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3년	12월	19일,	09:00~17:30

장소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별관	지하2층)

주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희망의 DMZ 
세계평화공원

신뢰와 평화





1





3





5

목 차

[축    사] ······················································································· 7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1회의] 세계 평화공원의 교훈과 동아시아의 신뢰와 협력

1. 세계의 평화공원 사례와 한반도 DMZ에 주는 

시사점 ···································································· 15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 독일 통일 전후 그뤼네스 반트 경험과 교훈 ········ 35

   고상두 연세대학교 교수

3.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DMZ 세계평화공원 ············ 53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회의] 평화와 공존의 DMZ

1. 접경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95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DMZ 세계평화공원 ········ 115

   김재한 한림대학교 교수

3.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DMZ 세계평화공원 ·········· 143

   심숙경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제3회의] 화해와 희망, DMZ 세계평화공원

Round Table ···························································· 181

[참가자 약력 사항] ······································································ 214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축 사





9

축사

축사

현경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요즘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부 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북

한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더할까 걱정이며, 우리의 안보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우리

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만반의 준비와 아울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통일연구원이 “신뢰와 평화, 희망의 DMZ 세계평

화공원”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의의를 고양시

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무장지대는 표현과 달리 남북한의 중무

장 병력이 대치하는 분단체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DMZ는 60

년 이상 남북한을 모든 면에서 단절시키는 민족의 분단선으로 우리에게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분단 60년 동안 DMZ는 천혜의 자

연상태를 유지하며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DMZ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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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신뢰와 협력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할 때이며, DMZ 세계평화

공원은 동북아의 평화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

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비무장 지대

에 평화의 숨결을 불어 넣어 통일로 가는 마중물로 만들자는 정신을 담

고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주요 키워

드는 바로 평화와 세계라는 두 단어입니다. 분단과 갈등을 대표하는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시켜 남북한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궁극

적으로 통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DMZ 세계평화공원의 기본 정신과 

구상을 한국적 평화문화로 발전시켜 아시아 패러독스에 직면한 동북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현하는 실천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DMZ 세계평화공

원 구상의 실현을 통해 남북한 간의 신뢰와 아울러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탐색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단순한 공원조성의 의미를 넘어 평화와 화

합의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모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적 성원과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시 이 같은 정신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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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추진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

빈 여러분의 지지와 아울러 국민적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학술회의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추진에 있어서 건설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의

세계 평화공원의 교훈과 동아시아의 신뢰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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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평화공원 사례와 한반도 DMZ에 주는 시사점

박은진(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세계에 분단 또는 대립이 있는 접경지역에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 문화 등 비정치

적 분야의 협력이 만들어진 사례가 다수 있다. 평화공원으로 공간적인 

상징화를 하든, 공간적 범위에 얽매이지 않고 교류협력을 하든 첨예한 

갈등 대립의 현장인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 대립 국가 간의 관

계를 발전시키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대립과 갈등이 있는 접경지역에 만들어진 다양한 유형의 평화공원 사

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한반도 DMZ의 상황과 어떠한 점에서 유사

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DMZ에 적용할 수 있는 평화공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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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화공원의 개념과 유형

1. 평화기념공원(Peace Memorial Park)

세계적으로 평화공원은 두 가지 의미로 인식된다. 그 중 하나는 평화

기념공원인데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나 나가사키 평화공원의 예처럼 전쟁

과 대립갈등이 종료된 상태에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며 평화

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설립된다. 대개 규모나 시설 면에서 도시 근린

공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있는 지역에 평

화를 상징하는 건축물과 조형물, 희생자 기념물, 관련 기록 전시관 등을 

포함한다. 

평화기념공원은 일반적으로 갈등대립의 해소 결과를 상징화하기 때문

에 계속 지속되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추동하는 메커니즘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즉, 과거지향적 반성과 기억

으로부터 평화를 창출하나 미래 발전을 위한 동력을 생산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DMZ의 경우는 그 자체가 일종의 전쟁의 아픔을 나타내는 기

념물로서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DMZ에 평화기념공원을 조성할 

경우 최대한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DMZ의 생태환경이 역설적 평화의 상징이라

는 점을 강조하고 DMZ의 생태환경 보전 협력을 연계함으로써 미래발전

의 동력 생산이나 협력 추동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평화기념공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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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나가사키 평화공원 히로시마 평화공원

나가사키 평화공원의 평화기념상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위치하고 

면적 약 18.6ha의 평화기념공원(Peace 

Memorial Park).

나가사키는 1945년 세계 2차 대전 중 원

자폭탄이 투하되었던 지역으로 폭탄 투하

지 중심지에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공원을 

설립. 1949년에 원폭자료관을 조성하고 

같은 해 8월 9일 나가사키 시장이 <평화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1950년 ‘국제평화

공원’을 조성. 원폭이 투하되었던 8월 9일

에는 매년 평화기념상 앞 식전광장에서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 식전을 개최.

가장 상징적 조형물은 10m 높이의 평화

기념상으로 오른손은 원폭의 위협을 가리

키고, 왼손은 영속적인 평화를 상징하며, 

감은 눈은 원폭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

하는 것을 의미.

히로시마 평화공원 원폭 돔

히로시마는 원폭으로 피해를 받은 세계 

첫 번째 도시로 직간접적인 희생자가 14

만 명에 이름.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시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에 위치하는데 원폭

으로 만들어진 폐허 공터에 희생자를 추

모하고 대량살상무기 원폭의 끔찍함을 

기억하면서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설립. 현재 많은 기념물과 박물관, 강의

실 등이 있어 매년 백만 명 정도의 관광

객이 방문하며, 히로시마 시의 지원을 받

아 매년 8월 6일에 평화기념식이 개최되

고 있음.

