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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
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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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
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
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
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
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
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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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
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
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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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
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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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
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
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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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
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9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
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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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
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대  한  민  국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북 측 대 표 단  단 장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3, 서울)에서 채택

  - 남측 : ’92.2.17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이 부서

  - 북측 : 당중앙위 제6기 19차 전원회의(’91.12.24)에서 연형묵 

총리가 보고한후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 연합회의(’91.12.26)에서 승인후 김일성 주석이 

최종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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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

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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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기본합의서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3차 대표접촉(’91.12.31, 

판문점)에서 타결, 가서명후 쌍방 총리가 교환․서명한 동 선언문 

상호 최종 교환(’92.1.21)

※ 남측 : ’92.1.23 국무회의 의결, 북측 : ’92.2.5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에서 승인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9, 평양)에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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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
(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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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
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1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
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
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
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 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
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
비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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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기본합의서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
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
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
(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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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
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
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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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기본합의서

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
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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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



20

2. 남북기본합의서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
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
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
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
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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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 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
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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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
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
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
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
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
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
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2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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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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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
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
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
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
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
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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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
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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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
한다. 



28

2. 남북기본합의서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
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
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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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
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
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
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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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
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
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
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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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
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
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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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
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
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
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
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
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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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
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
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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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
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
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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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

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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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대  통  령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  방  위  원  장김  정  일

※ 2000 남북정상회담(’00.6.13~15,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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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

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
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
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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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
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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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
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
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
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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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 통신 ․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
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
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
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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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
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
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대       통       령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   방   위   원   장김        정        일

※ 2007 남북정상회담(’07.10.2~4,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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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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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
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
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
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
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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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
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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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
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
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
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
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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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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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
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대  통  령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김  정  은

※ ｢2018 남북정상회담｣(제1차, ’18.4.27,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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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
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
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
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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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
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
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
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
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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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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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분야
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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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
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
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
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
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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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대  통  령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 무 위 원 장김  정  은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제3차, ’18.9.18~20,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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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
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
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
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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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
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
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
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
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
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
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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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
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
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
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
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
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
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
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
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
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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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
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
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1]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2]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3]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
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
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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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4]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
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
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
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
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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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5]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국 방 부 장 관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민 무 력 상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18.9.18~20,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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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
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273호와 제 1278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123호와 제 1135호사이의 

쌍방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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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99호와 제 0808호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52호와 제 0660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79호와 제 068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17호와 제 0724호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23호와 제 0027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34호와 제 004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155호와 제 016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12호와 제 021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33호와 제 0240호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61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
이행한다.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
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
한다.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
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
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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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
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 이라고 쓴 너비 15cm 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판문점 다리」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
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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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 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
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
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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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
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 0489호 ~ 제 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 남측 : ㄷ)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ㄹ)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
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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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
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
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
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
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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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
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 ~ 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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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
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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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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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
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 mm × 세로 600 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
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군통신선 혹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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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
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
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
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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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
까지 출입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
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
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
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
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질서
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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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
(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900mm ×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
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
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 처리한다.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
지도선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
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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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
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합의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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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
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
(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말
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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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조사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
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
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
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
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
행검사를 진행한다.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
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76

4.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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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
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
(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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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
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
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
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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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
으로 실시하며,

   ◦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
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남 측  수 석 대 표준   장   박   정  화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북   측   단   장소   장   안   익   산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4.6.3~4, 속초)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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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쌍방 부총리급 예비
접촉이 1994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합의하였다.
쌍방은 남북정상회담을 1994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음 회담은 쌍방 정상의 뜻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남북정상회담 대표단 구성과 규모, 회담형식, 체류

일정, 선발대파견,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각기 예비접촉 대표 1명, 수행원 
2명으로 구성되는 대표접촉에서 토의․합의한다.

대표접촉은 1994년 7월 1일(금요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진다.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
에서 남북정상회담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199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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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부 총 리 급 예 비 접 촉 남  측  수  석  대  표대  한  민  국부  총  리  겸통  일  원  장  관이 홍 구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부 총 리 급 예 비 접 촉북  측  단  장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최고 인민회의 통일 정책위  원  회  위  원  장김 용 순

※ 1994년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94.6.28,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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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과 북은 1994년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1994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
회담 개최를 위한 대표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무
절차 문제에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00명으로 한다.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80명으로 한다.
2. 회담형식
 ① 회담은 쌍방 정상 사이에 2회의 단독회담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② 회담에는 쌍방에서 각기 보좌요원 2~3명과 기록

요원 1명이 배석한다.
3. 체류일정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박 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5일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통지
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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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자접촉 및 선발대 파견
 ① 쌍방은 경호, 의전, 통신, 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하여 각기 17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13일부터 7월 16일(3박 4일)까지 평양에서 
가진다.
이에 앞서 경호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8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통신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실무자 접촉을 7월 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진다.

 ② 남측은 2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3일 
전에 북측 지역에 파견한다.
선발대는 정상방문이 끝날 때까지 체류한다.

 ③ 남측의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의 체류일정은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5. 왕래절차
 ①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실무자 접촉 및 선발대의 경우에는 명단을 
방문 4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
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② 남측 대표단의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대표단
은 북측지역에서 북측의 자동차를 이용한다.



8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6. 편의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중 1일 
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7.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방문 3일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8.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

증명서를 휴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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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담장 표지 및 시설
 ①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②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북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한다.

10. 회담기록
쌍방은 회담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11. 회담보도
 ①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 발표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12.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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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한다.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7월 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부 총 리 급 예 비 접 촉남측대표 윤 여 준

북남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부 총 리 급 예 비 접 촉북측대표  백 남 준

※ 1994년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

(’94.7.2,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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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준비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00년 4월 8일
상 부 의  뜻 을  받 들 어남  측문  화  관  광  부장  관  박  지  원

상 부 의  뜻 을  받 들 어북  측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부 위 원 장  송  호  경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4차 남북특사접촉 (’00.4.8, 

중국 북경)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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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4월 8일 합의서에 따라 4월 22일
부터 5월 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한다.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2. 상봉 및 회담 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3. 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
4. 체류일정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2박 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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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장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0일 전에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5. 선발대 파견 
 ① 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 

전에 북측 지역에 파견한다. 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할 수 있다.

 ② 남측 선발대의 체류일정과 구체적 실무절차 문제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6. 왕래절차 
 ① 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한다.

 ② 남측 선발대는 북측 자동차를 이용하며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③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주며 선발대의 경우에는 방문 4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며 그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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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편의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2회의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8.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9.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

증명서를 휴대한다.
10. 상봉 및 회담장 표지 및 시설 
 ①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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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도 하지 않는다.
 ② 상봉 및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북측은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11. 상봉 및 회담 기록 
쌍방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12. 상봉 및 회담 보도 
 ① 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 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③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를 위하여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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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5.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5월 18일

남 북 합 의 서  이 행 을위 한  준 비 접 촉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대  한  민  국통  일  부차  관  양  영  식

남 북 합 의 서  리 행 을 위 한  준 비 접 촉 북 측 대 표 단  단 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참  사  김  령  성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5차 준비접촉(’00.5.18,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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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

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97

남북공동선언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대  통  령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  방  위  원  장김  정  일

※ 2000 남북정상회담(’00.6.13~15,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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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
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
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
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 부 의  뜻 을  받 들 어남  측국 가 정 보 원원 장   김  만  복

상 부 의  뜻 을  받 들 어북  측통 일 전 선 부부 장   김  양  건

※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2차 남북특사접촉(’07.8.4~5,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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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

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
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
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
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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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
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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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
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
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
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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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 통신 ․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
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
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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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
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
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대       통       령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   방   위   원   장김        정        일

※ 2007 남북정상회담(’07.10.2~4,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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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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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
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
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
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
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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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
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
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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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
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
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
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
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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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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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
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대  통  령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김  정  은

※ ｢2018 남북정상회담｣(제1차, ’18.4.27,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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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
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
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
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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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
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
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
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
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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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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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분야
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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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
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
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
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
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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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대  통  령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 무 위 원 장김  정  은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제3차, ’18.9.18~20,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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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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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
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
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
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
하기로 하였다.



