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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인도지원NGO, 평화NGO, 남북통합NG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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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2007년은
여러분과함께만든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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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7 사업보고서

감사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창립된지 어느덧 12년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6년 창립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인도적 대북 지원사

업과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 및 공존을 이루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노

력해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이를바탕으로지난 2006년 10주년을맞는자리에서‘인도지원 NGO, 평화 NGO, 남

북통합 NGO’라는캐치프레이즈를걸고‘민족화해와한반도평화를위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다짐’을발표하기도했습니다.

2007년사업보고서는‘다짐’의내용을처음으로시행한첫해의기록이라고할수있습니다. 

2007년에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다양한차원에서많은사업을추진했습니다. 남쪽의민간단체가추진하는첫번째종합지역

개발사업이라고할수있는평양시강남군당곡리지원사업을경기도와함께2년째꾸준히진행하 습니다. 평안남도남포시대대

리에는전라북도와공동으로추진한양돈장이완공돼지난 2007년 10월 23일 101명의대표단이현지를방문, <남포·전북우

리민족돼지공장> 준공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무병동과 구강수술장이 신축 및 개보

수공사가마무리됐습니다. 이를축하하기위해지난 11월 4일에는 82명의대표단이평양을방문, 준공식을개최했습니다.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의지원으로북에서확실한기반을확보한정성의학종합쎈터에대한지원도품질관리실설치를중심으로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8년상반기내에품질관리실을준공할계획입니다. 

직접적인대북지원사업이외에도평화적인남북관계발전을위해필요한정책개발사업과대외활동도두드러졌습니다. 산하정책

기구인평화나눔센터에서는 17차례에걸쳐정책포럼및토론회등을개최하 습니다. 이에더해 2007년 7월개최된유엔경제사

회이사회 총회에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특별협의지위 NGO로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명실공히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은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된 셈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앞으로 한반도를 뛰어넘어 국제 사회에 우리 민족의 뜻과 노력을 알

려나갈계획입니다. 

2007년 8월에는특히북한의수재피해복구를돕기위한많은분들의정성과나눔이이어졌습니다. 8월부터 11월 3일까지총

10차례에걸쳐 28억원상당의수재물자를북에전달했습니다. 이외평안북도신의주시와룡천군지역의육아원및애육원등에

정기적으로 어린이 급식을 지원하 고,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지역의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동참해주신모든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08년에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대북 정책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에는 미국

의 대통령 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큰 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우선 지난 12년간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의사무총장으로큰역할을해온이용선총장이운 위원장으로자리를옮기고그기간궂은일을마다하지않았던강

식국장이신임사무총장을맡았습니다. 주변의정세가변하고사람의자리는바뀌지만, 남북간화해와협력을위한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의노력은변하지않고계속될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다양한활동에지속적인동참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상상임임대대표표 강문규

공공동동대대표표 고희선, 김성훈, 김 수, 김홍국, 박경서, 박경조, 박남수, 박성민, 박원철, 박준 , 손충열, 안성모, 

담, 유기덕, 윤덕홍, 윤여두, 윤장현, 이상준, 이 동, 이일 , 최대석, 최완규, 한지현

운운 위위원원장장 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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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사업지역

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지원 사업지역
❶볼고그라드 : 한 학교, 고려인축제

❷솔로두시노 : 시설 농단지, 한 학교

❸볼스츠키시 : 한 학교

농농촌촌현현대대화화사사업업

❶평양시강남군당곡리 : 당곡리협동농장

❷개성시개풍군 : 개풍양묘장

축축산산협협력력사사업업

❸평안남도남포시 :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제제약약공공장장지지원원사사업업

❹평양시낙랑구역 : 정성의학종합쎈터

병병원원현현대대화화사사업업

❺평양시동대원구역 : 조선적십자종합병원

❻평안남도온천군 : 온천군병원

❼평안남도남포시 : 남포산원

어어린린이이급급식식사사업업

❽평안북도삭주군 : 삭주군이부모학원

❾평안북도신의주 : 신의주육아원·애육원

❿평안북도룡천군 : 룡천군육아원

평안북도염주군 : 염주군양생원

평안북도동림군 : 동림중등학원

IITT교교육육사사업업

중국단동 : 하나소프트교육원

❶

❷

❸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대북지원 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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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자 및
물자지원현황

52007 사업보고서

1998 2회 4명 1회/2명 1회/2명

1999 8회 29명 2회/13명 4회/10명 2회/6명

2000 19회 79명 8회/48명 8회/20명 3회/11명

2001 20회 106명 14회/85명 5회/17명 1회/4명

2002 24회 212명 20회/203명 3회/7명 1회/2명(자강도만포)

2003 21회 363명 19회/356명 2회/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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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64회 972명 37회/811명 6회/13명 4회/18명 17회/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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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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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321회 5,599명 197회/2,772명 32회/89명 17회/53명 50회/2,669명 4회/14명 1회/2명

방북자 현황

일반구호 보건의료 농업/축산 급식사업

171,500 - - -
가루

4,612,180 - 492,000 -
옥수수, 감자, 의류, 생필품 요소비료

330,000 - 420,000 -
옥수수 요소비료

2,290,080 376,500 135,000 -
옥수수, 계란, 감귤, 의류, 학용품, 가루 의약품 젖염소

6,382,900 202,190 1,871,270 -
계란, 감귤, 미역, 의류, 학용품 의료기기 농약,비료,씨감자,젖염소,착유시설등

5,344,390 556,000 2,823,230 303,400 
미역, 의류, 가루, 토마토, 양파등 완제의약품, 약품원료 농기계,종자,비료,손수레,젖염소등 가루, 양념스프

2,018,750 1,090,530 3,928,850 165,710 
가루, 내복, 쌀등 정제생산설비, 의약품등 수리공장자재,농기계수리부품,젖염소등 가루, 양념스프

2,891,390 1,952,370 1,209,710 1,236,410 
종이, 설탕, 솜, 비닐, 김, 이불 건설자재, 의료장비, 의약품 건설자재, 농기구, 공장설비, 비료, 농약 분유, 가루

1,007,250 4,726,480 2,074,080 131,810 
김, 교과서용지, TV, 페인트 수액설비, 의료장비, 의약품 건설자재, 농기구, 공장설비, 비료, 농약 가루, 냉동설비등

1,640,380 1,397,730 3,390,790 10,476
식품공장, 의류등 수액설비, 의료장비, 의약품 건설자재, 농기구, 공장설비, 농기계등 분유, 가루, 의류등

828,920 1,499,140 5,264,130 5,180 
식품공장, 의류및라면등수해지원물자 건설자재, 제약설비, 의약품, 수액세트등 농기계, 온실자재, 비료, 농약등 분유, 가루등

3,076,948 1,090,922 3,068,778 44,096
라면, 콩기름, 의류, 의약품, 페인트등 건설자재, 의료설비, 의약품등 농약, 비료, 농기계, 건설자재 분유, 가루, 의류

30,594,688 12,891,862 24,677,838 1,897,082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계

171,500

5,104,180

750,000

2,801,580

8,456,360

9,027,020

7,203,840

7,289,880

7,939,620

6,439,376

7,597,370

7,280,558

70,061,470

물자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방문횟수 연인원
평 양 남 포 신의주 개 성 금강산 기타지역

방문지역 (회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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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사무처워크숍

0119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고압케이블지원

0122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특별협의지위NGO 자격심사통과

0123  <북민협> 정기총회에서상임운 위원단체로선임

0124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회복치료과의료설비지원

0205 평양강남군당곡리, 장교리협동농장벼농사시범생산쌀반입 (3톤)

0207  평양강남군장교리농업협력사업대표단방북 (7명)

0210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대표단방북 (4명)

0210 평안북도 염주군양생원(장애인시설)과 신의주육아원·애육원(고아원)에 급식

자재지원

0212  2월상임위원회개최

0221  북한전염병치료제1차지원- 의약품13종

0222  제29차정책포럼개최

○주제 : 6자회담과남북관계

0227  2007년제1차NGOㆍ전문가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주제 : 북한사회주의의현재와미래 : 북한체제의내구력중심으로

0228  제57차공동대표회의개최

0303  평양정성의학종합쎈터알약품공장기술진방북 (3명)

0312  개성개풍군양묘장협력사업대표단방북 (12명)

0313  농업협력분과위원회개최

0313  제2차NGOㆍ전문가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주제 : 대북지원과사회문화교류협력 : 평가와대안모색

0315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대표단방북 (4명)

0320  보건의료협력위원회준비모임개최

0321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종자, 비료, 상토등물자지원 (1차)

0321  러시아볼고그라드에정부조사단(8명) 방문, 고려인사회지원방안협의

0323 제30차정책포럼

○주제 : 대북인도적지원의성적표- 경제사회적효과의분석

0327  법률지원센터‘우리동포’개소식 (법률사무소창신)

