도 진행됨.
○ 인천시 남북협력은 1984년 서울과 경기지역의 홍수피해를 계기로 북한이 시멘트,
쌀, 옷감 등 구호 물품을 인천항을 통해 보내온 것이 시초가 됨. 이를 계기로 동
년 11월에는 분단 이후 첫 남북당국 간 경제회담이 성사됨. 1985년에는 남북이
산가족상봉과 남북예술단 상호방문 행사가 서울(쉐라톤호텔)과 평양(고려호텔)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성과로도 이어짐.
○ 비록 북한 구호 물품의 인천항 반입 그 자체는 인천의 남북협력사업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경제협력을 제안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특히, 북한 물품이 인천항을 통해 최초로 반입되었다는 점에서 인천
항은 이후 남북협력사업의 중요한 대북 항만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1985년 남북당국 간 경제회담에서는 남북이 경제협력을 진행할 경우 수송수단으로 경의선과
남북 각각 2개 항구(인천과 포항, 남포와 원산)로 하기로 합의
○ 인천시의 남북협력사업은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표 4-1>에
서 보듯이 주로 스포츠 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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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약사와 추진실적
연도

사업현황

내용

1984

서울ㆍ경기 수해 시
북측 수해 구호 물품 도착

• 북한 화물선이 인천항에 시멘트 등 구호물
자 싣고 입항

평안북도 용천역 참사 지원

• 밀가루 및 물품 전달

비고
북한 최초 남한 지원
인천항 출발 남포항 입항

2004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운동 • 모금액으로 의류 및 생필품 전달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 인천 개최

2005

• 분유, 밀가루 등 5종 120백만원

피치(Pitch) 및 페인트 지원

• 피치 1만 톤, 페인트 124톤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경제, 체육, 문화, 지자체 최초 인천시장 북한 초청
방문
예술분야 협력 등 6개 항 합의

• 인천항만공사와 민족화해협의회 간 의향
서 체결
- 남포항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 인천항과 남포항 간 항만, 해운 교류 추진

북한 홍수피해 구호 물품 지원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4개국 프로축구팀 친선 경기대회 제의등

고려민항기 이용(직항)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지원

• 평양시 제1인민병원 내 구강병동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인천시 대표단 평양방문

• 평양 치과병원 준공식 참가(79명)

고려민항기 이용(직항)

평양 창광거리음식점
현대화사업 지원

2009

• 벽지 및 타일 지원

(사) 평화3000

• 10.4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현장시찰차
북한 통일전선부장 일행 인천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 방문
• 인천국제공항~개성공단 도로개설 논의
인천시 대표단 평양방문

2008

인천항만공사

북핵 위기 등 국제정세로 인천시 남북교류사업 전면 중단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 인천 유나이티드 FC 대 북한 4.25천리마
현대화사업 지원 및 준공식 참가
축구단 유소년팀 축구전 관람

2007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북한
• 북한 참가규모 144명
선수단 및 청년학생협력단 참가
인천시 경제대표단
북한(평양ㆍ남포) 방문

2006

•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등 103명 참가

북한 어린이 돕기 물품 전달

인천시 대표단 평양 방문

경인일보사

• 고려호텔 앞 창광거리 18개 상점 지원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남북 유소년축구팀 친선경기 대회 • 인천 대표단의 항공료, 체재비 지원

(사)남북체육교류협회

남북유소년 축구팀 합동전지훈련 • 제3국에서 전지훈련 추진

(사)남북체육교류협회

대북 인도적 긴급 식량 지원

• 중국산 알갱이 옥수수 1만 톤 지원
• 지원경로: 중국 대련항 → 남포항

- 80 -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발표 1-6] 평화도시 인천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표 1-1〕 계속
연도

사업현황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 지원

내용

비고

• 급식(빵, 콩우유가루), 선물상자(아동내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의, 사탕 등)

평양산원 영유아 및 산모 지원 • 분유 및 우유
신의주지역 수해 물자 지원
어린이ㆍ장애인 지원사업
2010
영유아 영양ㆍ의료지원사업

(재)남북평화재단

• 옥수수 700톤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옥수수 100톤, 콩 18톤
• 영양식 원료(밀가루 120톤)

(사)등대복지회
(사)어린이어깨동무

• 의약품(항생제, 수액세트, 영양제, 철분
제), 왕진가방 100세트, 소독제 등
수해지역 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지원경로: 인천항→남포항
고아원ㆍ양로원ㆍ장애인
지원사업

• 식량(밀가루, 두유), 생필품(겨울담요,
신발, 체육복 등)
• 지원경로: 인천항→남포항

(사)한국JTS

• 황해남도(해주, 강령, 옹진, 벽성, 청단,
연안, 배천) 7개 지역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지원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 유충구제제, 모기향, 진단키트, 방충망
등 지원
2011

개성공단 인천업체 중고자전거
• 중고자전거 500대 지원
지원
제1회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2012

제2회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2013

제3회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2014

• 한국, 북한, 중국, 태국 등 4개국 대회
• 선수단 체제비 지원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4개국 대회
- 북한 선수단 훈련 참여
- 대회 시작 전 북한 참가 포기 및 복귀
•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4개국 대회
• 선수단 체제비 지원

인천평화컵
• 한국, 북한, 중국 등 3개국 대회
국제 여자유소년(U-15) 축구대회 • 선수단 체제비 지원
북한선수단 장비지원

• 축구화 700켤레, 양궁장비 5조 지원
•
•
•
•

한국, 북한, 중국 3개국 대회
선수단 체제비 지원
중국 윈난성에서 개최
선수단 체제비 지원

인천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사)남북체육교류협회

2015

남북 성인대표팀 동계훈련 및
축구대회

2016

남북 성인 축구 및 양궁대회

2019

북한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원료의약품 지원사업

• 원료의약품 12종 지원
• 평양, 황해도 의료시설 내원 아동 및 여성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20

-

-

-

자료(출처) :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내부자료 및 인천광역시(2020), 「남북교류 평화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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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남북협력사업의 특징과 교훈
특징
○ 첫째, 그동안 인천시의 남북협력사업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축구 등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는 옥수수, 분유, 밀가루, 의약품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스포츠 교류의 경우는 북한 선
수단에 장비 지원이나 대회 참가 및 체류비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됨.
○ 둘째, 인천시 남북협력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2005년 북한의 공식초청을 받고 방
북한 인천시장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간의 합의서 채택을 들 수 있음. 6
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서의 제4항은 경제, 체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시기마다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
○ 셋째,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남북한 간 참여 의향을 확인한 바 있
음. 2005년 인천항만공사와 민화협은 남포항 현대화사업과 인천항-남포항 항만
해운 교류에 관해 의향서를 채택함. 2007년에는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이 인천
송도를 방문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성공단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논의함.

교훈
○ 인천시 남북협력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
시함.
○ 첫째, 제8차 당 대회 핵심이슈와 관련 북한 문헌을 통해 북한이 설정한 정책방향
에 부합할 수 있는 인천형(形) 남북협력사업의 방향과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인도적 지원의 경우 옥수수, 밀가루, 영양식, 의약품 등을 민간단체를 통해 단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천과 지리적으로 접한 황해남도를 대상으로 농축업,
수산업, 경공업, 민생분야(식수, 위생 등)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
는 제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인천과 북한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준비
해야 함.
○ 둘째, 변화한 국제환경과 SDGs에 입각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생태환경, 보
건의료, 자연재해 등)와 다양한 남북접경 공유자원(생태환경, 역사, 문화 등) 활용
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남북협력 아젠다 및 평화ㆍ통일교육 및 체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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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천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1. 법ㆍ제도적 추진기반
○ 인천광역시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3가지 측면에서 추진체계를 마련함.
○ 첫째 (조례). 인천광역시는 2004년 6월 ‘6·15공동선언발표 4주년 기념 우리민족
대회’를 개최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2004년)함.
○ 2018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
에 따라 同 조례와 시행규칙을 2018년 10월과 12월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
례」 으로 전부 개정하였고, 조례에 따라 2019년 2월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및
심의를 위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함.
○ 둘째 (조직). 조례의 전부개정과 함께 2018년 10월 8일 행정부시장 산하 정책기
획관실 남북교류팀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으로 개편함.
- 2021년 10월 기준, 남북교류담당관실의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제로
편제
-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남북협력정책팀(전반적인 사업 기획·총괄), 평화교류팀(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ㆍ추진 등), 통일기반팀(통일공감사업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등 3팀으로 구성
○ 셋째, (기금) 舊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
하고 있음. 2021년 9월 기준 90억 원 조성함.
- 2025년까지 기금 조성액 166억원 달성을 목표로 매년 20억원 적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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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관련 조례
구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04.11.8.

2018.10.8.(전부개정)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목적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에 따른
시 자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

발전시키고,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목적, 사업의 범위, 시의 책무

• 목적, 기본이념, 정의

• 인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 재원, 용도, 운용·관리

-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 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기능

-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

구성

⇒

• 남북교류협력

-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조성, 존속기
한, 용도, 관리·운용 등

• 통일교육 활성화

-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그림 2-1〕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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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협력 추진체계
○ 인천시의 민관협력 추진체계는 평화도시조성위원회, 황해평화포럼 등으로 구성되
어 있음.
○ 평화도시조성위원회는 평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2월 새로 구성됨.
-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유관기관, 남북관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결산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ㆍ심의 역할 수행
○ 2019년 5월 출범한 황해평화포럼은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인천연구원 평화도시연
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황해평화의 중
요성 및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협의체임.
- 황해평화포럼은 평화경제협력, 평화교육인문, 평화접경생태 등 3분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기관, 평화활동가, 유관기관 등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방안을 모색
- 2019년부터 인천광역시민, 인천광역시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평화ㆍ통일인식 조사」를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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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천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계획