11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
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
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
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
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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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⑪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
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
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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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
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
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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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
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
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
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
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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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
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
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
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
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
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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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
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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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
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
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
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
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
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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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
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
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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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정 및 발효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한  덕  수

북 남 총 리 회 담북  측    단  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각  총  리김  영  일

※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에서 합의



126

3. 특사 방문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가 2000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은 이번 방문기간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지고 
현재 남북간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
하려는 두 분 정상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대해서 환영하였다.

3.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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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9.20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
교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키로 하였다.

4.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9.25 서울에서 개최하며, 빠른 시일 내 이를 
타결키로 하였다.

5. 남북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기공식을 개최키로 하였다.

6.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시찰단을 10월중 
남측에 파견키로 하였다.

7.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 내 남북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2000년 9월 14일

※ 특사(김용순) 방남(’00.9.11~14, 서울)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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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
하였다.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
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
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에 따라 그 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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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은 남북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

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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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 5일
평  양

※ 대통령특사(임동원) 제1차 방북(’02.4.3~5, 평양)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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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
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첫째,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
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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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
한다.

4. 남과 북은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부터 8월 31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0년 7월 31일
서  울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00.7.29~31, 서울)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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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 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사업을 두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이 곧 토의하며 이와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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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진다. 그리고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4.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
-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
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남과 북은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7. 남과 북은 제 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일
부터 30일까지 한라산에서 개최한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000년 9월 1일
평  양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00.8.29~9.1, 평양)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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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
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
선언 발표후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변함 없이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

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인 사업
들을 계속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금년 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
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
하고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
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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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를 협의․설치한다. 

5. 남과 북은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
으로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하기로 한다.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2000년 9월 30일
제 주 도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00.9.27~30, 제주)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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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년 12월 26일경에 
첫 접촉을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
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
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
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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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과 서신
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

6. 북측은 한라산관광단은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은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  양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00.12.12~16, 평양)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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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인 발전과 평화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
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①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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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기로 한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공단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
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④ 남과 북은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⑤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로 한다.

⑥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대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⑦ 남과 북은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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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중
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⑧ 남과 북은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로 한다.

⑨ 남과 북은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2차 경제협력추진
위원회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 
시범단을 10월에, 남측 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9월 18일
서  울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01.9.15~18, 서울)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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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 실무대표
접촉이 2002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다.

접촉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① 이미 합의한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문제들을 토의
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문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
회담 개최문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비롯
하여 4.5 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확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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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며,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4. 쌍방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
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
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하였다.

2002년 8월 4일
금 강 산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02.8.2~4, 

금강산)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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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4.5 공동
보도문과 그밖의 상호 관심사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여기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문제, 개성공단 건설
문제, 임진강 수해방지문제와 그 밖의 경제협력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남북이 동시에 병행
시켜 착공하기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안변청년발전소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관계 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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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상봉단의 규모와 상봉절차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의 
관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문제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
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며, 이 때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등을 협의
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
회담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
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북측의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성화 운반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조선올림픽위원회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7. 남과 북은 남북축구경기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며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에 평양을,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계 단체들
간의 실무적 협의를 주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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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 지역을 방문
한다.

10.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2년 8월 14일
서  울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02.8.12~14, 서울)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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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
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 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
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방향에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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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
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
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
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 
주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2002년 10월 22일
평  양

※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02.10.19~23, 평양)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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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
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24일
서  울

※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03.1.21~24, 서울)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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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4월 27일부터 29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상호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

하고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준수하며 계속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정례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오는 8월에 대구에서 열리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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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쌍방사이에 이미 합의하여 이행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 문제,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협력사업들이 성공적
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며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
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4월 29일
평  양

※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03.4.27~29, 평양)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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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상호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
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진행중인 경제협력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03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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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12일
서  울

※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03.7.9~12, 서울)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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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남과 북은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2003년 
11월 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2월 3일
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7일
평  양

※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03.10.14~17, 평양)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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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2월 3일부터 6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
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

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
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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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과 북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일
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6일
서  울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04.2.3~6, 서울)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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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5월 4일부터 7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쌍방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
하였으며, 그 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8월 3일
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5월 7일
평  양

※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04.5.4~7, 평양)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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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 
동안 남북사이에 이룩된 성과를 평가하고,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8.15 남북공동

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여 
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
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상봉을 8월 26일
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
조사를 7월 중으로 끝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중에 개최하여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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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개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당면하여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앞으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 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 
중으로 개최하여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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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
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0.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1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12.남과 북은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2월중에 남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6월 23일
서  울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24, 서울)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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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9월 13일부터 16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과 8.15 
서울 민족대축전이 당국 대표단의 참가하에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그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
였다.
1.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남북관계

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당면하게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6.15시대에 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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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사이의 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동족
사이의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임진강수해
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와 관련 실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
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1월 초에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

하고 올해안으로 2차례의 화상상봉을 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들의 생사확인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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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과 북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이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9월 16일
평  양

※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05.9.13~16, 평양)에서 채택



164

4. 남북장관급회담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해 2006년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
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
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
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핵 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
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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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이며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

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을 조속히 추진
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남북경
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6년 2월말 경에 제4차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실시하며, 3월말 경에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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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 16일
제 주 도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05.12.13~16, 제주)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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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

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
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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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
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
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
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24일
평  양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06.4.21~24, 평양)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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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이 2007년 2월 15일 개성
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확인하고,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2월 15일
개  성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07.2.15, 

개성)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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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
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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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 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
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
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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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과 북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 2일
평  양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 평양)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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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6월 1일
서  울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07.5.29~6.1, 서울)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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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과 북측대표단
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고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회담 명칭

회담명칭은 ｢남북고위급회담｣(이하 ｢회담｣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 회담 날짜

제1차 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하며, 
제2차 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 다음 회담 날짜는 매차 회담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회담 장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제1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 회담 의제

회담 의제는｢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 협력 실시문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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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담 대표단 구성
회담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으로 구성한다. 회담 대표단의 
군 대표는 참모총장급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 회담 수행원과 취재기자

회담 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취재기자는 50명으
로 한다.
7. 회담 형식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회담은 쌍방 대표단 
회담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총리 단독회담과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
8. 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단 
수석대표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 회담 기록

회담 기록은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초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전 
녹화기록을 위해 초단파를 상대측 지역에 보내준다.
10. 회담 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담에서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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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필요하면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1. 회담장 표지 및 시설 

 ①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② 초청측은 회담장에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초청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포함)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한다.

12. 신변안전보장
 ① 초청측은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명의로 된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회담 5일 전에 판문점에서 상대측에 
넘겨준다.

 ②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 
기재, 사진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13.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

를 지참한다. 쌍방은 자기측 인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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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북 왕래절차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회담 5일 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②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

을 첨부한다.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

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로 전달
한다.

 ④ 왕래수단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 한다. 비행기
는 각기 자기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울(김포
공항)-평양(순안비행장) 사이를 직행한다.

 ⑤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육로로 왕래할 때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초청측 지역에서 
초청측의 자동차 또는 기차를 이용한다.

 ⑥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 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하
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5. 기자의 취재활동
 ①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16. 체류일정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초청측은 체류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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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5일 전에 상대측에 통지하며 이를 쌍방이 합의하
여 확정한다.
17. 편의제공

 ① 초청측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 지역 체류
기간중 1일 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18.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 전화선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다.
19. 합의서 발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합의사항에 대한 폐기 및 수정은 쌍방이 합의
하여 할 수 있다.

1990년 7월 26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예 비 회 담  남 측 대 표 단수 석 대 표   송  한  호

북 남 고 위 급 회 담예 비 회 담  북 측 대 표 단단    장    백  남  준

※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예비회담(’90.7.26,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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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1991년 10월 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의 정치군사
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단일문건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내용구성을 서문, 남북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조항 순으로 
중간 제목을 설정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 구성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 조정과 문안 정리를 위한 
대표접촉을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12월 10일
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91년 10월 24일 
평  양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91.10.22~25, 평양)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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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1.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
며, 빠른 시일안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
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을 1992년 2월 18일
부터 21일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다.