0327  제3차NGOㆍ전문가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주제 :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

0328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기술진방북 (7명)

0328 남포시 대대리 <남포ㆍ전북 우리민족 돼지공장> 기초공사 설비 및 자재지원

(1차)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온천군병원의료기기및소독약지원

0402  <겨레의숲> 창립대회 (흥사단강당)

○참여단체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화협, 평화의숲, 흥사단등14개단체

0403  러시아볼고그라드에비닐하우스설치물자지원

0404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비료, 농약등물자지원 (2차) 

평양정성의학종합쎈터알약품공장제약설비부품지원

0409  북한전염병치료제2차지원- 수액제, 항생제등

평북동림중등학원(고아원) 가루5톤급식자재지원

0410  제4차NGOㆍ전문가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주제 : 북한인권문제해결과시민사회의역할

0411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경운기, 트렉터, 농자재등물자지원 (3차)

0412  4월상임위원회개최

0413  AVP(폭력대응대안모델) 공개강연공동주최

○주제 : 변혁시키는힘

0414-15 AVP(폭력대응대안모델)  공동워크숍개최

0416 인재양성센터3D 전문가전반기과정개강 (12주교육/31명)

0418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신축자재, 구강수술장개보수자재지원

평남온천군병원의료기기지원 (2차)

0424  제5차NGOㆍ전문가집중토론회 (서울여성플라자) 

○주제 : 6.15 공동선언2항과‘과정으로서의통일’로드맵

0424  개성 통사방문사업협의대표단방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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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제31차정책포럼

○주제 : 2.13 합의이후남북관계변화의막전막후

0428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기술진방북 (12명)

0428  인재양성센터운 위원회개최

0429  평남온천군병원개보수자재, 비품지원

0503  개성 통사방문사업협의대표단방북 (7명)

0509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도정공장, 주택보수물자지원 (4차)

0510  평양강남군당곡리주택보수물자지원 (5차)

0516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회복치료과및구강수술장, 온천군병원 기술진방

북 (6명)

0516  개성 통사방문사업협의대표단방북 (7명)

0519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방북 (12명)

0522  평양정성의학종합쎈터종합품질관리실기술진방북 (4명)

0523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농기계유지보수부품지원 (6차)

0523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기술진방북 (6명)

0524  무장갈등예방을위한 로벌파트너쉽(GPPAC) 회의참석

○주제 : 민간6자회담 / 장소: 몽고울란바토르

0528  대북지원공동행동규범제정제1차전문가토론회

○주제 : 대북지원사업의사례와교훈- 현장에서의딜레마를중심으로

0530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모내기대표단방북 (29명)

0601-02 2단계NGOㆍ전문가집중토론회 (아카데미하우스)

○주제 : 남북관계에대한시민사회의성찰과재인식

0608 대한불교천태종과공동으로개성 통사1차성지순례방문 (570명)

0613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신축주택물자지원 (7차)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물자지원 (2차)

0616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멸균기2세트지원

0618  개성 통사2차성지순례방문 (735명)

0620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청사비품및종합수술장물자지원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구강수술장개보수자재지원

0620  6월상임위원회개최

0620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기술진방북 (4명)

0623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방북 (3명)

0623  개성 통사3차성지순례방문 (1,009명)

0627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물자지원 (3차)

0629  남북통합갈등해결프로그램개발을위한제1차전문가토론회

○주제 : 우리에게북한이란어떤존재인가 : 서로주체성의이념에서본

남북관계와소통의방법

0704  평양정성의학종합쎈터종합품질관리실공사자재지원 (1차)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도정공장승압기및정비부품지원 (8차)

0706  농업기술진러시아볼고그라드방문, 비닐온실설치작업진행 (15일간)

0711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농기계유지보수부품및건설자재지원

(9차)

0711  평화나눔센터남북관계쟁점진단1차라운드테이블 (배재대학술지원센터)

○주제 : 남북정상회담의향방과기대효과

0711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물자지원 (4차)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제약설비및비품지원

0711  인재양성센터3D 전문가후반기과정개강 (8주교육/30명)

0713   남북통합갈등해결프로그램개발을위한2차전문가토론회

○주제 : 갈등해결프로그램의개발경험과운 에대한평가

0714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및구강병동기술진방북 (7명)              

0714  긴급점검라운드테이블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주제 : 제2차남북정상회담의의제와후속조치

0718  개성개풍군양묘장조성사업트랙터, 트럭등물자개성육로지원 (1차)

0718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트랙터, 굴삭기, 온실자재 등 물자지원

(10차)

0718  개성개풍군양묘장조성사업대표단방북 (11명)

0718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기술진방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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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제58차공동대표회의겸창립11주년기념행사 (세종문화회관)

0720  남북축산협력사업협의를위한개성방문 (10명)

0721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방북 (3명)  

0724  ‘아시아공식개발원조(ODA) 아젠다형성을위한국제회의’참석

0725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진료소, 탁아소용건설자재물자지원(11차)

0726  개성 통사4차성지순례방문 (241명)

0731  유엔경제사회이사회정기총회에서특별협의지위NGO로최종승인됨

0802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구강수술장추가자재지원

0804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제약설비설치기술진방북 (4명)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방북 (8명)

0807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기술진방북 (9명) 

0811  개성 통사5차성지순례방문 (318명)

0816  북한수재지원긴급모금운동시작

0818  제6회러시아볼고그라드고려인축제개최

○장소 : 러시아볼고그라드주브이꼬브시중앙공원

0818  개성 통사6차성지순례방문 (237명)

0818  남포시대대리<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내부설비추가자재지원(5차)

0820  평양순안종축장(돼지종축장) 사료60톤지원 (하림지원)

0822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방북 (5명)

0824  북한수재지원물자1차지원- 라면4,200박스

0824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농기계, 온실자재등물자지원 (12차)

0825  개성 통사7차성지순례방문 (557명)

0825  북한수재지원물자2차지원- 가루3,800포대

0828  북한수재지원물자3차지원- 생필품, 복구자재등

○대표단개성방문 : 신필균공동모금회사무총장, 이용선총장등4명

0828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건설자재지원 (13차)

0829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책, 걸상등교육기자재지원 (14차)

0829  대북 유아지원사업주관단체실무대표단방북

○참여단체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 어린이어깨동무,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0905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구강수술장수술기기및도구지원

0911  제9차평양의학과학토론회참가대표단방북 (28명)

0912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울타리, 창고자재등

물자지원 (6차)

0912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방북 (6명)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기술진방북 (9명)

0912  러시아볼고그라드한 교사1인파견

0913  개성개풍군양묘장조성사업대표단개성방문 (15명)

0913  북한수재지원물자4차지원- 의류, 의약품, 복구자재등

○대표단개성방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마산시등지원단체대표6명

0914  북한수재지원물자5차지원- 시멘트, 경유등

○대표단개성방문 : 이 동공동대표, 토지공사임원등6명

0917  개성개풍군양묘장조성사업기술진방북 (6명)

인재양성센터3D 전문가과정종강, 강습단평양복귀

0918  대북지원공동행동규범제정을위한제2차전문가토론회 (대회의실)

○주제 : 설문조사분석및공동행동규범(안)에대한시사점, 주요목차

0919  평양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 소학교 및 탁아소 놀이시설, 교육기자재

지원 (15차)

평양순안종축장(돼지종축장) 사료60톤지원 (하림지원)

0920  북한수재지원물자6차지원- 의류,의약품, 페인트등

○대표단개성방문 : 7명

0920  평북룡천군육아원(고아원)과염주군양생원(장애인시설)에급식자재지원

1002  10월상임위원회개최

1004  고려인강제이주70주년국제학술회의공동주최

○주제 : 고려인강제이주70년의디아스포라

1005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물자지원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온실자재물자지원(7차)

1009  평북신의주육아원·애육원(고아원)에급식자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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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라운드테이블

○주제 : 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전망과대북지원발전방안

1011  북한 수재지원물자 7차 지원 - 신발, 이불, 의류 등 개성공단 생산제품 및

시멘트, 가루, 식료품등

○대표단개성방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임원 등

12명

1011  제32차월례정책포럼

○주제 : 국제사회의개발협력동향과대북개발지원의새로운모색

1011  평양정성의학종합쎈터종합품질관리실설치기술진방북 (2명)

1012  남포시 대대리 <남포ㆍ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종돈돼지 254두, 사료 30

톤, 동물약품, 각종 사양기자재 등 물자 개성육로 지원(8차), 인도요원 및

기술진방북 (10명)

1013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방북 (10명)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구강병동·이비두경부외과기술진방북

(12명)

1015  인재양성센터임베디드전문가과정개강(10주교육/20명)

1017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구강병동·이비두경부외과기술진방북

(7명) 