1. 민선7기 남북교류협력 정책 동향
○ 민선 7기 인천시의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관련 주요 계획은 「인천비전 2050 (2015~205
0)」, 「인천 2030 미래이음(2019~2030)」,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2018~2022)」,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되어 있음.
○ 인천비전 2050(2015~2050)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 거점 조성’을 미래 아젠다로
설정하고, 서해권역 남북 경제·산업 네트워크 조성, 서해안 연결도로 및 철도망
구축 , 접경지대 인문유대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한
사업을 발굴·제시함.
○ 인천 2030 미래이음(2019~2030)은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을 정
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남북관계 발전 대비 사업과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 낙후
지역 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함.
- 남북관계 발전 대비 사업은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간 평화도로를 구축하고, 스포츠·역사문화
등 인천형 남북교류협력 확대,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임. 특히, 남포·강령 등 북한 도시와의
협력 추진을 계획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6대 추진전략과 20대 세부 추진전략, 4대 협력분야
6대 프로그램ㆍ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함(<그림3-1> 참조).
- 낙후지역 발전 지원 사업으로는 평화 문화 인프라 조성사업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사업
지속 추진, 강화(교동)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이 제시
-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으로는 통일공감 시민 평화교육 추진 및 황해평화포럼 활성화 등이 포함
○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2018~2022)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을 5대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서해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남
북관계 발전에 대비하여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등 사업을 도출함.
- 서해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거주기간 완화 및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사업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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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사업은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인천항과 인천국제공
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은
남북 역사·문화 교류센터 설립과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은 교통 평화 산업단지 조성,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 2021년 6월 15일 인천시 처음으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ㆍ발표됨.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은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
례」에 근거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평화도시 인천 비전과 목표, 전략별 과제를
도출하는 5개년 중기 계획임.
-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

비전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 도시, 인천

목표

평화정착, 남북화합의 중심 도시

4대
전략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형(形)
남북교류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

접경지역 평화
협력 강화

 사업 추진의 항상성 견지

4대
원칙

 소통과 협력을 통한 평화정책 추진

 상호 번영에 기초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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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의제의
국제적 확산

수립년도

2016

2019

구분

인천비전
2050

인천 2030
미래이음

2019~
2030

2015~
2050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

남북한 교류협력 거점

계획기간 방향 및 미래 아젠다

통일 공감대
형성

낙후지역
발전 지원

남북관계
발전 대비

남북관계
발전 대비

유형

〔표 3-1〕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접경지역 관련 주요 계획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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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평화포럼 활성화, 국제화

-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일공감 형성사업,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 교육

• 통일공감 시민 평화교육

- 안보 위주의 기념관(강화 제적봉 평화전망대)을 평화 문화 기념관으로 재편, 서해5도 용치 철거
등
• 접경지역(강화·옹진) 발전 및 남북 교류·협력 기반 구축
-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 강화(교동) 통일경제특구 추진
• 서해5도 남북 공동어로 설정 및 조업시간 연장

• 평화 문화 인프라 조성

- 인천형 남북교류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추진 기반 마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식
량지원, 대북 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수산, 환경, 소방 등 기술 지원 및 학술교류 추진 등
• 북한도시(남포, 강령)와 도시협력 추진
- 인천-남포간 도시협력 추진, 한강하구와 강령(국제녹색시범구) 공동개발
•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

• 스포츠·역사문화 등 인천형 남북교류협력 확대

- 남북 평화협력시대 준비 도로망 건설 :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간 평화도로

• 단절, 병목없는 최적도로망 구축

- 서해권역 남북 경제·산업 네트워크 조성 : 인천-개성-해주 한반도 서해권역 생산 네트워크 구상
마련, IFEZ-북한 지방 경제특구 협력
- 접경지대 인문유대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 마련 : 접경으로서 인천이 갖는 장소성을 활용한 통일준비사
업, 남북 공동 황해문화 조사·발굴 사업, 고려 개성·강화 유적/문화 학술·조사 추진, 유사시 대비
지역차원의 남북 인적교류·적응프로그램 마련
•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네트워크
- 서해안 연결도로 및 철도 구상 : 광역 간선 서해안 연결도로와 광역철도 구상

• 남북한 교류협력 거점

주요 사업 내용

수립년도

2018

2021

구분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표 3-1〕 계속

2021~
2025

2018~
2022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계획기간 방향 및 미래 아젠다

[서해평화협력시대 선도]
•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및 UN평화사무국 유치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의 관문으로 육성
- 남북경제협력 계획 수립, 남북협력사업 다각화, 정보·기술·인적 교류, 대북 교류사업 발굴·지원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 남북 역사·문화 교류센터 설립
- 전담기구(남북 문화예술 교류센터) 설치, 문화·예술·체육 등 교류사업 추진, 고려 역사문화 복원
•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 공동어로구역 설정, 어장확대, 민관협의회 운영 등
[평화 경제협력 인프라 조성]
•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 서해 최북단 경제·안보 거점 조성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
•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남북관계
발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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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안전 안심 도시]
• 서해5도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 정주생활지원금 거주기간 완화,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안정 강화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형(形남) 남북교류사업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핵심사업) : 인도주의적 지원, 도시교류사업 발굴 및 추진
- 접경지역 공동 방역 체계 구축 : 남북 공동의 보건ㆍ환경 대응력 개선
남북관계
- 사회문화교류: 남북 체육교류, 강화ㆍ개성 고려문화 등 역사교류 추진
발전 대비
• 접경지역 평화협력 강화
-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한강하구 공동이용 및 서해
• 평화ㆍ통일 공감 형성사업 추진
통일 공감대
•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
형성
•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성화
평화 의제의 • 황해평화포럼 운영
국제적 확산 • 국제평화도시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
낙후지역
발전 지원

주요 사업 내용

유형

[발표 1-6] 평화도시 인천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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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1-2025)
중점 추진과제

비고

1.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천형(形) 남북교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핵심사업

 북한개별관광 추진

 북한도시와의 도시협력 추진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적립

2.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평화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

핵심사업

 평화․통일 공감 형성사업 추진

핵심사업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활성화

3. 접경지역 평화 협력 강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마련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한강하구 공동이용

핵심사업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

핵심사업

 평화접경 민관군 상생협력 거버넌스 운영
 접경지역을 평화체험․교육공간으로 활용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4. 평화 의제의 국제적 확산
 황해평화포럼 운영

핵심사업

 국제평화도시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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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7

울산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강 영 훈
울산연구원 혁신성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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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남북경협이 현실화되었을 때, 울산이 추진할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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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7] 울산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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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7] 울산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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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8

부산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권 태 상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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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1.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정책인 「PEACE 2021」에 대한 소개
2. 부산광역시의 특화 사업으로 추진 중임 UN SDGs에 입각한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소개
3. 울산, 경상남도 등 주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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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8] 부산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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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8] 부산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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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8] 부산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 103 -

「2021 황해평화포럼」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인천의 역할

- 104 -

[발표 1-8] 부산광역시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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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9

경상남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황 교 욱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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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경상남도는 2005년부터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경남통일딸기 등 남북농업협력사업, 평양
장교리 소학교 건립 범도민 모금운동 등 모범적인 사업 모델을 창출한 경험이 있다. 민선 7기
경상남도는 과거의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응하는 ‘남북교류협
력 2.0’ 구상을 준비해 왔다. 향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 때를 대비해 분권형 대북정책
과 평화경제 구상을 접목한 ‘경남형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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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9] 경상남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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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9] 경상남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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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9] 경상남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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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9] 경상남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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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9] 경상남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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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1-10

강원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양 철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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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남북교류의 지지 여부에 관한 강원도민의 인식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남북교류가 필요하고 남북교류 혹은 남북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강원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 지난 70여 년 동안
각종 군사 및 환경규제로 강원도가 경제적, 안보적 피해를 감수해왔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었다는 인식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
계가 악화되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빈번해지면 도민 삶의 안정에 위협을 받고, 강원도가 준비
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강원도
종합발전계획”이나 “2030 강원 비전”, “강원 비전 2040”은 물론 추진 중인 “강원평화특별자치
도” 구상이나 “강원형 특별광역권(강소 메가시티)” 구상 등에도 남북교류의 미래를 반영한 전략
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강원도의 남북교류 조직체계, 지난 20여 년 동안의 교류
협력사업 경과, 중점 추진과제와 사업 방향성 등을 공유함으로써 남북교류에서 강원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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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10] 강원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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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10] 강원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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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10] 강원도 남북협력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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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1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소통과 협력의 공간 확대

박 찬 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지원부장

[토론 1-1]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소통과 협력의 공간 확대

❒ 토론의 방향

❍ 지자체 세션의 기조발제(고경빈 위원장)는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기
시작한 배경부터 전성기 시절 다양한 사업 추진 경험을 쌓아 온 과정과 성과를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말씀해주신 점 매우 유의미

❍ 지방정부가 극복해야할 한계와 과제 다섯 가지*를 지적,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① 파트너가 될 북한의 지방정부는 자율권이 없다
② 우리 지자체의 자율적 대북교류에 소극적이다
③ 남북관계에 대한 소모적 거대담론을 실용적 생활담론으로 전환해야한다
④ 북한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⑤ 주민참여 기반 위에 생활담론을 형성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섯 가지 한계와 과제에 대한 실천적 방안은?

❒ 시‧도별 남북교류협력 현황 및 특성

❍ 최근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
라 시‧도 간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나 기
반을 정비하여 확장 또는 심화된 계획을 수립해 옴. 현재 17개 광역 시‧도는 남
북교류협력을 위한 조례, 조직, 기금을 마련하여 추진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음
△ 전담부서(국2, 과4, 팀10, 1인 담당 1) △기금(약 1,741억, 2021년 1월 기준)

❍ 시‧도 간 상황에 따라 추진체계의 규모와 내용의 차이가 있음. 접경지역과 비접경
지역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지형적 특성, 역사, 환경, 자원, 기반 산업, 인구 분
포, 광역-기초 간 구조적 관계,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 현황 등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 추진에 유리하거나 다소 불리한 특성이 나타남

❍ 시‧도는 각자 현실에 맞는 기반 구축 또는 사업 추진으로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특성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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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강원
서울
부산,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접경지역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로 평화유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북사업 경험 다수 보유
다수 전문 인력을 포함한 규모있는 전담 조직과 기금 확보로 다양한
사업 계획 보유
국제적 물류항만도시 성장 가능성과 대규모 경협 추진 기반 보유
북한의 수요에 맞는 대북사업 아이템 보유 및 추진 시도 경험(식량 자
급도 향상에 기여할 벼 품종 빠르미)
농‧축산업 발달 지역으로 광역과 기초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기반 구축
도내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광역과 기초의 공동 기금으
로 공동사업 추진 기반 구축
지역산업 기반으로 대북사업 추진 경험이 도민의 적극적 지지와 주도
적 역할 속에서 진행(통일딸기)

❒ 지자체 남북교류 관련 동향
❍ 법‧제도 개선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2021.3.시행)으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주체 명확화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설치로 중앙-지방 소통 강화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추천권 보유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추천권 보유
- 통일부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 대북사업자 일괄지정 및 기금지원 근거 확보
- 통일부의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융통성 부여
- 2022년 통일부 예산에 지자체 지원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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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1]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소통과 협력의 공간 확대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안 국회 발의
• 물품 반출 및 반입 승인권에 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
남북
교류협력법