1991년 12월 13일
서  울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91.12.10~13, 서울)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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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보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3차례 진행되었다. 

쌍방대표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려는 공동의 사명감으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문안정리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1992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공동
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는데 합의
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판 문 점

※ 남북고위급회담 핵문제협의를 위한 제3차 대표접촉(’91.12.31,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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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1.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
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의 
명단을 1992년 3월 6일 서로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2. 남북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9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
로 하였다.

4. 남북 쌍방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8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북 쌍방은 1992년 2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을 
가진데 이어 제2차 대표접촉을 1992년 2월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6. 남북 쌍방은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5월 5일
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992년 2월 19일
평  양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92.2.18~21, 평양)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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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
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
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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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
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
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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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
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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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
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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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
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대  한  민  국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북 측 대 표 단  단 장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3, 서울)에서 채택

  - 남측 : ’92.2.17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이 부서

  - 북측 : 당중앙위 제6기 19차 전원회의(’91.12.24)에서 연형묵 

총리가 보고한후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

회의 연합회의(’91.12.26)에서 승인후 김일성 주석이 

최종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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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
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로 한다.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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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
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
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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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
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
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
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8-21,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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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

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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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3차 대표접촉(’91.12.31, 

판문점)에서 타결, 가서명후 쌍방 총리가 교환․서명한 동 선언문 

상호 최종 교환(’92.1.21)

※ 남측 : ’92.1.23 국무회의 의결, 북측 : ’92.2.5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에서 승인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9, 평양)에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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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발표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발표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핵
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대표접촉이 1992년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7차례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들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문안정리를 끝내고 이에 가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1992년 3월 17일과 3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총리가 서명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2.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1992년 3월 18일에 상호 통보한다.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992년 3월 19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4. 남과 북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
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
하기로 양해하였다.

1992년 3월 14일
판문점

※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7차 대표접촉(’92.3.14, 판문점)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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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3.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핵통제
공동위원회｣라 함)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그 중 
1~2명은 현역군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차관(부부장)
급으로 한다. 

  ② 쌍방은 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 문제를 
토의한데 따라 부속문건들을 채택․처리하는 문제와 
기타 관련 사항

  ②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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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기지 포함) 교환에 관한 사항
  ③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대상(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와 
핵기지 포함)의 선정, 사찰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⑤ 핵사찰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사항
  ⑥ 핵사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행과 사찰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3조 핵통제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2개월마다 개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왕래
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⑤ 핵통제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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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3월 18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7차 대표접촉

(’92.3.14)에서 합의･가서명 1차교환(’92.3.17), 2차교환･발효

(’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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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
에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들의 성과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
시켰다.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이행기구에 관하여 
다음사항에 합의하였다.

 ① 남북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를 구성·운영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③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의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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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
를 1992년 5월 18일자로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3. 남북 쌍방은 1992년 5월 18일자로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 자기측 소장과 부소장 
및 연락관들의 명단을 상대측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무소 운영을 개시한다.

4.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1일까지 
작성하고, 교류·협력분야의 부속합의서는 1992년 
9월 5일까지 작성한다.

5. 남북합의서 이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 앞에 내놓
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15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기 노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지원인원들로 구성되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
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

6. 각 분과위원회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다음번 
회의날짜와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1992년 5월 12일
(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② 제4차 남북정치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19일(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③ 제4차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25일(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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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4차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1992년 5월 30일
(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
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1992년 5월 7일
서  울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92.5.5~8, 서울)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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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 ․보장
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 이상

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
하게 한다.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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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
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
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
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
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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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
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군사분과위원장 접촉

(’92.5.6-7, 서울)에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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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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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
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
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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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
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
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기간중 열린 위원장 접촉(’92.5.6, 서울)

에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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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측연락사무소｣라
고 하고 북측은 ｢북측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연락사무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서 각각 소장 1명, 부소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연락관들로 구성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③ 연락사무소 소장, 부소장, 연락관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앞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연락사무소 안에 필요한 

부서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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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
를 수행한다. 의뢰에 따르는 연락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라 남북 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 

  ④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한다.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과 접촉을 가진다. 연락
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②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수시로 진행한다. 
  ③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명절을 비롯하여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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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92.5.5-8, 서울)에서 서명·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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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
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회담에서 쌍방은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
하였다.
1.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1992년 10월 15일(목)에 

구성함과 동시에 각기 자기측 구성원 명단을 상대측
에 통보한다.

2. 각 공동위원회는 제1차 회의 개최일자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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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5일(목),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12일(목),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③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19일
(목),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④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1992년 11월 
26(목),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한다.

3.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12월 21일(월)부터 
12월 24(목)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1992년 9월 17일
평  양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92.9.15~18,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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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
(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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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
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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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
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
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
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 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
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
비호하지 아니한다. 



214

5. 남북고위급회담 - 1990년대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
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
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
(대표부)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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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
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
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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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
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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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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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
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
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
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 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
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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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 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
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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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
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
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
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
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
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
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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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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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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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
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
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
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
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
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
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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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
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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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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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
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
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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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
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
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
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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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
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
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
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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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
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
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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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
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
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
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
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
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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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
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
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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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
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
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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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
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③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 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화해 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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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합의서
라 함)를 이행한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
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③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
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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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
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
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 
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 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도 발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 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5-18,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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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4년 2월 12일과 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

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
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14년 2월 14일
※ 남북고위급접촉(’14.2.12･14, 판문점)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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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
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
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
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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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5일
판  문  점

※ 남북 고위당국자접촉(’15.8.22~24, 판문점)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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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5년 11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① 회담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② 회담의제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로 하기

로 하였다.
2. 남북당국회담개최를 위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판문점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5년 11월 26일

판 문 점

※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15.11.26, 판문점)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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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이 2018년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
급대표단과 함께 민족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
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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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
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
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 9일
판 문 점

※ 남북고위급회담(’18.1.9, 판문점)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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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정상
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
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3월 29일
판 문 점

※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18.3.29, 판문점)

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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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
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
지구에 개설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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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장관
회담 개최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와 2018년 아시아경기
대회 공동진출을 비롯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
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 22일 금강산
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와 산림협력 분과회의, 
오는 가을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을 위한 실무
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는 차후 문서교환을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부문별 실무
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일
판 문 점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18.6.1, 판문점)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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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역사
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
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
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8월 13일
판 문 점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18.8.13,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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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당국간 협의
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고 함)를 다음
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명칭과 위치
1.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한다.

2. 연락사무소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한다.

제2조 기능
1. 연락사무소는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
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 연락사무소는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연락사무소는 육로를 통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
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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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1. 연락사무소는 쌍방에서 소장을 포함하여 15~20명 

정도로 구성하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연락사무소 쌍방 소장과 인원들의 직급은 각기 편리
한대로 하며 사무소 인원을 교체하는 경우 7일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부서들을 둘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1. 연락사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근무
날짜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연락사무소에서 쌍방 인원들은 접촉과 전화, 팩스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정상근무 시간 
외에 제기될 수 있는 긴급한 문제처리를 위해 비상
연락수단을 설치‧운영한다.

3. 쌍방은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매주 1회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더 할 수 있다.

4. 연락사무소 사무실과 비품들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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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연락사무소 운영, 관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
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활동 및 편의보장
1. 연락사무소 인원들은 개성공업지구 출입과 체류시 

쌍방 연락사무소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착용한다. 
2. 쌍방은 필요한 직통전화와 팩스를 설치‧운영하며 

남측 연락사무소와 남측 지역사이의 통신은 ｢개성
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에 준하여 보장한다. 