공원 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 원폭 돔을 비롯하여 평화박물관, 원폭 

사망자 위령비, 평화의 종, 원폭 어린이

상, 국제컨퍼런스센터 등이 있음.

자료: 박은진, “DMZ 세계평화공원과 접경지역의 미래,” �이슈&진단�, 104호 (경기개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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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보호지역 평화공원(Transboundary Protected Area Peace 

Park)

또 다른 유형의 평화공원은 평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드는 접경보

호지역으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평화공원은 이 의미로 더 많이 해석된

다. 이 유형의 평화공원은 초기에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시작되었으며, 

점차 접경 또는 지역의 갈등해소 수단으로서 생태관광과 지속가능발전

을 촉진하는 평화공원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평화공원의 첫 사례는 1932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 접경에 만들

어진 워터톤-글래이셔 세계평화공원이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두 국가의 우호적 관계를 상징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비슷한 목적으로 노스다코타와 마니토바 사이에도 평화공

원이 설립되었다.

1997년 남아프리카의 국제야생동물기금(WWF)의 도움으로 평화공원

재단이 설립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사이의 접경 

평화공원이 만들어져 이 지역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관광을 활성

화시키는 협력을 통해 지역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평화공원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도 평화공원이 접경지역의 갈등

과 대립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평화공원을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 및 연

계된 문화자원을 보호‧유지하면서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접경보호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7년 IUCN의 조사에 따르면, 

227개소 약 463만km² 면적의 평화공원이 세계 곳곳에 분포해 있고, 크

게 5가지로 평화공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표 Ⅱ>). 서로 연접하는 

보호지역을 하나로 묶어 평화공원으로 만드는 것 외에도 양국에서 떨어

져 있는 보호지역을 자매공원 개념의 평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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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IUCN의 접경보호지역 평화공원 유형분류와 DMZ적용 가능성

유 형 1) DMZ 적용 가능성

1

∙2개 이상의 보호지역이 접경

에 걸쳐 있는 경우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등 다

수 사례

∙DMZ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남

북이 각각 보호지역을 만들고 

하나의 평화공원으로 지정

2

∙접경 보호지역들 사이에 보

호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모

두 포함하여 하나의 평화공

원 형성

∙남북 각 접경지역에 있는 보호

지역을 연결

∙기존에 IUCN 등이 제안했던 

“설악산-금강산 한반도평화공

원”이 여기에 해당

3

∙보호지역들 사이에 낀 지역

은 제외하고 떨어져있는 보

호지역만 포함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지만 

생태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 관리

∙DMZ를 제외한 남북 각각의 접

경지역에 지질공원, 생물권 보전

지역 등을 지정하고 Twin Parks, 

Friendship Parks 등 개념으로 

협력

∙초기 과도기적 단계로 시도 가능

4

∙한쪽에서 보호지역을 먼저 

시작하고 아직 공식적인 동

의는 없지만 반대쪽 국가까

지 보호지역을 확장할 것으

로 기대하는 경우

∙2012년 환경부가 유네스코에 제

출했던 DMZ 생물권 보전지역

이 이 접근에 해당

∙초기 과도기적 단계로 시도 가능

5

∙한쪽은 보호지역이고 다른 

쪽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상대 국가를 고려, 유사한 토

지이용관리를 할 경우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심으

로 발전 가능

자료: 박은진, “DMZ 세계평화공원과 접경지역의 미래,” �이슈&진단�, 104호.

1) IUCN 세계접경보전네트워크 홈페이지 <www.tbpa.net>; Ali H. Saleem, Peace 

Parks: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7) 참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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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의 평화공원 사례

1. 통일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냉전 시대의 상징이기도 한 ‘베를린 장벽’으로 대표되는 동·서독의 국

경 지역은 DMZ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

례이다. 동·서독 국경의 ‘철의 장막’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동독 주민의 

탈출을 막기 위해 건설되어 30여 년 동안 삼엄한 무장과 감시가 이루어

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동이 철저하게 차단된 우리의 DMZ와는 달리 

동·서독의 국경은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4개를 포함한 10개

의 도로와 9개 철로 등이 연결되어 있었고, 정치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민들 간의 방문이나 서신 교환, 방송 시청도 

가능한 교류와 접촉의 장소였다.

동·서독 간에 본격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동서

독 관계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1973년 동·서독의 중앙 정부와 서독의 접

경 4개주 대표로 구성된 ‘접경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인데, 동독에서 

서독으로 흘러드는 하천의 오염 관리를 위해 시작되어 수자원 관리, 에

너지, 자연재해방지 등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통일 전에는 주로 경

제 수준이 높은 서독이 비용을 부담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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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후 초기에는 펜스도 없이 통행

이 자유로웠으나 양국 간 정치 상황이 악

화되면서 국경 통행이 어려워지고 경계가 

더 삼엄 

∙국경 경비를 위해 12,000명 이상의 접경지

역 주민들이 집과 토지를 헐값에 또는 무

상으로 몰수당하고 강제 이주 

∙동독정부는 급증하는 동독주민의 서독행

을 막고자 1961년 1,393km에 이르는 전 

국경에 지뢰, 자동소총, 철책선, 감시탑, 

참호 등을 설치하고 병력 배치

∙베를린장벽과 국경은 “죽음의 지대”로 불

렸고 500여명이 목숨을 잃음.

연도 동서독 국경 특성 주요 정치적 사건

1945～

1952

∙개방된 분계선에서 국경선으로

∙국경 통행 장애물 없음

∙소연방이 서베를린 봉쇄 (1948.6.～1949.5.)