1019  제59차공동대표회의개최

1020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벼베기대표단방북 (28명)

1023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준공식대표단직항방북

(101명)

1025  개성개풍군양묘장조성사업기술진방북 (9명)

1026  남북통합갈등해결프로그램개발을위한3차전문가토론회

○주제 : 남북통합및갈등해결이론과시민교육방법론

1027  북한수재지원물자8차지원- 페인트23톤

○대표단개성방문: 산재관리원, 한살림, 강동군중식업연합회임원등13명

1030  북한수재지원물자9차지원- 의류, 페인트등

○대표단개성방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임원등6명

1031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및구강수술장기술진방북 (3명)

1102 북한수재물자10차지원- 페인트30톤, 복구자재등

1103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약무병동및구강수술장준공식대표단방북(82명)  

1103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전기설비및의약품지원

평양순안종축장(돼지종축장) 사료지원

1113 개성개풍군양묘장기술진방북 (10명)

1114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건설기술진방북 (10명)

1115  북한청각장애인지원사업협의를위한대표단방북 (5명)

1116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진료소및탁아소건설물자지원 (16차)

1124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건설기술진방북 (5명)

1124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사료60톤지원(9차)

1126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대회 (부산일보강당)

1127 ‘평화의나무합창단’과함께하는2007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후원의밤

○장소 : 여의도한국전력빌딩강당

1129-1201 평화활동가대회참가 (원불교수련원)

1206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료기기지원

평양정성의학종합센터품질관리실물자지원

1207 개성개풍군양묘장조성사업잣나무종자등물자지원, 기술진방북 (5명) 

1207 평양강남군당곡리협동농장종자(잣나무) 및농자재지원

1208 러시아볼고그라드고려인동포7명시설농업기술연수입국

1211 북한구강분야사업협의를위한 개성방문 (5명)

1212   평양강남군당곡리농업협력사업기술진2차방북 (8명) 

1215   평양조선적십자종합병원및정성의학종합센터기술진방북 (6명) 

남포시대대리 <남포ㆍ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기술진방북 (4명)

1221   평북룡천군육아원, 염주군양생원, 동림중등학원, 삭주군이부모학원등겨울

의복지원

1228   평북룡천군육아원, 염주군양생원, 동림중등학원, 삭주군이부모학원등급식

자재지원

92007 사업보고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협의지위NGO입니다

11월 활동

12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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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과

대북농업지원사업은 긴급구호차원의 단순 식량지원에서 한걸음 나아

가 북한의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간 국산 농기계를 비롯

한 각종 농자재 지원을 비롯하여 3개지역(평양 사동구역, 평남 대동

군, 황남 신천군)에 농기계수리소를 건설하 고 2004년 7월에는 평

안남도 강서군에‘우리민족·금성·동양 농기계공장’을 설립하 습니

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북한 조선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평

양 룡성구역에 3ha 규모의 벼농사 시범재배를 진행하여 북측의 재래

농법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2006년부터 평양

시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북측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현

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은 경기도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지자체의 전문인력과 재원 그리고 민

간단체의 대북교섭력과 사업경험을 결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북협력

사업을추진하게된것입니다. 

특히 농촌현대화사업은 북 협동농장에서 벼농사, 채소농사의 공동재

배와 농업기반조성, 공공시설, 주민주택 개보수 및 신축사업 등을 복

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농협력을 넘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

한 종합적인 지역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 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걸쳐추진하게되는농촌현대화사업은남측의일

방적인 지원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남측은 자재와 기술을 지원하

고인력과시공관리등은북측이책임지는공동협력방식입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벼농사 공동재배는 200ha로 확대되었습니다. 북측은 2006년 성과

를바탕으로 2007년에는협동농장내벼농사경지면적 400ha 전체

로확대할것을제안하 지만남측에서점진적인확대인 200ha로결

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측 이앙농법의 효과를 확인한 북측은 남측이

기술지원한 보온절충못자리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협동농장 400ha

를 모두 남측 이앙농법을 적용하여 모내기를 실시하 습니다. 비닐하

1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농촌현대화
사업

당곡리도정공장에서도정된쌀과북측작업원



우스 채소농사는 대도시 주변의 지역적 이점을 고려하여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 등을 주로 재배하 는데 주민들의 기술도 향상되어 상당

한 소출을 기대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북한에 내

린집중호우로벼농사재배지역의 40%와비닐하우스가물에잠기는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로 10a당 352kg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벼수확량이전년대비약 30% 정도 감소하 으며 3,600평

규모에서진행되던채소농사전체가유실되었습니다.

벼농사 및 채소 재배 사업 분야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 조성

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사업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기계수리센터를 건립하여 남측에서 지원한

농기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연간 2,000톤의 벼를 도정할 수 있는 도정공장과 330평방미터

규모의 곡물보관창고를 완공하여 품질 높은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으로는 소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농촌

주택 59채에대한개보수를완료하 으며진료소, 탁아소는 2008년

상반기완공을목표로북측주민들이땀을흘리고있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북측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벼 육묘생산 확대와 이앙농법이 정착되

고 있습니다. 보온절충못자리를 활용한 벼 육묘 생산을 시도하여 성

공하 습니다. 북측은자체적으로남측이제공한 200ha분육묘자재

를 2회전 하는방식으로 400ha에 이앙기를이용한모내기를하 습

니다. 이를 위해 남측의 육묘상토 생산기술을 받아들여 상토를 자체

적으로 조달하 으며 북측 주민들의 남측 농기계에 대한 정비기술이

향상되는 등 남측 이앙농법을 북 협동농장 주민들이 빠르게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채소농사는 북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는 분야입니다. 기술 습득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소

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확을 목전에 두고 수해피해를

당해 상심이 컸지만 앞으로 대도시 주변이라는 이점이 있기에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2007년 2년차 농촌현대화사업은 농

업생산기술과 농업기반 여건을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이하나씩결실을맺었습니다. 또한 1회성단기사이업아니라중장기

적협력사업의새로운모델을창출하고있습니다.

112007 사업보고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0년부터 긴급구호차원의 단순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각종 농자재

및 국산 농기계의 지원과 북한 현지 농기계 조립 공장 건설 등 다양한 선구적 실험을 통해 북한의 농업

생산구조의 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평양시강남군당곡리농장에희망의씨앗을심습니다

일일자자 내내용용 인인원원

1 2월 10일 2007년농촌현대화사업협의 4

2 3월 28일 유치원, 소학교보수기술진 7

3 4월 28일 보온절충못자리기술지원기술진 12

4 5월 23일 비닐하우스육묘외관리, 진료소건축기술진 6

5 5월 30일 모내기대표단 29

6 6월 20일 채소생육관리, 벼생육조사, 탁아소건축기술진 4

7 7월 11일 벼농사병충해관리기술진 3

8 8월 7일 벼생육관리및진료소. 탁아소건축기술진 9

9 9월 12일 수해피해현화파악, 진료소, 탁아소건축기술진 9

10 10월 20일 벼베기대표단 28

11 11월 14일 진료소. 탁아소전기설비기술진 10

12 11월 24일 농기계수리소건립기술진 5

13 12월 12일 농기계수리소건립완공대표단 8

총 13회 134 

2007년 농촌현대화사업 방북내역

당곡리탁아소에설치된미끄럼틀 주민주택을신축중인당곡리 당곡리협동농장보온절충못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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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과

축산협력사업은 식량증산과 더불어 우리의 우수한 축산종자 지원을

통해 북한의 종축개량, 축산에 대한 북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보

다근본적인변화에초점을맞추어진행하고있습니다.  

평안남도남포시대대리돼지목장 1반에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

장>이 들어서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2006년 5월 3일, 남측 전

북 14개 시·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농

업 및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 지만 2번에 걸친

북측의부지변경요청으로사업이지연되었습니다. 

