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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기금 지원 등 7개 안건 의결 -

「

o 정부는 제32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2년 한반도통일미래
센터 운영사업 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7건, 219억원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운영을 위해 매년 1월에 의결을 해 왔던 사안들입니다.

」

·

- 개최 일시 : 2022. 1. 28., 서면
- 안건 : 총 7건
･ 2022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2022년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2022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2022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 2022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2022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교추협 위원 구성 : 위원장(통일부장관) 포함 24명
･ (정부위원)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 (민간위원) 문경연(전북대), 고경빈(시도지사협의회), 이남주(성공회대),
한홍열(한양대),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혜경(어린이어깨동무),
김혜애(환경보전협회), 전동준(한국환경연구원)
붙임 안건별 주요내용 1부. 끝.

< 붙임 >

안건별 주요내용
◎ 2022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사업 내용)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무상 지원

- (지원 금액) 34.2억원

·

·

- (지원 내역)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1,076백만원 △센터시설 관리 운영 2,339백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운영과 전화 : 031-839-7950]

◎ 2022년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사업 내용)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 기회 확대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무상 지원

- (지원 금액) 20.6억원

·

- (지원 내역) △견학지원센터 운영 836백만원 △지원인력 채용 관리 701백만원
△견학홈페이지 운영 519백만원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연락과 전화 : 031-950-9261]

◎ 2022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사업 내용) 남북간 교류협력 분야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지원협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무상 지원

- (지원 금액) 45억원
- (지원 내역) △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2,139백만원 △남북 분야별 개발협력 지원
1,540백만원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108백만원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705백만원 △사업관리비 11백만원
[교류협력실 교류지원과 전화 : 02-2100-2396]

◎ 2022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사업 내용)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무상 유상)

·

- (지원 금액) 80.1억원(△무상 : 5,806백만원,

△유상 : 2,206백만원)

- (지원 내역) △(무상) 인건비 3,225백만원, 기본경비 760백만원,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등 사업비 1,821백만원, △(유상) 인건비 1,264백만원, 기본경비
340백만원, 기관운영 등 사업비 602백만원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 02-730-6064]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 (사업 내용)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상환조건(대출기간) 변경

- (적용대상) △‘04~’06년 운영경비 : 10,692백만원, △’07년 운영경비 7,404백만원
- (대출기간) △’04~’06년 운영경비 대출기간 변경(18년 →21년) △’07년 운영경비
대출기간 변경(15년 →18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 02-730-6064]

◎ 2022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사업 내용)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비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
편찬사업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무상 지원

- (지원 금액) 29.1억원
- (지원 내역) △편찬사업비 648백만원 △경상경비 2,242백만원 △사업관리비 16백만원
[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전화 : 02-2100-5811]

◎ 2022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내용) ‘07년부터 ’18년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의 주요성과를 대국민 공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무상 지원

- (사업

- (지원 금액) 9.8억원

「

- (지원 내역) △디지털기록관 운영 101백만원 △디지털복원 402백만원 △ 열두
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475백만원

」

[교류협력실 사회문화교류운영과 전화 : 02-210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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