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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말하나?

2

한반도평화경제시대란?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대

한반도평화경제시대 실현의 조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남북군사대결 종식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비핵화 협상 진전)

•남북 군사적 대결 완화(해소), 비핵화 진전되면 사실상의 종전상태 진입 가능

•북한의 변화: 경제중심 국가전략 전환과 개혁개방

•국정운영의 전환: 군사 중심 → 경제 중심

•시장경제의 확대와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남북 win-win의 경협구조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북한의 비교우위 경제 자산 보유 필요

이미 ‘북핵문제’를 제외한 한반도평화경제시대 실현 조건 충족 상황!

•북핵문제 해결은 ‘평화’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기회의 창,남북공동번영의 기반 될 것임

한반도평화경제시대가 창출할 동북아 경제지도, 북방경제

3

북방경제의 개념

•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 극동 러시아, 몽골, 동해에 연한 일본 서부지방을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하나의 경

제협력체’로 상정한 현재 미실현(未實現)된 잠재적 경제협력체

• 북방경제 형성은 역내 협력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다 줄 것으로 전망

북방경제 실현 전망

• 지리적으로 이 권역의 중심에 위치한 북한의 핵 실험과 유엔 경제제제로 인해 그동안 실현 불가능한 상태. 

• 최근 북한의 경제전략 변화와 비핵화 협상 재개(2018∼)에 따라 북방경제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태

• 이 지역 당사국들의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도 매우 강함

• 중국: 일대일로와 신(新)동북진흥계획 / 러시아: 신동방정책

• 한국: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구상

• 북한: 경제발전총력집중 노선과 경제개발 정책

• 현재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문제의 진전과 해결이 마지막 관건

북방경제 실현 시 기대효과

• 한국 경제의 도약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 정착시킬 것임

• 북방경제는 남북경제협력과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남북경협을 확장시킬 것임

한반도평화경제시대를 향한 환황해경제권의 역할

 

환황해경제권은 환동해 및 접경지역 경제권과 함께 한반도평화경제시대의 삼두마차

•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은 첨예한 대결지대의 평화협력지대로의 전환을 통해 평화경제의 모범 창출 의미

평화적 역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견인자

• 환황해경제권의 형성과 발전은 그동안 황해권 발전을 가로막은 결정적 장애물이었던 NLL의 평화화를 가속화

시킬 것임

• 역으로 남북 대치선으로서 NLL의 성격 소멸되면 황해를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 가속화 예상

• NLL일대의 평화협력특별지대화: 대결지점의 협력지점으로의 전환 의미

• 냉전의 바다가 활기찬 경제협력의 바다로 전환됨으로써 황해에서 美中 간 군사적 대결 가능성 차단

경제적 역할: 남북중 공동협력·공동번영의 전형 창출

• 환황해권 국가(도시) 간 (해상)관광, 물류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지난 시기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황해를

매개로 한 남북중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가능케 할 것임

문화적 역할

• 지중해 못지않은 초국경 해상교류를 통한 황해문화 창출 가능성

4

한반도평화경제시대 실현을 위한 환황해권 지방정부의 과제

‘ 국가전략으로서 남북평화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환황해 경제권 실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국민홍보

• 환황해 경제권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실현 시 한국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홍보 필요

(환) 황해경제권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국제협력 모색

• 환동해 경제권의 기축(基軸) 도시(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관련 지방정부 및 중국 청도·연태·천진· 대련, 북한 남포·해주 등을 하나의 공동경제 이해주체로 묶는 네트워크 형성 추구

• 정기적인 국제학술회의 개최

• 3국 연계항로 항로(航路) 조기 연결

• 교류협력 회의체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

환황해 국가(도시) 간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협력의 연계 및 강화

• 동북아 평화증진에 기여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주의적 지원 추진: 유엔제재 틀 준수하되, ‘제재 유예 인정’ 획득 노력 필요

• 남북 신뢰구축과 경제협력의 기반 구축 위한 교류협력 추진 / 동포애적 인도주의 정신 실천 -- 끝 --

5

한반도평화경제시대의 비전과 환황해권의 역할･과제기 조 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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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 평화프로세스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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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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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일본, 중국 사례 및 시사점본세션 : 번영 1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일본, 중국 사례 및 시사점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0 제6차 환황해포럼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역할과과제: 
일본, 중국사례및시사점

2020. 10. 29
문 무 경

2020 환항해포럼

CONTENTS

01 배경

02 일본지자체소자화대책강화사업

03 중국지방정부출산장려정책

04 시사점및 지방정부정책의
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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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제:
일본, 중국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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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구정책TF 의 전략 및 세부과제

• 도전요인: 인구감소와 구조변화

• 4대 전략 및 세부과제

 인구감소충격완화

- 경제활동참여확대

- 개개인의노동생산성제고

 고령화에따른구조변화대응

-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

- 관련 제도·산업 재설계

인구학적 변화, 가족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변화

• 저출산과 단독가구 및 1세대 가구 증가

• 의도적 무자녀 가족 증가

• 이혼율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문제

•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변화.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양상 파악 필요(문무경 외, 2016)

(취약한 경제상황으로 가족 구성에 대한 두려움, 젠더관점에서 평등한 성역할 추구, 

일과 생활(여가) 균형 중시)(강동수, 2020)

I.  배 경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

• 총 1,784개의 지원 정책 (2018년 대비 2019년에 2.1% 증가)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 (82.8%) 

- 2018년 대비, 출산 및 결혼 분야 지원사업의 증가 추세

 대표적 신규 사업

- 서울 중구: 학교내 유휴교실 활용한 돌봄교실 운영

- 충남 당진시: 임산부 영유아 대상 도서 택배서비스

- 이외에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통한 돌봄공동체 활성화 정책, 

임산부 구강검진 지원, 출산모 대상 산후우울증 검사 및 전문적 상담 지원 등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 12. 27):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인구정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
 제1차(2005-2010): ‘육아’에 초점 보육정책에 비약적 발전(19.7조)

 제2차(2011-2015): ‘출산’과 일가정 양립에 초점, 난임제도, 육아휴직, 0-5세 무상보육 (60.5조)

 제3차(2016-2020): ‘결혼’에 초점, 보육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청년고용)과 주거정책, 
양성평등 등으로 접근 범위 확대 및 사회구조적 대책 강화 (108.4조,추계)

-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 존중 및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

* 제3차 기본계획 수정(2019-2020) : 시간, 문화, 삶의 기반 강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평가 (강동수, 2020)

 유아교육보육, 신혼부부 주거지원, 남성육아 참여 활성화 등이 주요 사업

 돌봄지원 및 주거지원 중심 사업이 전체 예산의 82% 차지

 현금지원 강조 정책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호응 및 지속가능성 낮음

아이키우기 행복한 사회 부모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포용적 가족문화 등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일본, 중국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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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지원정책:  중매사업, 결혼자금 지원, 구직, 주거 지원 등

• 출산 지원정책: 분만 지원, 출산축하금 등

• 자녀돌봄(보육서비스) 지원: 시간제 보육 활성화

• 아동을 위한 의료비 지원

• 3세 미만 영아를 둔 (전업)주부를 위한 모임 공간(gathering space) 마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 최근의 우선적 지원정책 (priority policy): Enriching Childcare Support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

II. 일본 지방자치체의 소자화대책 대응 강화사업

 다산다사  소산소사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소멸 진행 및 지방의 중소도시 쇠퇴 가속화

 고령자에 편중된 사회보장 비용으로 막대한 재정적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총 사업비(순지방비) 7.1조원, (전년대비 0.3조원(4.5%) 증가)

 자체사업: 5,762개 과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19) 46,779억원 → (’20) 48,789억원(4.3% 증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9) 20,080억원 → (’20) 21,323억원(6.2% 증가) 

 인구변화 적극대비 : (‘19) 964억원 → (’20) 775억원(19.6% 감소)

자체사업 예산 343, 671백만원 (전년대비 12.9% 증가), 411개 과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 고교 무상교육 및 급식, 행복키움수당 지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지원 등 보편적 복지 확대

• 임산부 우대금리 예적금, 출생축하금 지원 등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일본 지방자치체의 소자화대책 대응 강화사업

• 소자화 대책에 따른 효과를 실감하고 있는 일본 자치체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결혼에 관한 대응, 풍토조성(機運醸成) 모두 다수 항목에서 작년보다 실시율이 높게 나타남.

• 결혼에 관한 대응, 풍토조성(機運醸成) 모두 「재원(財源)」「인적자원(人的資源)」부족이 주요 과제로 나타남. 

시구정촌의 경우, 「대응을 위한 조직체제」 미흡도 높게 나타남.

• 교부금 실시에 따른 효과

- 신규사업 및 다른 자치체로 시야를 넓히게 된 계기가 됨

- 도도부현에서 약 절반 이상이 자주재원(自主財源)으로 사업 지속함.