∙독일연방공화국(서독)(1949.5.)과 독일민주공화국

(동독)(1949.10.) 설립 

1952～ 

1961

∙국경 바리케이드 설치 시작

∙국경 자유통행 불가

∙서독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1955), 동독

의 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1956)

1961～ 

1970
∙국경 경비 및 무장 강화 ∙베를린 장벽 건설 시작 (1961.8.13.)

1970～ 

1989
∙국경 시설물 설치 계속

∙서독 브란트 정부의 신동방정책 이후 ‘동서독 관계 

기본조약’ 체결 (1972) 

1989～ 

1990

∙동서독 국경 소멸

∙국경 시설물 해체 시작

∙베를린 장벽 무너짐 (1989.11.9.)

∙독일 통일 (1990.10.3.)

 

<표 Ⅲ> 동·서독 정치상황과 접경지역의 특성

자료: 박은진 외,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이슈&진단�, 44호 

(경기개발연구원, 2012).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서독의 국경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통일 전에는 동·서독 간의 단절의 공간이자 교류의 장으로서 기

능하던 국경은 통일 후 생태·역사 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탈바꿈하였다. 

국경 지역은 분단된 30년 동안 인간 이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수한 

생태계 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

의 지원을 받은 민간환경단체 분트(BUND)의 주도 아래 ‘그뤼네스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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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1,393km; 폭- 50～200m; 면적- 17,656ha; 인접 보호지역 

면적- 223,211ha; 행정구역- 9개 주정부, 38개 군, 2개 광역시

∙그뤼네스반트 자체는 좁은 띠 형태이지만 Elbe 강 생물권 보전

지역, Harz 국립공원,  Rhön 생물권 보전지역 등 150여개 보호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가적 생태 네트워크(일명 ‘진주목걸

이’)이며, 600종 이상의 국가 위기‧희귀종들이 서식

∙과거 분단의 아픈 흔적을 지우기 위해 대부분의 군사시설물들이 통일 직후 철거

되었으나 일부 남아 있는 정찰로, 감시탑 등 역사 유물들을 교육 및 관광 자원으

로 활용 (예: Mödlareuth 박물관, Point Alpha 기념관) 

∙독일 그뤼네스반트를 모태로 하여 2003년 옛 ‘철의장막’ 8,500km를 따라 ‘유럽 

그린벨트’가 설립됨. 독일 연방환경부, 관련 연방주, 민간단체들이 유럽 그린벨트 

협력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Grünes Band)’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뤼네스반트는 Elbe 강 생물권 보

전지역, Harz 국립공원, Rhön 생물권 보전지역 등 150여개 보호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국가적 생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는 

600종 이상의 국가 위기·희귀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또한 독일의 그뤼네스반트를 시작으로 유럽 내 옛 ‘철의 장막’을 따

라 유럽 그린벨트가 설립되면서 전 유럽을 생태적으로 연계하는 생명의 

녹색 띠로서 분단과 냉전의 역사를 딛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협력하

는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접경지역 내에 남아 있는 정찰로, 감시탑 등 분단 시대의 군사시

설물들을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생태 관광과 역사관광, 문화

관광이 결합된 다양한 관광상품들이 개발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뤼네스반트는 슬로건으로 ‘자연, 문화, 역사’를 내세

우면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하였

으며, 역사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자전

거 코스 등을 개발하여 유럽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표 Ⅳ> ‘살아있는 역사기념물’ 그뤼네스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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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그린벨트>
1)

 

<그뤼네스반트>
2)

 

<생태역사 교육과 관광>
3)

 

자료: 1) European Greenbelt <www.europeangreenbelt.org>.

2) 분트 <www.bund.net>.

3) Point Alpha Stiftung <www.pointalpha.com>.

2. 에콰도르-페루 접경의 콘도르 산맥 평화공원

에콰도로와 페루는 19세기 스페인에서 독립을 쟁취하면서부터 서부 

아마존 지역의 국경선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충돌하였다. 독립 당시의 

불분명한 국경선으로 인해 아마존강으로 이어지는 핵심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두 국가의 분쟁은 1828년부터 시작하여 1998년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마무리 될 때까지 대립과 전쟁을 반복하며 지속되었다. 에콰도르가 

불리한 국경선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페루 아마존 강 및 북쪽 지류의 항

해권과 군사기지가 있던 페루 국경안쪽 1km²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두 국가의 국경 분쟁에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 콘도르 산맥(Cordillera del Cóndor)의 접경평화공원이다. 

콘도르 산맥은 3m가 넘는 날개를 가진 안데스콘도르를 비롯한 멸종위

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에콰도르와 페루 두 국가는 국제열대목재기

구(ITTO)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1999년 에콰도르 지역에 엘콘도

르 국립공원을, 페루 지역에 산티아고-코마이나 보존지역 등을 포함하

는 총 16,425.7km²의 접경평화공원을 설립하였다. 

콘도르 산맥의 접경평화공원은 분쟁해결과 평화·화해의 직접적 상징

이 된 드문 사례로서 자원이용 공동관리와 자유통행을 보장하면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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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공동 자원이용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는 대립 분쟁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와 협

력의 실질적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제적 인센티브와 평

화 보전 협력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지역의 환경단체가 협력 연대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공원 설립과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림 Ⅰ>

<에콰도르-페루 접경의 콘도르산맥>
1)

<콘도르산맥 전경>
2)

<안데스콘도르>
3)

자료: 1) 박은진 외(2012),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이슈&진단�.

2) Missouri Botanical Garden <www.mobot.org>.