지자체장에게 이양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 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의 근거 명시와 대북지원을 위해
구입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함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남북
관계발전법
지방자치법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를 중앙정부와 함께 지

국 회
계류중

자체도 명기 (김홍걸, 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남북교류 및 협력 명기(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 남북교류 관련 지방정부협의체 구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17개 광역시도 추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설치
• 남북교류지원 전담부서 설치
•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설치 예정
• 전국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회 지원

남북평화협력

• 광역 및 기초 전국단위 행정협의체(’21.5.21출범)

지방정부협의회

• 경기도와 도내 기초, 타 지역 기초 61개로 구성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 기초 지자체 간 행정협의체
• 현재 38개 기초 참여

❒ 한계와 과제에 대한 실천적 방안

: 지방정부 소통‧협력 공간 확대로 지방주도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1.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 경주

➮ 지방정부 위상에 맞는 법제 개선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기반 마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지자체 역할에 대한 논란 없어질 것

✔ 「지방자치법」 내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조항 신설 사례 참고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7호 국제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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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로 정보 공유를 통한 지자체 역량강화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확대로 무용론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3. 지역 내, 국내외 남북교류협력 주요 행위자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지역 전문가 및 시민사회 육성에 노력하여 지지기반 마련, 대북사업에 대한 유
엔대북제제 면제 승인으로 국제적 공감대 형성

4. 지방정부 간 규모 있는 공동협력사업을 발굴‧추진으로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여
실천력 제고

➮ 북한에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전담기구 설치 필요 인식 및 신뢰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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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2

평화도시 인천의
남북교류사업성과 및 과제

김 두 현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토론 1-2] 평화도시 인천의 남북교류사업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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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2] 평화도시 인천의 남북교류사업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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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2] 평화도시 인천의 남북교류사업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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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1-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홍 상 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토론 1-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1.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31년
째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무시무시한 반국가단체로만 바라보던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바꿔 놓았다. 그리고 30년 한세대가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0
년이면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오랜 세월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북교류협력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런 현실이 참 답답하고 안
타깝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능력 부족으로만 생각했는데 고경빈 위원장님의
기조발제를 접하고서 접근방식이나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는 남북교류협력을 우리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의 문제, 인도주의적인 문제, 민족동질
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개성과 금강산, 평양과 남포에서 수많은 기업들
의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어려운 북한 동포를 돕기위한 지원활동이 농업, 보건의료, 산
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었으며 체육, 종교, 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
류와 협력도 빈번하였다. 그렇지만 군사적 충돌이 발발하거나 핵문제가 발생하고 예기
치 못한 사람의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남북교류협력은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결국 제자
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정치군사적 문제 앞에 교류협력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우리는
모두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경빈 위원장님은 지방자치와 남북교류협력을 참여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확장한 민주화의 쌍둥이 자녀로 평가하였다. 이는 다시 말
해 지방자치와 남북교류협력을 국민이 당연히 참여해야 할 권리로 바라본 것이다.

사실 우리는 남북문제에서 만큼은 통치행위 차원의 정부독점을 인정하고 특별한 권한
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시민은 배제될 수도 있다는 생
각을 은연중 당연시 한다. 하지만 이는 구시대적 인식이다. 국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확대가 당연시 되는 시대다. 이제는 국민 누구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습득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결부해서 인식하여야 하며 참여
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정부가 시혜
적 차원에서 확대시켜 주는게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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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기금을 만들어 제도화하고,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경험을 축척했다. 또
지자체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며 착실하게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해왔다. 2021년
올해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가 되었다. 저는 남북교
류협력의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화라고 평가하고 싶다.

지난 2018년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부서가 사업이 될 만한 것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모든 부서들은 생전 고민하지 않던 남북관계나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제출된 사업들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정교하지
못하고 사업추진 가능성 낮을 수 있지만 고민이 시작되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마도 본격적으로 남북교류가 시작되면 경험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들이 발굴
될 것이며 지역차원의 주민밀착형 사업이 다양하게 모색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환서해 지역의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그리고 환동해 지역의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현황을 살펴봐도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실제 주민참여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얼마전 인천광역
시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진행하였던 평양탐구학교를 예로 들고 싶다. 평양탐
구학교는 강좌 프로그램인데 평양을 특수한 사람들이나 방문하는 특별한 지역이 아
니라 일반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로 생각하고 방문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다. 파리를 가기 전에 파리의 먹거리, 탈거리, 잘거리, 놀거리, 볼거리, 등을 사전
에 찾아보듯이 평양도 알아보자는 것이다. 평양 여행을 경험한 고수들이 강사가 되
어 매주 한 두개 주제를 선정하여 설명해주고 난 뒤에 스스로가 평양 여행일정을
짜보고 자신의 여행일정을 발표하면서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으로 알았던 평양을 가볼 수 있는 평양으로 훨씬
가깝고 친숙해졌다고 한다. 해외여행이 특권에서 권리의 시기로 바뀌었듯이 평양여
행도 특수하고 특별한 사람이 가는 특권의 시대에서 권리의 시대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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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황해평화포럼 분과 세션)

서해5도 및 한강하구의
쟁점과 현안
10:30 ~ 12:00 / Orchid 3

좌장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원장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인하대 대학원 문화경영학과 교수(학과장)
인하대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교수(겸직)
인하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겸직)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이사
인천광역시 연수문화재단 이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 전문가 자문위원
(사)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이사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연구기획 위원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2020.12)
- 빅데이터의 감성가치 도출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법 연구. 기호학연구
2020.
- 역사의 기억과 장소성을 통한 도시브랜딩 연구: 개항장 인천감리서와
김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2020.
- SNS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블록체인기술의 마케팅 활용에 관한
연구: 기술수용이론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2018.
- ‘인문학’의 의미론적 활용양태 분석 연구.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017. ‘아포칼립소’ 소비방식의 변화,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016.
- 독일 에센의 통합적 도시재생과 문화마케팅. 독어교육 2016.
- 오스트리아 린츠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생태성, 공공성, 경제성.
IDI도시연구 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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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
(사)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
4.27 DMZ 평화인간띠운동본부 조직위원장
7,27 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18년째 월 1회 포럼을 진행.
- 2005년부터 ‘7.27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에 기획 주관자로 참여.
- 2019년 4월 27일 전국 및 해외에서 23만명이 참여한 4.27 남북정
상회담 1주년 기념 ‘DMZ평화인간띠잇기’ 조직위원장 역할 수행.
- 시민사회의 평화운동 관련 발제 및 토론자로 활동
- 평화통일 주제 강연자 활동
- 2019 4.27DMZ민(民)+평화손잡기 백서 발간
- 2020 7,27한강하구 평화의배 백서 발간

발표
박원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사업국장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사업국장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간사
인천광역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간사
- 2020DMZ포럼 한강하구 특별세션 : 한강하구와 서해평화
- 2020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인천시민사회세션 : 인천과 서해평화의 과제
- 2021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정착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 접경지역
평화를 위한 인천시의 법제도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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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조형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조교수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정무부 선임연구원
한국유라시아학회 총무위원장
- “중국 농촌의 1980년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평가: 보건의료와 농
촌도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2015.11.)
- “중국과 러시아의 민족주의 정책 비교: 탈정치화와 재정치화의 동
학,” <다문화사회연구>(2016.02.)
- “A Subtle Difference between Russia and China`s Stanc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JIAS(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18)
- 『삼농과 삼치: 중국 농촌의 토대와 상부구조』(2020, 진인진)(번역서)

토론
김효은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객원교수
경기도 평화대변인
인천광역시 남북협력팀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 DMZ 평화와 접경협력(공저, 2021)
- 북한의 사상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통일정책연구, 2021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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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권기태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인천지역 시민사회 평화통일운동
연구(인천학연구, 2020.08)
- 인천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책 방안
연구(인천학연구, 2021.08.)

토론
김국래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객원연구원
현) 前 중국 산동대학교 중한관계연구센터 연구원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객원연구원
전) 중국 사회과학원 글로벌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대학 교수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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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1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가 갖는 평화운동의 의미

정 세 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

「2021 황해평화포럼」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인천의 역할

발표 요약
2005년 7월 27일 정전협정 52주년을 맞아 일반에게 첫 선을 보인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의 동기는 유엔사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 선박을 운항하였으나 한강하구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정전협정
1조 5항에 한강하구는 민간선박의 운항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유엔사규정을 들어 한강하구에 진
입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년간 이 행사는 해마다 여러 형태로 꾸준히 이어져 왔고 이를 통해서 유엔사문제를 지
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평화운
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강하구에서의 자유로운 항행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정전체제 모순의 단면을 들
추어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평화운동의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평화수역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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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2

서해5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모색

박 원 일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사업국장

「2021 황해평화포럼」 인천 접경수역의 평화지대 모색과 인천의 역할

발표 요약
서해 5도는 1,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전으로 인한 생명(生
明)의 위협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生界)의 문제,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生
活)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의 해양경계와 중국
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쳐 국제법상 그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과 함께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
존하는 지역으로 한국, 북한, 중국의 접경수역이자 해양자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미 남북한간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경험한 바 있으며, 남북 관할권 미획정의 상태
를 이용한 중국의 불법어업 또한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서해5도는 한반도의 화약고라
고 불릴 정도로 남북한, 중국 등 다자간 복잡다기한 쟁점들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서해5
도에 관한 현행 법제를 살펴보면 다양한 국내법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변
화하는 국제정세 및 한반도 평화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1
0.4선언과 판문선 선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 등 서해평화를 위한 남북 간 합
의가 실행될 수 있는 국내의 법적 제도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해평화 정착을 위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기존의
남과 북 정상들의 합의를 존중해 서해5도와 그 주변 수역의 평화 조성 및 정착과 남북 교륙 협
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서해5도와 그 주변 수역의 군사적 대립을 해소
하고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동번영과 해양생태환경이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서해5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을 제정해 서해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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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2] 서해5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모색

서해 접경수역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모색
1. 서해 접경수역 주민들의 삶과 서해평화
인천은 서해와 한강하구라는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남북관계가 요동칠 때마
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해는 분쟁수역으로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군사적 충돌을 겪어 왔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포격 등 많은 군인이 피를 흘렸고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한
국의 민간인 지역을 겨냥한 첫 번째 포격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하기도 했다.