출처:  미츠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주식회사(2020. 3월).  일본 지방자치체의 소자화대책 대응 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서

출처: OECD & LEED (2012).  Demographic change and local development: Shrinkage, regeneration, and social dynamics 

 적응력 (Adaptabiltity)
 의사결정 과정

(Decision-making process)
 통합적 접근

(Integrated Approach)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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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4세 여성 미혼자율 낮음’, ‘평균 초혼 연령 낮음’, ‘약년층 비정규직 비율 낮음’, ‘여성 고

용자 중 정규직 비율 높음’, ‘근거율(近居率) 높음’, ‘통근시간 짧음’. 

• 최근 자녀수가 3명 이상인 30대 부부 비율 증가. 주택지 개발이 진행되어 3세대 동거보다도

인접거주비율이 높아짐

• 가정내 자녀양육 지원 충실(31개 거점)

• NPO 법인 등 민간단체 다수 활동. 

- 자녀양육지원 거점 활동, 방과후 아동 클럽 등 다양한 사업에서 민간단체가 인수 및 운영. 

• 근무지와 주거가 가까운 마을 만들기, 약년층 고용환경의 안정 등 자녀양육친화 환경과 연결

유형 II :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출산율 수준 높으나, 여성취업율 낮은 지역)

QQ

High

Low High

여성취업율

출산율

• 합계특수출생률 상승률이 도도부현(都道府県) 평균을 웃도는 4개 도현에서 각 한 개 모델 자치체 선정

• 결혼・출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 변화, 20~30대의 결혼 및 자녀양육 관련 사례조사

유형 I
후쿠이현 후쿠이시

(출산율 높고, 
여성취업율 높은 지역)

유형 II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출산율 높고, 
여성취업율 낮은 지역)

유형 III
도쿄도 지요다구

(출산율 낮고, 
여성취업율 높은 지역)

유형 IV
나라현 산고초

(출산율 낮고, 
여성취업율 낮은 지역)

• 여성 고용자 중 정규직 비율이 전국평균을 상회. 

• ‘ 아동복지비 높음’, ‘전입 초과율(転入超過率) 높음’ . 

• ‘25~34세 여성 미혼율 높음’, ‘평균 초혼 연령 높음’, ‘약년층 비정규직 고용자 비율 높음’, ‘근거율

낮음’, ‘대기아동 비율 높음’, ‘통근시간 김’

• 지난 10년간 (2005-2015), 도쿄도 남녀 25~34세 미혼율이 낮아져 개선되고 있음. 

- 경기회복에 따른 약년층 고용환경 개선, 청년 정규직 비율 및 임금 수준 상승에 기인함.

• 최근 인구유입이 계속됨.

- 맞벌이 세대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으로서 보육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률 확대, 연장보육 및 석식 제공

• 고교생 의료비 무상화 등을 전국에서 선구적으로 실시해 옴

유형 III : 도쿄도 지요다구
(출산율 수준 낮고, 여성취업율 높은 지역)

• 후쿠이현은 원래 여성취업율이 높으며 맞벌이세대가 전국 1위임.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표: ‘평균 초혼 연령 낮음’, ‘미혼율 낮음’, ‘약년층(若年層)의 비정규직 비율 낮음’,                                                    

‘여성고용자 중 정규직 비율 높음’, ‘근거율(近居率) 높음’, ‘보육시설 이용률 높음’, ‘통근시간 짧음’ 등

• 삼세대(三世代) 동거율이 높으며, 최근 핵가족 세대 비율은 증가 추세

• 여성 및 약년층(若年層)의 고용환경이 안정되어 있음.

• 기업에서 양립지원시책을 적극 실시

• 지방행정과 민간이 연계하여 결혼지원 및 자녀양육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음.

- 지방행정이 단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단기간 성과가 높음. 

유형 I : 후쿠이현 후쿠이시
(원래 출산율 수준과 여성취업율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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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적용비율

상향 조정

호북성 함녕
• 입원 분만 시 의료비를 연 900위안 한도 내에서 의료보험으로 처리 가능. 

• 보조생식기술로 둘째아 출산비용 의료보험으로 처리 가능.

호북성 선도 • 기본출산 무료 및 둘째아 출산 시 1200위안 지원

호북성 의창 • 둘째아 출산 시 기본 출산비를 지역별로 2500위안 기준으로 면제.

신장자치구 석하자
• 둘째아를 자연분만 시 세대당 500위안, 제왕절개 시 세대당 1000위안 지원금 제공

• 보조생식기술로 둘째아를 출산하는 경우 10,000위안(1회성) 지원

출산휴가 증대

호북성 함녕 • 둘째아 출산 시 출산휴가 6개월 및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사용 권장.

신장자치구 석하자
• 임신 7개월 이상 시 출산 전 휴가를 2.5개월 동안 사용 가능 및 급여를 80% 수준

으로 지급

산부인과, 소아과

역량 강화

요녕성 • 2020년까지 출산용 침상 2000개 중가 및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사 3000명 확충.

섬서성 •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및 소아과 의사 양성 강화

호북성 함녕
• 산부인과 및 소아과 침상 증가,

•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사, 조산사, 간호사 인재 양성 강화.

탄력근무제 시행
요녕성

• 고용업체가 임신 여성 및 모유 수유 여성에게 탄력적인 근무시간 제공. 

• 출산 후 업무복귀 지원.

호북성 함녕 • 임신 여성 및 3세 미안 유아를 둔 여성의 탄력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신청 가능

III. 중국 지방정부의 출산양육지원 정책

• 전업주부 비율이 전국 최고임. 

- 최근 5년간(2010-2015) 여성취업율 상승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높은(정적 상관) 지표로서 ‘남녀 임금 격차 적음’, ‘성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 높음’.

• ‘남성 소득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음’, ‘미혼 여성의 경제력 낮음’이 결혼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임.

•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입하는 자녀양육・신혼세대 대상으로 집세 조성 시행 및 전입 증가. 

• 공립 초중 일관교(小中一貫校) 정비 등 차세대 교육 투자. 

• 자녀양육 불안 해소를 위하여 신생아 전도방문 100%실시,  

- 최근 병아(환아)보육사업(病児保育事業) 등 새로운 시책 실시. 

• 인구 규모가 적으므로, 신속한 행정 및 주민과의 관계 중시

유형 IV : 나라현 산고초
(출산율 수준 낮고, 여성취업율 낮은 지역)

절차 간소화 요녕성 •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에 대한 심사 허가제 대신 출산 등록제 시행

출산 확대
흑룡강성 • 국경 지역 부부는 두 자녀를 출산한 후 아이 한 명을 더 낳을 수 있음.

섬서성 • 적기에 전면적인 출산 허용 예정

보육/유아교육

정책

섬서성 • 0-3세 아동 돌봄 시설 설립조건과 감독관리 정책 및 유치원 확충

호북성 함녕

• 3세 미안 영유아 돌봄 서비스 촉진. 

• 둘째아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육료 감면

• 사회자본이 유치원 설립에 참여하도록 권장

주택 정책

호북성 의창
• 둘째아는 공립유치원 비용 징수 기준으로 보육비 지원금 지급. 

• 지역별로 인당 1만 위안 이상 지급

호북성 함녕
• 주택구매 지원금 지급(보장성 주택 우선적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주요 사회환경지표 특장 후쿠이현 가가와현 도쿄도 나라현

1) 완전실업률 낮음 ○

2) 청년고용자 중 비정규직 비율 낮음 ○ ○

3) 성인(미혼) 자녀의 부모와 동거율 높음 ○ ○ ○

4) 정규직 여성 비율 높음 ○ ○ ○

5) 남녀 임금 격차 적음 ○ ○ ○

6) 관리직 여성 비율 높음 ○ ○

7) 삼세대 동거율 낮음 ○ ○ ○

8) 근거율 높음 (이세대 간 근거 비율) ○ ○

9) 보육소 이용률 높음(만0~4세) ○ ○

10) 대기아동 비율 낮음 ○ ○

11) 아동복지비 (만17세 이하 인구 1인당) 높음 ○ ○ ○

12) 교육비 공적 부담 높음 (인구 1인당) ○ ○

13) 취업(근무) 시간의 낮음 (남성 만25~54세, 1일 근무)

주: 지표의 「낮음·높음」에 있어서 합계 특수 출생률 상승률에 대하여 지표 계수가 플러스일 경우 「높음」, 마이너스일 경우「낮음」으로 표기.,

출처 미츠비시 UFJ 리서치 & 컨설팅 주식회사(2020. 3월). 일본 지방자치체의 소자화대책 대응 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서 p 86

일본 시범자치체의 주요 사회환경지표 특징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일본, 중국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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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목표와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사업 대상(취약계층, 영아부모 등), 사업의 지속성, 효과성, 

• 지역사회의 환경, 문화, 거주자의 인식에 대한 이해와 수요 파악

-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성별 역할 분업, 결혼에 대한 인식 등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필요

• 개별적 선택 존중

• 지역사회의 민간단체 위탁 및 네트워킹 (육아친화공동체 형성)

• 다양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제대로 알려서 혜택을 누리도록)

• 효과평가 연구 수행 및 데이터 활용 강화

호북성 효감지역 출산장려 정책

1. 출산 건강 서비스 강화

2. 모자 손해 보험 가입

3. 출산 보조금 지급

4. 출산 조리기간 연장

5. 영유아 돌봄 서비스 제공

6. 모자시설 건설 추진

7. 탁아소와 유치원시설 건설.

