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사업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

분 ‘91~‘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7 계

경제

민간
경협 3 6 0 2 5 1 2 6 10 4 6 9 1 19 - - 19 - - - - 93

개성
공단

승인 - - - - - - - 17 26 15 163 53 10 6 1 6 5 3 3 - - 308

신고 - - - - - - - - - - - - 12 11 18 22 10 2 7 - - 82

사회문화 3 5 5 4 6 7 13 16 47 26 19 3 - 1 1 - - 1 2 - - 159

계 6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28 34 6 12 - - 642

1. 7월 중 남북협력사업 동향  

 가. 개 황

(1) 7월 중 협력사업 승인

o 민간 경제협력사업 승인 : 0건
o 개성공단 협력사업 승인 : 0건, 신고수리 : 0건  
o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 : 0건 

(2)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 건)

※ 협력사업 신고제 시행(‘09.7.31) : 경제개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총금액 50만달러 이하인 사업

협력사업 취소내역

구 분 계

경제

민간
경협

- ‘04.1.19 (주)훈넷  - ’06.11.1 (주)브이케이 - ’07.5.18 (주)스튜디오 투모로우

- ‘08.4.21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 영농조합, 태영수산-LG, 상하씨엠
7

개성
공단

- ‘07. 9.14 (주)제이슨상사, 육일섬유공업사, (주)지아이씨상사, (주)아이보리

- ‘07.11.20 디엔에프, 모두진, 베스트에버, 캔두글로벌, 한덕엔지니어링

- ‘08.10.2 평인건설    - ‘08.11.6 한국에스지에스(주)

- ‘13.12.26 (주)매직마이크로

- ‘14.1.29 동우어패럴, 창대어패럴, (주)한중실크유통

- ‘14.3.25 (주)아트랑   - ’15.12.30 ㈜진우니트

17

사회문화 - 01.6.29, 시스젠 1

※ 개성공단 협력사업 승계내역

- 현대아산 기 협력사업 승인(‘05.1.29, 현대송악프라자/ ’06.2.3, 현대아산/ ‘07.11.26, 현대아산물류센터/

’08.3.6, 현대아산 정비소/ ‘08.3.6, 현대아산 주유소)은 ‘08.7.2 개성지사로 승계․통합됨(기존 현대아

산 개성사무소는 폐지 ’08.8.1)

- ‘08.12.4 (사)YMCA그린닥터스(협력사업 ’08.11.30일자 종료, 별도 청산절차 진행 중)는 (재)그린닥터스로 승계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 )
사업승인일

1 (합영)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사업 남포 512만불 ‘95.5.17

2 녹십자(합작) 광명성총회사 유로키나제 생산 평양 311만불 ‘97.11.14

3 (주)일경(합영) 개선총회사 금강산 생수 개발․판매 금강산 580만불
→980만불

'97.5.22
→‘05.11.23

4 (주)아자커뮤니
케이션(합영)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TV광고 제작 평양 편당

25만불 ‘98.2.18

5 미흥식품(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 청진, 함흥,

원산, 남포 47만불 '98.3.13

6
(주)현대아산
(단독투자)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금강산 관광 및 개발 금강산 9,583만불
→36,027만불

‘98.9.7
→‘07.5.18

7 (주)코리아랜드
(합영)

조선묘향경제
연합체 부동산개발․컨설팅 평양 60만불 ‘98.8.28

8 백산실업(합영) 선봉군 온실
농장 생산 선봉 20.8만불 ‘98.10.28

9 KT, 온세 통신
(단독투자)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금강산 통신 금강산 47.5만불 ‘98.11.11

10 (주)평화자동차
(합영)

조선민흥총회사 자동차 제조․판매 남포, 평양 666만불
→5,654만불

‘00.1.7
→‘06.4.10

11 삼성전자(용역) 삼천리총회사 S/W 공동연구 개발 평양, 북경 72.7만불
→690.4만불

‘00.3.13
→09.6.26

12 한국관광공사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금강산 관광 금강산 900억원
→915억원

‘01.6.13
→’06.8.7

13 (주)하나비즈
닷컴(합영)

삼천리총회사 남북 프로그램 공동개발 단동 200만불 ‘01.7.18

14
IKD,
(사)남북경제협
력진흥원(합영)

광명성총회사 고려정보기술센터 건립 평양 400만불 ‘01.8.22

15 (주)G-한신
(합작)

광명성총회사 유리생산 공장 평양 290만불
→560만불

‘01.10.16
→‘04.3.11

16 국양해운
(단독투자)

개선총회사 해상운송(인천↔남포) 남포 619만불 ‘01.11.21

17 (주)유니코텍코
리아(합작)

삼천리총회사 발포수지성형 사업 평양 51.8만불 ‘02.8.7

나. 경제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 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 제외)

연번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승인기준)
사업승인일

18
(주)평화항공여
행사(단독투자)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평양관광 평양 - ‘03.8.25

19
한국광물자원
공사(합작)

광명성총회사 정촌 흑연광산 개발 정촌 510만불
→665만불

‘03.10.14
→‘08.5.15

20
(주)경평인터내
셔날(합영)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 공장 설립 평양 240만불 ‘04.3.20

21 (주)안동대마방직
(합영)

새별총회사 평양대마방직
북한 내륙 운송사업 평양 250만불

→1,500만불
‘04.9.17
→‘08.5.27

22 (주)서진인터크루
(합작)

광명성총회사 피혁제품 생산 공장 평양 800만불 ‘04.7.7

23 (주)KT(용역) 삼천리총회사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평양 10만유로
→198.2만불 

‘04.7.23
→‘09.4.27

24 제일유통(합작) 개선총회사 표고버섯 재배․가공 평양 54.6만불 ‘04.8.21

25 (주)제이유네트워크
(합작)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 공장 평양 160만불 ‘04.12.30

26 에스피메디텍
(용역)

조선컴퓨터센터 의료 S/W 개발 평양 159만불 ‘05.5.26

27 아이니무역(합작)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 반입 원산 15만불 ‘05.6.15

28
(주)알티즌
하이텍(합작) 광명성총회사 CPT 개발 평양 10만불 ‘05.9.21

29
(주)쓰리엔테크
놀러지(합작) 삼천리총회사 기계제품 생산․판매 평양 350만불 ‘05.12.27

30
(주)대동무역
(합작) 개선총회사 강서청산수 생산․판매 남포 250만불 ‘05.11.10

31
(주)태림산업
(합영)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석산개발, 골재 및 
레미콘 생산 개성,,남포,해주 295만불

→1,000만불
‘05.12.1
→’09.2.6

32
(주)에머슨퍼시픽
(단독투자)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금강산 리조트 운영 금강산 724억원

→725.5억원
‘05.12.30
→‘07.10.16

33 제일유통(합작) 개선총회사 나무재배․판매 개성 26만불 ‘05.12.30

34 제일유통(합작) 개선총회사 과수 재배․판매 평양 164만불 ‘05.12.30

35 제일유통(합작)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판매 평양 30만불 ‘05.12.30

36 농협중앙회
(단독투자)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금강산 지점 운영 금강산 500만불 ‘06.5.8

37 (주)현대아산
(단독투자)

민경련 견본품 운송사업 개성 11만불 ‘06.6.22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 )
사업승인일

38 (용역) 삼천리총회사 디자인콘텐츠 제작 평양 25.2만유로 ‘06.7.5

39
(재 )경기디지털 
콘 텐 츠 진 흥 원
(용역)

삼천리총회사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평양 1만유로 ‘06.8.25

40
(주)에스엔에너지
(단독투자)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금강산 가스 공급 금강산 187만불 ‘07.6.25

41 (주)두담(합영) 아리랑총회사 개성공단 식자재 공급 개성 50만불 ‘07.7.23

42 ( 주 ) 현대아산
(단독투자)

아태, 민경련 개성관광 개성 1,100만불 ‘07.12.4

43 서평에너지(합작) 명지총회사 천성석탄, 무연탄 생산 남포 1,000만불 ‘07.12.12

44 (주)한국체인(합영) 아리랑총회사 특산물 가공 판매 개성 250만불 ‘07.12.31

45
(주)통일고려인삼
(합영) 광명성총회사 인삼 재배․가공 판매 평양 285만불 ‘07.12.31

46 (주)아천(합영) 개선총회사 유통센터 건립․운영 개성 570만불 ‘08.1.14

47 (주)바두바투
(단독투자)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개성 주유소 건립․운영 개성 182.4만불 ‘08.2.4

48 (주)독여로
(합작)

광명성총회사 참깨 재배․가공 평양 25만불 ‘08.2.25

49
파라다이스코리아
(합작)

새별총회사 섬유제품 생산 평양 1,270만불 ‘08.6.12

50
(주)대동수산
(합영)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가공 남포 500만불 ‘08.6.20

51
(주 )아천글로벌
(합영)

조선진영무역
회사

석재 가공공장 건설․
운영 개성, 해주 1,530만불 ‘08.7.10

52 (주)남북경협
(합작)

광명성총회사 스포츠 의류 생산 평양 500만불 ‘08.10.9

53 나우코포레이션
(합작)