3) 위키피디아 <en.wikipedia.org>.

3. 핀란드-러시아의 쌍둥이 공원(Twin Parks)과 우정공원(Friendship 

Park)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후 1939년 소련의 침공을 받았

고, 1944년 정전협정을 맺는 등 역사적으로 강대국 러시아와 적대적이면

서도 강하게 대립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1,250km에 달하는 핀란

드와 러시아 접경지역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철의 장막’으로 불리지는 않았으나 통행은 엄격히 통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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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핀란드-러시아 접경의 

협력공원

자료: 박은진 외,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

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이

슈&진단�.

다. 현재는 EU 경계로서 국경검문소

를 통해서 왕래가 이루어지지만 그 외 

지역은 철책으로 구분되어 여전히 엄

격하게 통제되고 있다.2) 

러시아 쪽의 접경지역은 특히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고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타이가 천연림과 호

수가 분포하는 지역이다. 1990년대 러

시아가 임업생산에 주력, 접경의 타이

가 천연림도 벌목과 훼손 위협에 놓이

면서 국제사회의 보전노력과 과학적 

연구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접

경을 따라 핀란드에 14개, 러시아에 6

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

별히 3개 지역에 우정공원과 쌍둥이

공원을 설립하여 양국이 협력하고 있

다. EU의 지원을 받아 양국에 각각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연간계획을 수

립하여 상호 연구협력과 교류 워크숍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또

한, 독일에서 시작된 유럽 그린벨트를 핀란드-러시아 접경의 보호지역

에도 연결 확대함으로써 유럽차원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사례는 DMZ에 인접한 남북한의 보호지역을 우정공원으로 지정하고 

과학적 연구 중심의 협력토대를 쌓는 것도 유효한 방안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설악산-금강산, 구월산 생물권 보전지역-광릉숲 생물권 보전

지역, 한강하구-예성강하구 등을 각각 협력 우정공원으로 제안 가능하다.

2) 허가 없이 방문할 수 없는 공식적인 접경지역 범위는 핀란드 쪽 0.5～2.0km, 러

시아 쪽 20km 폭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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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의 동카르파티아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동유럽에 위치한 카르파티아 산맥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차례의 국경선 변경과 전투로 인해 

인접한 주민 간에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지역이다. 이 중에서 폴

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우크라이

나와의 국경에는 펜스를 설치하고 국경수비군이 주둔하는 등 긴장관계

가 지속되었다. 이 지역은 과거에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었는데 2차 

대전 기간 동안 군사활동으로 버려지면서 뛰어난 자연생태계 지역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DMZ 일원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

다. 지역 내에는 세계자연유산인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밤나무숲 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갈색곰, 늑대, 스라소니, 야생마 등이 서식하는 산악 생

태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생태자원을 바탕으

로 임업 활동을 통해 지역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폴란드 지역은 

생태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주민 소득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1992년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간에 설립된 생물권 보전지역을 시작으

로 1993년에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생물권 보전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

고, 1998년에는 3국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통합되었다. 지구환경기금

(GEF)을 비롯한 국제 기관의 재원 60만 달러를 비롯한 여타 기관들의 

보조금 등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되는 동카르파티아 생물다양성보전 재

단(ECBC)’은 동카르파티아 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

한 사업을 지원하는 3국 파트너 간의 협의체로 기능하면서 세 국가 간의 

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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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동 카르파티아 생물권 보전지역의 역사적‧지리적 배경

∙폴란드-슬로바키아 관계는 항상 우호적.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회원

국, 2007년 쉥겐구역이 된 반면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국경펜스, 국경수비군 존재.

∙과거 인구밀도가 높은 거주지였으나 2차 대전 동안 군사활동으로 버려지면서 뛰

어난 자연생태계로 변화. 

∙고도 210～1,346m이며 산림이 우거진 산악지역으로 원시 너도밤나무숲과 함께, 

갈색곰, 늑대, 스라소니, 유럽들소, 야생마 등이 서식. 카르파티아 원시 너도밤나

무숲 세계유산지역(2006년) 일부가 위치.  

∙2,132km²에 3개국의 6개 보호지역(폴란드 53.4%, 슬로바키아 19.15%, 우크라이

나 27.5%)이 있으며 각 보호지역 행정기관이 협력의 주체로 역할. 

∙주요 지역경제활동은 임업이고, 폴란드 쪽 지역의 주요 수입원은 관광. 

자료: 위키피디아 <en.wikipedia.org>.

자료: M. Vasilijevi , T. Pezold, Crossing Borders 

for Nature: European examples of trans- 

boundary conservation (Serbia: IUCN, 2011).

Ⅳ. 평화공원 사례의 시사점과 DMZ에의 적용 방향

1. 평화공원 사례의 시사점 

평화기념공원과 다양한 유형의 접경보호지역 평화공원 사례는 한반도 

DMZ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우선, 평화

기념공원의 경우 DMZ 자체가 전쟁의 기억 장소이자 아픔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규모가 크든 작든 갈등 해소의 상징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다

만, 이것은 과정보다는 갈등 해소의 결과를 의미하여 그 자체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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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동력을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다른 협력 메커니즘

을 준비해야만 의미가 있다.  