8. 영유아 양육 수당 지급

9. 산모 취업권익 보장

10. 주택보장 강화

http://wjw.xianning.gov.cn/xxgk/wjzl/202004/t20200401_1967142.shtml

호북성 함녕시 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 [전면적 둘째아 맞춤형 정책 가속화 추진에 관한 시 인민정부의 의견] [2018년 공문]

mgmoon@kicce.re.kr 

2020 제6차 환황해포럼

감사합니다.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등

시간 지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현금 지원

아동수당

교육 및

상담 지원

IV. 향후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 인간의 출산은 종합적, 다면적 의사결정 행위임 (강동수, 2020)

- 개인의 과거와 현재 생활사 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사회 및 자연 환경을 고려

•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정책 설계 및 실행이 요구됨

공간, 

교통,

청년 일자리

등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일본, 중국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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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추이본세션 : 번영 1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인구변화추이
서형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변화추이

부위원장서형수

주요국 출산율 추이
합계출산율(TFR)

(단위 : 여성1명이평생낳을평균자녀수, 명)

-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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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OECD 평균 한국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상대적 고출산
(1.9~2.1)

상대적 중수준 출산
(1.6~1.8)

상대적 저출산
(1.4 내외)

초저출산
(1.3미만)

국 가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프랑스 미국 호주 영국 독일 폴란드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합계출산율 3.09 2.13 1.99 1.84 1.73 1.74 1.68 1.57 1.4 1.42 1.35 1.29 0.98

2018

* 출처 : OECD Familydatabase(2018)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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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저하

* 출처 : Peter McDonald (2008)

재생산율 0.63               0.40                 0.25                 0.16                        

합계출산율 1.3 /  인구재생산율( 𝟏𝟏𝟏𝟏.𝟑𝟑𝟑𝟑
𝟐𝟐𝟐𝟐.𝟎𝟎𝟎𝟎𝟎𝟎𝟎𝟎

) =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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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8 /  인구재생산율( 𝟎𝟎𝟎𝟎.𝟖𝟖𝟖𝟖
𝟐𝟐𝟐𝟐.𝟎𝟎𝟎𝟎𝟎𝟎𝟎𝟎

) = 0.39

0.39                 0.15               0.06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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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세대별 인구변화 시나리오

구분 연도 출생아수
(천명)

재생산율

1990 650

1세대 2020 293 0.42

2세대 2050 114 0.42

3세대 2080 48 0.42

4세대 2110 20 0.42

< 출생아수 시나리오 >

자녀부모

- 4 -

출생자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출생자 101 87 86 66 65 72 64 45 47 44 30.3

합계출산율 4.53 3.43 2.82 1.66 1.57 1.63 1.48 1.09 1.23 1.24 0.92

(단위 : 만명, 명)

- 2 -

(1955-1982) (1984-2000) (2002~2016)

고출산 단계 저출산 단계 초저출산 단계

1983

대체출산(2.06) 초저출산(1.31)

2001

극저출산(1.05)

2017

2019

(단위 : 만명)출생자수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인구동향조사」(‘19.12.26)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차 인구절벽

2차 인구절벽

3차 인구절벽

<단계>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배경
(Background)

(출산과 관련되는)

· 규범(준거) 해석

· 교육
· 산업
· 고용

· 현실적장애(기회)

· 태도(선호) 형성

· 빈곤방지
· 소득지원
· 여성경제활동

· 장애(기회) 평가

<영향원인> <정책영역>

신념
(Beliefs)

의향
(Intention)

행동
(Behavior)

(출산에 대한)

(출산에 대한)

· 사회경제구조

· 사회적규범·가치관

· 정부정책

사회경제정책

가족지원정책

출산유인정책

· 결혼·출산(다자녀) 인센티브
· 비혼·무자녀 패널티

· 주택
· 지역
· 사회보장

· 성평등
· 아동발달
· 출산장려

(금전,서비스,시간)

출산과정 (계획된 행동)

- 5 -

438 406 358
327 303

273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생아수

1.24 1.17
1.05

0.98 0.92
0.82

최근 5년간 저출생 추이

△32 

전년대비
(△7.3%)

(단위 : 명, 천 명)

△48 

전년대비
(△11.8%)

△31

전년대비
(△8.7%)

△24

전년대비
(△7.3%)

△30

전년대비
(△9.9%)

합계출산율

* 상반기 추세를 반영한 추계치

누계

△165 

2015년 대비
(△37.7%)

- 3 -

인구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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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84세

65세-74세

465

270

77

230

고령자수 고령자구성

57.2%

33.3%

9.5%

48.5%

38.1%

13.4%

37.1%

36.4%

26.5%

813

1,722
1,882

- 8 -* 출처 : 통계청 ,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인구 고령화
(단위 : 만명)

* 주요국 자료 출처 : OECD, 「Historical population data and projections (1950-2050)」 (‘20.02.25)
한국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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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고령화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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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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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43.9 46.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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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19.03.27)
일본 자료 출처 : 내각부, 「고령사회백서」(‘19.6월)
일본 중위연령 : 기초통계 5년 단위로 작성되어 있어, 1년 단위는 보간법(1차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

고령화 추이 한〮일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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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7년)

33.9(’36년)

+ 8.5%p + 18.2%p

39년

<고령화율>

<중위연령>
1973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60

(19.0)

(25.6)

(18.9)

30.0세

1976

20.0세

(31.0)

1996

(29.8)

40.0세

1997

30.3세

(40.4)

2014

40.3세

(46.4)

2023

(45.5)

50.0세

2031

50.1세

(52.6)

2039

54.0

54.0

2056

60.1세

(55.3)

2065

(62.2)

(55.7)

(단위 : %)

630 498 345 

3,736 

2,865 

2,058 

813 

1,722 

1,882 

인구고령화

* 출처 : 통계청 , 「장래인구특별추계」(‘19.03.27) - 7 -

2020년 2040년

5,178 5,086

+909 (연 +45.5)

△ 871 (연 △43.6)

△ 132 (연 △6.6)

고령화율 15.7 +18.2p (연 +0.9p) 33.9 +10p (연 +0.5p) 43.9

노인부양비 21.7 +39.3p (연 +2.0p) 60.1 +31.3p (연 +1.6) 91.4

2060년

△92 (연 △4.6)

노년인구

생산연령인구

유소년인구

+160 (연 +8)

△ 807 (연 △40.4)

△ 153 (연 △7.7)

△802 (연 △40.1) 4,284총인구

<가속기> <심화기>

인구 고령화
(단위 : 만명, %)

인구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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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션 : 번영 1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하는 지방정부의 자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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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

80

100

120

1960 1990 2017 2050 2067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 12 -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20-69세 기준)

총부양비

(단위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생산가능인구백명당)
115

3

112

22

76

구분 1960 1990 2017 2050 2067
총부양비 115.1 63.9 39.3 79.3 98.3

유소년부양비 111.9 58.9 26.3 22.4 22.2
노년부양비 3.3 4.9 13.0 56.9 76.1
노령화지수 2.9 8.4 49.2 254.9 343.1

39

98

13

26

· 인구의질적재생산 ( * 저출산 대책 : 인구의 양적 재생산 )

방안

· 주생산층(부양층)의생산력 ≧ 주소비층(피부양층)의소비력

목표

A. 주생산인구층확대

고령사회 대응 정책

A-2. 주생산인구층의고용률 (청년·여성경제활동참여율)

B. 주생산인구층생산성제고 (제4차산업혁명, 평생교육)

C. 주소비인구층소비성억제 (노인의료비, 장기요양비, 주거비)

A-1. 주생산인구층의규모 (정년·노인연령기준)

- 10 -

1

- 13 -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20-74세 기준)

총부양비

(단위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생산가능인구백명당)

0

20

40

60

80

100

120

1960 1990 2017 2050 2067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33

구분 1960 1990 2017 2050 2067
총부양비 111.3 60.2 33.0 57.2 67.3

유소년부양비 109.9 57.6 25.1 19.7 18.7
노년부양비 1.4 2.6 7.8 37.6 48.6
노령화지수 1.3 4.5 31.1 191.9 259.7

