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19.5%

세부사업명

남북교육교류협력기획단운영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20%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완 료 150%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기금 조성 완 료 100%

1. 목적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 남북 미래 세대 간의 평화 공존 및 화해 협력의 통일 의식 제고

2. 주요내용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다각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대비 기금 조성 추진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최종
목표

남북교육교류협력기획단운영 2회 2회 2회 4회 3회 7회 3회 10회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1건 1건 1건 2건 1건 3건 1건 4건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기금 조성 1건 1건 1건 2건 1건 3건

 공약사업 성과지표 및 추진율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남북교육교류협력기획단운영 회의 개최 수 4회 12회 133.3%

144.4%

120%

123.3%

완 료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추진 건수 2건 6건 200% 150% 완 료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기금 조성 조성 건수 1건 3건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8,080 354,000 360,000 410,000 1,132,080
계 8,080 354,000 360,000 410,000 1,132,080



4. 추진실적 및 성과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획단 구성 및 회의 개최: 18년 2회, 19년 2회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획단 북한 교육개혁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18.11.19.)

    - 제4기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위원회 관련 안건 처리: 19년 3회, 20년 2회

    - 제5기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21년 2회

    - 전국단위“남북교육교류협력 소위원회”구성 및 회의 개최: 19년 2회, 20년 2회, 21년 2회

 ❍ 다각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 남북교육교류사업 제안(교육청→청와대, 통일부, 남북정상회담준비위): 18.3.23.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통일부 북한주민접촉 신고(1차) 및 수리(18.8.21.)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사업제안서 1차 전달(18.8.24.)

    - 북한 수해구호 관련 인도적 지원 추진(18.11.8.)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제안서 전달(19.1.3.)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통일부 북한주민접촉 신고(2차) 및 수리 (19.1.17.)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사업제안서 2차 전달(19.1.21.)

    - 2019 금강산 남북 새해맞이 모임 교육감님 참석(19.2.12. ~ 2.13.)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통일부 북한주민접촉 신고(3차) 및 수리(19.7.11.)

    - 교육감-통일부장관 간담회 개최(19.8.30.)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사업제안서(학생독립운동기념행사 초청) 3차 전달(19.9.25.)

    -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사업제안서 전달(19.9.26.)

 m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운영연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소계

2019년도 705,647 - 705,647 705,647 2019 기금 조성: 700,000천원
이자: 5,647천원

2020년도 212,528 340 212,188 917,835 2020 기금조성: 200,000천원
이자: 12,528천원

2021년도 200,000 838 199,162 1,116,997 2021 기금조성: 200,000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80,800 853,800 205,878 212,719 1,353,197
계 80,800 853,800 205,878 212,719 1,353,197

확보비율(B/A) 1,000% 241.2% 57.2% 51.9% 119.5%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51,132 1,810 905,878 200,000 1,158,820
계 51,132 1,810 905,878 200,000 1,158,820

집행비율(C/B) 63.3% 0.2% 440.0% 94.0% 85.6%



 ❍ 남북교육교류사업 대비 기금 조성 추진

    -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시행(19.1.1.)

    - 제2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간사 외 관련 전문위원 8명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2회), 2020년(3회), 2021년(3회)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시의회 심의 및 의결(2019~2022)

5. 우수 사례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및 재원 마련

 ❍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12개시도교육청․교육부․통일부․한국교육개발원․민간대북교류단체 관계자 4명 등 25명 

   - 남북교육교류협력소위원회 워크숍 개최: 2회(2021. 6. 29.~30., 2021. 12. 1.~2.)

 ❍ 교육감님 남측 교육당국 대표 자격으로 전국 최초 방북 및 북측 관계자 면담

 ❍ 시도교육청-통일부 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추진 주관

❍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국제포럼’개최
  - 기간: 19.10.30.~10.31., 2일간
  - [토크콘서트] (사회) 방송인 김미화, (발제자) 교육감 장휘국, 국회의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

사장, 국내거주 평양시민, 교사, 광주학생의회 의장 등
  - [학술행사] 기조강연, 주제강연, 통일교육 실천사례 공유, 전국교육정책네트워크 공동연구 발표
     (발제자) 前 뮌헨 퓌르슈텐리트 교장 Willi Eisele,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前 통일부 차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원, 어린이 어깨동무 사무총장 등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19년 2 6 · · 7

20~21년 2 2 · · 4

<20~21년 참여 실적>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언론 보도 : 8회

    - 전국 시도교육청 온라인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방안 모색(광주타임즈 등 20.9.15.)

    - 광주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소위 워크숍 개최(CBS 등 20.9.14.)

 ❍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DMZ평화인간띠운

동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 상시 협력

    - 남북교류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업무연찬회 참가

      (광주광역시 평화기반조성과, 20.9.11.)

 ❍ 시도교육감협의회 남북교육교류협력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관을 통한 전국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추진

    - 남북교육교류협력 소위원회 워크숍(회의) 개최: 20년(2회), 21년(2회)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북미 및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제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차질

   -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내적 역량(법제도, 재원기반, 네트워크 등) 강화에 주력하고 다양한 

채널(정부, 민간, 해외 등)을 활용한 대북 접촉 시도

8. 향후 추진계획

 ❍ 지역 및 전국적 남북교육교류협력 네트워크 운영 주관

 ❍ 통일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모색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타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내적 역량 기반 마련에 중점

주관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담당 정종재(380-4591) 담당자 이선진(380-4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