독일의 사례는 한반도 통일 이후 DMZ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준비하는 데 시사점을 가진다. 하지만, 극한의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DMZ에 협력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를 독

일의 그뤼네스반트에서 찾아볼 수는 없다. 다만, 정부의 관심대상 밖이

었던 그뤼네스반트가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통일 직후 보전

되고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미리 지역과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거

버넌스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의 접경평화공원의 경우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평화공원 조성이 갈등해소의 직접적 메커니즘이 된 드문 

사례로서 다른 어떤 경우보다 DMZ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참여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만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만들어진 쌍둥이공원, 우정공원 등은 물리적

인 상징공간을 조성하기 전 단계에 실질적인 상호 협력과 신뢰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유효함을 시사한다. 정치적 대립이 강한 상태에서 

DMZ에 바로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어려울 경우, 설악산-금강산, 백두산

-한라산, 남북 생물권 보전지역 등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을 먼저 추진하는 유연한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9개소가 있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선

정하고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

가 있으며, 기존에 가장 오랫동안 DMZ에 적용이 검토되어왔고 실제 지

난 정부에서 남한 지역에 대한 우선 추진도 시도되었다. 하지만, DMZ의 

경우 다른 어떤 곳보다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인 만큼 우선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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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는 것보다 민통선 지역과 접경지역 중심으로 부분적인 추진을 

하여 확대해나가면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해가는 접근법이 타당하다.

2.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의 적용 방향

세계적으로 많은 유사 사례들이 있지만 한반도 DMZ가 가지는 특수성

으로 인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평화기념

공원과 접경보호지역 평화공원이 적용될 수 있는 분쟁갈등의 상태나 목

적, 위치, 규모 등은 다음의 표와 같이 비교될 수 있다. DMZ의 경우 매

우 극한의 정치적 대립상황에 놓여있고, 분단된 국가 내에 영구적인 국

경선이 아니라 잠정적인 군사완충지대라는 점에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

를 선택하여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두 가지 유형을 

DMZ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는

데 하나의 완결된 형태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접근 속에서 두 가지 유형

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Ⅵ> 평화기념공원과 접경보호지역 평화공원의 비교와 DMZ 적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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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DMZ의 상황은 평화공원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접경지

역의 상황과는 다르다. DMZ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국가 간의 접

경이 아니라 통일을 꿈꾸는 분단된 국가 내의 잠정적인 군사완충지대이

며 따라서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다. 또한, 흔히 접경지역의 갈등 원인은 

자원이나 영토선 분쟁으로서 문제의 직접적 실마리가 그 공간 내에 존재

하지만, DMZ는 정치적 이념과 체제의 대립 결과로서 문제의 직접적 해

결책이 그 공간 외부에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곳보다 극한의 정치

적 대립이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평화공원 사례와 이론을 소개한 

Saleem Ali3)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평화공원은 대립갈등이 크지 않은 곳

에서 만들어졌고, 평화공원과 같은 환경협력은 최소 수준의 갈등 완화가 

먼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평화공원은 대립갈등이 큰 상

황에서도 대화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

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교착상태에서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밝히

고 있다.

한반도 DMZ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과 평화공원 사례들을 고려할 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기존의 다른 평화공원 사례와 다른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극한의 정치적 대립갈등 상황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정

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대립갈등 상황을 완화하는 단계가 선결과정

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평화공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벗어나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최소 수준의 긴장 완화를 유도하여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이 

때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한

3) Ali H. Saleem, Peace Parks: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7).



33

세계의 평화공원 사례와 한반도 DMZ에 주는 시사점

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에 반응,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에 

대한 국내외적 인지와 남북한 합의 과정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의지와 구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상호 군사적 부담이 작은 범위 내에서 파일럿 프로젝

트 형식의 평화공원을 실제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DMZ 세계평화공원과 같은 DMZ의 위상 변화에 합의하기까지는, 그것

이 아무리 작은 공간일지라도 상당한 수준의 상호 신뢰와 관계발전을 선

결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이 단계에 이르면 평화공원 자체가 동력이 되어 

급속히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평화공원 파일럿 프로젝트

는 비가역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협력과 정치군사적 신뢰

형성에 초점을 두면서 외부로 드러나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상징성과 

명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관계발전에 따른 한반도의 지

속가능한 평화 정착과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의 확대·발전 단계이다. 

보다 많은 협력공간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접경보호지역 평화공원으

로 발전하는 단계로 이것은 DMZ의 위상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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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전후 그뤼네스 반트 경험과 교훈

고상두(연세대학교 교수)

Ⅰ. 서론

환경은 평화의 위해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평화를 촉진하는 요

인이 될 수도 있다. 환경과 안보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가 과거에는 환

경을 안보갈등의 원인으로 간주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안보갈등을 완화시

키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환경협력이 무엇보다도 신뢰구축 효과를 

발휘하면서 평화건설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의 해결이 평화

협력의 촉진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1)

적대적 국가 간의 환경협력은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환경

적 관점에서 관련 국가 내에 높은 환경의식이 있어야 한다. 강력한 환경

보호지지 세력이 부재한 경우에 의미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담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환경단체와 정당, 환경부처 등이 생겨나

야 한다. 둘째, 정치적 관점에서 협력 상대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극복할 

1) Richard Margerum and Bruce Hooper,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Improving Implementation through Leverage Point Mapping,”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Vol. 14, No. 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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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 간에 합의된 협력의 약속이 그 

이후의 정치적 갈등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기능주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능주의란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 평화와 통합이라는 정치적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접근법

이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발생한 파급효과는 쉽게 사라질 수 있다. 환경

협력의 기능적 파급효과를 추구한 정책사례로서 접경지역의 평화공원 

조성이 대표적이다.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 에브로스(Evros) 강 양안에 

조성된 국제평화공원은 최근 중동의 난민과 불법이주를 막기 위해 울타

리 장벽이 설치되고 있다.2)

따라서 환경협력이 평화의 증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신기능주의란 기능주의에서 말하는 협력의 파급효과

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평화연계 노력과 제

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유럽통합의 창설자들은 석탄철강공동체라

는 경제통합을 평화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시작하였다. 그들은 정치통합

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경제통합을 수단으로 생각하였고, 경제통합에

서 정치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제도화해나갔다. 