새별총회사 골판지 박스 생산 평양 500만불 ‘08.10.30

54 (주)G-한신
(합작)

민경련총회사 감자라면 생산 평양 240만불 ‘08.11.24

55
(주)벤처브릿지
(용역) 삼천리총회사 S/W 개발 中대련, 단동 11만불 ‘09.3.12

연번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승인기준)
사업승인일

56
(주)일연인베스

트먼트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비치호텔 등 금강산 13,040백만원 ‘10.9.29

57 다인관광(주)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펜션 금강산 3,000백만원 ‘10.9.29

58 (주)한양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사업자숙소 등 금강산 1,828백만원 ‘10.9.29

59
(주)천호에프앤

비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식당 금강산 350백만원 ‘10.9.29

60 대가푸드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식당 금강산 50백만원 ‘10.9.29

61 (주)창희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식당 금강산 250백만원 ‘10.9.29

62
금강산코퍼레이

션(주)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주점 등 금강산 831백만원 ‘10.9.29

63 (주)두담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124백만원 ‘10.9.29

64 (주)참마당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86백만원 ‘10.9.29

65 황 o o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주점 금강산 100백만원 ‘10.9.29

66 신 o o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5백만원 ‘10.9.29

67 제이앤디헬스케어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건강증진센터 금강산 140백만원 ‘10.9.29

68 레포츠라인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자전거 대여 등 금강산 30백만원 ‘10.9.29

69 채널라인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세탁소 금강산 700백만원 ‘10.9.29

70
디씨에프푸드서

비스(주)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식당 금강산 611백만원 ‘10.9.29

71 (주)호수앤달우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95백만원 ‘10.9.29

72 조은자리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80백만원 ‘10.9.29

73 오대양육대주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60백만원 ‘10.9.29

74
온정무역 
주식회사

아태,
명승지종합개
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96백만원 ‘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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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전통콜렉션 아태 판매업 금강산 5.6백만원 ‘13.2.15

76
하나온

커뮤니케이션즈
아태 판매업 금강산 5.6백만원 ‘13.2.15

77
부산깡통골목

할매유부보따리
아태 판매업 금강산 5.6백만원 ‘13.2.15

78
다물 

코퍼레이션
아태 판매업 금강산 5.6백만원 ‘13.2.15

79 모던 아태 판매업 금강산 4.2백만원 ‘13.2.15

80 (주)동국테크 아태 판매업 금강산 57백만원 ‘13.2.15

81 이OO 아태 판매업 금강산 4.2백만원 ‘13.2.15

82 한국관광명품점 아태 판매업 금강산 12백만원 ‘13.2.15

83 하이프렉스 아태 판매업 금강산 14백만원 ‘13.2.15

84 네파(주) 아태 판매업 금강산 53백만원 ‘13.2.15

85 (주)씨오팜 아태 사진관 금강산 100백만원 ‘13.2.15

86 아로마퀸 아태 판매업 금강산 8백만원 ‘13.2.15

87 창영사 아태 판매업 금강산 8백만원 ‘13.2.15

88 캐럿주얼리 아태 판매업 금강산 15백만원 ‘13.2.15

89 아시안하이웨이(주) 아태 운수업 금강산 - ‘13.7.16

90 (주)대원관광 아태 운수업 금강산 - ‘13.7.16

91 (주)대화관광 아태 운수업 금강산 - ‘13.7.16

92 문화사랑방 아태 판매업 금강산 9백만원 ‘13.7.16

93 금강문화사 아태 판매업 금강산 1.3만불 ‘13.10.31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 협력사업 승인 현황

연번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1
(주)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100만평) 조성사업

2,205억원→
1,131억원

’04.4.23→
‘08.11.5

2 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생산→종이가방 및 포
대제조업, 골판지, 종이용기, 기타 
종이제품 제조업

50억8천만원→
6,457,741불

’04.9.8→‘07.3.9→
’14.3.19

3 문창기업 의류제조사업 53억6천만원 ’04.9.8

4 (주)용인전자 전자부품조립 및 제조
무선통신장비 제조

40억원→4백만불
→5백만불

’04.9.8→
‘08.7.5→‘09.7.27

5 부천공업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4.5억원→
75억원 ’04.9.8→‘05.8.9

6 ( )매직마이크로→
(주)매직엘시디 기타 전자부품조립 30억원→47억원

→4,700천불
‘04.9.8→’07.6.28
→‘09.1.12→‘14.1.27

7 태성산업 제조업/화장품 용기 135억원
→165억원 ’04.9.8 →‘06.12.14

8 삼덕통상

신발제조업, 신발 부분품 및 재단
제품, 봉제의복 제조업, 의복액서서
리 제조업,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

49.5억원→84.4억
원

→97.2억원

‘04.9.8→
‘05.10.31→’08.9.12

9 신원 봉제, 의류 제조업
37억9천만원

→80억원→1,440
만불

’04.9.17
→‘06.2.13→’09.9.4

10 리빙아트→
소노코쿠진웨어 기타 조립금속제조 및 금속처리업 3,970천불 ’04.9.17 →‘06.1.4

11 호산에이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제조업,
공기조화장치제조업, 전자부품 영
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식용품 제조업, 표면가공 목
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

26억원→
4,165천불→
4,307,577불

‘04.9.17→’09.4.3→‘12.
7.31→’14.3.19

12 에스제이테크

반도체 부품용기, 유공압패킹, 전자부품,
차량용 시트 및 무선통신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40억원→80백만
불→10,800천불

‘04.9.17→‘06.5.15
→‘07.4.26→’09.2.17

→‘11.6.21

13 로만손 손목시계 부품 제조업 165억원→46억원
→100억

‘04.10.17→
’05.10.17→‘06.5.24

14 TS 정밀→티에스테
크놀로지(주)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업 28억원 ‘04.10.17
→’11.1.24

15 우리은행 금융업(~2010.11.30) 5백만불 ‘04.11.2→
‘09.1.2→‘10.11.30

16
(주)보광훼미리마트
→(주)비지에프리테일

유통업(임대차 계약연장 
‘12.1.1 ~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13만 5천불→
20만 5천불

‘04.11.9→’07.7.25
→‘08.12.19→‘09.12.31
→‘12.1.27→’12.7.4→’13.3.26

17 아라코 요식업→2 신설('09.12.31까지)
8천만원→
199만불 ‘04.11.19→‘07.1.19

18 재영솔루텍 기타 기계제조 50억원→104억원
→150억원

‘05.1.26→’07.1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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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신, 방송장비→업종변경: 전자,광
부품 제조업 → 인조치아제조업(추가)
→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추가)

43억원→192억원 ‘05.1.26→’07.4.30→
‘08.1.9→’14.11.12

20 한국전력 전기공급 51,453백만원 ‘05.2.18

21 (주)KT 통신공급 3,600백만원 ‘05.4.13

22 (주)평야토건 공장건축 1,450백만원 ‘05.7.19

23 (주)아라모드시계 시계부품제조업 
무선통신기기제조업 2,530백만원 ‘05.10.17→’08.7.7

24 현진정밀 시계부품제조업, 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1,548백만원 ‘05.10.17→’07.7.26

25 대풍시계밴드

시계부품제조업, 핸드폰외장부품 가공,
방전램프용 안정기,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198백만원
‘05.10.17→’06.4.10
→’11.7.4→’11.10.13

→‘11.5.29

26
→

에버존
시계부품제조업, 악세사리부품 가공,
전자기기외장부품 가공 1,759백만원 ‘05.10.17→’06.5.3

→‘08.1.14

27 (주)로잔시계
시계 제조업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1,500백만원 ‘05.10.17→’09.3.17

28
(주)신라→

(주)픽시스 장식용 목제품제조업
1,000백만원→4,0

00천불
‘05.10.17→05.12.6

29 (주)엔골드아트
보석세팅, 악세서리 및 귀금속 장
신구 제조, 이동전화기 부품 제조

700백만원
‘05.10.17

→‘06.8.4→’08.9.12

30 동일정공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650백만원
‘05.10.17→‘08.5.2
→‘10.6.15→‘10.9.14

31 (주)코튼클럽 내의류 제조업
26억원→40억원
→6,000천불
→8,000천불

‘05.11.8 →’06.10.16→
‘09.1.12→‘09.7.14

32 (주)평안
섬유제품 제조업
→침구류 및 원단, 홈패션

50억원
→130억원

‘05.11.8→’07.8.23

33 성화물산
섬유제품 제조업→
내의류 제조업(추가)

62억원 ‘05.11.25→’08.3.25

34 좋은사람들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1억원→56억원 ’05.11.25→‘06.7.18

35 진글라이더 섬유제품 제조업 28억원 ’05.11.25

36 엠엔에스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7억원 ‘05.12.1

37 평화유통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억원

→2,500천불
→3,500천불

‘05.12.1→
‘06.11.08→‘09.1.12

연번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38 제일상품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50억원

→5,514천달러
‘05.12.1→‘09.8.7

39 아트랑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업종 
변경(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봉제, 의류제조업(추가)