또한 서해 접경수역은 남북한 간의 접경수역이자 중국과의 접경수역으로 해양자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남북 해양경계 미확정 상태를 이용한 중국의 불법어업이 성행하
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서해5도는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남북한, 중국
등 다자간 복잡다기한 쟁점들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서해5도는 ‘서해의 독도’로 ‘주민의 실효적 지배’를 통한 ‘해양주권과 안보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서해 접경수역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서해5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은 남북 간의 국지전으로 인한 생
명(生明)의 위협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生界)의 문제,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生活)의 어려움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서해5도는 서해의 최전방 군사기지로 각 섬 주민 수와 군인 수가 비슷할 정도로 군인
들의 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한 안보와 군사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특히 연평도 포격 이후 국방부는 서북도서(서해5도) 요새화 사업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당하고 군사통제는 더욱 심해졌다. 최근엔 어선안
전조업법이 제정돼 서해5도 어민들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되었고 처벌의 수위 또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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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는 1953년 북방한계선이 설정되고 1964년 어로한계선이 생기면서 자유롭게
조업을 하지 못하고 한정된 어장에서 한정된 시간(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에
만 조업을 할 수 있는 조업규제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남북 간 군사대치 상황, 군부
대 훈련,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일상 조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0년대부터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해 서
해바다는 황폐화되고 어족자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생
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이 대치할 때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수많은 군사・안보 규제
로 삶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서
해5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서해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서해5도 주민들에게
서해평화가 절실한 이유이다. 서해 접경수역 주민들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지양
하고 온전하고 항구적인 서해 접경수역의 평화체제를 원하고 있다.

2. 서해 평화를 위한 남과 북의 합의
남북 간의 군사충돌지역인 서해 접경수경의 충동발지와 평화 정착을 위해 남과 북은
아래와 같은 합의를 맺었다.
(1) 2004년 6월 4일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6.4합의서)
- 남북은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상에서 양측 함정의 철저
한 통제 ▲서해상에서 상대측 함정과 민간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국제상선
공통망(156.8Mhz, 156.6Mhz) 활용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 제정. 활용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정보교환 ▲서해지구 통신선로
이용 등의 조치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6.15 4주년을 기해 실천에 들어가기로 합의함.
(2)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 10.4선언 3조 중 서해관련 조항.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
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
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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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선언 5조 중 서해관련 조항.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
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
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

(3)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
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함.

(4)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
가기로 함.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로 남북은 서해일대에서 각종 군사훈련 전면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 마련,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을 설정 합의.

하지만 남과 북의 여러 합의는 남분관계 파탄으로 결국 이행되지 못하고 실질적인 서
해평화를 만들지 못했다. 여러 합의와 선언은 상징적인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서해 접
경수역에 온전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말뿐인 합의가 아닌 이행하려는 의지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인천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서해 접경수역 평화정착을 위한 과제
(1) 서해 접경수역 평화 조성과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
① 서해 접경수역 평화 정착을 위한 법과 조례 제정
서해5도 관련 법안이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서해 접
경수역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소득증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서해 접경지역은
남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다자간의 분쟁 수역으로 종합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한 지역이
다. 따라서 다자적인 지역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서해에 온전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를 실현함에 있어 기존의 법만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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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가 남북간 군사충돌 위험지역에서 경제와 평화가 공존하는 공동번영의 장으로 거
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한 간의 합의가
상징적인 구호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DMZ) 관련해 민주당 민홍철의원이 2019년 '생태평화
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20년 전해철 의원이 '비무장지대
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두법 모두 비무장지대에 평
화를 정착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인천시도 서해평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인천의 경우, 평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
② 서해평화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서해평화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
해평화 관련 소관부처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현실에서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송
영길 의원이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
만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어 설치 여부가 미지수다. 정부는 서해평화협력청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서해평화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있게 집행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 머물러 있는 남북교류, 평화 업무를 일개 과단위
의 업무가 아닌 국단위로 승격해야한다. 경기도의 경우 평화부지사 산하 평화협력국에
서 맡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해 남북해양수산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① 접경수역 남북 공동해양자원 및 생태계 실태조사
서해 접경수역은 예로부터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이루는 하구인 ‘조강’에서 나
온 모래와 플랑크톤으로 최적의 어류들의 산란지이며 풍부한 어장으로 꼽힌다. 옹진반
도는 황해 냉수대로 세계 최대의 우뭇가사리 자생 군락지, 미세먼지 해독과 갑상선에
좋은 고품질의 다시마 2년산 종묘 생산지, 까나리, 꽃게, 조기, 홍어, 물범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있다. 하지만 풍요로웠던 황금어장이 남북한 해양경계 미획정으로 인해 이
제는 중국어선만이 출입할 수 있는 바다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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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수역이든 남북공동어로구역지정이든 접경수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남북해조류양식 공동학술조사 실시
북측 옹진반도 연안은 해조류 양식 과학화로 집중 육성 중인 곳으로 북한 다시마의 경
우 세계 생산량 2위이다. 해양생태자원에 대한 공동조사는 UN 제재 사항도 아니며, 이
지역은 남북간 영해가 겹치는 수역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특히, 수산 양식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사업으로 김정은 위원장 또한 계승하고 있다. 북
한 또한 동아시아 해양관리협력기구(PEMSEA)와 람사르협약의 정식회원국으로 활동하
고 있다.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UNESCOIOC),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도 서해평화수역 조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연계해 남북
해조류양식에 대한 학술교류가 필요하다.

(3) 서해 접경지역의 안보 규제 완화
① 선박 항행 제한 조치 완화
서해접경수역을 항행하는 여객선들도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야간 항행이 금지되어
있어 기상악화, 안개 등으로 며칠간 여객선 통제가 빈번한 서북도서는 당일 오전출항
지연 시 기상호전 등 오후운항이 가능한 경우에도 야간운항 불가의 사유로 여객선이
강제 통제되어 주민 및 관광객 등 여객선 이용객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육지에 강제
체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등 평등한 교통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화물선은 야간 운항을 하고 있음에도 여객선에 대한 야간 운
항 통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에 따라 서북도서(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
도 등 북방한계선 인근 도서) 운항 선박들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어선 출항신고를 해양경찰이 아닌 해군제2함대사령부가 담당하고
있어 불필요한 군사통제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해양경찰로 이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② 서해 접경수역 조업 구역의 확장 및 조업 제한 완화
서해접경수역 어선들은 한정된 어장에서 한정된 시간에만 조업을 할 수 있다. 이마저
도 군사대치상황, 군사훈련,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온전히 조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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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통제아래 제한된 시간
과 협소한 어장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하며 어민들의 하루를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될 수 있게 조업제한을 풀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만
이 출입하고 있는 황금어장에 접경수역 어선도 갈 수 있게 조업 구역을 확장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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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협력지대를 위한 함의

조 형 진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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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남북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
치를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부침과 한국 정치 지형의 변동에 따라 서해평화협력
지대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비롯한
남북관계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정책에 집중되어 지방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상향
식 실천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조건과 한계에 국한되어 다양한 가능성
을 제대로 모색하지도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동아시아의 다양한 접경들을 분석하여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위한 함의와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에는 진먼다오, 북중 국경, 홍
콩 등 체제와 조건이 다른 다양한 경계들이 존재한다. 이 사례들을 통해 서해평화협력지
대는 물론, 인천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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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2-1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가 갖는
평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토론문

김 효 은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객원교수

[토론 2-1]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가 갖는 평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토론문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평화운동이 만든 남북 평화의 길
1. 한강하구의 의미
○ 한강하구란 어떤 의미인가
정전협정에 의해 남쪽은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북한은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 수역까지 약67km의 구역을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낯설다. 사람들은 서울에서 쉽게 만나는 한강은 알아도 한강하구는 잘 모
른다. 강과 바다는 육지와 달리 경계가 불분명한지라 하구가 어디부터인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육상에서 북한과 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볼 기회가 많다. DMZ 안보관광
이라는 이름으로 더러 가 본다. 민통선 출입승인을 받아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해마
루촌이나 통일촌을 들러보고 전망대에서 북한땅을 바라볼 수도 있다. 출입이 자유로운
임진각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다.

한강하구는 인천에는 어떤 의미이고 인천을 벗어나서는 어떤 의미인가.
인천에게만 간절한 공간이고 인천 밖에서는 무관심한 공간은 아닌지.

○ 분쟁의 바다 서해
인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바다 위에 보이지
않은 선이 대립과 긴장을 불러오는 곳이다.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까지 서
해는 분쟁의 바다였다. 육상의 DMZ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2. 한강하구 남북공동이용
○ 정전협정 제1조 5항의 중립수역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규정되어 있고,
1953년 10월 3일 비준한 ‘추가합의서’를 통해 보강하고 있다. 또 ‘유엔사 규정'을 통
해 이 수역에서의 민간선박 항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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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강안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
방 민용 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
은 제한 받지 않는다.’

○ 남북 간 서해 충돌 방지 합의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 3.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
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5.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
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
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2018.9.19.)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
발적 충돌 방지’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
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이 안
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른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첫 조치이다.
-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인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남북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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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0명으로 남북공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하여
660km를 측량하고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수로를 찾아내고 물속 암초 21개를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 정전협정 65년 만에 남북이 닫히고 얼어붙었던 물길을 평화와 협력의 물길로 바
꾸어놓은 것이다.
- 이후 2020년에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물길, 생태환경, 수산자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행되지 못했다.

○ 인천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용역 최종보고회(2019. 11.)
- 한강하구 관리수역 지정, 한강하구 정책동향 및 국내·외 하구관리 사례조사, 한강
하구의 수질 및 생태환경 분석,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체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통일부 등 중앙정부 및 서울·
경기와 협력하여 통합관리기관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경기도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방안 연구(2019.10.)
- 민선 7기 경기도이 중점사업인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4대 분야 15개 사
업을 제시하였다. 생태·환경, 관광·지역개발, 교통·SOC, 산업·경제 분야에서 생태
자원을 조사하고 남북수산협력을 하며 남북왕래 보행교량 조성 등을 담고 있다.

3. 한강하구 배 띄우기 운동
○ 한강하구 배 띄우기 운동의 의미
- 금단의 땅인 서해 바다에서 민간이 나서서 평화를 만들어보려는 노력이다.
- 정전협정 상 민간선박의 항행이 가능함에도 민간인 누구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
었던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의미를 알리고, 평화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 분단 이후 변함없는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2005년에 멈춘 한강에 배가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 인천의 축적된 평화운동의 동력, 특히 2004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한 인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평화의 동력으로 가능했다.