111

67

1

110

19

48

8
25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5-64세 기준)

- 11 -

(단위 :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유소년인구 1백명당)

구분 1960 1990 2017 2050 2067
총부양비 82.6 44.3 36.7 95.0 120.2

유소년부양비 77.3 36.9 17.9 17.4 17.8
노년부양비 5.3 7.4 18.8 77.6 102.4
노령화지수 6.9 20.0 105.1 447.2 574.5

0

20

40

60

80

100

120

1960 1990 2017 2050 2067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37

120
(생산가능인구백명당) 총부양비

83

5

77
19

18 18

102

인구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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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급)

2015 2016 2017 2018 2019

417 417 425 425 425

Ⅰ(매우좋음) 204 205 199 218 222

Ⅱ(좋음) 123 146 163 130 124

Ⅲ(보통) 74 58 59 59 63

Ⅳ(나쁨) 14 8 4 17 12

Ⅴ(아주나쁨) 2 0 0 1 4

Ⅰ, Ⅱ등급비율 78% 84% 85% 82% 81%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2019년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해양척추동물 1,372 1,380 1,447 1,446

해양무척추동물 5,370 5,461 5,575 5,670

해양식물 992 1,011 1,045 1,045

해양미소생물 5,355 5,785 5,894 5,894

담수성수산생물 115 171 170 167

합계 13,204 13,527 13,991 14,222

자료: 해양수산부, 2020,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

면적 (㎢) 변화량 (㎢)

1987 2003 2008 2013 2018 1987-2003 2003-2018

3203.5 2,550.2 2,489.4 2476.8 2482.0 -653.3 -68.2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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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소 면적 (㎢) 관련법령

습지보호지역 13 1,421.59 습지보전법 제8조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 261.272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

해양생물보호구역 2 94.14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

해양경관보호구역 1 5.23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

계 30 1,781.232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287 329 287 253 252 215 250 264 271 288

유출량(㎘) 110.8 601 369 418.7 635 2001.4 464.1 277.7 229.9 250.9

자료: 해양경찰청, 「2019 해양경찰백서」

◆

◆

해양생태복원 및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위한 환황해권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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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639 47 394 1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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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지역별어촌계수비중(‘18년기준)

경인, 111 , 
5% 강원, 64 , 3%

충청, 74 , 4%

전북, 169 , 
8%

전남, 854 , 
42%

경북, 153 , 
8%

경남, 472 , 
23%

부산, 41 , 2%
제주, 10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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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경인 13,870 10,988 10,057 10,252 10,402 10,363 9,697 9,778 10,113 9,900 9,875 9,565 9,417 -3.2%
강원 5,750 5,786 5,705 5,311 5,312 5,399 5,326 5,132 5,342 5,039 4,493 4,337 4,188 -2.6%
충청 12,070 12,427 12,979 14,004 13,506 13,447 15,070 14,908 15,474 15,362 15,376 15,259 13,625 1.0%
전북 6,575 6,976 6,532 9,419 6,992 7,811 7,601 6,952 6,758 6,746 6,372 6,734 6,861 0.4%
전남 63,853 62,468 59,952 57,512 48,401 54,152 53,199 54,211 53,784 51,622 51,753 50,760 49,994 -2.0%
경북 8,586 8,396 8,083 8,149 8,028 7,709 7,684 7,745 7,330 7,306 6,553 6,754 6,358 -2.5%
경남 29,191 28,854 28,974 29,468 28,980 26,484 26,959 25,503 26,282 27,045 24,044 22,751 22,345 -2.2%
부산 3,569 3,489 3,459 3,451 3,457 3,514 3,309 3,303 3,500 3,456 3,049 2,992 2,837 -1.9%
제주 13,653 13,339 13,252 13,619 12,592 12,835 12,726 11,939 12,456 11,579 11,475 11,965 10,836 -1.9%
계 157,117 152,723 148,993 151,185 137,670 141,714 141,571 139,471 141,039 138,055 132,990 131,117 126,461 -1.8%

어촌계 계원수 계원수/어촌계

경인 111 5.4% 9,417 7.4% 84.8

강원 64 3.1% 4,188 3.3% 65.4

충청 74 3.6% 13,625 10.8% 184.1
전북 169 8.3% 6,861 5.4% 40.6

전남 854 41.9% 49,994 39.5% 58.5

경북 153 7.5% 6,358 5.0% 41.6

경남 472 23.1% 22,345 17.7% 47.3

부산 41 2.0% 2,837 2.2% 69.2

제주 101 5.0% 10,836 8.6% 107.3

계 2039 100.0% 126,461 10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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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갯벌관광현황파악을위한 DATA SET>

지역축제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968 81 45 38 19 8 8 23 2 110 97 40 98 57 122 86 95 39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호주
Framework for 

marine and 
esturarine water 

quality protection

20

지역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축제명
시흥

갯골축제

무창포

주꾸미,

도다리

축제

보령

머드축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지곡

왕산포

서산갯벌

마을축제

서산

뻘낙지

먹물축제

한진

바지락

축제

홍성

남당항새

조개축제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서천

철새

여행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바지락

오감만족

페스티벌

고창

갯벌축제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

순천만봄

생태

문화제

순천만

갈대축제

황토

갯벌축제
낙지축제

방문객수 120000 10000 1831000 31000 15000 15000 8000 40000 361000 26000 94000 14500 25000 181000 84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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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해양생태계
기본계획

(`19~`28)

NOAA Fisheries/ 
Habitat Enterprise 

Strategic Plan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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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3432

청정갯벌의 개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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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9

유형명 ①특화사업 ②공통사업 ③타부처연계사업

해수소통형

※연륙도로등의구조물로단절되어

해수소통이저해되는 갯벌

노두(길) 철거

연륙도로 철거

폐방조제 철거

해수소통구조물설치
교량,암거등

※기존구조물기능유지필요시

호안구조물설치
※신규해안선이필요한경우

갯벌토공
갯골설치
지반경사조정

배수시설설치
※기존배수관이설이필요한경우

안전시설설치
표지판, CCTV등

친수시설설치
휴식공간,갯벌접근용계단
친수데크 설치
탐조대 설치
생태관측대 설치

※체험구역등계획수립시

편의시설
화장실 등

방문객센터설치

염생식물식생(수산실)

수생식물식생(수산실)

종패및모래살포(수산실)

주차장조성(국토부)

상징조형물설치(문체부)

오토캠핑장조성(문체부)

마을박물관건립(문체부)

오‧폐수정화시설설치
(환.경부)

노후상수도정비(환경부)

도서개발(행안부)

갯벌재생형

※폐염전등과거갯벌이었던지역의

복원

폐염전 복원

폐양식장 복원

방치및폐농지복원

육화구역복원

기능개선형

※수질,퇴적,주변폐기물등오염으로

인해갯벌의기능개선이필요한
지역의복원

하구복원

어장진입로 철거

오염물질 제거

경관개선형

※주변경관이수려하거나관광지로서

기능이필요한지역의복원

염색식물군락조성

연안구조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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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이바다, 우측이부남호
http://www.hani.co.kr/arti/PRINT/869975.html

좌)1984년, 우) 2018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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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굿둑모습. 울숙도를중심으로 ‘좌안’에 10문, ‘우안’에 5문의배수문이설치돼있다. 환경부제공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96866.html#csidx35309acd9b03488bd9abfec50c3e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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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00~2019 관찰된 Harbour seal 어린개체수추이 [그림] 2008~2020 관찰된Grey seal 어린개체수추이
51

[그림] 원양물개사냥하는모습

[그림] 물개서식범위

태평양 북위 30도선에서 원양 물개사냥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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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해양생물연구동향분석
-해외연구인력 DB 작성
-중장기전략기획안마련

-국제해양생물협력위원회구성
-국제워크숍정례화
-공동연구주제논의
-단계별워킹그룹구성및방향설정
-국제협력을위한법제도보완

-종별공동연구착수
-개별연구성과확산정례화
- 서식지및생태계
공동보호를위한협력강화

-동북아해양생물보호협정
등체결

2단계 3단계1단계

[그림] 야쿠시마나가타이나카해변

2019년현지 세미나 대련 인근 주요 서식지 대련 지역 서식 생태(2019) 연구소 임시보호 수조(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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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山東, 齊魯)문화 대외교류를 통한 대외개방 최대화 

 

산둥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교류센터장 겸 연구원 투커구어(涂可国) 

 

문화 전파와 교류, 문명 교류와 상호 학습은 서로의 문화적 장점을 배우고 서

로 다른 문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목적을 실현하고 문화 전파, 문화 융합을 실

현하여 산둥 문화, 중국 문화 나아가 세계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한 ‘문화 산둥’, ‘문화 중국’을 실현하게 된다면 대외적인 개방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산둥 문화 대외교류를 추진