3. 북측은 남측 연락사무소 인원들의 개성공업지구 
통행과 편의를 당국회담 대표단과 동일하게 보장
하며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설비, 물자들에 대해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6조 합의서의 수정 보충 및 효력 발생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조 명 균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단 장 리 선 권



249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
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
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
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
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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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
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
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
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
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 15일
판 문 점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8.10.15,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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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의 대표단은 1995년 6월 17일부터 6월 21일
까지 북경에서 쌀 협력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제1차로 쌀 15만톤을 인도하며, 이 

1차분은 무상으로 한다. 남측은 본 합의서를 서명․
교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킨다.

2. 남측은 상기 1차분을 해상을 통하여 남측 선박으로 
청진항, 나진항 등에 인도한다. 이 경우 북측 항구
까지의 수송비는 남측이 부담하며 남측의 필요에 
의하여 제 3국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3. 북측에 제 1차로 인도되는 쌀은 정미 40kg 단위 PP
포대로 포장하며 일체 표시를 하지 않는다.

4. 본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쌍방 
상사는 남측에서는 대한무역진흥공사, 북측에서는 
조선 삼천리총회사로 한다.

5. 남과 북은 쌀 인도․인수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협조를 보장한다.

6. 남과 북은 1995년 7월 15일 북경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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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본 
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995년 6월 21일
대 한 민 국재 정 경 제 원차  관  이  석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  문  전  금  철

※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제1차 북경회담(’95.6.17-21)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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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차관급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베이징에서 3차례 차관급
(부상급) 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톤을 

북측에 제공한다. 그중 6월 20일까지 10만톤을 
전달한다.

 (1) 비료의 종류는 남측의 생산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북측의 희망을 고려한다.

 (2) 수송절차는 쌍방 적십자사가 1997년 5월 26일과 
7월 25일에 합의한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따르되, 
수송통로에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을 추가한다.

2. 남과 북은 6월 21일부터 쌍방 차관급(부상급) 당국
회담을 개최한다.

 (1) 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
로 되는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합의한다.

 (2) 회담장소는 1차 베이징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협의,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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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담대표는 각기 차관급(부상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다.

 (4) 회담형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

1999년 6월 3일
남 측  당 국  대 표국 무 총 리 특 별 보 좌 관김    보    현

북  측  당  국  대  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 위 원 장전   금   철

※ 북경 남북비공개 제3차 접촉(’99.5.29~6.3, 중국 북경)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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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차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회담(차관급)이 2005년 5월 16일
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는 올해에 온 겨레의 염원과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대표단을 파견하여 이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5월 21일부터 
당면한 봄철비료 20만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5년 5월 19일 
개  성

※ 장관급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차관급회담(’05.5.16~19, 개성)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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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
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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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
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
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
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
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
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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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
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
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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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의 가설 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

1. 직통전화의 설치목적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함)를 설치 운용한다.
2. 직통전화 설치장소

직통전화는 서울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평양에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
에 각각 설치한다.
3. 운용시간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20시까지의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에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4. 통화자

직통전화의 통화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한다.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하며 평양에서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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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통화
직통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항에 

지정된 날의 10시에 시험통화를 한다.
6. 고장수리

직통전화에 이상이 있을 때는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쌍방은 각기 자기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고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수리한다.
7. 비밀보장

쌍방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다.
8. 수정 또는 보충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9. 유효기간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여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서              울
중 앙 정 보 부 장 이 후 락

평              양
조직지도부장 김영주

197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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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1.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를 서명 교환했다.

2. 쌍방은 서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공동
성명의 조항에 따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하여 
대남․대북방송,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1972년 11월 4일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72.11.2-4,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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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합의한다.
1.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월 4일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사이의 관계를 개선 발전
시키며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나.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
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다.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라.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마. 대외활동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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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
한다. 위원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
지도부장으로 한다.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장관(상) 또는 차관
(부상)급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공동
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간사회의를 둔다.
간사회의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제반문제
들을 협의, 결정하고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간사회의는 쌍방 간사위원과 각각 간사 2명으로 
구성한다. 

 다.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
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
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규정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둔다.
공동사무국장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둔다. 

4.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
서도 할 수 있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2~3개월에 1차, 간사회의
는 1개월에 1차 진행하며,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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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조절위원회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공개회의 또는 비공개회의로 

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간사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전문인원들과 공동사무국 
요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마. 남북조절위원회 최종합의는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은 따로 규정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

을 가진다. 
1972년 11월 4일

남 북 조 절 위 원 회서 울 측  공동위원장이    후    락  부 장
남 북 조 절 위 원 회평 양 측  공동위원장김    영    주  부 장

※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72.11.2-4, 평양)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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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발표문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발표문

1. 금번 회의에서는 쌍방간에는 각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하고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데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2. 남북조절위원회 실무 기능을 조속히 완비하기 위해 
단시일내 ‘간사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
하며 필요한 운영 세칙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1972년 12월 2일

※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본회담(’72.11.30~12.2, 서울)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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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공동행사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5월 
24일과 27일, 28일 개성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하 대축전으로 함)에 쌍방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규모와 구성 

쌍방은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는 20명의 대표를 
파견하며 남측은 대표단에 자문단, 지원인원, 기자를 
50명 더 포함시킨다.
2. 행사일정
 ①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구체적 
세부일정은 별지 첨부와 같이 한다. 

 ② 남과 북은 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
간에 공동행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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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합의서

3. 왕래절차 
 ① 남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남측 비행기를 이용

하며 왕래는 서해 직항로로 한다.
 ② 남측은 당국대표단의 명단을 방문 10일전에 북측

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고,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4. 편의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당국대표단

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1회의 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③ 북측은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④ 쌍방은 각기 당국대표단의 활동 등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⑤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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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공동행사

5.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당국대표단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6. 당국 대표단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당국대표단의 일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당국대표단은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다.
7. 기자의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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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합의서

8.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 - 평양간 직통전화와 함께 국제전화를 이용
한다.

 ② 이 합의서 내용 이외에 행사전 합의가 필요한 실무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하여 협의, 확정
한다. 

 ③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당국간 
왕래 관례에 따른다.

9.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5월 28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 측  대 표 단수 석 대 표  김  웅  희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 측  대 표 단단 장  전  종  수

※ 2005년 6.15남북당국공동행사 제3차 실무접촉(’05.5.28, 개성)

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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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공동행사

<첨부>

행 사 일 정

□ 6월 14일 (화요일)
 16:30 남측 당국대표단 평양 도착
 17:30 남측 당국대표단 숙소 도착
 20:30 쌍방 당국대표단 개막식 참가
 22:30 북측 당국대표단 주최 환영 만찬
□ 6월 15일 (수요일)
 09:00~10:00 쌍방 당국대표단 민족통일대회 참가
 10:00~11:00 쌍방 당국대표단 사진전시회 참가
 11:00~12:30 쌍방 당국대표단 예술공연 관람
 13:00~15:00 남측 당국대표단 주최 오찬
 15:00~18:00 쌍방 당국대표단 공동행사
 18:00~20:00 남측 당국대표단 별도 참관(지하철도, 

만수대창작사)
 20:00~22:00 쌍방 당국대표단 6.15공동행사준비

위원회 기념연회 참가
□ 6월 16일 (목요일)
 09:00~10:00 쌍방 당국대표단 별도행사(고위인사예방)
 10:00~12:00 남측 당국대표단 별도 참관(강서고구려

고분벽화, 동명왕릉, 단군릉)
 12:00~14:00 북측 당국대표단 주최 오찬
 15:00~18:00 쌍방 당국대표단 체육경기 및 폐막식 참가
 21:00~23:00 남측 당국대표단 주최  답례 만찬
□ 6월 17일 (금요일)
 10:00 남측 당국대표단 평양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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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2일 개성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
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8.15 민족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며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와 같은 급으로 한다. 

2.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8월 
14일부터 8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3. 남과 북은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진다.

4. 북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북측 비행기를 이용
하며, 왕래는 서해직항로로 한다.