10월 11일, 1차 건설자재를 지원하고 대표단 및 기술진 8명이 10

월 18일부터 현지 방문 예정이었으나,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물자지원 및 방북이 전면 유보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양측

은 2007년 3월 21일,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의건설지원을

재개하기로결정하 고, 본격적인건설이추진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돼지목장 1동에 위치한 <남포·전북 우리민

족돼지공장>은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총 21,180㎡ 부지에 번식,

분만, 육성돈사 및 관리동을 건설하 습니다. 연간 총 1000마리

100톤의 육성돈(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돼지)을 길러낼 수 있는 규모

입니다.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에는 330㎡규모의 축분처리

장과상주인원 15명이생활할수있는관리동, 자동감지및자동분사

장치가설치된소독시설, 그리고사료창고, 양수장, 변전실등을갖추

고 있습니다. 또한 축분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발효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축분발효장 1개동과, 이렇게 생산된 유기질

축분비료를 활용하여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총 2,800㎡ 규모의 남

새온실(비닐하우스) 8동도함께건설함으로써농업과축산을병행하는

순환구조의농축산기지의면모를갖추었습니다.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은 2007년 5월, 12명의대표단방북

이후 7차에 걸쳐 남측의 건설 및 양돈 관리 기술진이 방북, 6개월여

축산협력
사업

1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돈사내부



간의 공사를 거쳐 2007년

10월 24일 남포 현지에서

남측 인원 101명을 포함해

150여명의 남북한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

습니다. 2007년 2월, 농기

계 1차 지원(분무기 100대,

파종기 5대등)을시작으로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건설을위

한 건설자재 등을 8차에 걸쳐 지원하 으며, 양돈장의 운 및 관리

를위해2차에걸쳐사료150톤을지원하 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평안남도 남포시 인근 주민과

탁아소, 유치원 등 특히 유

아와 같은 취약계층에 필수

양소인 단백질을 지속적으

로 공급하여 취약 계층의 건

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양돈장에서 생산되는 축

분을 축분처리장을 활용, 유기질 비료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농업과 축

산의선순환구조를마련할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원활하고 안정적인 양돈의 관리 및 운 을 위해 양돈장의

운 정착시기까지 향후 1년간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2008년에도 3월 말경 현지 방북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방문하면서

남측의 선진 관리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별 사업 단위사

업으로서의 축산협력사업을 농업과 연계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한 지

원모델을 제시하 다는 점에서 축산협력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

니다. 축산을 통해 발생된 축분을 유기질 비료화해 농업부문에 제공

함으로써 북한의 이모작 농사를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종합농축산지원사업의면모를갖추기위한것입니다.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 동포, 특히 어린이들의 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 개성이라는 단

순한 식량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우수한 축산종자 지원을 통한 북한의 종축개량과 축산에 대한

북한의 자립도를 높여가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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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자자 내내용용 인인원원

1 5월 19일 양돈장부지, 기초공사, 설계확정협의 12

2 6월 23일 기초골조공사진행기술진 3

3 7월 21일 돈사, 관리동판넬작업기술진 3

4 8월 22일 돈사, 관리동내부설비전기작업기술진 8

5 8월 22일 소독시설, 돈사내부설비마무리작업기술진 5

6 9월 12일 돈사내부설비점검, 돼지관리기술이전기술진 6

7 10월 13일 남측돼지현장도착확인, 관리상태점검기술진 10

8 10월 23일 <남포·전북우리민족돼지공장> 준공식대표단 101

9 12월 15일 돼지발육관리상태점검사육기술지원기술진 4

총 9회 152 

2007년 축산협력사업 방북내역

산림분야 협력사업
북녘땅나무심기로온겨레가푸르게푸르게
북한은식량난을해결하기위해산림을다락밭으로개간하거나연

료용으로나무를베어내어, 해마다홍수로농경지가침수되고주

민시설이파괴되는등물난리를겪고있습니다. 북한의황폐한산

림을복원하는문제는환경복원차원에서뿐만아니라농업생산기

반을보호하고식량난을해결하기위해서도시급한과제입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및 계획
200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범국민적 차원의 북한 나무심

기운동을 제안하고 2007년 4월 2일 <겨레의 숲>창립에 참여하

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함께 개성과 개성 인근지역 산림협력사

업을 시작하기로 북측과 합의하 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향후 5

년간 9ha 규모의 개풍양묘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시범조림 및 산

림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기로 하 습니다. 특히 양묘장 조성은 북

한의양묘생산기반시설을확충해자립적인산림복구가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7년 7월에 양묘장 조성을 위한 1차 물

자를 지원하 고 10월에는 300평 규모의 양묘생산 비닐하우스

를완공하 으며 2008년 3월까지양묘장조성을완료할계획입

니다. 

준공식에참석한남측대표단

번식·분만·육성돈사와관리동

남한에서보낸돼지, 튼실히자라동포들의밥상에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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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과

90년대중반고난의행군이후북한의의약품공급은매우열악한상

황입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제약공장에서 다양한 약품을 생산하고 있

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아 보통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약전(의약품시험기준집) 규격에 따라 20~30종의 약품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측은 이처럼 열악한 기초의약품 수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수액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요청

해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북한의 기초의약품 공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수액약품

생산공장을평양에건설키로했습니다. 

2003년 3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및 정성제약연구소와 합의서를

체결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국제기아대책기구와공동으로본격적

인 공장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2003년과 2004년 총 12회에 걸쳐

68명의대표단및기술진이방북했고중국측공사인원의경우 2004

년 4월부터현지에상주하여공사를진행했습니다. 예상치못한조류

독감(SARS)의 확산과돌발적인남북관계경색등으로공사일정이다

소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북측 민화협과 정성제약연구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액약품공장 건설만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측

기술진의 방북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정성수액

약품공장 준공식이 2005년 6월 9일 평양 현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제기아대책기구와 준공식 참석을 위해

140명의대표단이서해직항로를통해평양을방문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성제약연구소의 기존 알약품공장을 GMP

규정에 따라 개보수하고 현대적 생산설비와 포장 설비를 추가 지원해

2006년 2월 알약품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은 수액약품공장 및 알약품공장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물자와

원료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제약설비가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성제약연구소와 남쪽 기업과의 경협을 연계, 제약공

장의원료공급에힘을보탰으며 2006년말정성제약연구소는정성의

학종합쎈터로기관의위상이격상했습니다.

1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약공장
지원사업

정성수액약품공장수액제생산모습



2007년도 사업내용 : 종합품질관리실 설치

정성수액약품공장과 알약품공장 등 기본적인 제약 설비를 지원한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두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유지보수에도

힘을 기울이는 한편 여기서 생산된 약품의 품질 개선에 착수했습니

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정성의학종합쎈터 내에 품질관리실을 설

치키로하고이에필요한공사자재와비품, 품질관리기기등을지원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억5,000만원의 자금이 투입됐으며 총 5차

례 13명의기술진이정성의학종합쎈터를방문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서 특히 강조됐던 부분은 정성의학종합쎈터 성원에

대한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품질관리실 설치 이후 제대로 된 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약 20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했으며정성측에서도그필요성을인정하고GMP를중심으로한기술

교육을요청하고있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2005년 6월에 준공된 정성수액약품공장은 북한 최초의 GMP 제약

공장으로, 정성수액약품공장 준공을 계기로 이 공장의 설비시스템과

위생 관리시스템, 운 방식, 교육과정 등이 북한 내 GMP 제도화 작

업의 모태가 됐습니다. 이는 현대적 방식의 기초 수액제제의 대량 생

산체계를 도입하여 의약품 생산뿐만 아니라 북쪽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고현대화해나가는계기가되었음을의미합니다. 

우리민족서로서로돕기운동은 수액약품공장과 알약품공장, 품질관리실

설치에 이어 현재의 정성의학종합쎈터를 향후 종합적인 제약 기업소

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

기에 북한 내의 타 지역에 제2 수액공장 건설을 추진하여 북쪽내 의

약품제조공장지원사업을한단계발전시키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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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측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현대적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제조기준) 규정에 맞는 제약공장 건립을 지원함으

로써 북측의 보건의료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일자자 내내용용 인인원원

1 3월 3일 정성알약품공장승강기설치기술진방북 3

2 5월 22일 품질관리실설계및기기관련협의 4

3 7월 14일 수액및알약품공장유지보수관련협의 2

4 10월 11일 품질관리실설계확정및공사일정협의 2

5 12월 15일 품질관리실공사진행확인및일정협의 2

총 5회 13 

2007년 제약공장지원사업 방북내역

정성알약품공장알약품건조모습 출고를기다리는수액약품 품질관리실냉난방기설치중인남북기술자

희망이싹트는알약공장, 동포를향한사랑과나눔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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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현대화사업은 2003년 북한이 조선적십자 종합병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요청하고 2004년 1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이에 대한 합

의서를체결한이래꾸준히진행되고있습니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대신동에 위치한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총 8만평

방미터로 병상 1,000개, 하루 외래환자 2,000명, 의사와 보장성원

등직원이총2,000여명에달하는북최대의종합병원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우선 본관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외과 병동부

터현대화작업에착수했습니다. 2003년화재로큰피해를입었던신

경외과 병동의 개보수를 위해 페인트와 출입문, 환자용 침대 등을 지

원하는 한편 병동 1층에 CT실을 꾸리고 3층에는 종합수술장을 만들

었습니다. 2006년 적십자병원 내에 약무병동을 신축하는 한편 구강

전문병원 수술장, 회복치료과 등의 개보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 12월 서해

직항로를 통해 90여명의 대표단이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신경외과 병

동준공식에참석하기도했습니다. 

한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남 온천군 인민병원 분원에 대한 현

대화사업도 2005년도에 착수했습니다. 이 병원에는 페인트와 문짝,

창틀등을지원하는한편2007년초에는구급차도제공했습니다. 