- 배 띄우기 운동은 7.27 정전협정 행사를 넘어 전쟁을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평화운동으로 확장·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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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 정전협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나서서 한강하구 문제를 국가적인 아젠다
로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다.
-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생활 속 평
화운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 인천이 러일전쟁의 앞바다이자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의 무대였던 안보도시에
서 평화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 남북 대치 상황에서 서해를 분쟁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이 인천이 평화도시의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4. 배 띄우기에서 평화운동으로
○ 한강하구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운동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2020년
조직위원회가 인천, 경기,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했으므로 전국적인 평
화·통일단체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 인천이 주도하되 한강을 공유하는 인근 지자체인 김포-고양-파주와 긴밀한 협력
이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한강을 면하고 있는 면적과 중요도가 다르므로 협력에
대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접경지자체로서 남북교류협력과 평화 정착에는
시정의 우선순위를 두므로 상호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 지역사회 운동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늘어나야 한
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인 인천에 대한 재발견과 관심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평화운동으로 발전
- 한강하구의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운동의 의미와 대상 공간을 확장하여 한강하구
에서 한반도 전체로 퍼져가는 한반도 평화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 평화도시 비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
록 시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평화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7.27 배 띄우기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한강하구와 관련하여 상시적인 평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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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1]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가 갖는 평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토론문

○ 강화 교동 등 한강하구를 평화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활용
-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북한을 바로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
고 있는 교동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 교동이 평화의 섬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화의 섬의 의미가 관 중
심의 관광지가 아닌 민관협력으로 주민이 주역이 되는 평화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야 한다.
- 인천만이 갖고 있는 서해를 둘러싼 분단 및 실향민의 역사와 남북공유문화를 평
화교육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13 -

≫ 토론 2-2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평화정책 검토와 추진 방향

권 기 태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상임연구위원

[토론 2-2]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평화정책 검토와 추진 방향

1. 접경지역이 갖는 함의
전 지구적 기후위기로 인한 코로나19는 더 이상 군사력 중심의 전통적 안보 관념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단
위 국가를 넘어 초국가적인 연대와 협력이 해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북 간 평화와 협력
도 이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세계의 모범인 K-방역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앞세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남북 간 신뢰 회복
과 교류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냉전적이기만 하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우리는 안보와 경제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
소리가 적지 않다. 그나마 남북 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 개선의 징후들이 조금씩 나
타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북의 긍정적 반응, 그리고 미
국, 중국, 러시아의 지지 표명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살얼음을 걷는 듯한 현 시국에 혹시라도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5도에서의 군사적 분쟁이 발생
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만큼 접경지역에서의 평화 보장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무너뜨리는 국가 차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
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세계는 지금 초국경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접경지역
에서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다.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총 3개 시도(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에서 15개 시군(인천시 2, 경기도 7,
강원도 6) 98개 읍면동에 해당하며 육지로는 248km, 해상으로는 약 200km에 걸쳐 있으며,
약 72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육상을 중심으로 북과 접경하고 있는 데 비
해 인천시는 해상 중심의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이 잠재되어있는 곳으로 남북 간 군사
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는 군사지역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70년 가까이 고립·통제
지역으로 DMZ 일원과 서해5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은 생태환경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사향노
루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2,930종)로 그야말로 생태환경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
다. 그러나 주민의 삶의 질은 공간적 폐쇄성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의 제약은 물론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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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반이 취약해 경제적인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여건의 제약은 극심한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비접경지역에 비해 두 배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고착화되었다.

지난 6월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되어 있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강원도 양구
군수)는 접경지역 성장기반 구축 발전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접경지역의 현 상황을 잘 나타
내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70여 년간 국가안보상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어 낙후
된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적 발전전략의 필
요성을 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접경지역 개발청’ 전담기
구 신설 및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5.3%(전국 45.2%)로
옹진군은 12%, 강화군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엔 국방개혁 2.0으로 군
부대 해체,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위기 초래와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까
지 확산하여 관광객의 발길마저 끊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2.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정책 검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남북협력시대에 맞춰 남북 교류협력정책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방식에
서 벗어나 민간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역할 공간을 확대하기로 정책 기조를 세우고, 지방정부·기
업·민간·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그 징
후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활동 공간을 부여하고 직·간
적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경기도와 강원도와 더불어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가장 중요한 의제를 담당하는 지방정부로 볼 수 있는데, 2007년 10.4선언에서 합
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설치는 물론,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서해 평화수역 설정, 9.19
평양선언의 서해공동특구 조성 등이 인천시와 연관된 핵심적 과제이다.

인천시는 민선 7기에 들어 평화도시 정책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도시 인천’을 평화시정의 목표로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조직
개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여 남북 평화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둘째,
2019년 11월에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함께 통일부 대북사업자로 지정돼 지역특성에 맞는 독
자적인 대북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광역자치
단체 순위 14위에 머물렀으나, 현재 106억 원을 조성하여 4위에 이르는 성과를 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5년간 인천시 남북평화정책의 근간이 될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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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안(2021-2025)’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은 중앙정부의 독점성
과 정치정세의 유동성을 극복하고 지방정부의 평화정책 지속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광역지
자체 중 최초로 ‘평화’를 의제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세계와 한반도를 잇는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과 4대 전략·4대 원칙하에 서해
평화특별기간 운영 등 18개 중점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18개 중점 추진과제 중 접경지역과
관련된 과제는 서해평화특별기간 운영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 등 핵심사업을 비롯하여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마련, 서해평화협력청 설
치, 평화접경 민관군 상생협력 거너번스 운영, 접경지역을 평화체험·교육공간으로 활용,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평화정책의 성공여부는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대북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쉽지 않다. 연평도 포격,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폐쇄의 예를 보듯이 정치·군사적 변수
가 발생하면 비정치적 성격의 경제·문화교류마저 중단되거나 폐지하는 사태를 반복해 왔기 때
문이다. 정책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독자성
을 갖고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인천시가 평화도시 기본계획의 원칙으로 ‘사업추진의 향상성 견지’를 상단에 놓고, 사
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은 남북관계의 돌발변수를 염두에 두면서 능
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지속가능 추진 방향
우리는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의 교훈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독
은 보수정당인 기민당과 진보정당이라 할 수 있는 사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반복되었지만, 동방정
책으로 불리는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변함없이 추진함으로써 1990년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동방정책의 일환인 동·서독 62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이 통일의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이다.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가장 상위에 두고 세 방면의 추진 방향을
검토해 보았다.

(1) 지역 특성과 경험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한반도 평화는 점진적·단계적 접근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의 평화역량 축적이 관건이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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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국가 주도의 독점적, 하향식 방식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지자체 차
원에서 평화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능동적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교훈을 경험하였다. 그만
큼 한반도 평화체제는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시민들과 직접적
으로 대면하고 접촉하는 지점이 지역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천시 평화도시 정책의 핵심은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기업·
시민사회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평화협력 거버넌스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시민 평화역량을 축적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천시는 다행스럽게도 지
난 20여 년간 타 지자체에 비해 탁월한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시민 평화역
량을 바탕으로 2004년 ‘6.15우리민족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이
참여한 ‘아시아육상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인천시는 해상 중심의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인천시가 핵심사업으로
설정한 ‘접경수역의 분쟁 해소를 위한 어족자원 공동 조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남북공
동어로’ 등 남북 수산교류는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이자 남북정상회담 시 합의사항
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이미 2019년 대북지원사업
자로 지정돼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필수 의약품을 비롯한 말라리아,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 등 UN
의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필두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2)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우선 추진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립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
율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은 그 자체가 국정과제로 인천시와 밀접하게 연
관된 사항을 우선순위에 배치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남북대화를 복원
해 세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 총 36회의 남북회담에서 23건의 합의서(2018년 12월 말 기준)를
채택한 바 있다. 인천시와 연관된 내용은 2007년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2018
년 판문점선언의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어로활동 보장’, 평양선언의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군사분야 합의서의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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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2]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평화정책 검토와 추진 방향

인천시 핵심사업인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기반 조성’은 서해5도 주민의 생존
권과 재산권이 걸린 문제로 우선 조업권의 확대와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천시 차원의 제
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해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미
착공한 서해 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 구간의 착공도 검토
해야 할 사업이다.

(3)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
코로나 시대로 대표되는 글로벌 환경변화는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
하고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분야도 기후위기와 생태환경, 보건의료분야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세계적 이슈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태세를 갖춰야 하겠다.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인천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 4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나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으로 승격한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평화부지사로 명칭화하고 평화협력국에 3과 60여 명으로 구
성, 강원도가 평화지역발전본부 산하 5개과 7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체계와 비교할 때 양·질적
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향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예비한 전략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
라도 조직의 확대·개편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지역사회 요구는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와 통제로 인한 생존권 침해
의 해결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서해5
도지원특별법의 개정과 접경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자체 차원
에서는 접경지역 평화정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
정과 서해5도 접경수역 및 한강하구 평화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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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2-3

<동아시아 접경의 평화와 협력: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위한 함의>에
대한 토론문

김 국 래
前 중국산동대학교 중한관계연구센터 연구원

[토론 2-3] <동아시아 접경의 평화와 협력: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위한 함의>에 대한 토론문

1. 첨부된 지도(3쪽 – 자료집 p.200)에 대한 문제
① 대한민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도에는 육상 군사분계선 서단에서부터 서쪽
으로 <한강하구> 수역의 남북 중간지점을 가르는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다. 이 경계
선은 한강하구를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며 서해의 북방한계선(NLL)과 이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한강하구 수역에 남북 경계선을 그어 놓고, 그 경계선의
남쪽 수역에 30㎢ 넓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해당하는 인공섬을 조성하겠다는 “나들
섬 구상”을 발표하였다. 물론 당선 이후 이 공약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실현 가능
성이 전혀 없었던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던 것인데 당시 정치권의 한강하구에 대한
무지하고 천박한 의식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다.