60억원→70억원 ‘05.12.14

40 만선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8억원→4,464천불
→11,809천불

‘05.12.16→’06.5.23
→‘10.1.11

41
한국마이크로휠터  

(KMF)
섬유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15억원→370만불 ‘05.12.14→’08.7.7

42 (주)화인레나운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5억원

→3,611천불
‘05.12.14→‘06.11.01

→‘11.7.7

43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211억원 ‘05.12.20

44 (주)에스엔지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38억원→90억원 ‘06.1.23→’08.6.24

45 서도산업 기타의복 악세사리 제조업 35억원 ‘06.1.23

46 (주)녹색섬유 근무복 및 작업복 제조업
12억원

→2,500천불
‘06.2.22→’09.1.12

47
→

베스트프랜드플러시 가방, 봉제완구 기타의복 제조업
40억원→2,000천불
→3,257,631$

‘06.2.28→’07.11.21
→’08.1.4→’09.4.3
→’10.11.10→‘14.2.24

48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주유소, LPG충전소 설치 및 
운영사업

70억원 ‘06.4.4

49 한국전기안전공사 개성공단 전기설비 안전관리 1억 200만원 ‘06.4.19→‘11.6.30

50 한국가스안전공사 개성공단 가스안전 관리 3천만원 ‘06.4.19

51 혜성정보통신 개성공단 내 위성방송 서비스 ‘06.6.27

52 신영스텐 주방기구 제조업
3억원→

1,550천불
‘06.8.3→’09.3.18

53 (주)조민 지함, 쇼핑백 제조업
4.5억원→
1,711천불

‘06.8.3→’09.3.18
→‘13.6.14

54 대건실업 주방기구 부품 제조업 3억원 '06.8.3→’11.5.16

55 훼미리마트 손목시계 완제품 제조업 15억원 '06.8.4→‘10.1.29
→‘11.1.13

56
한국엘피가스→
애스앤에너지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공급 80억원 ‘06.8.18→

’07.5.23→‘08.5.6

57 E1 액화석유가스 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운영 50억원→80억원 '06.8.18

→‘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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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현대그린푸드 식당 운영 3.3억원 ‘06.12.13→’07.6.28→

‘10.9.10→’11.1.13

59 포스(Fos)케이터링 식당, 매점 운영, 식자재 유통 1억원 ’07.1.2→‘07.12.31→
‘12.11.14

60 환경관리공단 개성공업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 수탁 운영관리 - ‘07.6.18

61 (주)광일실업 내의류 제조업 5억원→60만불→
90만불

‘07.7.13→’08.7.24
→’10.4.28

62 (주)금담 의류 제조업 5억원→100만불 ‘07.7.13→’09.1.22

63 나인모드 의류 제조업 3억원→60만불
→4,376,308불

‘07.7.13→’09.5.7
→‘13.3.5→’14.2.27

64 동우어패럴 스포츠의류 제조업 4억원 ‘07.7.13

65 (주)동화 직물포대 제조업 0.4억원 ‘07.7.13

66 (주)드림에프 근무복, 작업복 제조업 1억원→7억원
→4,835,732불

‘07.7.13→’08.4.16
→’14.2.27

67 서우→(주)엘고패션 여성의류 제조업 3억원→3.76억원 ‘07.7.13→’10.4.13

68 성림상사 여자용 정장/남자용 정장 제조업 2.8억원
→58.5만불 ‘07.7.13→’09.8.24

69 (주)쉬크베베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30만불 ‘07.7.13→’11.5.16

70 스킨넷 모피 제조업 1.2억원 ‘07.7.13

71 (주)신한모드 근무복, 작업복  제조업 2억원→45만불 ‘07.7.13→’09.1.22

72 (주)써프앤터프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5억원 ‘07.7.13

73
아진통상→(주)아진
통상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1억원→5억원 
→10만불

‘07.7.13 →’08.3.31
→‘14.9.25

74 (주)에버그린 직물제품 제조업 2억원→4억원
→471,575불

‘07.7.13 →’08.5.26
→’14.2.27

75 에스엠벤딩 침구 관련 제조업 1억원 ‘07.7.13

76 (주)와이에스코리아 의류 제조업 3.5억원→7억원
→80만불

‘07.7.13→’08.4.28
→’09.1.12

77 웅피케이스→필라
이존웅피 봉제 제조업 1억원→5.3억원 ‘07.7.13→’12.6.18→‘

14.2.24

78 (주)한국의류시험연구원 물질 성분 검사업 1.57억원 ‘07.7.13

연번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79 일성레포츠 스포츠의류 제조업 6.2억원→3,994천
불 ‘07.7.13→’07.10.31

80 (주)제이패션 내의류, 양말류 제조업 2.5억원→5.0억원 ‘07.7.13→’10.4.13
→’10.4.28

81 창대어패럴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2억원 ‘07.7.13

82
투라인→
(주)에스투라인

근무복, 작업복,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 직물직조 및 직
물제품 제조업 / 편조의복제조/실
크프린트→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 유아용 
의복 제조업 / 그 외 기타 봉제의
복 제조업 / 핸드백, 지갑 제조업 
/ 가방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제조
업

3억원 ‘07.7.13→’10.4.13
→‘15.2.24→’15.7.9

83 팀스포츠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2.5억원 ‘07.7.13

84 (주)태영이엔지 봉제기기·부품·공구판매, 정비 및 
설비(전기, 배관)업 1.75억원 ‘07.7.13

85 진성실업 니트·스웨터 봉제 1억원→1.2억원
→18.5만불

‘07.7.30→’08.1.15
→‘10.5.19

86 ㈜한중실크유통
→성실실업 연사 제조 및 실가공업 1억원→50만불 ‘07.7.30→’08.3.31

87 현진실업→청송무역 점퍼, 바지 등 봉제 제조 200백만원 ‘07.8.7→‘10.5.19

88 (주)비케이전자 아파트형공장 건설 및 분양 임대 32백만불→11,98
6천불 ‘07.8.14→’10.2.10

89 남광토건(주)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종합지원센터 건설 및 
개성공단내 건설사업, 철골 공사업

759만불→
1,245.4만불
→1,760만불

‘07.8.14→
’08.11.7→‘09.7.14→‘

11.5.26→13.3.5

90 (주)삼명아이앤씨 섬유봉제 372만불 ‘07.8.14

91 (주)에스디비 기타 제조업 400만불
→550만불 ‘07.8.14→‘09.8.7

92
(주)세아상역→
글로벌세아(주)

의류제조판매업 150만불 ‘07.8.14→’15.11.11

93 협동섬유
→(주)유영어패럴

유아동복 제조업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유아용 
의복 제조업

397백만원
→720백만원

‘07.8.17’→‘09.12.1
→‘15.4.24

94 뷔에세-V.S&S Corp.INc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200백만원→40만불
→4,759,217불

‘07.8.17→’09.1.22
→’14.2.27

95 (주)신즈디자인하우스 티셔츠 ,자켓 등 의류제조 400백만원
→80만불 ‘07.8.17→‘09.7.6

96 (주)캐이아이씨 섬유화학제품제조 110만불 ‘0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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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아주양말 양말편조업 790만불 ‘07.8.20

98 (주)성림정공→성림 플라스틱제품제조 147만불→
1,721,287$

‘07.8.20→’13.1.20
→‘14.3.19

99 서한섬유 양말편조업→봉제의복 제조업, 의복
악세사리 제조(추가)

720만불 ‘07.8.20→’10.4.26

100 (주)대성방직 섬유제품제조 350만불 ‘07.8.20

101 (주)신한물산 어망 및 기타 끈 제조→합성수지 
및 플라스틱물질, 합성섬유 제조(추가) 150백만원 ‘07.8.21→’15.11.30

102 유레카 기계금속업(안경태) 150만불 ‘07.8.22

103 아모스 딱풀, 글라스테코,글리터글루 102만불 ‘07.8.22→’09.2.17

104 디엠에프 섬유봉제의복 8,510천불 ‘07.8.22

105 (주)오오엔육육닷컴 섬유봉제의복 645만불→1,000
만불 ‘07.8.22→’08.5.1

106 원진금속 이어링 및 각종 악세사리 160만불 ‘07.8.22

107 유성정밀 악세사리 300만불 ‘07.8.22

108 영창공예품 악세사리,도금 200만불 ‘07.8.22

109 경동흥업 양말 및 스타킹 제조
내의류 제조(추가)

600만불→700만
불 ‘07.8.22→’09.12.3

110 에스엠테크텍스 섬유제품제조
4,145천불
→5,097천불
5,560천불

‘07.8.30→
‘09.5.1→‘09.8.7

111 (주)푸쿠 의류 제조 200만불 ‘07.8.30

112 (주)나인제이아이티 속옷 제조 197만불→3,896천불 ‘07.8.30→’08.10.22

113 대경실업 끈, 로프, 망 및 끈가공품 제조 120만불 ‘07.8.30→‘08.9.12

114 아름방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 50만불→62만불 ‘07.8.30

115 케이투코리아 가죽, 직물갑피 제품제조 2,000만불 ‘07.8.30

116 (주)와이에스썸텍 제관, 기계가공품등 제조 150만불 ‘07.8.30

117 디케이씨 기계금속제품등 제조 366만불→
730만불 ‘07.8.3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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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자화전자