하고 대외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적인 문화 교류 홍보 브랜

드 마련, 둘째, 광범위한 산둥 문화 교류 이벤트 개최, 셋째, 해외 문화 시장 개

척, 넷째, 다양한 문화 교류 플랫폼 및 매개체 마련, 다섯째, 다양한 사회적 자원 

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 대외적인 문화 교류 홍보 브랜드 마련 

 

브랜드는 상품이 우수한 품질, 분명한 특색을 갖추고 소비 트렌드에 적합하며 

대중적으로 널리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혁신 과정에서 영구적인 

매력을 가진다는 것을 상징한다. ‘문화 강성(强省)’을 건설함에 있어, 산둥성은 산

둥 지역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브랜드 운영 능력을 강화하고 산둥만의 특징을 보

유한, 산둥 스타일을 잘 표현하며 광범위한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춘 교류 문화 

브랜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산둥 문화의 대외교류 브랜드를 마련함에 있어, 현재 구조가 비합리적이고 적

응력, 규모, 종합적 효과가 모두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산둥 문화가 세계로 

더 잘 나아가고 산둥 문화 교류 홍보를 위한 이점을 갖추기 위해, 대외적인 문화 

교류 홍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실시함과 동시에 다원화 된 대

외 문화 교류 홍보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 독창적이고 풍부한 산둥 문화 자원

을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브랜드 전략을 마련, 운영하는 한편 

‘유명인, 유명 기업, 유명 상품’ 홍보 전략을 통해 산둥 문화가 개방과 상호 작용 

과정에서 혁신적인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둥 문화의 대외 문화 교류 홍보 브랜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산동(山東, 齊魯)문화 대외교류를 통한 
대외개방 최대화
투커구어 산동사회과학원 국제유학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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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외 전파의 개별성, 적절성을 강화하고 전파 대상이 느끼는 바와 이들의 

문화적 배경, 종교, 민족성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 전파 과정에서 상대

방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국민들이 직접 공연에 참가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호 교류 방식의 이벤트를 개발하고 경영학 이론 중 ‘프로

젝트 관리’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산둥 문화 교류 전파 프로젝트 베이스를 구축함

으로써 산둥 문화 대외 전파, 교류 업무와 홍보 이벤트를 프로젝트화한다. 

  

3. 해외 문화 시장 개척 

 

산둥 문화 해외 수출 전략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로, 이

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예산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정

부 부처의 의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과장되고 확대되어 정부의 ‘책임 과부하’ 현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

내외 성공 경험에 비춰볼 때 시장 경제 조건과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문화 

경쟁 구도 속에서, 정부는 공익적인 무료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이것

이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 해외 진출’이라는 막중한 과제는 자주적인 권

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산둥 문화를 해외로 수출함에 있어 기

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둥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산둥 문화 해외 진출 방식과 채널을 혁신하며 대외 문화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화 기업이 산둥 문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면서

도 해외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항목을 창작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

하고, 대외 문화 예술 및 예술 전시 등 분야의 교류 수준을 높이며 산둥 작품의 

인지도와 명성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둥성 문화 무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 무역을 관리,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문화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지원하는 장기적, 효

율적 업무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산둥성만의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지

역 문화 특색이 분명한 애니메이션 상품, 온라인 게임, 영상 제품 수출을 지원하

고 시장 전망이 밝으며 잠재력이 큰 핵심 문화 무역 기업을 육성한다. 산둥성의 

우수한 영화 작품이 해외 메인 영화관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외 장기 

전시 및 순회 공연이 가능한 문화 상품을 개발한다. 산둥 문화 기업이 해외 전시

관심을 가지는 주제와 가치를 선택하여 ‘나를 중심으로, 차별화 속에서 공통점을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 전 세계로 산둥 문화의 매력과 지역 특색을 홍보하고 산

둥의 소리를 전달하며 산둥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대외 문화 홍보 콘텐츠와 

포맷을 혁신하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산둥 문화 대외 교류 홍보 플랫폼을 확장

하고 이전의 낡은 방식, ‘하드 마케팅’으로 인한 폐단 등을 제거함으로써 문화 브

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격상해야 한다. 

 

2. 광범위한 산둥 문화 교류 이벤트 개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산둥성은 다양한 형식의 대외 문화 교류 이벤트

와 협력 사업을 개최하여 전세계인들에게 산둥 문화를 보여주고 산둥 문화를 소

개, 홍보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중국문화센터, 공자 학원 등 기관과 협력을 강화

하여 산둥 문화 특색이 잘 나타나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산둥-해외 중국문화센터 연도별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해외에 보다 많은 

‘니산문고(尼山書屋)1’를 조성해야 한다. 산둥 문화고전 번역 대상을 확대하여 우

수한 인문 사회 과학 성과를 출판하고, ‘대외문화 서비스 표준화 프로젝트’를 실

시하여 무형 유산, 무대 예술, 미술, 문화재, 애니메이션, 도서, 산업 프로젝트 등 

자원을 종합함으로써 체계화, 조직화, 표준화 된 대외 문화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

해야 한다. 

산둥 문화 대외교류 이벤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주체가 각각의 역할을 발휘

하도록 하여 산둥 출신의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산둥 관광객, 

유학생, 사업가, 공무원 등 산둥 문화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 홍

보대사를 육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협

력 분야를 모색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산둥 문화 전파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산둥 오페라(呂劇), 산둥 전통극(梆子腔), 태산 그림자극(皮影戱), 버드나무 

공예품(柳编), 검은 간토기 등 산둥 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문화 상품을 과감하게 

해외로 전파하고 해외 순회 전시회, 순회 공연 등을 개최한다. ‘공자문화상’, ‘공자

교육상’ 등 평가 이벤트를 확대하고 ‘산둥 문화 전파상’을 새롭게 제정한다. 산둥 

                                           
1 중국 산둥성 문화청과 산둥출판사, 산둥여우이출판사가 공동 제작 출판한 제(濟)나라, 노(魯)나

라의 문화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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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山東, 齊魯)문화 대외교류를 통한 대외개방 최대화본세션 : 공생 1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상 국가간 문화, 국가 현황, 관습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다섯째, 대외 번역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둥 문화 번역 홍보 센터를 설립하여 산둥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5. 다양한 사회적 자원 동원 

 

산둥 문화는 거대한 규모의 다원화된 체계로, 여기에는 역사 문화 자원, 자연 

인문 자원, 종교 문화 자원, 민간 문화 자원, 혁명 전통 자원 등이 포함된다. 따

라서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정부, 민간, 기업, 

기타 사회 자원이 함께 교류하고 전파하는 방대한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첫째, 수평적,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경제 무

역,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언론 출판, 관광, 스포츠, 홍콩〮◌마카오〮◌대만 화교 

등 정부 기관과 관련된 산둥 문화 대외 홍보 자원을 취합하고 대외적 자원과 대

내적 자원, 정부 자원과 비정부 자원을 통합하여 각 분야의 외부 역량을 동원함

으로써 대외 홍보를 위한 힘을 마련해야 한다.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성(省)위원회 

대외홍보판공실, 성 정부 외사판공실의 지도 아래 시, 현(시, 구) 정부의 대외 홍

보 업무 계획, 조정, 지도,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성 전체에서 산둥 문화 대외 

홍보 업무가 상하 연계된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둘째, 대내적인 힘과 대외적인 힘을 결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산둥 문화의 해

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주도적, 전면적으로 홍보 업무를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둥 문화의 ‘해외 유입’ 기능을 통해 맞춤형 자원을 집중적으로 흡수, 

융합한다. 이와 같이 ‘해외 진출’과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결합하여 산둥 문화 교

류 홍보를 위한 전반적인 구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문화 대외 전파 ‘관리’와 ‘추진’을 결합해야 한다. 한 손으로 잘 관리하고 

다른 한 손으로 잘 추진하여 상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둥 문화 대외 

교류 전파라는 큰 틀이 조성되도록 한다. 산둥 문화 대외 전파를 위한 업무 ‘요점’

을 잘 파악하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확인하여 이것이 대외 전파 

업무의 ‘핵심’이 되도록 한 뒤, ‘요점’, ‘이슈’, ‘핵심’, 세 가지 포인트로 하나의 ‘라

인(line)’을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육 교류와 관광 교류를 결합해야 한다. 산둥의 풍부한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 자원, 지리적 이점 등을 이용하여 문화 관광 영역을 확대하고 해

회 및 홍보, 교육, 입찰 등 시장 개척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

외 저명 기업, 문화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산둥 문화 창조 산업 박람회, 

해외 프로젝트 전시회, 투자 상담회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대외 문화 무역 플랫

폼을 조성함으로써 문화 기업이 글로벌 시장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

한다. 