5.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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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공동행사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7월 22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 측  대 표 단수 석 대 표  김  웅  희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 측  대 표 단단 장  전  종  수

※ 2005년 8.15남북당국공동행사 제1차 실무접촉(’05.7.22, 개성)

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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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대표단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당국대표단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6년 
5월 23일 개성에서 쌍방 당국대표단의 ｢6.15 민족통일
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

단이 참가하여 대축전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
을 촉진시키는 민족공동의 행사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이번 행사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해 8.15민족대축전 때와 같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정도의 당국대표단을 구성하며, 구체적
인 명단은 행사 10일전에 교환한다.

3.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6년 6월 
14일부터 6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4. 쌍방 당국대표단은 대축전 기간 민간급에서 진행
하는 행사들에 기본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의 상봉모임 등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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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공동행사

5.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지난 해 공동행사의 관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5월 23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 측  대 표 단수 석 대 표  김  남  중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 측  대 표 단단  장  황   철

※ 2006년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실무접촉(’06.5.23, 개성)에서 

합의



1.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2. 남북국방장관회담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4. 남북군사실무회담

Ⅲ. 군사분야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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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
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
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
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
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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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
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
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
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
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
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
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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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
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
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
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
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
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
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
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
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
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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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
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
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1]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2]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3]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
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
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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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4]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
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
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
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
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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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5]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국 방 부 장 관송 영 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민 무 력 상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18.9.18~20, 평양)에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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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비무장지대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
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273호와 제 1278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1123호와 제 1135호사이의 

쌍방초소



284

1.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99호와 제 0808호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52호와 제 0660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679호와 제 068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717호와 제 0724호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지역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23호와 제 0027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034호와 제 0043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155호와 제 016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12호와 제 0216호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표식물 제 0233호와 제 0240호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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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
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
행한다.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
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
한다.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
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
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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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
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
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 이라고 쓴 너비 15cm 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판문점 다리」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측 건물들은 각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
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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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 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
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
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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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
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 0489호 ~ 제 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좌표는 다음과 같다.

◦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 남측 : ㄷ)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ㄹ)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
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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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
분계선 방향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
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
한다.

- 지뢰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
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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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에 통보한다.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
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 ~ 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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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 
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측
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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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
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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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
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 mm × 세로 600 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
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군통신선 혹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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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측량·공동조사, 민간
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
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
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295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측에 제출한다.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
까지 출입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측
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
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
간까지 공동어로구역내 체류를 허가한다.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
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질서
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
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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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
(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900mm ×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
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
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 처리한다.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
지도선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내 조난, 인명
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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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
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합의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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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
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
(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말
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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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조사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
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
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통
신선을 통해 1일전에 상호 통보한다.

② 공동이용수역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측 통행
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
행검사를 진행한다.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
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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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
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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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 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
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
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대한민국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북측에서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
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
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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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당면 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
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
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
하기로 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제 주 도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00.9.24~26, 제주도)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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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사이
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
을 수정․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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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
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
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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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
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
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
로 하였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
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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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
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금강산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도
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
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
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
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중 적절한 시기
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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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
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29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김  장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07.11.27~29, 평양)에서 합의, ’07.12.31 

문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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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3일과 4일 설악산에
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2004년 6월 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상선공통망
(156.8Mhz, 156.6Mhz)을 활용한다.

 ④ 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
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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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⑤ 쌍방은 서해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
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 서해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그를 현대화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
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
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 쌍방은 2004년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310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1단계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
으로 실시하며,

   ◦ 2단계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부터 제0640호 구간에서, 

   ◦ 3단계는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부터 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
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하여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 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다.

2004년 6월 4일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남 측  수 석 대 표준   장   박   정   화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북   측   단   장소   장   안   익   산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4.6.3~4, 속초)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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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
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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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
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
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
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
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11일
판문점

※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7.5.8~11,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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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 ․ 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
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 
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
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
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 시간 등을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 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
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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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
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 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
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남  측  수  석  대  표소  장   정   승   조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북   측    단   장중  장   김   영   철

※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7.5.8~11,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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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통행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동해지구에서는 10m 구간, 서해지구에서는 2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통행시간을 
늘이는 원칙에서 연간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으로 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 주요 명절과 기념일, 일요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그때마다 편리하게 결정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도로를 통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측 지역
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명단과 차량, 적재한 기자재
들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날짜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 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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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쌍방은 동․서해지구 인원 및 차량통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질서와 표식규정 등을 동․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서해지구에서는 통행편의와 통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통행시간 간격을 두고 도로
통과를 보장하며, 동해지구에서는 검사장과 주차장
이 건설될 때까지 현통행질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인원과 차량이 증가하는데 따라 통행편의 보장
방안을 해당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도로통행을 지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대
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⑥ 쌍방은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불의의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해당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⑦ 쌍방은 철도화물 통행을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 규정된대로 
하기로 하였다.

 ⑧ 쌍방은 도로통행시간이 늘어나고 야간통행을 진행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제공하
는 문제를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2. 통신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안의 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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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2008년부터 인터넷 
통신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센터 건설과 운영방식, 통신
중계국 구성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자연재해로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상호 
통보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남북통신망의 2중화를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작업현장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군통신 선로와 군통신연락소를 남북 
교류와 협력의 군사적 보장에 그대로 이용하며 
통행시간이 늘어나는데 맞게 통신 근무시간을 늘
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연락소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당 통신실무자접촉
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3. 통관의 군사적 보장
 ① 쌍방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원칙에서 통관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통관질서를 철저히 지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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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인원,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선별검사 방식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고 통관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세관검사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검사설비와 자재․장비를 제
공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일꾼들의 실무접촉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수정보충 및 발효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이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동․서해지구 철도․도로통행, 통신․통관의 

새로운 군사적 보장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③ 본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④ 본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2월 13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김  장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7.12.12~14,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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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는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안익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
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
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합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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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
하여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4일
판 문 점

※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18.6.14, 판문점)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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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철도․
도로를 하루빨리 연결하는 것이 남북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관리구역 설정
 ①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비무장지대에 남북

관리구역을 설정한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289호-제1291호 구간에서 
낡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70m, 서쪽으로 30m, 계 100m, 서해지구 남북관
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39호-제0043호 
구간에서 낡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50m, 서쪽으로 200m, 계 250m 폭으로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②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

 ③ 쌍방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안에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안에 서울-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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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한다.
 ④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 지뢰제거(해제)와 철도 및 도로 연결작업 
그리고 공사인원과 장비의 출입 및 통제 등 군사적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제거(해제)가 
끝나면 그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
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⑥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남북
관리구역 자기측 도로주변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
초소를 설치하며 그 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을 건설
하지 않는다.

 ⑦ 남과 북을 오가는 인원들과 열차 및 차량의 군사
분계선 통과와 남북관리구역 안의 군사적 안전
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은 별도로 날짜를 선정하여 
협의 및 확정한다.

2. 지뢰제거(해제) 작업
 ① 쌍방은 철도와 도로건설 및 운행, 유지를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
(해제) 한다.

 ② 쌍방은 지뢰제거(해제)를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
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군사분계선 가까이
에 있는 일부 구간에서 먼저 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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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쌍방은 작업인원수, 장비(기재) 수량, 식별표식을 
작업에 편리하게 정하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쌍방은 작업을 09시에 시작하여 17시까지 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들에게 폭음으로 자극을 
주거나 파편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발은 1일전 
16시까지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러한 폭발은 오후 
작업시간에만 한다.

 ⑥ 쌍방 작업인원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그 거리가 400m로 좁혀지는 경우 안전
보장을 위하여 그 구역안에서의 작업은 날짜를 엇
바꾸어 월․수․금은 북측이, 화․목․토는 남측이 하도록 
한다.

 ⑦ 군사분계선까지 지뢰제거(해제) 를 먼저 끝낸 측에
서는 지뢰제거(해제)구역을 다른 일방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⑧ 쌍방은 지뢰제거(해제)와 관련한 장비 및 기술적 
문제들을 협조한다.

 ⑨ 쌍방은 2002년 9월 19일부터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 안의 지뢰제거(해제) 작
업을 동시에 착수한다.