전기전자제품 제조(진동모터, OA
부품, Encoder AF Actutator)
전자저항기제조업(PTC Thermister)
→전동기 및 발전기제조업 추가

1,000만불
‘07.8.30
→'09.12.16
→‘09.12.29

119 (주)동기실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 100만불 ‘07.8.30

120 한식품 식품 제조 300만불 ‘07.8.30

121 홍익산업 식품 제조 80만불→200만불
→270만불

’07.8.30→‘08.5.19
→‘09.6.26

122 오천산업 음식료품 제조 140만불 ‘07.8.30

123 해청식품 음식료품 제조 60만불 ‘07.8.30

124 명진화확 반도체,핸드폰 등 도금 15,800천불 ‘07.8.30

125 미창금속 악세사리, 장신구 제조 170만불 ‘07.8.30

126 교문금속 모조장신구 제조 150만불 ‘07.8.30

127 우진금속 악세사리, 장신구 제조 110만불 ‘07.8.30

128 (주)디에스피 의자 제조 213만불 ‘07.8.30

129 도라산관세사무소 통관 절차대리 및 관세업무지원 35백만원 ‘07.8.30

130 (주)샤인 스텐레스와이어 97만불 ‘07.9.6

131 (주)문앤썬 엘리베이터부분품 20만불 ‘07.9.6

132 (주)영이너폼 섬유봉제의복
2,150천불

→3,000천불→3,5
21,491불

‘07.9.6→’09.1.12→
‘14.2.24

133 (주)창진어패럴 섬유봉제의복 300만불 ‘07.9.6

134 (주)에버다임 기계금속 13만불→15만불 ‘07.9.6

135 (주)알디엔웨이 가죽가방신발 150만불→300만
불 ‘07.9.6→’08.12.15

136 (주)한국단자공업 전기전자 970만불→770만
불 ‘07.9.6→’07.12.5

137 (주)프레브 화학고무플라스틱 130만불→250만
불→300만불

‘07.9.6→’08.12.3
→‘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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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다산 기계금속 19만불 ‘07.9.6

139 (주)조은제화 가죽가방신발 150만불→200만불
→300만불

‘07.9.6→
‘07.12.17→’09.1.12

140 태화상사 섬유봉제의복 52만불→77만불
→53만불 ‘07.9.6→’08.6.24

141
㈜사마스전자→
신아에스엠에스
→사마스전자

기타제조업 7,656천불 ‘07.9.6→’12.4.8
→‘15.7.27

142 은진식품 기타제조업 109만불 ‘07.9.6

143 (주)하이로이앤피 쇼핑백, 종이봉투 생산, 문구용 종
이제품 제조업

100만불→400만불
→4,834,865불

‘07.9.6→’08.10.22
→‘14.3.19

144 한국수자원공사 정․배수시설 수탁 운영관리 - ‘07.9.7

145 (주)한국백신 기계금속 40만불 ‘07.9.11

146 (주)컴베이스 화학고무플라스틱, 그 외 기타 플라
스틱 제품 제조업 200만불 ‘07.9.11→‘11.4.8

→‘11.7.27

147 (주)용신양말 섬유봉제의복 33만불 ‘07.9.11

148 (주)세일 섬유봉제의복
2,005천불
→2,500천불
→2,684,290불

‘07.9.11→’09.5.21→‘
14.2.24

149 마산실업 섬유봉제의복 27만불 ‘07.9.21

150 (주)세화인더스트리 기타제조업 8만불 ‘07.9.21

151 (주)홍진에이치제이씨 섬유봉제의복 130만불→300만
불→4,568,310불

‘07.9.21→’08.1.25
→‘14.3.19

152 (주)코아스웰 기타제조업 35만불 ‘07.9.21

153 (주)대명 기계금속 37만불 ‘07.9.21

154 (주)유니월드오토테크 기타제조업 3,750천불
→5,450천불 ‘07.9.21→‘09.1.15

155 (주)한미타올 섬유봉제의복 31만불 ‘07.9.21

156 새서울자수 남․여 의류자수
400백만원
→600백만원
→763,086불

‘07.9.28→’08.5.7
→’14.2.27→’15.11.30

157 ㈜예지패션 섬유봉제의복 22만불 ‘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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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주)흥진섬유 섬유봉제의복 13만불 ‘07.10.4→‘09.3.18

159 금호산업 섬유봉제의복 23만불 ‘07.10.4

160 ㈜만성케미칼 가죽가방신발 40만불 ‘07.10.4

161 ㈜세운메디칼 기계금속 64만불 ‘07.10.4

162 (주)보명실업 복합업종 12만불 ‘07.10.4

163 ㈜범양글러브 섬유봉제의복
1,000천불
→2,000천불
→2,636천불

‘07.10.4→
’09.3.18→‘09.7.14

164 ㈜포런상사 섬유봉제의복 70만불 ‘07.10.4

165 ㈜N.T.I 섬유봉제의복 32만불 ‘07.10.4

166 ㈜MG상사 기타 제조업 114만불 ‘07.10.4

167 협진카바링 섬유봉제의복 300만불 ‘07.10.4

168 ㈜풍양상사 섬유봉제의복 300만불→600만불 ‘07.10.4→’09.3.30

169 ㈜테크아이 기계금속 8만불 ‘07.10.4

170 ㈜청맥어패럴 섬유봉제의복 25만불 ‘07.10.4

171 와이에스와이어로프 기계금속 33만불 ‘07.10.4

172 (주)금호산업 종합지원센타 건설공사 ‘07.10.8

173 (주)씨앤씨종합건설
종합지원센타 건설공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건축 등 
개성공단내 건설사업(추가)

‘07.10.8

174 낙원건설
토목건축, 주택건설, 부동산관리업 
등 건설업

70,000백만원 ‘07.10.9

175 우석산업 화학고무 플라스틱 13만불 ‘07.10.11

176 명인 섬유봉제의복 16만불 ‘07.10.11

177 ㈜진원전자 화학고무 플라스틱 500만불→900만불 ‘07.10.11→’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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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화학고무 플라스틱 34만불 ‘07.10.11

179 이원상사 섬유봉제의복 42만불 ‘07.10.11

180 ㈜대성인더스트리 가죽가방신발 350만불→560만불 ‘07.10.11→’08.1.16

181 ㈜이브자리 섬유봉제의복 64만불 ‘07.10.11

182 인영 가죽가방신발 26만불 ‘07.10.11

183 ㈜신영프레시젼 전기전자 75만불 ‘07.10.11

184
화인경영회계법인
→ 도원회계법인

회계검증 22,000불 ‘07.10.18→’10.10.29

185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검증 23,400불 ‘07.10.18

186 프라임 비엠씨 서비스업 170백만원 ‘07.10.23

187
→

(주)고일 섬유봉제의복 18만불 ‘07.10.29→09.3.18

188 ㈜석촌도자기 도자기 제조업
88만불→
9,825,148$

‘07.10.25→’14.2.24

189 한누리호텔․에너지 숙박․유류판매업 155억원 ‘07.11.12

190 ㈜뉴디아 인덱스 기타 제조업 5만불 ‘07.11.19

191 ㈜모텍스 기타 제조업 23만불 ‘07.11.19

192 ㈜도봉금장
서적 금장 제조업
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추가)

4만불 ‘07.11.19

193 ㈜동원 FMB 기타 제조업 89만불 ‘07.11.19

194 ㈜화인 기계금속 80만불 ‘07.11.19

195 ㈜한강섬유 섬유봉제의복 10만불 ‘07.11.19

196 ㈜양지사 기타 제조업 5만불 ‘07.11.19

197 ㈜대원시스템 복합업종 22만불 ‘07.11.19

198 네오퍼스 기타 제조업 10만불 ‘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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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대일섬유 섬유봉제의복 8,158천불 ‘07.11.19

200 동양물산 서비스업 125백만원 ‘07.11.12

201 ㈜경평인터내셔날 일반음식점 5.71억원 ‘07.11.12

202
송정민건강증진센터
(송정민헬스케어센터)

서비스업 0.9억원 ‘07.11.12

203 동양식품 기타 음식료품  종합 소매업 9.34억원 ‘07.11.12→’12.11.2

204 ㈜건우피엠 건설·부동산업 45,054백만원 ‘07.11.20

205 씨엘전자주식회사 토목건축,건설업 546억원 ‘07.12.3

206 신영제어기 공기압기기제조 500만불 ‘07.12.10

207 동우콘트롤 전자부품제조
266만불→370만불
→4,028,494$

‘07.12.05→’07.12.12→
’14.2.24

208 ㈜두성테크 전자부품제조 210만불 ‘07.12.10

209 ㈜다가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
조

150만불 ‘07.12.10

210 (주)태림종합건설
건설·부동산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업, 공업
용시설 건축업 