 

4. 다양한 문화 교류 플랫폼 및 매개체 마련 

 

플랫폼과 매개체를 마련하여 산둥 문화 교류 홍보를 위한 우수한 운영 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산둥 문화 교류 홍보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구체화

하기 위한 효과적인 채널을 마련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산둥성은 산둥 문화 

대외 교류 홍보 플랫폼과 매개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상당한 진

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아이디어, 불완전한 계획, 불안정한 기초, 

부정확한 연계, 불분명한 효과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시진핑 주석의 ‘문명교류 상호 학습’,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등 전략적 이념

에 근거하여 우수한 산둥 문화와 해외 문화의 상호 융합을 추진하고 유익한 해외 

문화 성과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각종 대외 문화 교류 플랫폼을 활용

하여 전파 방식을 혁신하고 전방위적이며 다양한 산둥성의 대외 홍보 구도를 조

성하여 문명교류 상호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문적인 산둥 문화 대외 무역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산둥 문화를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팀과 관리팀을 육성한다. 둘

째, 조화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둥 문화의 해외 진출을 책임지는 문화 기관과 

문화 기업을 만들어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산둥성 내 문화, 비즈니스, 대외 홍보, 외교, 금융 등 분야의 전반적인 조정 능력

을 강화하고 산둥 문화 홍보 업무를 위한 연석회의 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홍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둥 문화와 관련된 대외 홍보 미디어의 홍보 업무를 

지원하여 홍보 대상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많

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산둥 문화 교류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

한다. 넷째, 연구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둥성 내 대학교,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취합하여 산둥 문화를 위한 전문 연구 기관을 개발, 확장하며 산둥성과 홍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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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션 : 공생 1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외로 문화 관광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해외 관광객들이 산둥으로 관광을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산둥 문화와 세계인들이 관광을 통한 광범위한 

교류를 하도록 하여, 관광 글로벌화를 통한 산둥 문화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산

둥 문화를 이해, 체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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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원천(韓流源泉) 유교문화 : 사회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한류원천(韓流源泉) 유교문화 : 
사회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지진호 건양대학교 글로벌 호텔관광학과 교수

2020. 10.  

지 진 호

(건양대학교 교수)

한류원천(韓流源泉) 유교문화

: 사회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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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션 : 공생 1
환황해 역사문화 공유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및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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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교문화와 한류의 상관성

 한류는 유교, 불교, 기독교 문화가 융합되어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그 중 핵심은 유교문화임

 가족중심, 나보다 우리 공통체 우선, 자기계발과 같은 유교문화 전통이 한류의 바탕

 즉, 유교문화라는 토양에서 배양된 문화적 자산을 문화 컨텐츠로 승화시킨 것이 한류

 유교문화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으로 나타난 것이 한류

5

Ⅲ. 한류 관광자원으로서 유교문화의 가치

 관광자원은 “관광동기를 유발시키고,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으로 보존

또는 보호하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거나 감소할 위험이 있는 자원”의 총칭

 사회적 관광자원은 풍속, 생활관습, 종교, 예술, 교육, 축제, 행사 등이 상호 유기적 결합으로

관광충족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요소임

6

Ⅰ.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

 현대인들은 유교문화를 진부하고 퇴행적이며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진지함의 대명사로 인식

 유교식 전통관례나 가치관이 전세계 실시간 교류수단인 SNS발달로 급속하게 퇴조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환황해권 국가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유교의 중요성은 약화

되었으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성, 새로운 사회가치에 대한 탐구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음

3

 유교의 인본주의로 허물어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현실 참여적이며 실천적인 사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국가간, 지역간 소통로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특히, 유교문화는 K-pop, K-drama, K-food 등 주요 한류 컨텐츠의 원천이며, 소중한 인문자산임

4

한류원천(韓流源泉) 유교문화 : 사회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본세션 : 공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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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시아 컨텐츠로서 유교문화의 활용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은 정신적 자산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과 분야별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제고 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천의 얼굴을 가진 문화＂로서 유교문화는 “사람을 낳고 기른 유구한 역사”이므로

원 아시아 문화 컨텐츠의 힘을 상징

 원 아시아 컨텐츠로서 유교문화가 산업적 가치를 창출해야 현재적 의의와 실용적 의의를 부여

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한류라 할 수 있음

9

 유교문화가 추구했던 보편성은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함

 환황해권 국가의 공통적인 정신가치인 유교를 통해 대(對)에서 공(共)으로, 

분(分)에서 합(合)으로, 경(競)에서 화(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공유 작업이 가능

 즉, 유교의 공유(共有), 공감(共感), 공존(共存), 공생(共生)의 가치를 기반으로 상생발전을

모색 할 수 있음

10

2. 유교문화, 소통과 통합을 위한 자산

 한국의 유교문화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으며 생활속에 남아 있는 실천문화

 학문과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동체 이상을 구현하려는 실천철학인 유교는 문화예술, 컨텐츠 산업, 

관광산업 등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보고(寶庫)

 특히, 국가의 특성이 응축되어 있는 유교문화는 실용성과 결부되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7

Ⅳ. 한류 컨텐츠로서 유교문화의 보존과 활용

 유교문화는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오랫동안 국가제도와 법질서에 반영되어 왔음

 또한,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과 윤리규범에 영향력을 주어 이 지역 국민들의 삶을 지배해 옴

 특히, 유교문화는 효, 가족주의, 공동체 문화, 예절 등에서 두드러져 사회생활의 근간으로 존재

8

1. 유교문화, 원 아시아(One Aisa)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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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스타일과 같은 문화컨텐츠 개발의 원동력은 상징력과 상상력이라 할 수 있음

 오랜 역사를 가진 유교문화는 상상력의 바다로서 “한류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유교의 다양한 인물과 스토리(Story)는 지속가능한 한류의 조건이 되고 있음

13

Ⅴ. 전망과 과제

 원 아시아 컨텐츠로서 유교문화는 실체적인 다양한 문화재가 남아있고, 사상과 철학, 

사건과 일화 등 무형가치가 풍부하므로 이벤트와 축제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가능성을

높여 갈 것으로 기대됨

 유교문화 컨텐츠는 지속적인 한류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유교문화는 비 정치적 수단으로 환황해권 국가간 소통의 통로로 활용되어

이 지역 국가들이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14

1. 전망

 오랫동안 축적된 유교적 가치와 지식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문화자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국가간, 지역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유교문화는 환동해권 국가로 들어오는 수 많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밟아야 하는 “플렛폼＂이라

할 수 있음

11

 2007년, 한국정부는 신 한류조성 노력의 핵심사업으로 한 스타일(Han style, 2007~2011) 

6개 분야(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국악)의 육성 종합 계획을 공표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화의 장점을 부각시켜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고,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그 핵심 토대는 유교문화임

12

3. 한류 컨텐츠로 활용된 유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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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문화가 박제화 된 문화에서 탈피하여 현재화 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틀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함

 또한, 유교문화가 개인의 가치관과 윤리규범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류처럼

동시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함

 유교문화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자산 또는 문화 컨텐츠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존과 활용,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

15

2.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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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Covid19 유행과 감염병 사례를 중심으로- 

 

신영전(한양의대) 

 

 

1. 들어가는 말 

 

2020 년 9 월 22 일(미국 뉴욕시간)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 75 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 중 10 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 

연설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그리 길지 않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안보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중보건 문제가 핵무기 

이상으로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과거 첨단무기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의미하고 그 중심에 

공중보건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종래의 안보 패러다임이 적대적이 없다면, 

본세션 : 공생 2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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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유행과 감염병 사례를 중심으로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협력방안
Covid19 유행과 감염병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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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격리시설을 건설하기도 했다. 또한 3 월 28 일부터는 국외로부터의 

입국금지조치도 시행했다. 초기 대량 환자 발생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는 

정상화과정을 시작하였다. 9월말 현재, 약 8만5천명의 환자와 4,636명의 사망자, 

치명률 5.4%, 발생률은 인구 100만명당 59명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자신들의 코비드 19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미국은 

유행초기 중국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전 세계 유행을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  

중국과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 코로나 19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 월 22 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을 중단하고, 25 일부터는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하는 등 국경폐쇄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30 일자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 특별히 북한 경제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방역 

총력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 활동은 (1) 국경 페쇄와 

검역강화, (2) 방역사업, (3) 환자의심자 발견 및 격리, (4) 위생선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각 도, 시, 군마다 비상방역지휘부를 설치하고 주민들에 대한 위생교육,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지도 활동, 호담당의사 조직 등을 활용한 

유열자(발열환자) 발견과 격리, 검역소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2 월 12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코로나 19 의 격리기간을 기존의 

15 일에서 30 일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 의 잠복기가 

기존에 알려진 14 일이 아니라 24 일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초기 진단검사 키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 월 현재까지도 코비드 19 환자발생이 없었다고 발표하고 있고, 6 월 

초에는 개학을 재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코비드 19 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각 나라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작금의 코로나 19 팬데믹은 튼튼한 공중보건체계의 구축없이 경제성장이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경제벨트를 제안 바 있다. 그러나 남북 교류를 막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유만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도 크다. 이는  방역, 보건협력없이 경제발전도 

교류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셋째, 국제협력의 불가피성이다. 균에는 국경이 없다. 말라리아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한 나라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특별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 북한, 중국, 

몽골 등 동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의 제안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필수불가결한 접근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다 검토하기도 전에 서해 앞 바다에서는 

표류중인 사람에 대한 피격사건은 잠시나마 남북한 긴장관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후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서해가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 될 수도, 전쟁과 파괴의 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2.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코비드 19유행과 대응 

 

2.1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코비드 19 유행 대응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코비드 19 유행은 2019년 

12 월 8 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월 25 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3240 만이 넘는 확진자와 100 만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낳고 있다.  