3.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
 ① 작업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수와 식별표식은 지뢰

제거(해제)시와 같이하며 작업 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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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② 쌍방은 작업과정에 폭발을 비롯하여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전화를 통하여 
통보해 주며 필요한 협조를 한다.

 ③ 쌍방의 작업장 거리가 200m까지 접근하는 경우 
그 구역 안에서의 작업을 남측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까지, 북측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④ 쌍방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감단계 공사를 위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20m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⑤ 쌍방은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에 따르는 측량 및 
기술협의를 위해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들에 
출입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한다.

4. 접촉 및 통신
 ① 지뢰제거(해제) 및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전화통지문
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무책임자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
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 (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
상에 지어 놓은 임시건물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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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그 전단계에서 부득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에서 접촉한다.

 ④ 쌍방은 공사현장들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자석식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을 연결한다.
서해지구에서는 합의서 발효 후 1주일 내에 판문점 
회의장 구역 서쪽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하고 동해
지구에서는 지뢰가 완전히 제거(해제)된 다음 남북
관리구역 동쪽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그 전
단계에서의 통신연락은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
한다.

 ⑤ 쌍방은 매일 07시부터 07시 30분사이에 시험통화를 
하며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기존통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통보해 주고 즉시 복구한다.

5. 작업장경비 및 안전보장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공사인원과 장비(기재)

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100명을 넘지
않는 군사인원으로 자기측 경비근무를 수행하며 
그 중 군사분계선방향 경계인원은 15명으로 한다.

 ② 경비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을 휴대하며 그 외 모든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 한다.

 ③ 경비인원들의 식별표식은 작업인원과 구별되게 
하며 경비인원 외에는 그 어떤 인원도 무기를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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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④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상대측 작업인원들을 향하여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쌍방이 날짜를 엇바꾸어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 측의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위치에서 경비근무를 수행한다.

 ⑥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과 장비(기재)의 안전을 
보장하며 예상치 않은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하여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 행동, 심리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⑦ 쌍방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경비 및 작업인원들을 비무장지대 
밖으로 철수시키며 전화통지문 또는 남북군사실무
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⑧ 쌍방은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상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주며 자기측 지역에 대한 
진화 및 피해방지 대책을 신속히 세우고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6. 합의서 효력발생과 폐기 및 수정, 보충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이 서명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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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② 본 합의서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지나가는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들에서만 적용된다.

 ③ 본 합의서의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한 조항(1조 
4항, 7항, 2조~5조)들은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적
으로 폐기된다.

 ④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2년 9월 17일
대 한 민 국국 방 부 장 관이 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02.9.14, 판문점) 타결, 쌍방 국방장관 

서명･교환후 발효(’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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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임시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1.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

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

2.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 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
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
인민군측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

3.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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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3년 1월 27일
남 북 군 사 실 무 회 담남  측  수  석  대  표대  령   문   성   묵

남 북 군 사 실 무 회 담북   측    단   장대  좌   유   영   철

※ 제15차 남북군사실무회담(’03.1.27,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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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쌍방은 2003년 1월 27일 체결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충한다.
1. 쌍방은 철도․도로 통행과 관련한 새로운 군사보장

합의서가 채택 발효될 때까지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본도로 노반을 임시도로로 사용한다.

2.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상에서 새로운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구간(동해 10m, 서해 20m)을 개방한다. 
이미 이용하던 임시 도로상의 10m 군사분계선 구간
들은 폐쇄한다.

2003년 9월 17일
남 북 군 사 실 무 회 담남  측  수  석  대  표대  령   문   성   묵

남 북 군 사 실 무 회 담북   측    단   장대  좌   유   영   철

※ 제17차 남북군사실무회담(’03.9.17,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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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조 6항에 따라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초소의 임무
 ① 남북관리구역내 철도, 도로의 안전상태를 관측하고 

그를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보장한다. 
 ② 남북관리구역안에서 차량고장,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③ 승인을 받은 차량과 탑승인원들만 통과시킨다. 
2. 초소의 설치
 ① 쌍방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안의 군사분계선

으로부터 250m 떨어진 자기측 도로 옆에 각각 1개
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한다.

 ② 초소의 규모와 형식은 2003년 11월 28일 남북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단장)접촉에서 합의한 설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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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쌍방은 경비(차단)초소를 서로의 공사방법과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측이 빠른 시일안으로 설치
하고, 상대측에 통보한 다음 운영을 개시한다.

 ④ 초소에는 깃발 및 선전간판, 군사적 목적의 지하
구조물과 화기진지 또는 총안구(화점) 등을 설비하지 
않는다.

 ⑤ 초소앞 도로상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세울 수 있는 
2~4개의 이동식 교통통제대(차단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초소의 운영
 ① 근무인원은 쌍방이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근무는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08시부터 17시)의 필요한 
시간에 실시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무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 이하를 휴대하며, 그 외 다른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한다.

 ④ 쌍방 초소 근무 인원들은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거리를  유지한다. 100m내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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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
 ①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쌍방 현장군사실무
책임자들 사이에 협의 해결한다. 

 ② 필요한 경우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
사이에 협의 해결할 수 있다.

5. 효력발생과 수정·보충
 ① 본 합의서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

간 서명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12월 23일

남 북 군 사 실 무 회 담남  측  수  석  대  표대  령   문   성   묵
남 북 군 사 실 무 회 담북   측    단   장대  좌   유   영   철

※ 제20차 남북군사실무회담(’03.12.23,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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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인민무력부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2004년 6월 10일
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문제
 1) 남북 서해 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운영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주파수는 156.8Mhz, 보조

주파수는 156.6Mhz로 설정·운영하되, 주주파수는 
1분 동안에 통화를 끝낼 수 있을 때에 사용하며, 
통화시간이 그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장애 등의 
영향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주파수로 
넘어가고, 보조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주주파수로 넘어와서 1~16채널 범위내에서 
임의의 주파수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쌍방 함정들이 상대측 함정들을 호출하는 경우 남측 
함정 호출부호는 ‘한라산’으로, 북측 함정 호출
부호는 ‘백두산’으로 한다. 호출시 감명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명도 상태를 1~5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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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숫자로 대답하고, 감명도가 낮을 경우 출력을 높
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쌍방 함정들 사이 교신설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한다.

      남측 : “백두산,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 감명도?”
      북측 : “한라산, 한라산, 여기는 백두산, 감명도 

다섯”
  ③ 해당 해역에 일방의 함정이 2척 이상 있을 경우, 

지휘함정들 사이에만 교신한다.
  ④ 쌍방은 교신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발언

을 하지 않는다.
 2) 기류 및 발광신호 제정·활용
  ① 쌍방은 국제신호서의 국제신호체계와 남북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록 1과 같이 기류 및 발
광신호를 보조수단으로 추가 제정하여 활용한다.

  ② 이 신호방법은 국제상선공통망으로 통신이 불가능
하거나, 쌍방 함정이 불가피하게 접근하게 될 경우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에 사용한다.

  ③ 기류는 함정 마스트 좌우현 최외곽 기류줄 또는 
최상부에 게양한다.

  ④ 야간에 함정 신호등화는 마스트에 있는 홍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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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점멸등(소리 제외)을 켜고, 탐조등으로 기류
신호에 해당하는 국제 모르스 전신부호를 상대측 
함정이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여 송신한다. 

      상호 교신을 위한 발광신호는 호출시 AA AA AA
(․-․-․-)로, 응답시 TTTTT(-)로 한다. 

 3)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교환
  ① 쌍방 관련 군사당국간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된 정보는 일일 1회(09시) 교환한다.
  ② 일일정보교환은 서해지구에 마련되어 있는 통신

선로를 통하여 부록 2의 양식에 따라 한다.
  ③ 쌍방간 교환할 정보의 내용은 불법조업선박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로 한다.
 4)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운영 
  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통신

선로와 통신연락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6월중 통신실무자접촉을 통하여 협의해 나간다.

  ② 새로운 통신선로 및 통신연락소 설치후 통신장애 
발생시 쌍방은 즉시 다른 연락방법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빠른 시간안에 각기 자기측 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복구한다.