한강하구에 남북간 군사분계선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만약에 그렇
게 한다면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지도에 경계선
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육상의 군사분계선과 한강하구, 서해에 남북 사이의 경계를 명
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강하구와 서해 수역에 남북의 경계를 표시하는 군사분계선으로 이를 표시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행위이며 남북 갈등을 불러온 원인이다. 이 갈등의 원인을 해
결하지 않는 한 서해에서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에 이런류의 지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⓶ 첨부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계획>은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측 국방부가 기초한 계획안으로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등거리 수역을
설정하여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서해상 남북 갈등의
핵심문제인 북방한계선을 남북간의 경계선으로 설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기에 북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남북 갈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남측의 주장만 담은 내용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솝우화 속의
너구리와 두루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대화의 성과가 있을 리 없다. 남북 협상
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폐기되어야 할 이 방안이 서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자리마다 남측의 계획안으로 계속 인용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해
평화에 대한 실질적이고 호혜주의에 입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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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접경과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
북방형 평화협력(두만강, 압록강)과 남방형 평화협력(홍콩-선전, 진먼다오)의 사례를 국
가 단위의 하향식, 상향식으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백령도와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선전과 샤먼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인 홍콩과 타이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지역이다. 1국가 2체제에 대한 실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나 반환
예정 지역인 홍콩과 통일 대상인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정책은 엄연히 차이
가 있다. 또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과의 협력은 분명한 국제관계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진먼다오와 백령도의 지리적 특성이 일부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인 조건은 한반
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부분의 비슷한 측면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대부분의 상이한 측면을 간과하고 비교의 범주를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서해(백령
도)에 적용할 사례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진먼다오 접경지역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12쪽 – 자료집 p.204)을 도식화 한
부분은 여러 요소와 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며 도출된 시사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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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국제기구 라운드 테이블 세션)

국제기구의 대북협력
사례와 인천의
협력방안
14:45 ~ 16:15 / Grand Ballroom

좌장
권태면  前 외교부 대사
KEDO북한 주재 대표,
워싱턴 총영사
코스타리카 대사
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국립외교원장

발표
마리안 윤(Marian Yun)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소장
(Director, UN World Food Programme Global Office in Korea)
현) 유엔세계식량계획(UN WFP) 한국사무소장
전) McKinsey and Company 한국사무소
외교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선발, WFP 본부
WFP 지역본부 특별보좌관 WFP수단, 남수단 사무소 파트너십 담당관
WFP 본부 정부공여국 선임 정책담당관/팀장
WFP 본부 사업담당 사무차장실장/특별보좌관
WFP 레소토 국가사무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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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 슐레인(Oren J. Schlein)  유니세프 서울 연락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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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사무국 대표
(Chief Executiv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Secretariat (EAAFP Secretariat)
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 대표
전) 국제습지연합오세아니아 지부장
호주정부 생태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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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볼드 바산자브(Ganbold Bassanjav)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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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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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시아·아프리카국 (대한민국담당 전문가)
외교부 미·아시아국 (북미담당 선임담당관)
몽골국립대학교 국제관계과 학과장
외교부 공무국장
외교부 차관보
주베트남 몽골대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주한 몽골대사
몽골 외교부 지속가능발전 대사

발표
애나 크리스티나 톨런드(Ana Cristina Thorlund)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Programme Officer, UNDRR ONEA & GETI)
현) UNDRR ONEA & GETI/프로그램 담당관
한국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방재교육훈련연수원
전) 국제복구플랫폼(RIP)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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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1

북한의 식량사정 및 WFP와
인천의 역할
(DPRK Food Security Situation and the Role of
WFP and Incheon to Address the Challenges)

마리안 윤(Marian Yun)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
(Director, UN World Food Programme Global Off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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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소개) 유엔세계식량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 기구로, 기아 인구가 없는 세상인
제로 헝거(Zero Hunger)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북한 식량상황 및 WFP 지원현황) FAO와 WFP가 공동으로 발간한 <FAO-WFP 기아
위기지역 보고서(FAO-WFP Hunger Hotspots)>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식량은 약 86만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한 만성 식량부족 국가로 많은 주민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영양개선 사업과 식량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WFP는 90년대 중반부터 20년
이상 활동을 해 왔었고, 북한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No access, no
food”의 철저한 모니터링 원칙에 따라 연 1500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현장 사업
여건이 가장 좋은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WFP 북한 사무소는 9개도 60개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WFP가 제공하고 있는 슈퍼시리얼과 영양강화비스킷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신체적, 인지적 성장의 토대가 되며, 적정량의 제대로 된 영양분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각 개인의 건강 및 성장은 물론 국가발전의 잠재력과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보건, 교육 부문의 큰 비용과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절한 시기에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적
및 물적자원의 통제로 인해 북한 내 식량불안정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WFP는 작년 원격 업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를
포함한 73만명에게 식량지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탁아소, 소아 병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약 45만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방향과 미래 WFP 역할) 현재 남북간의 대화가 물꼬가 트이는 가운데 유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가장 필요한 시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을
비롯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인천의 역할) 인천은 GCF, GGGI, UNPOG, UNESCAP 등 여러 국제기구를 유치한
다자협력의 도시입니다. 여러 국제기구가 위치한 장점을 살려 동북아 다자주의 협력의 메카로서
인천이 북한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과 ODA 사업 추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WFP는 이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이해 당사자(stakeholder)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적 가치에 부합한 지원 사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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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2

북한의 보건 및 아동 분야
지원현황과 향후 방안
(Current status and future plans of North Korea's
health and child support)

오렌 슐레인(Oren J. Schlein)
유엔아동기금(UNICEF) 서울 연락사무소장
(Head of UNICEF Liaison Office Seoul, South Korea)

[발표 3-2] 북한의 보건 및 아동 분야 지원현황과 향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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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2] 북한의 보건 및 아동 분야 지원현황과 향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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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3

남북 생태환경 협력을 위한
인천의 역할 모색
(The role of Incheon i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ecological environment-focusing on migratory waterbirds)

더그 왓킨스(Doug Watkins)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사무국(EAAFP) 대표

(Chief Executiv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Secretariat (EAAFP) Secretariat)

[발표 3-3] 남북 생태환경 협력을 위한 인천의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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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3] 남북 생태환경 협력을 위한 인천의 역할 모색

- 263 -

≫ 발표 3-4

북한 환경보호 계획과
남북협력
(North Korea’s pla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nter-Korea cooperation)

강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북아사무소 대표

(Head of Office, UNESCAP East and North-East Asia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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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북한이 최근에 발표한 2030의제의 이행에 관한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VNR)에는 환경보
호를 위한 국가정책과 계획 및 정보가 담겨져 있다. 정책 및 계획에는 고형폐기물 관리
에 대한 법체계 개선, 연안 및 해양구역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수질오염
방지의 실질적인 관리방법, 정화기술의 도입, 연안 통합관리를 위한 역량구축, 지속 가능
한 산림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기후변화와 생활다양성보존, 특히 습지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VN
R)는 남북 환경협력의 의제를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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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4] 북한 환경보호 계획과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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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5

재난위험경감과 복원력에 대한
북한의 역량 강화
(Enhancing Disaster Risk Reduction and Resilience
capacities in DPR Korea)

애나 크리스티나 톨런드(Ana Cristina Thorlund)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UNDRR ONEA-GET)

(Programme Officer, UNDRR ONEA & G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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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북한은 기상·기후 조건으로 인한 가뭄, 홍수, 태풍, 폭염,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환경의 악화는 이러한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겨울과
봄철의 강수량 부족으로 식량의 보급에 위협을 받고 있다. 2018년 태풍 ‘솔릭’이 한반
도를 관통하면서 엄청난 비로 인해 강원도와 함경남도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곡물 수확량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주요 기반
시설과 보건소 등이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40℃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남부지방의
주요 농장에 피해가 속출했다. 2019년에는 태풍 ‘링링’이 북한을 강타하며 농경지가 침
수되었으며 6,3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발표에서는 북한의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노력 및 미
래의 재난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역량개발의 필요성과 기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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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우리 인천항은 과거 10여년간 북한 남포항과 항로가 개설･운영되면서 선박 운항이 가장
빈번하였었던 대북 물류의 기지로서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였고, 남북한 교역액도 2016
년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여 2005년 10억달러 규모에서 2015년 27억
달러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남북의 교역량이 확대되고, 남포, 해주 등 북한 서해 지역
주요 항만과 교역이 재개된다면 인천항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한반도 서해권역을 대표하는 항만으로 인천항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함
으로써 역사적으로도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된 이후 단계별 협력방안을 검토해 본다면
주관적인 견해지만, 남북 항만물류협력 재추진기 → 도약기 → 성숙기로 나누어 북한의
물류분야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류도 발전시켜 나가는게 중요하다
고 봅니다.

황해평화포럼이 앞으로도 남북경제 협력방안과 관련한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인천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며,
인천항만공사도 함께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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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 균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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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황해는 남해 및 동해에 비해 매우 큰 조석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간대에 서
식하는 생물들이 겪는 환경스트레스는 남해와 동해에서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
음. 해조류를 비롯한 조간대에 서식하는 블루카본 생물들은 이러한 환경스트레스에 적응
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능성 물질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음. 해조류는 광합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조류 양식은 기후변화 대응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효율
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제안되었음. 해조류 기반 기능성 물질의 산업화와 이산화탄소 저감
을 위해서는 해조류의 대량 양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170여개의 섬들은 해조류 육상양식의 최적지로 제안되었음.
황해에서 북한과의 경계지역은 생물종다양성이 매우 높은 biological hotspot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다양한 해조류 자원의 활용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제안되었음.
최근 ‘Korean Seaweed Peace Belt and Red Gold (Gelidium)’ project가 인천 송
도에 위치한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를 중심으로 전세계 15개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남북을 비롯한 전세계의 해양생물학자들이 남북접경지역의 생물들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응용방안에 대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접경지역의 블루카본 바이오
매스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남북 공동연구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남북 공동으로 해
양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블루카본 바이오매스 자원 개발,
생태계 복원 노력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의 블루카본 생물의 양식, 바이오매스의 활용방안과,
블루카본 생물을 매개로 한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소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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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약
한강하구에서 강화도에 이르는 바다에는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지
난 70년 동안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원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s)를 지닌 자연환경을
전 인류의 유산으로 삼아 보존할 수 있도록 세계자연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강하
구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한 생태와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과거
남북 경제협력에서 한강하구는 바다골재 채취와 같은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 바다골재의 지나친 채취는 강화 젓새우 어장과 사막갯벌 경관을 망가뜨릴 수 있
다. 이제는 보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전과 이용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이 함께 한강하구의 수질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점박이물범과 상괭이를 보
호하고, 중국어선의 남획을 막아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남북 공동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해야 한다. 한강하구-DMZ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가는 최소
한의 제도적 여건으로서 한강하구 갯벌을 보호하겠다는 남북 공동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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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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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수역의 평화체제 구축

이 석 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4-3] 서해5도 수역의 평화체제 구축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와 서해평화체제 구축: 현황과 전망