김재한 교수는 접경지역 협력의 성공을 위해 강대국의 참여, 국제기구

의 중재, 현지지역의 적극적 참여, 다자적 접근이라는 4가지 요인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이익균형 못지않게 현지 지역민의 실질적인 

이익의 균형을 강조하며 지역수준의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3) 

그의 지적이 협력 참여자의 적극성과 현지 행위자의 참여 등에 대해 다

2) James Thorsell, “Through Hot and Cold Wars, Parks Endure,” Natural History,  

Vol. 99, No. 6 (1990).

3) 김재한, “접경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 사례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3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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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면, 이 글은 환경이슈와 평화이슈와의 연계, 협력의 제도화 관점

에서 접경국가의 환경협력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평화공원의 조성이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를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살

펴보는 것이다. 평화공원에 관한 논의를 보면, 공원조성의 목적으로 지

역개발, 관광, 평화, 생태 등 다양한 목적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

공원의 개념은 평화에 기여하는 생태적 공원이다. 따라서 평화에 기여하

지 못하는 공원은 평화공원이라고 할 수 없다. 지역개발, 관광, 생태는 

수단이어야 한다. 평화공원에는 긴장완화 등 평화를 구축하는 목적의 공

원과 긴장완화가 이룩된 이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의 공원이 

있다. 독일의 녹색 띠 공원은 후자에 가까운 사례이다.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진 직후 공식적인 통일이 되기 전에 생태주의자들은 국경지대를 생

태 공원화함으로써 장벽의 붕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기정사실화하

였다. 따라서 녹색 띠의 경험은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교훈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DMZ 평화공원이 논의되고 있는 현

재의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

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환경협

력이 긴장완화와 평화에 기여하는 그린데탕트의 개념과 전략을 신기능

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한다. 둘째, 독일의 녹색띠 생태공원 사례를 소개

한다. 셋째, 독일의 냉전적 대립과 녹색 띠 공원조성 사업의 사례를 참조

로 남북한 평화공원조성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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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린데탕트 전략

데탕트란 1970년대 동서냉전의 긴장이 완화된 시기를 말한다. 데탕트

는 시기적으로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1의 협상에서 

SALT 2의 무산까지의 시기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SALT 

2가 무산되면서 데탕트가 끝나고 제2의 냉전이 시작되었다. 미소 화해는 

동서독 화해를 가져왔고,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1972년

에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였으며, 폴란드 서부국경을 인정

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 상실한 영토의 완전포기를 선언하였다. 1975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데탕트의 정점에 해당한

다. 이 회의에는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35개 국가가 참가하였으며, 회의 

목적은 유럽에서의 긴장완화 분위기를 가속화하고, 동서진영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유럽질서를 대립에서 협력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데탕트란 불어로 긴장완화(relaxation)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리

를 추구하면서 적대국과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화해의 분

위기를 조성한 상태를 말한다. 과거 냉전시대가 대립 일변도의 고정적 

관계였다면 데탕트란 “대립과 협력이 혼재”된 관계이며, 경제, 문화, 환

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군사 분야의 경쟁을 줄이는 기능적 효

과를 중시한다.4)

그러므로 데탕트는 고정된 정책이 아니라 과정이며 방향성을 뜻한다. 

데탕트는 군사대립의 위험성이 줄어드는 과정이며, 늘 성공적인 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손해도 있지만 결국 상호의존성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또한 데탕트는 방향성으로서 대립적 공존을 뛰어넘으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군비감축, 교역, 환경, 우주개발,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

4) Marshall D. Shulman, “Toward a Western Philosophy of Coexistence,” Foreign 

Affairs, Vol. 52, No. 1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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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대립적 관계이지만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적대적 국가 간에 늘 협력만 기대할 수 없고, 때때로 

갈등과 마찰이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데탕트 시기에는 협력과 갈등이 

혼재된 복합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5)

1970년대 미국과 소련 양 진영 간에 데탕트가 형성될 수 있었던 데에

는 발트해 환경협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발트해 연안국으로는 소

련, 폴란드, 동독과 같은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 덴마크, 서독 등 나토 조

약 회원국,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중립국이 있었다. 서독은 발트해를 보

호하고 싶었지만 동독과 함께 국제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동독을 국제법

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소련은 발트해 보호협력을 성공시켜 

동독이 국가로 인정받게 되길 원하였다. 결국 발트해 보호협력은 동서 

진영간의 환경과 안보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환경협력이 환경보호라는 순수한 목적 이외에도 긴장완화라는 효과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서유럽 국가 간의 북해 보호협력은 지지부진하였

던 반면에 동서진영간의 발트해 보호협력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

다. 즉 환경협력이 정치적 협력효과를 파급시킬 경우 협력의 강도가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환경협력이 평화촉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화이슈와 연계되어

야 한다. 그리하여 환경협력을 신뢰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

다. 평화공원의 조성 제안은 적대세력에게 화해의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제안이 갈등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

대세력에게 평화 제스처를 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

스타인 간의 극한분쟁이 있었던 2001년에 거의 유일한 회합으로 수자원 

공동관리 포럼이 개최되었다. 

5) Richard E. Welch Jr. “Detente and Its Analysts,” Peace and Change: A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4, No. 3 (1977).