2007년도사업내용 : 약무병동및구강전문병원수술장준공

2007년도에는 적십자종합병원 내에 약무병동이 준공되고 구강수술

장이 개보수되었습니다. 약무병동은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필요한

약품을 조제하는 한편 병원 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의료 기기들을 살

균 소독하는 곳입니다. 적십자병원은 북의 보건의료당국에서 약품을

공급받고 있지만, 그 양은 필요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적십자병원에서는 자체 약품공급기지를 두고 한약재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양약을 만드는 원료의약품 일부도 자체 조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약무병동에 증류수 제조기와 멸균기 타정기

등을설치하고기술이전을진행했습니다. 

1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병원현대화
사업

신경외과병동3층에있는종합수술장



구강전문병원 9층에 있는 구강수술장 개보수사업도 2006년부터 시

작됐습니다. 상하수 배관 작업과 전기 공사, 수술장 내부 인테리어에

이어 수술대와 마취기, 기본적인 의료 기기들이 제공됐습니다. 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은 이러한 작업을 비롯, 병원현대화사업을 위해 총 11

회, 150명의인원이북한을방문해설비를설치하고기술을이전했습

니다. 또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지난11월3일, 82명의대표단이

서해직항로로병원현장을방문해4일준공식을개최했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북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병원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은 보건

의료 전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북쪽의 보

건의료현실과체계를개선하는사업을계속해나갈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적십자병원의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수술장을 현대화

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현대화된 구강수술장에서는 남·북 치과의

사들이 북쪽 환자들을 치료하는 한편 보철실과 교정실도 꾸려나갈 계

획입니다. 이에더해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수술장현대화를계기로

북쪽의 청각장애인 지원사업도 시작합니다. 귀걸이형 및 귓속형 보청

기 지원을 시작으로, 인공와우 시술을 통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들에게 소리를 돌려주고,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도 진행해 나갈 생각

입니다. 이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북 지원의 환경 변화에 맞춰

보건의료분야의새로운사업발굴에도매진해나갈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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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각급 병원들은 의료시설과 장비들이 노후화되어 진단 및 치료활동 등 정상적인 병원 운 이 어

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기기 및 병원 운 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고 선진 의료기술을 이전함으

로써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웃음이피어나는병원, 오래된남북의아픔까지치료되길…

조선적십자종합병원전경도 약무병동및구강수술장준공식 인민문화궁전에서열린평양의학과학토론회

일일자자 내내용용 인인원원

1 3월 15일 적십자약무병동대표단 4

2 5월 16일 적십자구강수술장및온천군병원기술진 6

3 7월 14일 적십자약무병동및구강수술장기술진 6

4 8월 4일 적십자약무병동기술진 4

5 9월 11일 제9차평양의학과학토론회참가단 28

6 10월 17일 적십자이비-두경부외과대표단 7

7 10월 31일 적십자약무병동및종합수술장기술진 3

8 11월 3일 적십자약무병동및구강수술장준공식대표단 82

9 11월 15일 적십자이비-두경부외과및장애자지원사업대표단 4

10 12월 11일 적십자구강전문병원협력사업대표단 5

11 12월 15일 적십자약무병동기술진방북 1

총 11회 개성 1회, 평양 10회 150

2007년 병원현대화사업 방북내역

남북의료인 교류협력사업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석
지난 2007년 9월 12일(수)~14일(금)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는 제9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평양의학과학토론

회는 국내외 동포 의학자들이 참석, 조선민족의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발전시키기위하여 1999년 5월부터해마다진

행하고 있는 토론회로, 당초 해외동포 의료인들과 북쪽의 의사들

로만 이뤄지다가 지난 2003년부터 남쪽 의료진들이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4년, 2006년, 2007년에 남쪽 의료진

들의 토론회 참석이 이뤄져 남쪽에서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평양

의학과학토론회에참석하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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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든 북이든 지금 어린이의 모습은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

나 북한 아이들의 몸엔 기아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 기록되고 있습

니다. 더욱이 변경지역엔 북한 당국의 배급이나 외부지원이 상대적으

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중에서도 고아, 장애인, 노인들의 식

량난은더욱심각합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당국의조사에따

르면 7세미만 아동의 만성 양장애는 1998년 62%에서 2004년

37%로 낮아졌으며, 저체중도 23.4%로 90년대 보다 양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말하 지만 중증 만성 양장애 12.2%, 반복되는 수재

로 인한 식량사정과 들쑥날쑥한 식량 지원 등으로 여전히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금당장의도움이필요한곳, 외부의식량지원이가장절실한곳취

약계층에게2001년 7월부터급식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어린이급식지원사업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평양만

경대구역과 사리원시, 정주시 유치원과 탁아소 4만명의 어린이이게

약 4억원 가량의 급식 지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남포, 혜

산, 회령 등의 어린이에게 약 18억 상당의 분유와 국수, 양념스프,

생필품을 지원하 습니다. 현재는 2004년 4월 발생한 평안북도 룡

천폭발사건 지원을 계기로 2005년 8월부터 평안북도의 고아원, 장

애인시설등6곳, 1,500여명과결연하여급식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 대상

1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번번호호 대대상상 현현황황 비비고고

1 룡천군육아원 1~4살, 420명 고아원

2 신의주육아원 1~4살, 220명 고아원

3 신의주애육원 5~7살, 130명 고아원

4 동림중등학원 7~16살, 470명 고아원

5 삭주군이부모학원 7~16살, 123명 부모양육능력부재아이들

6 염주군양생원 120명 의지할데없는장애인

어린이급식
사업

환하게웃는신의주육아원아이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속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원,

애육원등과결연을맺고 가루, 분유, 설탕, 콩기름등급식물자를

중국 심양과 단동서 구입, 신의주를 통해 평안북도 지원 대상 아이들

에게직접전달합니다. 

2007년 북한 어린이급식지원사업은 6곳의 시설에 총 5차례,

4,400만원 상당의 가루 53톤, 콩기름 37톤 등을 지원하 고, 전

염병치료약등의약품도함께지원하 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원하는 곳은 외부에서 접근하기 힘든 변경

지역에 있는 곳으로 급식지원 뿐만 아니라 급식지원 물자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트럭을 지원, 이렇게 지속적인 급식지원으로 아이

들의 양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무표정이었던 아이들이 생기를 찾고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이 회복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맘껏뛰어놀수있도록옷가지도지원했습니다. 

현재 급식지원은 2004년 룡천폭발사건 당시 룡천탁아소를 지원했던

익산시민들이 주축으로 모인 모임, 한국생협연합회, (주)고려정보통

신, 복지단체 너머 등이 육아원과 결연하여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

하고있습니다.

지원 물자

사업성과 및 계획

2008년부터는 양강도 혜산 등 변경지역의 유아원도 자매결연하여

어린이급식지원을추가할계획이며, 단체와지방자치단체, 기업, 학

교 등 많은 분들이“하루 200원, 북한어린이 1일 급식지원”에 참여

할수있도록확대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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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분분 지지원원내내역역

급식 가루, 분유, 설탕, 찹쌀미시가루, 콩기름, 과자, 사탕

생필품 내의, 점퍼, 신발, 양말, 장갑, 5t트럭

“한국에 비해 북한 아이들의 신장은 평균 27cm 작고, 체중은 10kg 적게 나갑니다. 북한 어린이에

대한 식량지원은 북한의 장래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제임스 모리스

아이들의미래는남북을넘어우리모두의미래이기때문입니다

제법의젓한동림중등학원아이들 밖으로나와맞이하는신의주육아원아이들 염주군양생원에지원되는급식물자

겨울옷을받고좋아하는룡천군육아원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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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T 분야에서가장큰자산은지속적으로양성한우수한인력입

니다. 산업분야도 국제적인 제약이 많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으며 특정 분야(인공지능, 음성인식 등)에

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남한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 및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부분

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수한 양질의 인력이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IT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

다. 양성된 인력은 북으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고 습득한 기술을 전

파하며향후북한 IT 산업전반과관련된의사결정자로성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외 업체에 고용되어 외화를 획득하는 고부가가

치인력산업으로북의어려운경제에활력을줄수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재양성센터는 하나비즈닷컴에서 2001년부

터 진행해온 인력양성사업을 이어받아 2006년 5월부터 중국단둥에

교육원을설치, 교육전반의관리및진행을하고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11차차‘‘33DD 그그래래픽픽전전문문가가과과정정’’

교육기간 : 2007년 4월 13일~ 9월 15일 (20주과정)

교육인원 : 31명

교육내용 : 대학 미술 전공 및 컴퓨터 그래픽 관련 업무에 있는 학

생, 연구원, 디자이너 대상

최신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

용한 교육을 실시하 습니다.