Ⅰ. 서해5도 및 주변 수역: 접경지역·수역에 대한 현실인식의 부재
서해5도 수역은 한국-북한, 한국-중국, 북한-중국 3자간의 해양경계 획정이 되어 있지
않은 중첩수역으로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해상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이미 남북한간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경험한 바 있으며, 관할권 미획정의 상태를 악용한 중국의 불법
어업 또한 성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중국 등 다자간 복잡다기한
쟁점들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국내법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한국은 해당 수역에서 바다의 헌법이라고 일컫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
양법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중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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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제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
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
권법) 등의 국내법에 근거해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수역에서 거주,
활동하는 주민들의 통제를 위한 법령으로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업법, 선박안전법(2020
년) 등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어선출입항신고관리규칙, 서북도
서 선박운항 규정, 서해5도 특별경비단 운영규칙 등이 시행되고 있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해군의 어민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북방한계선(NLL)과 서해5도 수역에서 조업, 해상교통이나 그 밖의 해양이
용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보·안전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해역이용 제한, 외국
어선의 조업금지, 조업조건 부과, 민관군 합동안전관리 등 특별한 안전관리체제를 시
행하고 있다. 동 수역은 크게 특정금지구역, 어로한계선, 특정해역, 해군 통제구역 등
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서해5도 수역의 법적 근거는 국내법, 한중어업협정 및 정전협정 등으
로 다양하다. 특정 해역의 설정 목적도 어업자원 보호, 항행 안전 확보, 군사 안보 등
다양하다. 한중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았고,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해5도를
중심으로 NLL까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양상이다. 서해에 있는
이들 특정 수역들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서해의 어업이 지속가
능성을 확보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해5도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해5도 현지답사 및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서해5도 평화
백서』 등의 출판사업을 통해 발굴, 취합, 편집되고 있는 일련의 자료들을 보면 적어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제야 기초연구의 첫단계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연구의 축적없이 이념에 근거한 접근이나 정치학적인 담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해
5도 수역의 해양환경, 해양자원, 해양생태계 등 해양학 분야의 연구는 접경지 수역에
서 파생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
로 원격으로 내지는 인접 수역을 통한 대체 연구를 가능하게 하지만, 현장에서의 활동
을 대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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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남북한 관계, 국제··지역정치, 해양법·정책(해양자원, 해양환경 등)을 포괄하
는 국가현안인 서해5도와 관련한 기초연구가 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기초연구는 차치하더라도 왜 아직까지도 국가적 현안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들이 현안으로써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러한 결과는 접경수역 사안의 복합성··중요성에 대한 현실인식의 부재와 안보 논리의
무분별적인 적용을 통한 권익보호 접근성의 차단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이다. 접경수
역은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영토로서의 특수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역에서보다 관리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찬가지 선상에서 안보 논리의
무분별적인 적용을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편의상의 일방적인
통제가 지속된다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익보호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로서
이는 철폐되어야 할 사항이다.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가 된다. 마찬가지로 규제가 지속
되면 의무가 된다. 안보적 이유로 적용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행위에 대한 종합
적이고도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닌 불필요한 사항들은 즉각 중단되
어야 된다. 장기화된 규제 속에서 서해5도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익
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II. 학제간 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인 서해5도 현안에 대한 인식
독도, 이어도, 북방한계선(NLL), 남부대륙붕(JDZ) 등 한반도 주변해역과 접경수역은
북극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핵심 해로(海路; SLOC)이자 군사활동 요충지
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해5도 수역과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
북한 간의 분쟁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군사적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
는 곳이다. 관련된 국가도 남북한과 중국을 기본적으로 하는 다자간의 분쟁 수역이며,
따라서 종합적인 국가내 관리체제가 요구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서해5도 문제는 서
해5도를 둘러싼 남북한, 한국과 중국, 북한과 중국 간의 다자적인 지역내 현안문제로
서, 국가의 해양질서 관리체제 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사안의 배
경에 위치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위시한 역사적인 맥락까지를 감안하면 사안의 국제성
은 더욱 확대된다.

서해5도 문제는 다자적인 지역내 현안문제로서 국가의 해양질서 관리체제 내에서 종
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서해5도 문제는 해양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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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라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의 대응방안 및 입법화 과정에서 해양법·
정책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접경수역이 유인(有人)도서인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으로는 도서자체인 영토(領土), 해당 도서가 향유할 수 있는 수역(水域),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住民)의 세가지 요인이 모두 고려대상으로 균형감있게 접근해야
한다.

서해5도를 구성하고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는 그 도서로서의
영토적인 특성이 상이(相異)하다. 서해5도 개별 5개 도서의 영토로서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들 서해5도가 하나의 유기체(unit)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치
들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판단에 백령도, 대청도·소청도, 연평도·소연평도의 융합의 단
계는 하나의 유기체(unit)로서 평가받기에 아쉬운 대목이 많다. 서해5도와 육지간, 그
리고 서해5도 상호간의 다양한 연결망(網)의 확충이 요구된다. 하나의 생활권(生活圈)
에 위치하게 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수역은 단순히 향유할 수 있는 법적인 공간의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다. 경제(經濟)영
토, 안보(安保)영토, 생활(生活)영토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계미획정 중첩수역으
로서의 서해5도 수역에서 향후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까지를 상정한다면 서
해5도 개별 5개 도서의 영토로서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당 부속도서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백령도와 연평도, 대중국관계에 있어서의
백령도의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유미의하기에, 관련 부속도서에 대한 연구가 세심하게
병행되어야 한다. 해당 수역이 가지고 있는 구역별 경제적, 안보전략적인 중요도에 대
한 판단도 필요하다. 특히 어업활동과 직결된 경제영토로서의 측면에서 해당 수역의
이용, 보전, 관리가 중요하다.

영토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적용 기준이 상
이하다. 도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현재 서해5도에 거주하는 8,723명(2020년 12월
기준)은 그 자체로서 소중한 의미가 있다. 영토관리의 측면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는 권리에 비해 소외되거나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하
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상존하는 위험이 있는 해당 지역에 상주
하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
치들이 서해5도지원특별법이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별법은 서해5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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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한 권익 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법률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등 관
련 정책에서 거주 주민들의 입장이나 시각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권익 제약 자체를 해소하려는 법제가 요구된다.

III.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의 개요
한국의 서해5도 수역의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정책의 운영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
는 시각으로 서해5도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
에 걸친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이하
‘법제화사업’)의 경우는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성격만큼이나 많은 분야의
연구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사안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 및 판단, 나아가서 정무적인 고려사항까지 포함해야
한다. 사안 자체가 수역·도서에 대한 현안인 관계로 해당 수역의 해양과학적인 이해는
선결적인 문제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해당 사안의 적절한 공론화도 수반되어야 한
다.

이번 배경에서 동 법제화사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법·정책과 아시아의 국제법
발전의 담론과 관련된 국제공동연구와 해외출판에 집중하고 있는 (사)아시아국제법발
전연구회(DILA-KOREA)의 주관으로 지역내 현안인 서해5도 문제에 대한 법리적인 분
석과 입법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을 해 온 인하대 법전원; 한국의 해양문제, 특히 접경
수역, 연안해역에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종합해양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해양과학기술
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 설립 이후 서해5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특집기획연재
등 다양한 기고 및 기사화를 통해 동 현안의 여론 형성 및 공론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등 여러 기관과 연구자의 공동사업1)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학제간의 융합적인 성격은 동북아에서의 해양안보··전략의 격변에 따라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서해5도 수역의 전략적 위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지역학, 국제정치학적인
시각에서의 접근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1) 연구회가 주관한 6회에 걸친 워크샵 (2020/11/03; 2020/11/04; 2020/12/16; 2021/04/07;
2021/07/02~04; 2021/08/20)과 2021년 4월 27일 개최된 판문점 선언 3주년 및 서울신문 기획
연재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출간 기념 학술대회: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
로세스와 서해평화체제 구축』; 2021년 5월 26일 개최된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을 통해 작업된 법제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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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1단계 법제화 프로세스: ‘서해평화선언’,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그
리고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법제화 프로세스의 기본방향은 정전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10.4 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
여하는 것이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는 기본정신을 담고 있는 ‘서해평화선
언’을 시작으로 현재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전제가 된 상태를 반영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현재 상황에
서 남한이 남한 관할권 행사 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서해5도 수역 관
리기본법’으로 구성된다.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은 본질
적으로 그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지만, 관리기본법은 남북관계의 변수에 상관없이 독립
적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비롯된 서해5도 지역의 안보적 특수성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고충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으로 제안된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는 서해평화선언,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그리고 관리기본법의 구체화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남북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남한
이 남한 관할권 행사 구역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작업된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은 국내 입법화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전향적인 입법의 전거(典據)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는 전세계 분쟁지역
의 평화체제 유지 및 관리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상기 소위 1단계 법제화 프로세스는 서해평화선언,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그리고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3개의 체계가 기획된 것은 아니었고, 이는 진행과정에서 도출
된 결과이다. 서해5도 관련 업무는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입증하듯이 중앙행정기관 내
업무와 기능이 산재해 있다. 서해5도 지원사업은 행안부, 수역 관리 및 운영은 국방
부, 해수부, 해경,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중국과의 관계는 외교부가 담당한다. 지역
행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청이 담당한다. 기본법과 통합행정체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법을 논의해 나갔던 과정과 절
차는 따라서 동 사안의 이해에 중요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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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1. 서해평화선언
서해평화선언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에 의거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전쟁상태를 종결하
고 평화상태로 나아가자는 공식 협정이며,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관계된 국제적
규범이다. 그 정전협정은 해상에 군사분계선을 두지 않았으며, 서해 접경 수역에서 남
북 배타적 관할수역을 3해리 인접해면(영해)로 정하고, 그 이원(以遠)의 수역에 대하여
는 남북에게 개방된 곳으로 두고자 하였다. 바로 그것이 서해 남북 평화의 진정한 기
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서해평화선언(가칭)’을 제안한다는 것이 그
기조이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10.4' 선언에 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와 문재
인 정부에서의 '판문점 선언'에 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 합의를 강조하
고, 남북 정상 간 서해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의 실행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III.1.2.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모두 7개장 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
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채택, 제3장 위원회 및 주무관청 신설 등, 제4장
서해5도 수역의 평화정착, 제5장 권익 보장, 제6장 사업의 시행 등, 그리고 제7장 벌
칙 등이다.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안)은 정전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10.4 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
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의 서해5도 수역이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북한 초도 이남, 남한 덕적도 이북의 수역으로서 서해의 북방한계선
이남의 대한민국 관할 수역을 의미한다.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서해의 북방한계선을
포함하여 서해5도 수역에 대한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
2) 지금 공유되고 있는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은 기본적으로 4차 수정안 (2020/12/10)이며, 서해5
도 수역 관리기본법은 2차 수정안 (2020/12/10)이다. 다음과 같은 주요 내부 진행 참고사항이 기
록되어 있다.
2020/10/07: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제정 관련 회의 (정태욱, 이석우)
2020/11/04: 서해 접경수역 기본법(가칭) 가이드라인 발표 (정태욱)
2020/11/24: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1차 초안 작성 (이석우)
2020/11/25: 검토 의견 (오승진, 정태욱, 최태현) 제시 및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1차 수
정안 작성 (이석우)
2020/11/30: 검토 의견 (오승진) 제시 및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2차 수정안 작성 (이석우)
2020/12/01: 법안 2원화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논의 (이
석우, 오승진, 정태욱)
2020/12/06: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3차 수정안 및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1차 초안 작
성 (이석우, 오승진, 정태욱)
2020/12/10: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4차 수정안 및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2차 수정안
작성 (이석우, 정태욱). 그 이후 서해평화선언(안)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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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된다.3)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4)