32백만불
→35백만불

‘07.12.06→‘08.3.13
→‘11.6.27→’12.4.13

211 (주)태림섬유 방모사제조 350만불 ‘07.12.12

212 ㈜대신하이팩 가구제조업 204만불 ‘07.12.12

213 ㈜엠아이텍코리아 기계금속
450만불
→350만불

‘07.12.12→’08.5.1

214 ㈜케이엠에스제약 의약품제조업 1500만불 ‘07.12.17

215 ㈜씨넷→(주)씨엔플러스 전기전자 270만불→400만불
‘07.12.26→‘08.1.16
→‘10.12.20

216 ㈜코맥스 통신기기제조 290만불 ‘07.12.26

217 ㈜인지컨트롤스 자동차부품제조 2500만불 ‘07.12.27

218 ㈜듀링 자동차부품제조 400만불 ‘07.12.26

219 대평산업 목공예품 300만불 ‘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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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전기전자 196만불 ‘07.12.28

221 ㈜한국프레틀 자동차부품제조 342만불 ‘07.12.28

222 대덕전자㈜ 전기전자 540만불 ‘08.01.16

223 한미스위스광확㈜ 기계금속 1,000만불 ‘08.01.16

224 ㈜한스산업 신발제조업
150만불→250만불
→2,777,300$

‘08.01.25→’08.10.24→
‘14.2.24

225 (주)삼양모피 섬유,봉제업 15억원 ‘08.01.25

226 (주)신우프레스 서적류 제조업 80만불 ‘08.01.2

227 한샘정밀→엘림한샘 주방기구제조업 7억원→1,349,900$
‘08.02.04→’09.3.30→’

12.8.8

228 (주)태광산업 섬유제조업→직품포대 제조업

1,810만불
→1,100만불
→1,580만불
→3,000만불

‘08.02.05
→‘09.2.16
→‘09.12.16

229 (주)동양다이캐스팅 다이캐스팅 제품제조업 400만불 ‘08.02.05

230 (주)바라크 신발류 제조업
400만불→
4,685,988불

‘08.02.05→’14.3.19

231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347억원 ‘08.2.5

232 쿠쿠전자(주) 전기전자 100억원 ‘08.02.14

233 창신금속 기계금속 16억원 ‘08.02.14

234 (주)원강코리아 기계금속 22억원 ‘08.02.14

235
지산제이종합건설
→지산골드종합건설

공장건축 - ‘08.02.14→’10.4.12

236 ㈜에스더블유성거나 의류제조업
1,500만불→850만

불
‘08.03.05→’09.9.4

237 겨레사랑 부동산 개발사업 183억원 ‘08.03.11

238 ㈜C.M.S 필름, 라벨류 제조 450만불 ‘08.04.01

239 ㈜동일세라믹 세라믹제 제조 500만불 ‘08.04.01

240 ㈜BK건설 아파트형공장 건축 437억 ‘08.04.11

연번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241 개성유통→월드무역

상품종합 도․소매업(식품,

잡화, 사무용품, 공구류,

기타생필품)

1억
‘08.04.16→’11.7.22

→’12.7.23→’12.11.21

242 ㈜BK전자 유통업 17억 ‘08.04.18

243 ㈜에이씨티 방송수신기, 영상음향기기 제조 96만불 ‘08.04.22

244
㈜유성산업→
(주)유성신소재

신발 부속품 제조 125만불 ‘08.04.22→’15.2.16

245 ㈜베스트컴퍼니 신발 부속품 제조 72만불 ‘08.04.22

246 (주)태성산전 비철금속 제조 150만불 ‘08.04.30

247 신신스텐레스 조립금속제조업 300만불 ‘08.04.30

248 중원 금속압형제조업 150만불
→300만불 ‘08.5.19→’08.9.26

249 (주)아천세양건설산업 개성공단 협동화단지 공장건축 - ‘08.5.19

250 오륜무역
섬유․봉제․의류제조업
날염 가공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300만불
→430만불

‘08.5.19→’09.5.12

251 (주)아름다운GVC건설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건축
(신영제어기, 사마스전자, 평안 제2
공장, 오륜무역공장)

-
‘08.5.29
→08.10.29

252 (주)금녕유통 사무편의업 281백만원 ‘08.6.20

253
(주)일성통신
→개성미디어통신

통신공사업 50백만원
‘08.6.25
→’09.12.15

254 (주)한맥건설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건축 - ‘08.6.26

255 (주)대양제지공업 골판지, 종이상자 및 용기제조업 712만불 ‘08.6.26

256 (주)현대아산

개성공단내 건설업, 건자재 생산․공
급업, 유류판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부품판매업, 식당, 숙박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창고보관업, 화물운송
업 및 운송주선업, 장비임대업, 유류
공급 및 판매업, 세차업 및 편의점업,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

14,727만불
‘08.7.2→’08.11.19
→‘10.3.5→’11.2.24
→‘11.4.13→‘13.2.19

257 한국가스공사
개성공단 집단에너지용 및 충전용 
천연가스 공급

5,004백만원 ‘08.7.4

258 개성봉동종합상사
상품종합도매업
(공구․가구․사무용품 등 판매)

1.25억원 ‘08.8.11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259 폐기물관리 업무(처리시설) - ‘08.8.1

260 (주)우영종합건설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건축 -
‘08.8.7→’08.12.15
→‘10.4.7

261 임오종합건설 공장건축 - ‘08.8.7

262 (주)금봉개성,
씨엘전자

APT형 공장 신축매매 등 건설․부
동산업 50,030백만원 ‘08.8.22

263
제이엠에스아트라
인 봉제의복 제조업 300백만원 ‘08.9.5

264 (주)대화관광 시외버스 운송업(서울~개성공단간) 3.3억원 ‘08.9.19→’10.1.7
→’12.6.18

265 (주)덕흥산업 봉제의복 제조업 4,341천불 ‘08.9.25

266 (주)아시아자산신탁 신탁 및 부수업무 66,000백만원 ‘08.10.23

267 (주)태성씨엔드에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 건축 - ‘08.10.24

268 하나인터
생활잡화․사무용품․공구․식자재 
등 도소매업, 상품종합중개업, 경영
컨설팅업

4,285불 ‘08.11.17

269 (주)이건하우스 조민, 신영, 한샘 공장신축공사
(주)디에스이 공장 신축공사(추가)

- ‘08.12.4→’09.1.15
→‘10.2.23

270 (주)한국체인→케이씨웰 종이포대, 판지상자 및 종이용지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9.5억원 ‘08.12.4→‘10.11.26

→‘11.4.25→’13.11.20

271 (재)그린닥터스 의료시설 운영 - ‘08.12.5→’11.3.11

272 (주)이산종합건설 개성공단 APT형 공장건축 - ‘08.12.15

273
준영R&D
→ (주)준영알엔디

생활필수품, 사무용품, 건설기자재,
잡화도소매업

33,827불
(5,000만원)

‘08.12.19→’10.1.25
→‘11.7.22→‘12.7.23

274 GS네트워크 서비스업 71,430불 ‘08.12.22

275
( )어반건설
→보광종합건설(주) 개성공단 입주업체 공장 건축 - ‘09.2.16→’09.5.1

276
한국마이크로휠터  

(KMF)
개성공단내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임대업

3,779천불→4,209천불

→5,4802,862불

‘09.4.1→’14.3.17→
‘15.1.12

277 (주)태림산업→우평코리아 골재, 레미콘, 모래, 벽돌, 블록, 석
재 등 건축자재 도소매

44,948불
(58백만원)

‘09.4.28→’10.1.7
→‘12.11.14→’14.4.1

278 (주)부강 개성공단내 상가 건축 - ‘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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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농장축산유통
→ 늘푸른 농장 개성공단내 식자재 및 잡화공급 32,000불

(4,160만원)
‘09.4.23→‘10.1.7

280 (주)스타아미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
용기 제조업

1,300천불
(1,500백만원)

‘09.12.16

281 (주)진성하이테크
강관제조업,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수동식 식품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
용품 제조업

44억 15백만원 ‘09.12.16
→‘10.1.8

282 (주)진성테크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억원 ‘09.12.24→‘11.6.9

283 (주)제이엔제이상사 구두류제조업 3,000천불 ‘09.12.24→‘12.2.1

284 (주)디에스이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일반용 전기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9,000천불 ‘09.12.24

285
신광실업→
(주)에스케이어패럴 내의 및 잠옷 제조업 8,000천불→

8,342,320불 ‘10.1.7→‘13.6.31→’14.4.23

286 동선종합건설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개성공단 입주 공장 증축) -

‘10.1.7
→‘10.4.2→‘10.4.12

287 (주)태성정밀 탭․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1,300천불
(1,500백만원) ‘10.2.8

288 (주)비케이전자 전자부품 제조업 11,986,368불
(13,628,500천원)