  ③ 새로운 통신선로는 2004년 8월 12일 오전 9시 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도로 동쪽 5m 부근 군사분계선
상에서 연결하며 시험통화는 10시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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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통신 운영
  ① 통신수단(유선, 무선, 기류 및 발광신호)은 상시 

송․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측이 호출
시 즉각 응답하여야 한다.

  ②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 정기 통신시험은 일일 
2회(09시, 16시) 실시한다.

  ③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관련하여 긴급
한 연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통보한다.

  ④ 서해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4일 통신수단별 
운영시험을 부록 3과 같이 실시한다.

2.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조치 문제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 조치문제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1) 쌍방은 2004년 6월 15일 0시부터 군사분계선 지역

에서 일체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①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한다.

  ② 상대측 군인들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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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쌍방은 2004년 6월 16일 0시부터 8월 15일 17시
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의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서 보이거나 들리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서 선전수단을 철저히 제거한다.

  ② 제거 대상의 범위는 쌍방간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자기측 체제선전 및 상대측이 비방‧
중상‧선동으로 인식하는 모든 확성기, 돌글씨, 입
간판, 전광판, 전단, 선전그림, 선전구호 및 글 등
을 포함한다. 

  ③ 점등탑, 석상, 석탑 등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 등의 방법으로 상대측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④ 선전중지와 선전수단 제거대상에는 한강하구, 서해 
연안지역과 섬들에 설치된 선전수단들도 포함되며, 
이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는 1단계 기간에 한다.

  ⑤ 쌍방은 단계별 제거 완료 7일 이전에 상대측이 
제거해야 할 대상의 위치(군사분계선 표식물 기준), 
형태, 내용을 포함한 목록을 교환하여 쌍방이 이 
목록에 따라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검증한다.

  ⑥ 불가피한 이유로 제거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쌍방
은 그 이유와 변경된 일정을 상대측에 즉시 통보
하고 합의에 따라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선전수단 제거 검증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문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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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쌍방간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협의, 조정한다. 

  ⑧ 쌍방은 매 단계별로 선전수단 제거완료 1일전 실무
대표회담을 열고 그 결과를 최종 확인한 후 다음 
단계 제거작업을 시작한다.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3~5명의 검증단을 구성하여 약속된 시간에 군사
분계선상에서 서로 만나 상대측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다.

  ⑨ 쌍방은 매 단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다.

3. 수정·보충 및 발효
  ① 본 합의서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간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필요시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다.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4년 6월 12일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남 측  수 석 대 표준 장  박  정  화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북   측    단   장소  장  안  익  산

※ 제21차 남북군사실무회담(’04.6.10~12, 개성)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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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NO 신  호   내  용 신호
방법

기류 및 발광 표시
기류(깃발) 발광(불빛)

1 아측은 변침, 
남하(복귀) 중이다. 2 ․․  

2 아측은 변침, 
북상(복귀) 중이다. 3 ․․․ 

3 아측은 적대행위 
의도는 없다. 4 ․․․․

4 항로미실된 선박을 확인
(구조)하기 위하여 간다. 5 ․․․․․

5 조난된 선박을 확인(구조)
하기 위하여 간다. 6  ․․․․

6 함정의 기관이 비정상이다. 7   ․․․

7 함정의 조종성능이 
나쁘다. 8    ․․

8 아측은 너의 신호를 
이해, 수신하였다. 9     ․

9 귀측의 신호를 수신했으나,
이해하지 못하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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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정보교환 통지문

통        지        문           No.

① 일시:           년      월      일        시      분

② 발신:

③ 수신:

④ 불법조업어선 자료

   ○ 조업시간:

   ○ 위    치:

   ○ 척    수:

송신 담당자   (계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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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시험통신계획

1. 대 상
  1) No.1 대상 : 연평도 1구역 함정 ↔ 육도 함정
  2) No.2 대상 : 연평도 2구역 함정 ↔ 등산곶 함정
  3) No.3 대상 : 대청도 3구역 함정 ↔ 기린도 함정
  4) No.4 대상 : 대청도 4구역 함정 ↔ 월래도 함정
  5) No.5 대상 : 백령도 서남 5구역 함정 ↔ 장산곶 함정
2. 일 자 : 2004년 6월 14일(월)

3. 시 간
  1) 현재위치에서 통신시험
    ① No.1 대상 : 09:00 ~ 09:15
    ② No.2 대상 : 09:30 ~ 09:45
    ③ No.3 대상 : 10:00 ~ 10:15
    ④ No.4 대상 : 10:30 ~ 10:45
    ⑤ No.5 대상 : 11:00 ~ 11:15
  2) 기동하면서 통신
    ① No.1 대상 : 09:15 ~
    ② No.3 대상 : 10:15 ~ 
4. 주파수
  국제상선공통망 주주파수 제16번 채널 (156.8Mhz),

보조주파수 제12번 채널 (156.6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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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출부호
   1) No.1 대상 : 남 (한라산-1) ↔  북 (백두산-1)
   2) No.2 대상 : 남 (한라산-2) ↔  북 (백두산-2)
   3) No.3 대상 : 남 (한라산-3) ↔  북 (백두산-3)
   4) No.4 대상 : 남 (한라산-4) ↔  북 (백두산-4)
   5) No.5 대상 : 남 (한라산-5) ↔  북 (백두산-5)
6. 통신방법
  1) 현재위치에서 통신시험
   ① 국제상선공통망의 주주파수에서 먼저 교신하고, 

신호에 따라 보조주파수로 전환하여 교신한 후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통신시험을 완료한다.

   ≪예≫
    남 → 백두산 - 1, 백두산 - 1, 여기는 한라산 - 1 감명도?
    북 → 한라산 - 1, 한라산 - 1, 여기는 백두산 - 1 감명도 좋음
    남 → 채널 12번 전환
    북 → 수신완료

   ② 신호 호출순서
 - 주주파수에서 - 보조주파수에서
  ․ No.1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No.1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 No.2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No.2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 No.3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No.3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 No.4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No.4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 No.5 구역 : 북측이 먼저 호출 No.5 구역 : 남측이 먼저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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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동하면서 통신
쌍방 함정들은 현 경비위치에서 교신설정을 끝낸 후 

상대측 함정 방향으로 5노트의 속도로 기동하며 기류 
및 발광시험을 한 다음 즉시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① 제1구역에서의 시험은 09시 15분부터 남측이 먼저 

호출하면 북측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② 제3구역에서의 시험은 10시 15분부터 북측이 먼저 

호출하면 남측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③ 함정들은 국제상선공통망을 지속 유지하며 어느 

일방 함정이 기류를 게양하고 발광신호를 보내면 
상대측 함정은 응답신호를 하고 통신기로 식별
상태를 통보한다.

   ④ 쌍방 함정들은 시험도중 어느 일방이 시험중지를 
요구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7. 유선 통신을 이용한 정보교환 시험계획
  1) 일시 : 2004년 6월 14일 09시
  2) 내용

합의된 정보교환양식에 기초하여 제3국어선들의 
조업시간, 위치, 척수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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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다음과 같이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1. 쌍방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에서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에 개방
한다. 

2. 쌍방은 철도화물 수송을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상대
측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인원 명단과 열차 현황, 
적재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
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기관차 앞면 오른쪽 
상단에 50×40 cm 크기의 주황색 깃발을 부착한다.

4.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최저 시속 20km/h
로, 최고 시속 6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
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의 출입 및 
세관심사 등을 받는다.



346

4.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은 세관심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지원 문제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열차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
을 금지하며 상대측의 통제품 및 금지품 등의 반출
입금지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쌍방은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인원, 장비가 군사분계선 100m이내로 접근
하는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 열차운행시 사고를 비롯
하여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측에 
신속히 통보하며, 상대측 구호(작업) 차량 및 인원의 
긴급통행을 허용하는 등 정상회복에 협력하도록 한다.