강사진은 국내 교수진과 유수

의 게임, 애니메이션, 화

특수효과 등의 회사들과 연계

하여 실무 중심으로 진행하

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교육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발전 가능성

또한타진해볼수있었습니다.

22차차‘‘임임베베디디드드전전문문가가과과정정’’

교육기간 : 2007년 10월15일~ 12월28일 (10주과정)

교육인원 : 20명

교육내용 :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등가전에내장되는소프트웨

어를 비롯하여 휴대폰, MP3, PMP, 디지털 TV 등을 구동하고 조작

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

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MDS Tech(주)와의 교육 협

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

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2007년 인재양성센터의 교육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3D 그래픽, 임베디드라는분야를선정하고기존의국내대학교수진,

연구원에서분야의특성을살릴수있는업계와연계하여실무진(대표

이사및팀장급)을선정하여편성했습니다. 

국내의 우수한 IT 기술을 전수하고 세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하는 교육 목적과 향후 배출된 교육생이 남,북 경협에 적극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반 하여 진행했습니다.

2007년 교육에 약 10개 업체가 참여하 으며 이들 업체가 직접 북

한 인력에 대한 수준, 능력, 가능성을 확인하게 함과 동시에 상호 이

해의폭을넓히는계기가되었습니다.

북한의우수한IT인력양성, 통일한국의미래를만들어갑니다

2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IT교육
사업



전염병확산및수재피해, 동포를향한나눔이아픔을보듬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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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07 사업보고서

성홍열, 홍역 등 북한 전염병 치료약 3천만원 상당 전달

2007년 연초 1월, 함경북도

청진에 성홍열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적십자사(IFRC)

등 국제기구에 의해 공식 확

인되었고 IFRC는 2월, 겨울동안에북한전역의 30개군지역에서약

3,000명의 주민들이 홍역에 감염됐으며 당시까지 모두 4명이 사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모금운동

을 전개하여 약 3천만원 상당의 아목시실린류의 항생제와 해열제 등

의약품을 2월 21일 부산항 제3부두에서 의약품 출항식을 갖고 함경

북도라진항을통해함경북도인민위원회에전달하 습니다.

40년만의수재피해, 총10차에걸쳐28억원상당의물자전달

2007년 8월 7일부터 10여

일간, 북한지역에 내린 비는

1967년 평양대홍수 이래

4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

우로 수많은 북한동포들의 인

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이래적

으로 피해상황을 신속히 전하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구호의 손

길을 요청하 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의 수재피해상황

을 파악 후 2007년 8월 16일부터 긴급 모금운동을 진행하여 8월

24일, 1차 수재피해 복구 물자지원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총

10차례에걸쳐총28억원상당의물자를지원하 습니다. 

“나라의 중요 철길과 도로,

다리들이 끊어지고 전력공급

이 중단되었으며, 통신망이

좌절되는 등 물질적 피해가

막대하다”

- 조선중앙통신 보도 중에서

(2007. 8. 12)

차차수수 일일자자 지지원원경경로로 내내용용

1차 8/24 남포해로 라면4,200박스

2차 8/25 개성육로 가루3,800포대(20kg)

3차 8/28 개성육로 생필품19,608세트, 삽15,000개, 장화2,000켤레
장갑20,000켤레, 통조림17,304개, 라면4,000박스
의류2,300점

4차 9/13 개성육로 철손수레1,200대, 의류, 의약품등

5차 9/14 개성육로 시멘트873.5톤(40kg, 21,837포), 
경유 73,860리터

6차 9/20 개성육로 페인트9.6톤, 의류82,000점, 의약품20종등

7차 10/11 개성육로 시멘트360톤, 가루 80톤, 의류, 신발등

8차 10/27 개성육로 페인트23톤

9차 10/30 개성육로 의류14,500벌, 페인트 15톤등

10차 11/2 남포해로 페인트30톤, 건설자재

수수해해성성금금기기탁탁액액 885555,,225588,,559900원원

물물품품기기탁탁액액 11,,996677,,441144,,006666원원

총총지지원원액액 22,,888822,,667722,,665566원원

수재피해 성금 및 물자지원내역

긴급구호
사업

북한전염병치료약전달출항식북한전염병치료약전달출항식

수재피해동포돕기물자육로지원

차차수수 일일자자 지지원원경경로로 내내용용

1차 2월 21일 부산-라진 항생제, 해열진통제등의약품13종

2차 4월 9일 단동-신의주 수액제, 항생제, 해열진통제, 비타민제등의약품8종

수해성금및물품기탁액 30,559,490원

전염병 치료제 성금 및 물자지원내역

폭우로인해물에잠긴집과들판



추진배경 및 경과

대북지원이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 발전되고 남북관계의 환경변

화 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정책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중장기적인대북지원정책의개발, 남북통합과정에서의갈등해결

방안 연구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심화된정책활동과연대활동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정정책책포포럼럼 및및 라라운운드드테테이이블블 남북관계 전문가 및 일반인을 상대로

남북관계와 대북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포럼, 라운드테

이블형식의토론회를7차례에걸쳐진행하 습니다.

북북한한채채널널 및및 길길라라잡잡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기 위한

북한채널(www.nkchannel.org)과 길라잡이 웹사이트를 운 하고 있

습니다. 북한채널의‘이슈와오피니언’은북한관련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인권 등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는 칼럼으로 매주 화요일

에약6천여명에게이메일뉴스레터형식으로발송하 습니다. 

남남북북통통합합 갈갈등등해해결결 프프로로그그램램 개개발발사사업업 남북통합의 과정에서 발생

하게 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에 맞는 갈등

해결 이론과 방법론을 개발하여 평화중재자 양성 프로그램의 운 을

준비하 습니다.

대대북북지지원원공공동동행행동동규규범범 제제정정사사업업 대북지원에대한정부협력기금

지원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규모의 확장으로 인해 재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북지원 단체들의 윤리규범을 마련하

는 것이 요구됩니다. 북민협 공동행동규범 제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총 3차례의전문가토론회와, 설문조사및분석, 4차례의제정위원회

의공청회를거쳐대북지원공동행동규범시안을마련하 습니다. 

경경제제인인문문사사회회연연구구회회 협협동동연연구구사사업업 2005년부터 동북아 NGO 네

트워크 3개년 연구 사업을 진행 하 으며 2007년에는 동북아 지역

내 NGO 네트워크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12월 말 통

일연구원에서출판되었습니다. 

22000077년년 NNGGOOㆍㆍ전전문문가가 집집중중토토론론 향후 10년의 남북관계의 커다

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비전, 아젠다를 설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

개해 나갈 것인가를 초점으로 남북관계에서 그동안 해온 시민사회의

역할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집중토론을공동으로진행하 습니다.

평평화화교교육육--폭폭력력대대응응 대대안안모모델델((AAVVPP)) 강강연연 및및 워워크크숍숍 개개최최 외국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적응 및 국내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 고, 폭력대응 대안모델

(AVP) 공개 강연(4월 3일) 및 워크숍(4월 14일-15일)을 진행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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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연구
사업

7월 11일진행된라운드테이블



22000077년년 평평화화활활동동가가 워워크크숍숍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50여개 평

화단체의 130여명의활동가들이참여하는평화활동가워크숍을 11

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개최하 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준비위원단체로활동하고있습니다. 

유유엔엔경경제제사사회회이이사사회회 특특별별협협의의지지위위 NNGGOO 자자격격 취취득득 2007년 7월

에개최된유엔경제사회이사회정기총회에서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특별협의지위NGO로최종승인되었습니다.

국국제제회회의의 참참석석 및및 면면담담 진진행행 한국의 민간대북지원 단체의 활동에

대해 알리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한 미국, 호주,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대사관과 개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담당자들과 여

러미팅을진행하 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다양한 포럼,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등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공동 인식을 마련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NGO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토론회 및 포

럼의 진행과 더불어 2007년에 준비한 남북통합 갈등해결 프로그램

에 개발의 연속 사업으로 남북관계 이슈에 대한 시민대화와 대북정책

거번넌스의 향상을 위한‘남북통합 갈등해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

입니다. 또한 평화단체들과의 연대하여 우리사회에 새로운 방식의 평

화교육 도입을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한국주재 대사관, 유엔기구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국제사회와

의협력활동을강화할계획입니다. 

232007 사업보고서

구구분분 일일정정 내내용용

2월 22일 6자회담과남북관계

3월 23일 대북인도적지원의성적표- 경제사회적효과의분석

4월 26일 2.13 합의이후남북관계변화의막전막후- 변화의방향과동태를중심으로

10월 11일 국제사회의개발협력동향과대북개발지원의새로운모색

7월 11일 남북정상회담의향방과기대효과

7월 14일 남북정상회담의의제와후속조치

10월 19일 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전망과대북지원발전방안

6월 29일 우리에게북한이란어떤존재인가 : 서로주체성의이념에서본남북관계와소통의방법

7월 13일 갈등해결프로그램의개발경험과운 에대한평가

10월 26일 남북통합및갈등해결이론과시민교육방법론

12월 18일 남북통합의전망과갈등해결프로그램

2월 27일 북한사회주의의현재와미래 : 북한체제의내구력중심으로

3월 13일 대북지원과사회문화교류협력 : 평가와대안모색

3월 27일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 : 북한과연핵을포기할것인가?