‘10.2.10→‘10.8.18
→‘10.10.25→‘11.4.25

289 (주)보양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00천불 ‘10.2.23

290 (주)명진실업 금속선가공제품 제조업 220천불 ‘10.5.10

291 (주)천일상사 기타 신발 제조업
4,086천불
→5,600천불

‘11.1.5→‘11.5.26

292 ㈜신아에스엠에스 자동차부품 제조업 7,656,000USD '12.4.18

293 ㈜위드건설산업
만선 제1공장 증축 사업, 화인레나운 

대체건축
18억 5천만원 ‘12.7.31→’12.10.23

→‘13.3.12

294 (주)호이 농수산물 임가공 270만불 ‘12.10.23

295 (주)홍진사이클 헬멧 내피 및 사이클 의류 제작 300만불 ‘12.10.23

296 (주)코씨엔 전자부품 제조업 400만불 ‘12.12.14

297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운영 - ‘12.12.28

→‘15.1.2

298 (주)쉬크 유아복 제조업 30만불 ‘13.2.5

299 석천종합건설(주) 공업 및 유사산업용 건설업 18만불 ‘13.3.12

300 호평공영(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토공사업 877,192USD '13.5.26

301 (주)필라이존웅피 낚시가방 등 봉제 임가공
5.3억원→
931,731불

‘13.11.21→’14.2.24

302 (주)엘에스통신 전자기기제조업 4,700천USD '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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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실업
입주기업 대상 상품종합도

매
23,000USD
(3,000만원)

‘09.9.3

2
(주)나라→화성
종합상사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상품종합도
매

64,500USD
(8,043만원)

‘09.9.3→’12.1.27

3 투라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상품종합도

매

11,600USD

(1,470만원)
‘09.9.9

4 (주)마켓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상품종합도

매, 구내식당, 한식음식점,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70,000USD
(8,400만원)
→81,500USD
(9,760만원)

‘09.9.29→‘10.3.4

→‘10.7.6→‘10.11.26

→‘11.3.11→’11.5.18

→’12.4.5→’13.2.19

5 현대환경자원
개성공단 발생폐기물중 재이용 가
능한 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여 
적정처리

100,000USD
(124,000천원) ‘09.9.17

6
개성공단 발생폐기물중 재이용 가
능한 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여 
적정처리

500,000USD
(688,000천원)

‘09.9.18

7 보산유통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물류 운송
35,0000USD
(4,200만원)

‘09.10.13→’11.1.21

8 (유)행운운수
개성공단내 물류 운송 및 식자재 운
송 납품, 컴퓨터 유지보수

20,000USD
(2,100천원)

‘09.10.19→‘10.7.6

→’11.4.8→‘11.11.28

→‘12.6.18→‘12.10.8

9 삼성S&H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상품종합 유통
1,242USD

(1,522천원)
→11,368USD

‘09.10.23→‘10.7.6

10 아이디룩 여자용 정장 제조업 21,700USD '09.10.29

11 (주)스타아미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
용기 제조업 130,000USD '09.11.24

연번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303 (주)하넥스물산 의류, 가방 제조 700만불 ‘14.2.13

304 ㈜비케이반도체 조명틀 제조 350만불 ‘14.7.15

305 정한실업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 93만불 ‘14.11.14

306 ㈜비에이치 기계금형 제조 377만불 ‘15.3.9

307 ㈜율전종합건설
건설업(KMF2공장증축공사) → 동

우콘트롤 증축공사 추가)
8억7천만원 ‘15.7.14 → ‘15.10.19

308
㈜에스앤티스포츠개성

→㈜에이디인터내셔널
스포츠 종합의류등의 제조 50만불 ‘15.9.30

□ 협력사업 신고수리 현황

연번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12 (주)한가네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340,000USD
(400백만원)

‘09.12.29

13 삼일회계법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회계검증 
및 회계관련 서비스 제공 654USD '10.2.2

14 대주회계법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회계검증 
및 회계관련 서비스 제공 654USD '10.2.2

15 (주)매스트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532백만원→3,050
천불→4,161천불

‘10.2.4→’14.4.17→
‘14.5.13

16
㈜한국체인→
케이씨웰 가죽제품 제조업 50백만원 ‘10.2.11→’13.11.20

17
(주)공일공이

카랜드

입주기업대상 차량수리 및 부품

유통
30,000USD ‘10.2.19→’12.4.23

18 (주)연지
입주기업대상 식자재 및 생활잡화 

납품

110,000USD

(132백만원)
‘10.2.19

19
두암→

화암인터내셔널(주)
입주기업 대상 상품종합도매

45,000USD

(50백만원)
‘10.2.19→’11.11.28

20 삼우
입주기업 대상 상품종합유통,

음식점업(추가)

45,000USD

(50백만원)

‘10.4.16.→’10.10.29→’1
2.4.5→’15.10.26.→

‘15.12.17

21 스파클
개성공업지구내 정수기 판매 및 

유지보수 관리
17,052USD ‘10.4.30.→’15.11.3.

22 (주)청원종합관리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시설물 

및 1단계 조경관리 용역

8,083USD

(930만원)
‘10.4.30.

23
양지인터

내셔날(주)

개성공업지구내 재봉기ㆍ부품

판매 및 A/S
75,000USD '10.9.20.

24 (주)세스코 개성공업지구내 소독 등 방제용역 420만원 ‘11.3.4

25
지에스

스카이(주)

개성공업지구내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50,000USD '11.3.4→‘11.7.22

26 롯디솔루션
개성공업지구내 사무기기 판매 및 

수리 
10,000USD '11.3.4→’12.9.17

27
(주)아시아모딘

코리아

개성공업지구내 냉난방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
30,000USD '11.4.8

28
(주)이조자동차

정비공업사
개성공업지구내 자동차 기술검사 21,464천원 ‘11.5.18

29 대신정보기술(주) 개성공업지구내 전산기기 유지보수 15,936천원 ‘11.5.18

30 (주)개성
개성공업지구내 상품종합유통 및

식자재 공급
50,000USD '11.5.18→’11.11.28

→’12.9.10

31 제암건설(주)
개성공업지구내 건물 미장타일 및 

방수공사
30,000USD '11.6.28

32
한일이엔씨

디자인(주)
개성공업지구내 실내 건축공사 100,000USD '11.6.28

33
중원

엔지니어링(주)

개성공업지구내 입주기업 

설비배관 유지 보수
8,000만원 ‘117.7

34 (주)동일이엔지
개성공업지구내 전기·통신·소방

유지보수 공사 및 자재 도․소매업
9,000USD '11.7.7→’12.3.15→

’13.2.19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35
(사)대한산업

안전협회
개성공업지구내 산업안전업무 34,199천원 ‘11.7.22→’12.4.12

36 (주)오피스피아 개성공업지구 소모성 물품 공급 10,000만원 ‘11.7.22→’12.7.23
→‘12.10.19

37
(주)썬월드에프

아이
개성공업지구내 입주기업 의류검사

30,000USD

→100,000USD
'11.8.12→’12.2.27
→’12.5.30

38 (주)하나가 개성공업지구내 상품종합 유통 5,000만원 ‘11.9.16

39
대광안전

관리(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 아파트형

공장 시설물 및 조경관리
2,000만원 ‘11.9.27

40 (주)화인 폐기물(파지) 처리 200만원 ‘11.11.28

41 디씨에프(주) 종합지원센터네 식당 운영 50,000USD '11.12.14

42 태우미싱상사
재봉기 바늘 및 부품 전문 판매,

재봉기 판매·임대·수리
100,000USD '12.1.27→’12.7.23

43 ㈜세홍산전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유지

보수(사업장 이전)
9,000만원 ‘12.3.20→’12.4.4

44 우리에너지
개성공단 내 가스사용시설 안전시공 

및 유지보수
10,000USD '12.4.2

45 ㈜한국강건 개성공단 내 금속구조물 창호 설치 63,600USD '12.4.2

46
현대엘리베이터

(주)
개성공단 내 승강설비 유지보수 7,152,624원 '12.4.16

47 경원에어써비스 개성공단 내 공기압축기 관리 170,000USD '12.4.16

48 백일상사 개성공단 내 공구유통 80,000USD '12.4.19

49 (주)태진티제이
개성공단 내 상품유통 및 자동차 

부품납품
30,000USD '12.4.30

50 ㈜명민건설 금속구조물 시공 및 사업시설유지보수 50,000USD ‘12.5.3

51 리앤에스상사
개성공단 내 봉제기기 및 미싱부속

품 판매
30,000USD '12.5.14

52 한빛종합물류
개성공단 내 상품유통 및 컴퓨터 

유지보수
88,000USD '12.5.14

53
현대에이치에스

이(주)

현대아산 개성사업소에 잡자재 및 

안전용품 납품
30,000USD '12.5.14

54 한성종합상사
개성공단 내 철물 및 수공구 납품 

유통
500USD '12.5.22

55 화신미싱
개성공단 내 공업용재봉기, 부품,

부자재 납품 유통
50,000USD '12.5.22

56 현기유통
개성공단 내 생활잡화 등 상품종합 

유통
11,000USD '12.5.22

57 성원개발 관리위원회 시설관리용역 - '12.6.25

58 신한산업 산업봉제기기설치 및 유지보수 20,000USD '12.7.23

연번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사업승인일

1 북한탁구협회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91.4.24～5.6)남
북단일팀 구성․참가 (일본)