8. 본 합의서는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 교환한 후 2007년 
12월 11일 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 할 수 있으
며 동,서해지구 기본도로, 철도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 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7년 12월 6일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김  장  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07.12.5, 판문점)에서 합의, 12.6 문서

교환방식으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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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수석대북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 특사단은 1박2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
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이러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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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
하였습니다.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
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안들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18.3.5-6, 평양) 후 정의용 수석대북

특사(국가안보실장) 발표(’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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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
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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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
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특사단 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6일
※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18.9.5, 평양) 후 정의용 수석대북특사

(국가안보실장) 발표(’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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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

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
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
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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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
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
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야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
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
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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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
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격식 
없이 개최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해까지 오랜 세월 우리는 늘 불안했습

니다.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

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

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었고, 긴장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
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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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스스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 시작은 과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의 정상이 보일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힘
들어지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제게 부여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2018년 5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 ｢2018 남북정상회담｣(제2차, ’18.5.26, 판문점) 이후 발표(’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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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력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
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
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안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
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
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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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물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
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
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쎈토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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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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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the 
first in history—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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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
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
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
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
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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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
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
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
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
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
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
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
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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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
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
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
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
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
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
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
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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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
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
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
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
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
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
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
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
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
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
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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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내로부터 이를 제거한
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
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
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
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
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
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
(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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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
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
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
서만 한국으로 들 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
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
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
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
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



367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
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
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
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
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
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
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
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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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
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
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
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
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
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
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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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

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
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
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
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
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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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
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
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
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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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
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
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
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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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
하며 지휘한다.

  ㅈ.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
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
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
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
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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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
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
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
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

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
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
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
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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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
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
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
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
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
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
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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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
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

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
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
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
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
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
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
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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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
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
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
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
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
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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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
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
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
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
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
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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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홍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

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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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

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
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
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
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
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
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
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
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
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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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
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
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
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
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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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
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
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
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
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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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
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
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
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
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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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

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
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
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
한다.

   (1)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
한다.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
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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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
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
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
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
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
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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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 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
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
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386

기타 참고자료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
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
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
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
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
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
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
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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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
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
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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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
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
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
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
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
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

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
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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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

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
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 제 연 합 군총 사 령 관 조 선 인 민 군최 고 사 령 관 중국인민지원군사 령 관
미  육 군 대 장마크 W. 클라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 국 원 수김  일  성 팽  덕  희

< 참석자 >
국 제 연 합 군 대 표 미 육 군 중 장윌 리 암  K . 해 리 슨

조 선 인 민 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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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11월 17일
마 이 클  엠 .  던  소 장국 제 연 합 군 측  대 표 박 림 수  대 좌조 선 인 민 군 측  대 표

※ 유엔사-북한군 간의 제12차 장성급회담(’00.11.17,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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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저진-온정리간 철도와 
송현리-고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9월 12일
제 스  엔 .  솔 리 건  소 장국 제 연 합 군 측  대 표 리 찬 복  상 장조 선 인 민 군 측  대 표

※ 유엔사-북한군 간의  제14차 장성급회담(’02.9.12, 판문점)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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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관련 
｢4자회담 의장성명｣

1997년 12일 9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4자평화회담 대표들은 한반도에서 항구
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협상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시
하였다.

금번 회담은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었으며 4자회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의장국에 의한 추첨결과 차기 회의 의장국을 중화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합중국 순서로 한다.

2. 차기 본회담은 3월 16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3. 1차 4자회담 의장국은 2차 4자회담 이전에 이 회담 

준비를 위해 2월 중순 북경에서 특별소위원회를 
소집한다.

4. 특별소위원회에서는 2차 4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
들을 검토하여 이를 본회담에서 심의하도록 건의한다.

4자 대표단은 모두 금번 회의를 위한 스위스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다.

199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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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4자회담 제3차 본회담이 1998년 10월 21～24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미합중국 4자 대표단은 진지한 
자세로 유용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다.

금번 회담에서 4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각각 논의하는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4자는 분과위 작업에 지침이 될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도 채택하였다.

제4차 본회담은 1999년 1월 18～22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차기 본회담의 조직관련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차석대표급 준비회의가 본회담 개최 하루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본회담의 의장국은 직전 본회담의 종료시점부터 본
회담 준비를 맡으며, 동 본회담 이전 개최되는 준비
회의의 의장직을 수임한다.

4자 대표단은 금번 회담을 지원해준 스위스 정부측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1998년 10월 24일

※ 첨부 : 분과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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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Press Announcement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Four Party Talks was 
held in Geneva from October 21 to 24, 1998. Delegations 
of the four parties, the DPRK, PRC, ROK, and U.S., had 
useful and constructive discussions which were conducted 
in a business-like manner.

In this session, the four parties agreed to establish two 
subcommittees to discuss respectively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ension 
reduction there. Further, they adopted a “Memorandum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s” 
to guide the work of the subcommittees.

The fourth plenary meeting will be held in Geneva 
{from January 18 to 22, 1999} A preparatory meeting at 
deputy head level will be convened to discuss arrangements 
for organizing the work of the next plenary session in 
Geneva a day before the plenary meeting.

The Chair state will prepare for the plenary session 
from the closing of the previous plenary session and will 
assume chairmanship for the preparatory meeting before 
the plenary session.

The four delegations expressed their deep appreciation 
to the Swiss government for its support for this meeting.

October 24, 1998, Geneva

Attached : Memorandum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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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

1. 4자는 1998년 10월 21～24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4자
회담 제3차 본회담에서 2개 분과위를 설립하는데 합의
했다. 분과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완화문제를 각각 논의한다.

2. 각 분과위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본회담 대표 중에서 
1인이 맡는다. 각 대표단원의 숫자는 각 측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각 대표단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 회의에 
전문가들을 동반할 수 있다.

3. 분과위는 제4차 본회담시부터 실질적인 작업을 개시
하며, 그 이후부터 매 본회담시 마다 개최된다. 분과위는 
각 본회담 종료이전 자신들의 작업결과를 본회담에 
보고한다.

4. 본회담 의장국은 분과위 의장직도 수임한다.

※ 4자회담 제3차 본회담(’98.10.21~24,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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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um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s

1. The four parties agreed to establish two subcommittees 
during the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Four Party talks 
held in Geneva from October 21 to 24, 1998. The 
subcommittees will discuss respectively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ension 
reduction there.

2. Each subcommittee delegation will be headed by one 
of the plenary delegation members.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each delegation will be determined at 
the discretion of each party. Experts may accompany 
delegations to subcommittee meetings as necessary.

3. The subcommittees will commence substantive work 
beginning with the fourth plenary and will be convened 
during each plenary session thereafter. The subcommittees 
will report their work to the plenary before the end of 
each round.

4. The Chair state of the plenary session will also assume 
chairmanship for the subcommittee meetings.



정치･군사분야 
남북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회담1과),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 02-2076-1059)

인쇄처 : 웃고문화사
발행일 : 2019년 4월




	목차
	Ⅰ. 주요 합의서
	1. 7.4 남북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

	2.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3.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4.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5. 6.4 합의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Ⅱ. 정치분야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1.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북합의서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2. 남북총리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3. 특사 방문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임동원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4.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장관급회담 대표접촉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5. 남북고위급회담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보도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발표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대표접촉에 관한 공동발표문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10년대>
	남북 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
	남북 고위당국자접촉 공동보도문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6. 남북차관급회담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서
	남북차관급회담 공동보도문

	7. 남북조절위원회
	7.4 남북공동성명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의 가설 및 운용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발표문

	8. 남북공동행사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합의서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당국대표단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Ⅲ. 군사분야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
	1.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 남북국방장관회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 회담 공동보도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4. 남북군사실무회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 기타 참고자료
	1.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언론발표
	정의용 수석대북특사 방북 결과 언론발표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언론발표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5.26) 결과 발표문

	3.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4. 군사정전협정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5. 4자회담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관련 「4자회담 의장성명」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공동 언론발표문
	Joint Press Announcement
	4자회담 분과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서
	Memorandum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ubcommitt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