4월 10일 북한인권문제해결과시민사회의역할 : 시민사회는언제까지침묵할것인가?

4월 24일 6.15 공동선언 2항과‘과정으로서의통일’로드맵

6월 1- 2일 남북관계에대한시민사회의성찰과재인식

2007년 평화나눔센터 정책포럼 및 토론회 내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발사업과 대북지원

을 위한 국내외적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활동, 연대사업 및 국제협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대를이끄는싱크탱크로남북통합의미래를만들어갑니다

정책포럼

라운드테이블

남북통합갈등해결프로그램개발을위한토론회

NGOㆍ전문가집중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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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과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볼고그라드에는 약 3만 명의 고려인들이 거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농토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나 비싼 토

지 임대료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설상

가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이들의 삶은 더욱 궁핍

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들에 대한 정착지

원과 함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찾을 수 있도

록다양한사업들을추진, 지원하고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제제 66회회 고고려려인인축축제제 2001년부터 시작된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

는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에서 유일한 소수민족축제로 타민족과의 교

류, 화합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고려인 동

포들과 현지 주민들이 모여 여섯 번째 볼고그라드 고려인축제를 개최

하 습니다. 강제이주 70주년의 의미를 더해 모스크바 총 사, 주정

부, 러시아 국회의원, 라스토프 교육원, 타민족 대표 등 한국방문단

내외빈과고려인동포 1,500여명이참가하여민속공연, 각종운동경

기, 전통놀이, 농산품 품평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하

습니다.

한한 및및 문문화화교교실실 운운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 회복을 위해 한

·문화교실을진행하고있습니다. 07년 3월 마리노프까, 솔로두쉬

노, 볼스키시에 한 교실을 개설하고 한 교재 300권을 배포하 으

며, 5월에는 교육자재 구입과 라스토프 한국어교육원 교육연수 진행

그리고 한국어 교사 파견으로 주 4회, 12시간의 강의를 들을 수 있

도록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한겨레”예술단을 구성하여, 우리 춤, 노래 등을 배우고 알릴 수 있

도록지도선생을두어체계적으로배울수있도록하 습니다.

시시설설농농업업지지원원 사사업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2ha 시설 농단지

24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려인
지원사업

볼고그라드에한 교사를파견, 수업중인모습



를조성하여비닐하우스자재등을지원, 고려인들에게선진시설 농

교육장을마련하 으며, 아울러시설 농교육을통하여‘농업지도사’

를 양성하여 고려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볼고그라드농업대학과시설농업교육을공동진행하는것에합의

를하 고 7월에는 시설 농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기술진의 현장방문

과비닐하우스설치및설치법전수, 12ha 토지에 비닐하우스 3동과

3연동 육묘장 설치를 진행하 습니다. 지난 12월에는 7명의 시설

농교육 연수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50일간의 교육을 연수하 고,

2008년 2월에한국농업전문가들이러시아현지로파견되었습니다.

생생활활··의의료료지지원원사사업업 독거노인 및 생활곤란자들에게 생필품을 지

원하고, 고려인 집 농촌마을에 한방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 으며 더 많은 고려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정정부부조조사사단단 방방문문 그동안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지역과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에 대하여 정부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미치지 못한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외교통상부,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재외동포재단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단의 방문사업을 추진하여 4박 5일간

볼고그라드고려인들의삶의모습과현장을직접점검하 습니다. 

홈홈페페이이지지 구구축축 및및 조조사사··홍홍보보활활동동 국내외 홍보활동을 위해 한·

러 언어 사이트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볼고그라드 현지에서는

고려인 관련 특별신문 30,000부를 제작하 습니다. 강제이주 시베

리아 철도를 타고 강제이주 루트 탐방을 하 고, 전남대학교와 함께

국내외 학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학술회의 개최하여 고려인

문제및동포디아스포라에대한방향을논의하 습니다.

도도서서··유유학학생생 지지원원 국내에서 기증받은 한 도서 700권을 마을

교실에 지원하여 고려인들의 한 공부 및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지원을 하 습니다. 이와 함께 볼고그라드의 고려인 학생을 한국

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여, 현재 전남대학교 대학원에

서 고려인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 학비지원 사업을 지

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2007년에는 그간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의 안정적 운 과 지원대상

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노력하 습니다. 2008년에는 러

시아 볼고그라드 사업의 안정적 운 과 지속성을 이어가며, 고려인들

의 경제적 자립화를 통한 현지 활동의 자활적 운 과 시설 농단지의

현지 교육장 기능 강화, 한 교육의 활성화에 집중하며 한편으로 소

외되어있는 고려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홍보 및 모금활동을 시작

할계획입니다. 

252007 사업보고서

러시아 남부의 볼가강 하류와 돈 강 중류지역에 위치한 볼고그라드는 구 소련 붕괴 후 실질적으로 재

이주 정착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서 이 지역의 고려인들은 러시아 고려인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볼고그라드고려인의아픔, 우리가보듬어줍니다

볼고그라드지도 볼고그라드지역축제 고려인가족

고려인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정자치부, 농협중앙회

등에서후원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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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설 법률지원센터‘우리동포’(소장 전성 변호

사)는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재외동포

들이 안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목적

으로 2007년 3월 27일 개소하 습니다. ‘우리동포’는 직통 상담전

화(02-715-8668)를개설하고 1차전화상담후2차전문변호사로

구성된법률지원단이상담후무료소송및변호를진행합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

2007년 3월개소후월평균 20여건의상담및문의전화를받고단

순 정보 확인 문의 등 1차 전화상담에서 문의에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 고 이중 25건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통해 상담

및소송, 변호를진행하 습니다.

사업성과 및 계획

한국에정착한새터민의수가 1만 2천명을훌쩍넘었습니다. 이와함

께 사회 문화적 차이, 법률적 몰이해에서 오는 어려움은 더욱 늘어가

고있습니다. 2007년‘우리동포’에걸려온수많은상담전화들은한

국에 정착하는 새터민들의 어려움의 반증일 것입니다. 이중 국군포로

친자확인 및 보훈처리에 관한 지원, 전문 탈북 브로커들의 조직적인

횡포 및 폭력에 대한 소송, 성추행 혐의에 대한 변호 대리 등은 단순

히 새터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로 남고 있

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

록‘우리동포’의문은2008년에도동포들에게활짝열려있습니다.

2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구분 국내사기 다단계 브로커사기 형사 호적정정 의료사고 이혼 단순채무 기타

새터민 2 1 3 2 3 1 2 1 6

재중동포 1 2

재미동포 1

2007년 법률지원 현황 : 25건 지원

법률지원
사업

모두가함께풀어야할또하나의과제

‘우리동포’개소식에서현판을달고있는박원철공동대표강문규상임대표, 전성변호사, 박남수공동대표 (왼쪽부터)‘우리동포’개소식에서현판을달고있는박원철공동대표강문규상임대표, 전성변호사, 박남수공동대표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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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목목

전전기기이이월월 334444,,008866,,774499

모모금금 88,,777755,,006699,,119977

농업축산협력사업 3,555,764,335

보건의료사업 1,392,363,123

어린이급식사업 85,891,233

긴급구호사업 2,822,672,656

고려인지원사업 112,974,084

기타지원사업 244,796,023

일반모금 72,329,200

IT교육사업 488,278,543

운운 비비 441144,,229966,,990055

후원금 235,567,483

회원회비 178,729,422

기기타타 886633,,442200

합합계계 99,,553344,,331166,,227711

수입 지출

※2008년 2월감사및공동대표회의심의를통과한 2007년결산보고
내역을요약하여게재합니다.

※농업축산, 보건의료, 긴급구호지원은현물기부를포함한금액입니다.

2007
결산보고

2007년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지원사업을결산합니다

(단위:원) (단위:원)

금금액액 금금액액항항목목

사사업업비비 88,,447722,,337744,,449933

농업축산협력사업비 3,281,173,813

보건의료사업비 1,358,688,332

어린이급식사업비 51,690,776

긴급구호사업비 2,810,467,544

고려인지원사업비 226,420,724

기타지원사업비 168,678,655

간접사업비 102,238,576

IT교육사업비 473,016,073

경경상상비비 446611,,221188,,991100

기기타타 ((미미지지급급··차차입입금금반반제제)) 7755,,554477,,555555

차차기기이이월월 552255,,117755,,331133

합합계계 99,,553344,,331166,,227711



교육여건이 열악한 북녘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으로 연중 지속 된‘헌

교과서 수집운동’은 지역의 청소년에게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과 남북

청소년들의 교육교류의 의미를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독의료인들과 함께 대북보건의료 협력

사업 및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7년 12월 17일 출범한

‘광주전남기독의료인연합’은 향후 북측의 1차 진료소 현대화 사업과

남북의사협동진료등을전개할계획입니다.