 

중국 

중국은 현 코비드 19 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고, 당연히 초기 가장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1 월 23 일 우한 시 봉쇄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시작되었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규모 국가 동원도 이루어지고 단기간에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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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빠르게 발생자와 사망자의 발생을 줄인 대표적인 나라도 평가되고 

있다.  

9 월말 현재, 확진자수는 약 2300 명(발생률 457 명/100 만명), 사망자수는 약 

400 명(1.7%)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대응성적을 보이고 있다.  

 

<표 1.  주요 국가별, 코비드 19 확진자수, 발생율, 치명율> 

(2020 년 9 월 25 일 현재)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인도 

확진자수 23,455  85,322 81,315 7,185,471 497,237 5,818,570 

발생율 

(확진자수/100 만명) 

457 - 59 643 21,708 7,618 4,216 

치명율(%) 

(사망자수/확진자수) 

*100 

1.7 - 5.4 1.9 2.9 6.3 1.6 

출처: CoronaBoard 

 

 

2.1 코비드 19 유행으로 본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보건의료부문 협력의 

문제점 

공식적인 통계치만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코비드 19 대응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4 개국은 초기 대량환자발생에도 불구하고(북한제외), 미국, 유럽, 인도, 

남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자국이 발표한 통계치에 근거한 ‘상대적’ 평가일 뿐, 코로나 19 

대유행은 국제적,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중에서 동아시아 

보건·위생분야 국제협력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재난적 상황 하에서 기존의 국제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 자기 국가 내의 유행병 대처에도 힘겨웠던 

까닭도 있지만, 어떤 시기보다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이 사실 상 방치상태에 놓이고 있다.   

특별히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 하에서 물자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중 국경의 폐쇄, 남북관계의 경색은 북한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1) 대량의 검사장비의 신속하고 

 

 

<그림 1. 북한 대규모 감염병 유행 대응 방역체계도> 

 

 
 

일본 

일본은 2020 년 2 월 13 일 코비드 19 로 인한 공식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올해 

7 월 예정되어 있었던 도쿄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검사와 환자발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초기 코비드 19 대응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3 월 25 일 올림픽 연기가 발표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4 월 6 일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9 월말 현제 확진자수는 8 만 명, 사망자수도 1550 명을 넘었다. 치명률은 1.9 명 

발생률은 인구 100만명당 643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국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많은 코비드 19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량검사, 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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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타미플루 40만명 분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을 북한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2010-11 한국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독일 카리타스를 통해 북한 

어린이(7 세-16 세) 약 370 만명에 대해 B 형 간염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2013-14 년에는 2-4 세, 9-16 세 아동 3,154,792 명에게 일본 뇌염백신 

접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15 년에는 다시 홍역-풍진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 차 250 만명을 진행한 후 2 차 300 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은 

개성공단폐쇄라는 정치적 사건과 맞물리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또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시기 북은 열 감지 카메라 3대 등 

검역장비의 지원을 남측에 요청하여 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결핵 

북한의 결핵관리 분야는 남북간 협력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발히 

이루어졌던 사업이다. 또한 글로벌펀드는 2017 년까지 약 7 년간 

1 억 300 만달러(약 1500 억원)를 들여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7 년 세계결핵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환자는 13 만명에 달해, 

결핵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 개국에 속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 차 결핵 치료에 실패해 생기는 다제내성 결핵(MDR-TB)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30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 년 2 월 북쪽 결핵과 말라리아 사업을 지원해오던 글로벌 펀드가 

사업 종료를 선언했다. 사업의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매겼던 사업에 대해 중단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지원중단을 선언한 것이 미국의 경제제재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세계결핵보고서는 북쪽의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많은 원인의 48%가 만성적인 영양부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최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만연과 사망이라는 

비인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말라리아 

감염병관련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 낸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남북한 공동 감염병 관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될 경우 어떤 문제를 

 

 

지속적인 확보 어려움에 따른 진단 역량의 한계로 인한 문제, (2) 적절한 격리 

시설, 보호장비 확보의 어려움, (3) 셋째, 치료시설, 장비, 약물의 한계, (4) 넷째, 

정보의 투명성과 실시간 전문정보의 공유 한계와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다.  

둘째, 국가간 전문적인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그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적인 

정보의 신속한 교환은 대응의 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국가간 

정치, 경제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국제적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작업은 

감염병이 시작된 지 10 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정보는 상대 나라의 대중매체를 통하거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술저널을 

통한 정보의 습득은 그 출판 과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남북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등 공중보건·위생 협력 현황 

 

감염병은 코비드 19 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남북 보건·위생 

교류현황은 국가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교류의 가능성, 한계, 과제를 잘 보여준다.  

남북 정부가 나름 최선의 노력을 통해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대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접 지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 진행되는 정부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균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남북간 협력은 많은 전례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남북 경색 

국면 이전까지 국내 민간단체,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공중보건·위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예방접종, 약제지원 

2006-7 년 북한의 대규모 홍역 유행시기에는 국제기구와 함께 6 개월-45 세 

1620 만 명(전제 주민의 70%)에 대한 예방접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07-

8년에는 소규모지만 헤로필루스 인플루엔자 B 백신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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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황 

2018 년 9 월 19 일 남북정상 간에 평양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는 2007 년 10 월 4 일 공동선언과 비교할 때 (1)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2) 정상회담 문구에 ‘전염병’, ‘방역’이란 단어가 명확히 포함되었다는 

진일보한 것이었다.  

 

 

<표 2. 10.4공동선언(2007)과 9.19 평양선언(2018) 비교> 

 

10.4 공동선언(2007.10.2-4) 9.19 평양선언(2018) 

북과 남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지구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8년 11월 7일에는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 분과회담이 진행되어, 

(1) 연내 전염병 정보교환, (2) 결핵,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에 협력/실무적 내용은 문서교환, (3) 포괄적, 중장기적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4)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로 2019년 12월 12일에는 인플루엔자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국정상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려던 타미플루 지원 사업은 

지난 2019 년 1 월 유엔사가 경제제재를 이유로 트럭 이동을 문제 삼아 성사되지 

 

 

발생하는지는 2010 년 말라리아 사업이 잘 보여준다. 2010 년 천안함 사건 등을 

이유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마침내 대북 말라리아 방역 지원까지 중단한 탓에 

남한 내 말라리아 환자도 늘어나 서둘러 지원을 재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지원이 중단되자 작년 1~6 월 경기 지역 말라리아 환자 수가 153 명으로 

증가하였다.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한 최근 휴전선 인근에서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여 남북 

공동방제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정치적 

경색국면으로 인해 기본적인 정보 교환조차 못하고 있다.  

 

<그림 2.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 현황> 

 

 

사진출처: NEWSIS (20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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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신속한 사례발굴 및 정보전파, 그리고 빠른 국제적 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는 공중보건·위생분야의 협력이 소규모 민간단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대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경우, 남북간 

보건의료부문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루어 내기는 어렵다. 이번 

코비드 19 대유행과 북한의 홍수, 태풍 피해 상황에서도 사실상 남북 간 아무런 

상호 정보교환이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남북 관계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이 마주 앉아 코비드 19 나 기타 

공중보건·위생 문제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중국, 일본 등 

다자협력체계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감염병과 재난 등이 전 지구적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기 

발생과 전파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접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접국가 간의 보건의료협력은 안보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보건안보적 측면 외에도 이번 코비드 19 유행에서 확인되었듯이 효과적인 국가간 

감염병 협력 없이는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특별히 관광분야만 살펴보더라도 매년 600 만명의 중국관광객과 200 만명의 

일본 관광객이 코비드 19 로 인해 오지 못하여 한국 관광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 연간 금강산 관광객수는 100 만명에 달했는데, 이 

역시 남북한 검역, 공중보건 협조체계 하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북한 역시 코비드 19 로 인한 국경폐쇄로 통상적인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하여 평양국제마라톤 대회 등도 취소되고,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 있게 추진 하던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코비드 19 대유행이 끝난다해도, 향후 무역, 관광산업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방역과 검역 협력체계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코비드 19 유행시 자국문제에 대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소득국가를 포함하는 전 지구적 감염병 

 

 

못하였다. 이는 여전히 감염병 협력과 같은 필수적이고 인도주의적 협력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4.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부문 협력 필요성과 과제 

 

4.1 협력의 필요성 

그간 감염병관련 남북교류의 역사, 특히 결핵과 말라리아 사례와 같이 그간 

남북 감염병 공동 대응에는 한계가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협력의 잦은 단절 문제이다. 이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보건의료부문, 특히 감염병 대응은 비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과 생존을 위해 협력이 불가피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잦은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는 상호 협력과 교류 인프라가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이는 다시 일회성, 소규모 협력 중심으로 가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둘째, 적시 지원의 실패이다. 공중보건·위생 협력에서 잦은 단절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적시에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다 안정적이고, 공신력 있는, 일정 수준상의 규모와 전문성을 가진 조직 간의 

일상적 소통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한다. 