42

제1회의 세계 평화공원의 교훈과 동아시아의 신뢰와 협력

이슈연계가 무조건 성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합의에 이르지 않았

을 때 치르게 되는 기회비용이 커야 되는 것이다. 또한 환경협력이 지속

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협력의 이득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 좋다. 

즉 현재보다 미래에 생겨날 이득이 클 때, 협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다.6) 성공적인 환경협력의 경험은 적대적인 세력 

간에 소통의식을 고양시켜 보다 근본적인 안보갈등의 해결에 나서게 만

든다. 협력의 결정적인 요소인 신뢰가 환경 분야에서 구축됨으로써 평화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협력이 긴장완화를 가져오

기 위해서는 평화와 연계하는 정책결정자의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Ⅲ. 독일의 녹색 띠 공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다음 달인 1989년 12월 13일 동독 정부는 공식

적으로 동서독 국경지대의 통행 자유화를 선포하였고, 이러한 조치에 접

한 독일의 많은 자연보호단체들이 국경지대를 녹색 띠라는 이름의 생태

공간으로 장기 보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경지대의 자연보호 구

상은 연방과 주 환경부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호응을 얻었다. 그리하여 환경부는 국경지대에 대한 현장조사 실

시 및 생태공원 조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였다.7)

하지만 생태공원화에 대한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농지로서의 활용, 도

로건설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수요

6) Geoffrey Heal, Valuing the Future: Economic Theory and Sustainabil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7) Helmut Schlumprecht, Franka Ludwig, Liana Geidezis und Kai Frobel, Natur-

schutzfachliche Schwerpunktgebiete im Grünen Band (Bonn: Bundesamt für 

Naturschutz,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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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녹색 띠가 단절될 위험도 있었다. 국경지대를 부분적으로 생태 

공원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독일 녹색 띠의 사례처럼 전체 

국경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존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다. 그리고 녹색 띠는 동서진영 간 철의 장막이 제거된 지역에 조성된 

유럽의 녹색 띠 조성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냉전시대에 1,393km의 동서독 국경에 설치된 시설물은 아래와 같다.8)

∙2,572km 철책

∙32.7km 장벽

∙644km 대전차참호

∙597 감시탑

∙242km 조명도로

∙1,573km 순찰도로

철책은 약 3 미터 높이로 설치되었으며, 일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은 콘크리트 장벽으로 대체되었다. 철책 뒤에는 대전차참호를 만들었고, 

철책을 따라 순찰도로를 건설하였다. 1983년에는 철책에 근접하여 인계

철선을 설치하고, 이것을 건드릴 경우 철책을 넘는 탈주자에게 자동으로 

유탄이 발사되는 자동발사기를 5만 5천개 배치하였다. 구 동독 주민들은 

국경지대를 죽음의 띠라고 불렀고, 분단기간 동안 국경탈주를 시도하다

가 사망한 동독주민은 6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분단 시기의 국경지대가 사람에게는 죽음의 띠가 되었으나 동

식물에게는 생명의 띠가 되었다. 질만(Heinz Sielmann) 교수는 통일 직

전인 1988년에 “국경의 그늘에 사는 동물들”이라는 생태 기록영화를 제

8) Thomas Findeis, “20 Jahre Naturschutzarbeit am Grünen Band, “Landesamt für 

Umwelt, Landwirtschaft und Geologie (Hg.), Naturschutzarbeit in Sachsen  

(Dresden: Sächs, Lahdesamt für Umwelt, Lahdwirtschaft und Geologi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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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국경지대를 국립공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독일인은 녹색 띠를 동서독 분단이 준 소중한 생태 선물이며,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으로 생각하고 공원화하였다. 국경선과 동독 측 순찰도로 

사이의 약 50～200m 간격의 “죽음의 띠”가 주요 구간이 되었고, 인접한 

강이나 호수 그리고 자연공원이 녹색 띠에 포함되었다. 순찰도로는 휴양 

관광객을 위한 도보길이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가장 긴 생태환경이 

조성되었다. 녹색 띠의 북쪽지역은 엘베 강을 따라 형성되었고, 남쪽은 

주로 계곡지대로 되어있다. 남단의 동서독과 체코 공화국이 만나는 지역

은 유네스코 생태공원으로 지정받았다. 

<그림 Ⅰ> 농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녹색 띠 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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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띠는 동서독의 분단선이 어느 곳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독일 현대

사를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분단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이 일어난 여러 곳의 국경 시설물은 보존되고 박물관으로 활용되기도 한

다.9) 최근에는 녹색 띠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휴양, 자연체험, 

가족관광, 종주여행, 답사여행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10)

<그림 Ⅱ> 동서독 국경지대 시설물 개요

 9) Ulrich Harteisen, “Das Grüne Band; vom Todesstreifen zur Lebenslinie,” 

Naturwissenschaftlicher Verein Paderborn (Hg.), Mitteilung (Paderborn: Voltmedia, 

2010).