북북녘녘어어린린이이교교육육지지원원사사업업을을위위한한‘‘헌헌교교과과서서모모으으기기운운동동’’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사업으로 광주전남

지역 500여개 초,중,고등학

교를 대상, 헌교과서 수집운

동을 전개하여 교과서용지

35톤(3,000만원 상당)을

2007년 5월 북측에 지원하

습니다. 이와함께현재‘헌교과서모으기운동’을통해조성된기

금 1,900만원(2007년 12월 기준)은 향후‘헌 교과서 모으기 운동’

의확대와북한소규모학교및유치원현대화사업, 교육협력사업에

쓰여질예정입니다.

광광주주지지역역대대학학생생금금강강산산통통일일연연수수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북한 바

로알기와 통일의식 고취를 목

적으로 진행된‘금강산 통일

연수’는 2007년 7월 4일부

터 6일까지, 2박 3일간 광주

지역대학생 100명이참가하

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통일연수’에서는 특히 북측 고성

항에서 직접 땅을 밟으며 짧지만 도보행진이 진행되어 참가자 모두가

기억에남는프로그램으로평가하 습니다.

금금강강산산온온정정리리온온정정인인민민병병원원남남북북협협동동진진료료전전개개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7년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

쳐 광주지역 안과,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들과 함께

북측 고성군 온정리 온정인민병원을 방문하여 남북 협동진료를 진행

하 습니다. 이번 참여한 의사들은 각 과목별로 온정리 주민들을 대

상, 진료하 습니다.

‘‘광광주주전전남남기기독독의의료료인인연연합합회회’’창창립립대대회회

대북보건의료 협력사업과 소

외계층 의료 봉사활동을 위한

‘광주전남기독의료인연합회’

는 2007년 12월 15일, 광

주중앙교회 교육관 4층에서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광

주전남기독의료인연합회’는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북측에대한대북보건의료협력사업

을 전개하고 북측의 1차진료소 현대화 사업과 남북의사 협동진료를

전개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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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업

지역의료인들과학생들의참여속에북을향한마음이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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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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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수십 개 단체가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

두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 든든한 동반자요

소중한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북녘의 사정상 지금까지의 지원은 거의

평양중심으로이루어져왔습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평양 지역을 벗어나 북녘의 자강

도, 함경도 지역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고자 합니다. 남쪽에서도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이나 오지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의의가 있듯이... 북녘의 농촌과 오지로 지원을 넓히

고자결정되었습니다.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결성취지문중>

부부산산경경남남우우리리민민족족서서로로돕돕기기운운동동결결성성식식

2007년 11월 26일, 부산일

보 10층 강당에서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결성

되었습니다. 부산경남우리민

족서로돕기운동은 1998년 7

월 10일, 창립하여 북한 어

린이 식량지원 사업을 해온

‘작은이를 생각하는 사람들(가칭)’에서 북녘동포돕기운동을 보다 체계

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펼치기 위해 결성된 대북지원운동단체

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지역 탁아소와 유치원에 식량지원 사업을 시작

으로 향후 북한 태양발전, 풍력발전 시설 등 중장기적인 신재생 에너

지지원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

함함경경북북도도회회령령시시유유치치원원탁탁아아소소지지원원물물품품 11차차전전달달

2008년 1월 21일 함경북도회령시유치원탁아소 1차지원물품인

분유, 의류, 콩기름 등(시가 500만원상당)을 중국 삼합을 통해 전달

하 습니다. 

이번 지원 물품은 회령시의

남문유치원, 탄광기계유치원,

탄광기계탁아소 3곳에 전달

되었으며 2008년 3곳을 중

심으로월500만원상당의물

품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

획입니다. 또한북측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 2009년에는 10곳으로

지원을확대할계획입니다.

구분 연령 남자 여자 합계

6세 49 43 92

7세 149 141 190

소계 198 184 382

6세 67 56 123

7세 101 88 189

소계 168 144 312

1-2세 17 15 32

3세 15 21 36

4세 28 24 52

5세 36 39 75

소계 96 99 195

합계 462 427 889

함경북도 회령시 유치원 탁아소 현황

남녘의손길이북녘산간지방과오지마을까지펼쳐집니다

292007 사업보고서

남문유치원

탄광기계유치원

탄광기계탁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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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람들

고고문문
김수환 (가톨릭추기경)
김준곤 (C.C.C 명예총재)
백낙환 (인제학원이사장)
서 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상임대표)

상상임임대대표표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공공동동대대표표
고희선 (농우바이오회장) 
김성훈 (상지대학교총장) 
김 수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김홍국 (하림그룹회장) 
박경서 (초대인권대사)
박경조 (대한성공회대주교)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상임의장)
박성민 (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
박원철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상임본부장)
박준 (을지대학교총장)
손충열 (인하대학교기계공학부교수)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담 (불교방송이사장)
유기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덕홍 (대구대학교사범대학교수)
윤여두 (동양물산기업(주) 부회장)
윤장현 (광주전남지부상임대표)
이상준 (골든브릿지증권회장)
이 동 (前대한화재(주) 부회장)
이일 (아주대학교의과대학교수)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북한학과정교수)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한지현 (원불교여성회장)

분분과과위위원원장장
북한농업협력위원장 윤여두공동대표
북한보건의료협력위원장 박준 공동대표, 

이일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김 수공동대표
재정위원장 박남수공동대표
러시아고려인사업위원장 윤덕홍공동대표
북한신재생에너지협력위원장 손충열공동대표
교육위원장(인재양성센터) 박찬모 (前포항공대총장)

홍보편집위원장 김효정

감감사사 박문식 (공인회계사)  

운운 위위원원장장 이용선

평평화화나나눔눔센센터터소소장장 이종무

법법률률지지원원센센터터‘‘우우리리동동포포’’소소장장 전성 (변호사)

사사무무총총장장 강 식

사사무무국국
홍상 국장
서명희부장
신 호부장
이예정부장
손종도부장
이봄철부장
황재성간사
현지연간사
오형윤간사
라황균간사
윤남희간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경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고고문문 안종일, 강신석, 조비오, 염홍섭
상상임임대대표표
윤장현 (아이안과원장)
김혁종 (광주대학교총장)
광 민 (전무각사주지)

운운 이이사사
남북교류협력위원장정 재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상임이사)
남북보건의료위원장 서정성 (아이안과원장)
조직홍보위원장 김 록

감감사사 김정민 (세무사)
정정책책위위원원장장 김 기(전남대교수)
사사무무국국 김 삼사무국장

상상임임대대표표 정여스님 (여여선원장)
공공동동대대표표
원형은 (빛과소금교회목사)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상근대표, 사회적기업

에너지나투라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원장)
차상조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대표)
자자문문위위원원회회
김재규 (사회적기업에너지나투라상임고문)

최화웅 (부산언론인클럽사무총장)
여창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사감사)
이진석 (카파코리아이사)
서석흥 (부경대학교교수)
박찬성 (효성정보기술교육센터대표)
이승정 (장산충일교회목사)
이상수 (레베산업대표이사)
정판덕 (새부산관광대표이사)
안준노 (국회의원정책특보)

김현철 (주식회사다산대표)
선재스님, 지장스님, 승찬스님, 설곡스님

문문화화예예술술위위원원장장 최정완
운운 위위원원회회
성우근, 홍태용, 양춘복, 황선희, 백승휘, 정덕용,
임재석, 도관스님
상상임임이이사사 리인수

러시아 볼고그라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볼볼고고그그라라드드사사무무소소
김뽀뜨르부회장
김갈리나총무

황슬라브감사
류정숙한 학교교사

시시설설농농업업현현장장사사무무소소
김아파나시, 김제냐 (솔로두시노지역담당)
설게나, 황바짐 (레닌스키지역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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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마음으로우리민족과함께해주세요!

후원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

2.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휴대폰후원

신용카드후원

3. 계좌이체 및 지로 후원
후후원원계계좌좌

국민 001-01-2503-703

농협 386-01-004282

하나 10101-3849606

신한 140-002-997113

외환 028-22-05491-1

우리 111-04-133058

우체국 010017-01-006718

(예금주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지지로로번번호호

7641271

4. 후원문의
121-050  서울시마포구마포동236-1 덕성빌딩 B1

전화 02)734-7070 / 팩스 02)734-8770  

www.ksm.or.kr / ksmseoul@ks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