셋째, 교류협력의 규모 문제이다. 국가간 공중보건·위생 협력이 일정정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협력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규모 민간단계 간의 협력은 효과와 효율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전문성 문제이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생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경우가 많다. 다제내성결핵 문제, 코비드 19 유행 등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따라서 국가간 협력은 해당 전문가들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문제이다. 이번 코비드 19 유행의 여파가 큰 것은 

그간 이런 감염병 대유행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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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협력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고 향후 

조직적 발전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코비드 19 초기부터 이루어졌어야 하며, 각국 전문가들이 실시간 상세한 정보를 

교환하고, 부족한 정보, 물자들에 공동 대응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할 만한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런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향후 협력과제 

앞서 언급된 동북아시아는 ‘환황해권’1과 일치한다. 환황해권 지역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한국의 서남해안 8 개 시도, 중국의 

발해만 지역, 일본의 규슈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권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황해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경제 

계획에 등장하는 환서해, 환동해, 접경지역 경제벨트의 하나에 해당한다.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실효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관계가 그 대표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정치적 갈등과 남북한의 정치적 경색이 심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이며 또한 상호공동의 이해를 가져오는 

공중보건·위생분야에서 그 갈등을 넘어서는 사례들을 만들어낼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진다 할 것이다.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협력체계는 기존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 지구(WPRO), 

동남아시아 지구(SEAR)의 역할을 공유하면서, 이 두 지구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협력체계 

구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정부들 간 협정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의 틀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은 ‘보건의료협정’의 체결을 위해 그동안 ‘제 1 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 1 차 회의합의서’, ‘남북 

                                              
1  ‘환황해권’이란 단어가 한국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것은 1989 년 4 월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주임인 凌星光이 동북아 경제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다. 凌星光은 

환황해권의 중심을 중국 대련(大連)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매일경제, 1989 년 4 월 4 일자). 

 

 

유행시기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더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이나 상호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4.2 협력과제 

 

최근 몇 가지 움직임 

2019 년 6 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제 2 회 ‘아시아 결핵퇴치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2015 년부터 몽골 결핵퇴치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STOP-TB Partnership KOREA 가 몽골 보건부와 몽골 결핵퇴치국회의원연맹, 

몽골 국가전염병관리센터와 함께 2018 년 1 회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였다. 여기에는 한국, 몽골,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러시아 등 아시아 7 개 

국가의 결핵 전문가 및 연구자, 관계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남북간 경색국면 하에서 남북간 

연락사무소를 비롯한 사실상 모든 연락선이 끊어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결핵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아시아 결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로 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4 월 7 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개최하는 

ASEAN+3(한·중·일) 보건분야 장관급 회의(영상회의)에 김강립 차관(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총괄조정관)이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 등이 참석하였고, 아세안 10 개국과 

코로나 19 관련 각국의 대응과 아세안 회원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는 올해 보건장관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코비드 19 에 대한 

아세안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 회의에서 김강립 차관은 

한국 대응체계에 대한 특징과 대응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한국 

코비드 19 대응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특히 아세안 각국이 

코로나 19 를 대응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방역체계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코비드 19 공동 대응의 유지와 발전, 

코비드 19 사태 극복 이후의 경험 공유, 공중보건 긴급상황 및 위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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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도 함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국가들도 남북한과 중국이다. 방사성 물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쓰레기, 

건설폐기물 등으로 인한 바다 오염 역시 한 국가가 대응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산림 병충해도 인접국간 협력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환황해권 감염병 협력체계’가 ‘환황해권 공중보건 협력체계’로 발전하면서 이 

틀 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 예 중 하나가 

아시아 어린이 건강문제를 동북아 국가들이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나가는 아시아 

어린이 기금(가칭 Asia Children’s Fund, ACEF )3의 설치이다.  

초기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동북 아시아/환황해권 

방역·보건 협력체는 다음단계로 동북아시아 건강협력체로, 다시 아시아 전체 

국가를 아우르는 협력체로 그 협력 내용 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 소결 

 

“우리는 미생물로 가득한 하나의 호수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말한 

브룬트란트 (Gro Harlem Brundtland 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말처럼 세균과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  

최근 중국발 코로나 19 유행은 한때 과학발전에 따라 사라질 것이라 믿었던 

감염병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얼마나 재난에 나약하며 또한 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번 감염병 유행이 마지막 유행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유행(2013-14), 

중동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5)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는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아시아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 1 차 회의 합의서’ 등의 협의과정을 진행해 

왔다. 

 ‘보건의료협정서’에는 조성렬(2009)의 제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1) 남북 간 보건의료정보 교환방식 

(2) 공동방역협조체계 구축 방향 

(3)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편의제공방식 

(4) 남북 보건의료 전문 간 교류와 협력방안 

(5) 재난이나 응급의료 수요 발생시 공동 협력방안 

(6)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공동보조 및 협력에 관한 내용 등 

 

남북 간 보건복지협정이 실효화 되기 위해서는 이를 남한 내에서 실효화 할 수 

있는 관련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위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급히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간 보건협정의 내용과 기존 한국-중국, 한국-일본 등 간에 이루어진 

보건관련 협정들을 코비드 19 대유행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는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파리선언 2 의 내용을 포함함과 동시에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를 

넘어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황해 공중보건·위생 협력 범위와 대상의 확대 

현재 시점에서 코비드 19 대응이 중요하지만, 환황해권 공중보건·위생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매우 많다.  

무엇보다 코비드 19 로 인해 잠시 잊혔지만, 한국은 최근까지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따라서 감염병 공동대응에 더하여 

                                              
2 2005 년 파리에서 진행된 제 2 차 고위급회의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원조효과성에 대한 약속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상호 책무성에 처음 합의를 만들었다. 이를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조의 질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파리선언은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더불어 성과 측정과 공여국/수원국 상호책임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수립하였는데, 
파리선언의 5 가지 중점 원칙은 (1) 수원국의 주인의식, (2) 수원국-공여국의 원조 일치, (3) 
공여국-공여국의 원조 조화, (4) 원조 성과관리. (5) 상호책무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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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특정 국가의 독주를 막아 내기위한 지역적 대응 역시 

중요하다.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은 기존의 국제협력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견고한 국제적 협력 없이는 경제성장도,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존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적대’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고 보다 견고한 

지역 공중보건·위생체계를 구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감염병의 대유행은 새로운 현상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14세기 흑사병(약 1억명 사망 추정), 20세기 스페인독감(5000만명 

사망) 등 많은 감염병 유행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감염병 유행은 

오래전 대유행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인간이 야기한 

생태계파괴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지역간 이동으로 인해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이로 인한 위험의 크기가 매우 

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병 유행이 일개 국가를 넘어 전 

인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염병 관리만큼은 그 내용의 전문성, 파급효과, 범영역에서의 대처 필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단체가 주도하기 보다는 여러 나라,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정부들이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감염병 정보 교환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각 국가 전문가간 실시간 긴밀하고 정교한 협의가 가능해야 한다.  

내용적으로 우선적으로 다양한 감염병(사람, 인수공통, 동물 전염병)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하고 더 나아가 산림 병충해와 같은 방제작업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원 헬스(one health)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원 헬스’란 

좁게는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체계를, 넓게는 사람, 동물, 생태계 사이의 연계를 

통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의미한다. 

현재 코로나 19 유행과 관련하여서는 시급히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의 전문가, 

당국자 간 협의체계를 가동하고, 보호장비, 검역장비, 진단장비, 치료약 등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에볼라, 메르스 등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보건의료규제(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의 강화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보건안보의제(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그룹의 구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감염병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감염병 유행을 

빌미로 강대국이 약소국들의 내정에 비민주적으로 개입하거나 강대국의 

국제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감염병 유행이 개개인의 

개인신상정보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 역시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면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솔선수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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