’91.3.21

연번 기  업 사  업  내   용 금  액 사업승인일

59
바로A & U건축

설계사무소
개성공단 내 건축설계 감리업무 3천만원 ‘12.7.30

60
주식회사 제이

유텍
전산․통신기기 유지보수 용역 - ‘12.9.10

61 할렐루야자원 파지 및 고철 수거 10,000USD ‘12.10.8

62 협진공사 실내건축 공사업 20,000USD ‘12.11.14

63 위드건설` 지에스, 만선2공장 대체건축 330,000USD '12.12.7→'12.12.14

64 (주)유니에스 관리위원회 시설관리 용역 - ‘13.2.19

65 조은건설(주) 조적, 미장, 방수공사 1억원 ‘13.2.5

66 (주)상신플랜트 기계설비시설공사 100,000USD ‘13.2.5

67 고우건업(주) 도장공사 5만USD ‘13.2.18

68 에프오에스(FOS) 일반음식점업(중식당) 및 식자재 유통 100,000USD '13.3.5

69 중앙미싱상사 봉제기계(미싱) 판매 및 수리 20,000USD '13.3.26

70 대한산업기술 전기공사 및 전기자재 판매 10,000USD '13.5.9

71 성실실업 유아동 및 성인내의류 섬유 제조업 500,000USD '13.12.12

72
(주)에프앤아이

코리아
의류임가공 400,000USD '13.12.17

73 진우니트 의류임가공 200,000USD '13.12.17

74
그로쯔베커르트

코리아
봉제업체 바늘 판매 및 기술지원 10,000USD '14.6.10

75
한국승강기안전기

술원
승강기 안전검사 5,267USD ‘14.6.18

76 (주)더부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 2억9천9백만원 ‘15.2.9

77 (주)오피스타운대유사 공단 내 편의점 운영 3억5천만원 ‘15.4.16

78 (주)한신엘리베이터 크레인 승강기 서비스 1천만원 ‘15.4.27

79 (주)삼정회계법인 회계검증 및 세무 서비스 제공 1,656USD ‘15.7.1

80 현대환경자원 폐기물 수집·운반 436,000USD '15.11.24

81 (주)킵스인터내셔날 의류 품질 검사 서비스 20,000USD '15.11.23

82
진우니트→
삼오이엠비

의류임가공 200,000USD '13.12.17→’15.12.30

다.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승인 현황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사업승인일

2 위원회 북한올림픽위원회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91.5.27～6.4)남북단일팀 구성 ․참가 
(포르투갈)

’91.5.1

3 통일문화연구소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97.12.10

4

연변과기대후원회
→동북아교육문화
협력재단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원회․나진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나진․선봉내 과기대 설립․운영
(나진․선봉)

’98.6.5

5 한민족복지재단(합영)
라선경제
협조회사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98.6.5

6 스포츠아트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
송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98.4.29

7 한국사진학회
조선사진가동맹중앙
위원회

남북사진작품전(서울,평양) 및 
사진집 출판

’98.4.29

8
연구소

금강산국제그룹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98.6.20

9
우인방커뮤니케이션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랠리 ’99.11.11

10 (주)CNA코리아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99.4.16

11 SN 21 엔터프라이즈
조선아세아태평양평
화위원회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99.8.5

12
(주)현대아 산․현
대건설 등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99.9.20

13 (주)계명프로덕션
조선예술
교류협회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99.9.22

14 (주)네오비젼
조선백호7
무역회사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00.2.3

15 NS21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00.5.23

16
한민족문화네트워크

연구소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00.7.14

17 한국문화재단 금강산가극단 금강산 가극단 한국방문 공연 ’00.11.29

연번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사업승인일

18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조선기독교도연맹 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 지원 ’01.1.12

19 (사)춘향문화선양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춘향전」 남북합동공연 ’01.1.12

20
(주)하나로통신
→(주)하나로텔레콤

삼천리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남북공동제작 ’01.3.23

21
(사)동북아교육문화
협력재단

교육성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운영 ’01.6.5

22
남북교육문화교류
연구소(동해대학교)

조선기자동맹중앙위
원회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01.6.7

23
우인방커뮤니케이션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통일염원 6.15 금강산 랠리 ’01.7.25

24 (주)하나로텔레콤 삼천리총회사
3D 단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게으른 고양이 딩가 공동제작)

’02.7.26

25 (주)지스코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 한국공연
’02.6.25

26
(사)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재일본조선역사고고
학협회
(→문화재보존지도국)

고구려문화전 개최
’02.7.8

27 (사)한국청소년사랑회
재일본조선인 총연
합회교육국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초청공연 ’02.8.27

28 MBC 민화협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장면 등 취재방
송, 아시아경기대회 축하를 위한 남북
합동공연

’02.9.7

29 KBS 민화협 방송물 공동제작 및 생방송 ’02.9.13

30 KBS 민화협 남북교향악단 연주회 ’02.9.13

3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조선그리스도연맹 
중앙위원회

조선그리스도연맹 교육관 및 평양신학
원 신축

’03.1.17

32 (주)지민필름
(주)만대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

남북공동가요제작 ’03.2.14

33 KBS 민화협
남북해외학자통일회의 방송물 
공동제작 및 취재, 생방송

’03.3.19

34 사단법인평화문제연구소
과학백과사전 출판
사

북한 <조선향토대백과> 편찬․출판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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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계종
조선불교도연맹 중
앙위원회

북한사찰 단청불사 및 관련 부대행사 ’03.6.5

36 KBS 민화협 전국노래자랑 평양편 공동제작 ’03.7.21

37 KBS 민화협 방송물 경협현장을 가다 제작 ’03.8.26

38
(재)시민방송
(→(주)알지엔)

조선신보사 영상물 북한음식순례 공동제작 ’03.9.4

39 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남북 방송교류관련 행사 개최 및 방송
설비 설치․사용

’03.9.6

40
민족평화축전 남
측조직위원회

민족평화축전
북측조직위원회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 개최 ’03.9.16

41 대한불교천태종 개성영통사복원위원회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 ’03.11.4

42 (주)영진닷컴 인민대학습당 도서공동번역 및 출판협력 ’03.11.14

4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백두산자연총서 개발사업
과학기술 정보자원교류 및 데이터베이
스화 사업

’03.11.5

44 MBC 민화협 북녘의 음식 제작 ’04.1.15

45 충북 제천시

금강산국제관광총회
사
(북고성군인민위원
회)

과수원 조성사업
’04.3.24
→’07.9.12

4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북한과학원
식물자원연구중심

남북한 식물공동조사 및 영문판   
한반도종합식물지 작성

’04.4.20

47 동북아사진문화교류협회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남북공동사진전 ‘꽃으로 본 내나라’ ’04.6.1

48 KBS 민화협 다큐멘터리 ‘고구려는 살아있다’ 제작 ’04.6.5

49 (주)민족네트워크 평양정보센터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04.7.8

50 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아테네올림픽 북측방송중계지원 ‘04.8.11

51 민족문학작가회의 조선작가동맹 민족작가대회개최 ‘04.8.11

52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협의회

북측역사학자협의회
고구려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 
남북공동전시회

’04.9.3

연번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사업승인일

53
(주)예맥출판사
→(주)예맥

민화협 고건축 실측조사 및 보고서발간
’04.9.6

54 조계종 조선불교도연맹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04.9.15

5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과학기술대백과 사전 편찬 등 ‘04.9.16

56
(사)통일맞이→
(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민화협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04.10.25

57 예장총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평양제일교회 건립 ’04.12.9

58 강원도 민화협, 북강원도 원산농민기술강습소 개보수 ’04.12.9

59 한국실업탁구연맹 평양시 체육지도위원회 남북한, 중국 탁구대회 ’04.12.22

60 (주)북남교역 삼천리총회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05.1.10

61 한국축구연구소 북한올림픽위원회 남북축구발전 공동협력사업 ‘05.1.21

62
동북아한민족협의회
(동북아선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북한 봉수빵공장 냉동설비 설치작업 ‘05.2.4

63 MBC 민화협 개성 및 개성공단 취재 보도 ’05.2.4

64 (주)SBS 민족화해협의회회장 조용필 평양공연 ‘05.2.11

65 KBS(한국방송공사)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드라마 <사육신> 주문제작 ’05.3.2

66 (주)SKY-CK 민족화해협의회 북측 무용수 출연 광고촬영 사업 ‘05.3.14

67 조선권투협회
남북 여자권투발전 교류협력사업→남
북 남녀권투발전 교류협력사업

‘05.3.22
→‘05.6.13

68 (주)예맥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대외전람총국

남북전통공예명품전→제1회남북전통공
예교류전

‘05.3.25
→‘05.5.17

69 (주)덕상상사 조선영화수출입사 덕상상사 평양 방송지사(Millennium
Broadcasting Company)설립 ’05.4.1

70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발표 5돌 및 조국광복60

돌 기념 고구려유물전시회 ’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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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KBS( ) 민족화해협의회 개성 야외촬영장 설치 ’05.4.14

72 KBS(한국방송공사) 민족화해협의회 “남북경협의 실험장, 개성공단을 가
다”촬영 ’05.4.14

73 (주)코아필름서울
조선4.26아동
영화촬영소

애니메이션 ‘고구려’남북공동제작 ‘05.4.19

74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민족화해협의회 영상물 조선요리 100선 남북공동제작 ’05.4.20