통일부장관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획·수립·지원 및 추진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서해5도 수역 기본계획을 수립 및 채택하여야 하며, 동 기본
계획은 매2년마다 재검토 한다.5) 또한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 산
하에 서해5도평화위원회를 두고6),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서해5도평화청을 설치하며,7)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
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보전과 개발·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8) 정부는 서해5도 수역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
북어업협정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업을 추진하고9), 서해5도에서 조업 제한 조치, 항행
제한 조치,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경제 활동의 제한에 대한 단계적 해제와
함께 해양경찰청의 관할권의 확대 조치를 취한다.10)

III.1.3.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안)은 기본적으로 모두 7개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
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채택, 제3장 위원회 및 주무관청 신설 등, 제4장
서해5도 수역의 관리, 제5장 권익 보장, 제6장 사업의 시행 등, 그리고 제7장 벌칙
등이다.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안)의 목적 및 기본원칙은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안)과 동일하지만 남북 사이의 합의 없이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담은 만큼 몇몇 규정
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남북 사이에서 이상적인 내용을 담은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정치상황의 변화 등으로 성과가 지속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실질적이며 필요한 조치들을 입법화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이를 위
하여 필요한 법이라고 본다.
3) 평화기본법(안) 제3조
4) 평화기본법(안) 제5조
5) 평화기본법(안) 제6조
6) 평화기본법(안) 제8조
7) 평화기본법(안) 제9조
8) 평화기본법(안) 제10조
9) 평화기본법(안) 제11조
10) 평화기본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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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해야 할 필요조치에 대하여는 조금 차이가 있다. 평화기본법은 남북평화와
공동이용 구역 확대, 남북 비무장화와 안전어로 보장, 민용 선박의 자유 항행을 정부
가 취할 조치로 열거하고 있지만, 관리기본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러한 조치들은 남북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국내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
가 있다.

평화기본법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 개선, 인도주의와 동포애
에 따른 북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기본법은 남북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강
화, 경제협력 방안 추진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11) 이 법은
북한에 대한 지원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화기본법은 서해
5도 수역 공동 이용을 위한 남북어업협정,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업, 중국어선 불법조업
에 관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기본법은 이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남북한 및 중국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관리기본
법은 평화기본법에서 남북 사이의 향후 합의가 필요하거나 다소 이상적인 내용을 배제
하고 서해5도 수역에서 남한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III.2. 2단계 법제화 프로세스: ‘서해5도평화청·서해평화협력청법’, ‘서해5도 수
역 관리기본법’, 그리고 ‘서해5도 수역 평화조약’
서해평화선언을 포함하여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관리기본법의 이원화 등 1단계
법제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평가 및 추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12)

III.2.1.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먼저 평화기본법과 관련하여 첫째, 해당 법안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괄할 필요는 없
는데, 현재의 평화기본법은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평화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접근방향에 따라서 이해당사국인 중국, 미국간의 조약적 성격이 있는 점이 반
영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기본법은 정권의 교체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 그 기본정신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기본정신을 담는 선언적인 성격의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셋째, 평화기본법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11) 관리기본법(안) 제9조
12) 이러한 의견들은 서해5도 수역 법제화팀에서 진행한 내부 기획회의(2021/05/06; 2021/05/13)의
논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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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남북 사이의 합의가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법안과 관련해서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일원화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학술적 차원에서는 두 가지 법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입법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시
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법안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나의 법안으로 가되
그 안에 평화의 방향성을 담으면서도 보수와 진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면 좋겠다.

III.2.2.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한편, 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 첫째, 동 법은 남북관계에 상관없이 현실적·실용적이어
야 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에 맞추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관리기본법은 우선 접경지역지원특
별법, 서해5도지원특별법, DMZ평화지대법(안) 등 기존의 관련 법률 및 법안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률과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거나 그 법들의 시행령을 통
해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 둘째, 평화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관리기본법
에도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보다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계속 수정해 나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정부에게 부담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경제권(조업권, 조업규칙), 불법중국어선조업문제, 정주
권,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법(母法)의 근거로 활용되는 방향
으로 제정되면 좋겠다. 즉, 단순한 구호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진행
한다.

III.2.3. 서해5도평화청·서해평화협력청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서해5도평화
청법)
평화기본법과 관리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1단계 법제화 프로세스를 논의하는 과정에
서 관리기본법 안에 서해5도와 관련한 질서를 만들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의 활동을
규정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서해5도 문제를 다룰 조
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다른 법률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관리기
본법의 취지를 조직 설립에 우선적으로 둔다면 ‘서해5도평화청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처럼 접근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본법의 문제의식은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 ‘서해5도평화청’ 신설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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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기능을 통합하는 ‘원스톱 청’의 문제이다.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방안이 제시될 수밖에 없다. 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정치권
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해5도의 문
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행안부, 국방부, 해수부, 해경, 통일부, 외교부, 인
천광역시 등이 관계하고 있다. ‘서해5도평화청’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도 매우 실질적인 문제이다. 특정 부처의 일개 실·국 단위로 기획되는 경우, 부
처간 업무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소한
총리실 산하로 기획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의 공약사항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서해5도평화청’은 정부조직법 관련 사안으로 관리기본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기존 송영길의원 안(案)에는 서해5도만이 아
니라 개성공단, 육로연결 등 여러 내용이 들어가 그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다. 이 부분
에 대한 입장 정리가 사전에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넷째, ‘서해5도평화청’ 설립이
필요하다면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아봐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 중 어느 것이 서해5도
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할 필요도 있다.

III.2.4. 서해5도 수역 평화조약
실현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서해5도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과 중
국의 관할권 중첩수역으로 국제법상 그 지위에 있어 논란이 있으며, 무력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소위 ‘서해공정’ 및 중국
의 서해 내해(內海)화 논란이나, 중국 해역을 침범한 외국 선박에 대한 무기 사용권한
을 법제화한 중국 해경법(海警法)의 실행은 한국과 중국의 중첩수역인 서해5도 수역을
포함하여 지역해의 갈등 관리 능력에 취약한 한국으로서는 매우 불안정한 요인이다.

중국불법어업 문제와 관련된 대책은 따라서 남북한, 중국간의 다자간 사안이며, 어족
자원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의 보호·보존, 해양집행관할권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되
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완성은 한국의 해당 지역·수역의
관할권 확보·유지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선(線·line)의 개념보다
구역(區域·zone)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한반도 주변 해양 상황의 통제력 확보를 위해선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관한 연구가
함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 관해서는 NLL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어 있
을 뿐 해양법과 관련한 1차 자료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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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주변 해양 안보의 안정을 위해서건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건 북한 해
양에 관한 국내법·국제법 검토는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해양 관련 국내법
과 국제법(양자조약·다자조약)에 대한 원문 조사 및 해설 작업도 시행한다.

IV. 서해5도 수역 2단계 법제화 프로세스: 진행방향과 의미
기존 1단계 법제화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서해평화선언,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그
리고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당 사안에
효율적·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2단계 법제화 프로세스는 ‘서해5도평화청(서해평화
협력청)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서해5도평화청법)’,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
법’, 그리고 ‘서해5도 수역 평화조약(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해5도가 가지고 있는
접경지역·수역으로서의 특수성과 함께 유인도서군도(有人島嶼群島)로서 가지고 있는 영
토, 수역, 주민의 보호라는 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안의 작업을 보다 현실화한다.

특히, 서해5도평화청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의 법제화 작업 과정에서 충돌의
여지가 있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파악을 통해 개정·폐지해야 하는 국내법
의 현황을 분석한다. 기존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의 서해5도 수역 평화조약(안)으로
의 접근에 대한 구상을 통해 서해5도의 평화체제 안착이 남북한간 한반도의 평화체제
안착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서해5
도 수역 평화조약(안)’의 작업 과정에서 기존에 체결·유지되고 있는 역내 국가간의 모
든 다자·양자조약, 협정, 해당 국가의 관련 국내법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파악을 통해
향후 전략적 대응을 위해 취사선택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분석한다.

서해5도 수역은 남북한만의 해양 문제가 아닌 남북한·중국 3국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수역이다. 남한과 북한간의 서해5도 수역에서의 해양질서의 법적인 지위에 변화를 가
하는 어떠한 행위는 양자간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과 중국, 북한과 중
국과의 해양질서의 법적인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수역
의 관리와 분쟁해결의 해법 강구에 있어 관할권 확보 및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전통적
인 접근에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체제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
제수역, 공해 등으로 전 해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각 공간에서 연안국과 비연안국
의 권리를 기능적으로 분배하고 있는데, 서해5도 수역의 경우는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
는 수역을 최소화하고, 남북한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해당 수역을 통합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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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1974년 한일간 합의된 북부대륙붕
경계선을 제외하고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이 전무한 현재의 한국의 해양질서 유지는
주변 해양강국들간의 역학관계의 부산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
이 한반도 수역에서의 최소한도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해양질서
의 안정적 유지 관리는 필수요건이다. 현재의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하여
정전협정에서 유래한 남북한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반도 해
양질서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서해5도 수역의 해양공간
관리의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향적인 제고가 요구된다.

서해5도 문제 해법의 정확한 좌표(座標) 설정이 필요하다. 서해5도 문제는 해당 지역
의 현안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역내 현안의 지위를 벗어나 국가적
현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서해5도와 관계하고 있는 정부 기관
가운데, 그 어느 기관도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 현안이 산재해 있
다. 인천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서해5도의 위상이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 운영, 기획, 시행되는 독도지
속가능이용위원회의 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관련 사항을 참조하여
준용할 필요가 있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은 서해5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현안 검토를
중심으로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 파악 및 정책적·법리적인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서해5도 평화백서』 출판사
업은 기존에 연구된 서해5도의 인문학적, 자연환경적인 자료들을 정리한 후, 해양법·
해양정책 등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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