75 ( )하나로텔레콤 삼천리총회사 3D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친구들 공동제작 ‘05.4.29

76 (사)평화포럼 조선종교인협회 2005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
최 ’05.5.10

77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북측 성경․찬송가 제작 자재지원 ’05.5.27

78 통일맞이 민족화해협의회 가극 ‘금강’평양공연 ’05.6.1

7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민족남북한선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왜성사과 과수원 조성사업 지원 ’05.7.8

80 문화재청 문화보존지도국 북관 대첩비 반환 사업 ’05.7.8

81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북측 평양신학원 운영지원 및 부대협

력사업 ’05.7.8

82 한국학술진흥재단
아태위원회 산하 은
방울사

<남북학술용어집> 공동연구개발사업 ’05.7.11

83 황토출판사
북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북한역사유물유적총람>발간 ’05.7.15

84 예맥출판사
북 민화협,
문화보존지도국,등

북측 유적․유물 촬영 및 개성문화지
구 조사사업 ’05.7.15

85
(주)훼르자 (주)에볼루선 북한 축구국가대표팀에 대한 축구용

품, 축구관련 의류지원 ’05.7.27

86 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005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위성중
계 지원 ’05.7.27

87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대북 교육기자재 지원 사업 ’05.8.1

88
(사)한국여자프로
골프협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

2005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평양오픈대회 개최 ’05.8.1

연번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사업승인일

89 인천광역시 민족화해협의회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북측 선
수단 및 응원단 참가 ’05.8.5

90 민족화해협력범국민
협의회

남북해외공동행사 북
측준비위원회

8.15 민족대축전 행사 ‘05.8.11

91 대한축구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축구협회 8.15남북통일축구경기 ’05.8.11

92 뉴서울오페라단 민족화해협의회
민족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광개토

호대왕> 평양공연
’05.8.17

93 ㈜중앙바이오텍 조선의학과학연구소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법과 치료제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협력
’05.8.23

94 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2회 남북방송인토론회 개최 및 방송

중계차 지원사업
’05.9.1

95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남북해외공동행
사준비위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을위
한남북해외공동행사준
비위여성분과위원회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 ’05.9.9

96
(사)한국정보관리

협회

교육성 프로그램교육
센터
(조선육일오 편집사)

남북의 통일된 민간자격검정관리 시행 

공동연구
‘05.9.20

97
(사)민족통일체육

연구원
조선체육학회 코리아〔남북〕체육학술대회공동개최 ’05.9.28

98 (사)기쁜소식 조선그리스도교연맹 평양봉수교회 및 선교교육관 건축사업 ’05.9.30
→‘06.1.20

99 (사)한국정치학회 조선사회과학자협희
광복60주년 기념 남북 공동 국제학술

회의 개최
‘05.10.7

100 (주)플래시게임 조선륙일오편집사 플래시모바일게임 개발 및 컨텐츠 교류 ’05.10.21

101
(주)레떼컴→
(주)판도라티비

조선륙일오편집사
북측 방송제작물․멀티미디어 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및 판매

‘05.10.25

102 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2회 남북방송영상물소개모임 개최 ’05.10.25

103 오마이뉴스 민족화해협의회 오마이뉴스 평양마라톤대회 개최 ’05.11.10

104
남북역사학자협의
회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개성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
’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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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한국공예문화진
흥원

대외전람총국 남북 전통공예품 공동전시 ‘05.11.25

106
6.15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2006년도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 방안 

남북공동 세미나
‘05.12.8

107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민족화해협의회 남북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개최 ’06.2.22

108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

북측저작권사무국 ,
민화협

북측 저작권 대리․중개사업 ‘06.3.14

109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

북측 조선의학학회,
민화협

북한 보건관련 학술회의 개최 ‘06.3.15

110
남북역사학자협의
회 남측위원회

북측 민화협, 문화보
존지도국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구려고분군 실태

조사
’06.4.3

111 고구려연구재단
북측 민화협, 문화보
존지도국

고구려 유적 남북공동조사

- 평양 안학궁터 남북공동 발굴조사
‘06.4.10

112
(사)남북경제문화협
력재단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금강산가극단

“6.15 공동선언 6주년기념 금강산가극

단 특별공연”
‘06.4.14

113
(사)남북경제문화협
력재단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 앨범 ‘비약’제작” ‘06.4.14

114 윤이상평화재단
북측 민화협, 평양윤
이상음악연구소 등

“금강산 윤이상음악회” 공연 ‘06.4.14

115 월간 민족21 북한 통일신보사 북한 통일신보사와의 기사교류 및 방북취재 ‘06.4.18

116
민족화해협력범국
민협의회

북측 민화협 2006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 ‘06.4.19

117
남북역사학자협의
회

북측 민화협 “북한 문화재 특별전” ‘06.4.25

118 월간 민족21 북한 통일신보사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및 공동단행본 발간 ‘06.5.9

119 광복회 북측당국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 ’06.5.16

120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북측 민화협
남북교육협력사업(연구기자재 지원 및 
학술교류)

‘06.5.29

121 한국권투위원회 조선프로권투협회
제4차 남북프로권투대회
(금강산 온정리 개최)

‘06.6.1

122
민족화해협력범국
민협의회

6.15북측위원회 2006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 ‘06.6.7

123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북한 대외전람총국,
출판물교류협회

북한 전통문화 기록화 사업 ‘06.6.9

연번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지역) 사업승인일

124 방송위원회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006 독일월드컵경기 대북 위성중계 지
원사업

‘06.6.12

125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북측 민화협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성역
사유적 남북공동발굴조사

‘06.6.20

126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을 위한 남측
조직위원회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을 위한 북측조
직위원회

6.15민족문학인협회 결성식 ‘06.7.27

127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 민족화해협의
회,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 ‘06.8.9

128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재북 임시정부요인 묘소 성묘사업 ‘06.9.25

129 윤이상평화재단 윤이상음악연구소 대
외사업처 “평양 윤이상음악제 참가 및 협연” ‘06.10.9

130 (사)남북체육교류협회 4.25체육단
태국 차야퐁컵 국제친선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06.10.18

131 (사)민족화합운동연합 개성지역특구개발지
도총국

제2차 개성지역 청소년평화통일
숲가꾸기

‘06.11.24

132 (사)한민족어깨동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북한 처소교회 지원을 위한 밤나무숲 
조성사업

‘06.12.4

133
남북강원도협력협
회

민족화해협의회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남북협력사업 ‘07.1.15

134
(사)우리민족서로돕

기운동
민경련
(삼천리총회사)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교육 ‘07.2.9

135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위원

장 회의(남, 북, 해외측 참가)개최
‘07.3.2

136 (주)통일뉴스 조선륙일오편집사

남북이 각각 상대측 제공용으로 제작한 

기사,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이메일

로 교환, 홈페이지에 게재

‘07.3.16

137
(주)PMG networks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공연 “장새납과 함께하는 

민족배합관현악의 밤”
‘07.4.3

138 금강산가극단 음반 제작 ‘07.4.3

139 민족21 북측 민화협
6.15 7돌 기념 평양-남포 자전거
평화행진(약 150여명 참가)

‘07.4.5

140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민족화해협의회

조선가톨릭교협회 중
앙위원회 평양 장충성당 주일학교 건립 지원 ‘07.4.6

141
(사)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

북측 내각 산하 저작
원사무국 음반 제작사업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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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남북체육교류협회 4.25체육단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 경기 ‘07.5.23

143
남측위원회

북측 민화협,
문화보존지도국 등

고구려 벽화무덤 남북공동 보존사업 ´07.5.25

144 (사)평화3000 평양시체육단․조선
카톨릭협회

남북축구단친선경기

*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사업 포함
‘07.6.22

145 (주)PMG networks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 무용 공연 “조선무용 50

년-북녘의 명무”
‘07.7.10

146 한국학술진흥재단 민족화해협의회 대북 학술지 지원사업 ‘07.9.11

147 남북체육교류협회 북측 425체육단
태국 차이퐁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
‘07.9.27

148 (사)한국권투위원회 북측 조선프로권투협회 제6차 남북프로권투대회(개성) ‘07.10.5

149 (재)순복음선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 ‘07.11.5

150
안성시, 우리겨레하
나되기운동본부 민족화해협의회 전통 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북측 공연 ‘07.11.7

151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사회과학원 력사
연구소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07.12.3

152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

6.15민족문학인 북측
협회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

창간(호 발간)→「통일문학」발간

‘08.1.18

→´08.11.11

153
(사)남북IT교류
협력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대북 IT학술지 제공사업 ‘08.1.8

154
(사)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민경련
(삼천리총회사)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교육 ‘08.4.16

155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민족화해협의회
2010년 개성 만월대지구 남북공동발굴

조사
‘10.3.19

156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민족화해협의회
2011년 개성 만월대지구 안전조사 및 

복구․보존 조치
‘11.11.10

157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민족화해협의회
2014년 개성 만월대지구 남북공동발굴

조사
’14.7.16

158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민족화해협의회
2015년 개성 만월대지구 남북공동발굴

조사
’15.5.27

159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민족화해협의회
2015년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관련 남북

공동 출토유물전시회 및 학술회의
’1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