10) Bund Naturschutz in Bayern, Abschlussbericht. Erprobungs- und Entwic-

klungsvorhaben (E+E) Vorstudie Erlebnis Grünes Band (Nürnber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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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 동서독 철책에 설치된 자동발사기

<그림 Ⅳ> 장벽 뒤에 대전차장애물 그리고 순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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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순찰도로를 활용한 녹색 띠의 도보길

Ⅳ. DMZ 평화공원조성 논란에 대한 시사점

1. 최적입지 선정기준에 관한 논란

DMZ 평화공원 최적입지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현

재까지 입지 선정기준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상징성, 환경영향성, 접근

성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평화공원 유

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자연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인

천공항에서 1시간 거리라는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여러 지

역을 유력지역으로 제안하고 있다. 철원이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청정지

역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고, 평화의 댐을 호수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

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또한 고성을 최적지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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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기도와 강원도가 평화공원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배경에

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주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DMZ 평화

공원은 이름 그대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한다. 생태는 수

단이어야 하며, 지역개발은 부수적인 파급효과에 그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DMZ 평화공원의 선정에서는 남한의 평화적 제의에 대한 북한

의 수용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DMZ에 공원을 조성

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남한의 입

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북한으로서는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사업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평화공원 이슈는 북한이 받아들이고 싶은 이슈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연계이슈는 금강산 

관광이다.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남한의 평화공원 조성 제안에 

대하여 개성공단이 잘되면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따

라서 남한 정부가 강원도 고성의 비무장지대에 있는 금강산 육상 통로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금강산 관광재개와 연계하여 제안한다면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협력에는 평화의 요소가 내재

되어야 한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으로부터 얻게 될 경제적 이익 때문에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수입은 평화공원을 유

지하는 동안 얻게 될 미래의 지속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평화공원을 조성

하게 되면 중도에 폐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경제적 수익성 이외에도 외국의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평화이

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평화적 이득과 비평화적 이득

이 결합될 때, 평화공원은 지속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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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적 우려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먼저 표명하여야 한

다는 선 핵 포기 후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의견이 있다. 위의 <그림 Ⅱ>

에서 본 바와 같이 분단독일의 국경의 경우 서독은 철책도 없이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만을 설치한 반면에, 동독은 철책, 장벽, 순찰도로, 대전

차장벽, 자동발사기 등 삼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서독은 체제우위가 

최고의 방어막이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늘날과 같은 대

량살상무기의 시대에 철책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중세

시대의 성곽이 근대 이후 군사적 유용성을 상실하고 사라진 것처럼, 국

경지대의 철책 또한 현대전에서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오히려 적대국 간에 핫라인 개설, 군사훈련 실시의 사전 통보, 상호 병력

의 후방배치 등이 전쟁억지 효과를 발휘하는 평화적 조치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정치지도자의 결전에 의해 일어나기보다 최전

선의 우발적 충돌이 확전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한반도 비무장

지대 내에는 약 200개의 GP가 건설되어 있어서, 일촉즉발의 위험이 상존하

고 있으며, 사소한 총격전이 확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군

사력의 후방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공원은 남북한 신뢰구축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신뢰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 협상, 타협을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공원을 제안하고, 북한이 평화제안을 받아들일 경

우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긴장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DMZ 평화공원은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 된다. 금강산 육로통

로는 과거에 시범 개통한 적이 있어서 추가 비용이 적게 들고, 남북한 

주민의 반발심리가 적을 것이다. 또한 남한으로서는 철책제거 작업이 수

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안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보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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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도 군부가 개성공단 통로 인근에 추가로 

철책을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

역에 평화공원을 건설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3. 생태파괴 우려

강원도의 금강산 통로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생태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해 개발되었던 곳이

기에 추가로 지뢰제거를 하여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이처럼 평화공원을 차도와 보도로 구성된 선으로 조성할 경우 

금강산관광객은 비무장지대를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생태 자연체험을 하게 될 것이며, 공원길 좌우의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은 

그대로 두어도 무관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방문객에 의해 생태계가 파

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녹색 띠 평화공원은 구 동독의 

순찰도로를 보도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의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주변의 GP는 이동시키는 것이 평화적 상징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평화공원에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을 건설하거나, 북

한이 원하는 공단을 건설하는 등의 구상은 실행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

라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대치기간 동안은 최소 규모의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생태

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실행가능성을 높여서 평화의 이득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광범위한 평화공원 조성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녹색 띠 공

원조성 운동이 동서독 장벽붕괴 직후에 이루어지고 통일을 고착화시킨 

것처럼, 현재 하나의 평화공원을 조성한 경험이 향후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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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그린데탕트, DMZ 세계평화공원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경위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된 논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제기 

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1992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1)이 DMZ

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남북한 양측에 제안했지만 북한의 무반응

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09년 환경부는 DMZ 생태‧평화공원 관련 기본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2), 2010년에는 환경부‧UN‧IUCN이 DMZ 생태

‧평화적 관리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계평화공원 조성 권고문을 채택했다.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 의회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3)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3년 6월 27일 

1) 세계자연보전연맹(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 IUCN)은 전 세계 자원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UN의 지원을 

받아 1948년에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www.iucn.org>.

2) 환경부,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서울: 환경부, 2009).

3) “60년전,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비무장지대(DMZ)”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대치는 이제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남북한만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풀어야 하고, 이제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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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 시에도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구상을 공개했다. 당시 중국

은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를 북한에 전달할 것

을 언급했다. 2013년 5월 24일 확정‧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주요 

추진계획에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되었다.4) 

2013년 7월 27일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DMZ 세

계평화공원 추진의지를 재천명하고 전 세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2013년 

7월 개성공단 협상국면에서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부터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

다.5) 박근혜 대통령은 2013넌 8월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북한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2013년 8월 23일 UN사무총장 청

와대 방문시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을 위해 UN과 긴밀히 협력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Ⅱ. DMZ 세계평화공원과 한국적 평화문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단순한 공원조성의 의미가 아닌 분단

과 갈등을 넘어 한반도를 세계평화협력의 아이콘화 할 수 있는 계기라는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사분계선으로 갈라져있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 날을 위해 미국과 세계가 우

리와 함께 나서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의회 연설, 2013년 5월 8일.

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의 주요 추

진계획인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건설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포

함되어 있다. 관계부처 합동,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서울: 관계부처 합동, 2013), 

p. 236.

5) 당시 방북하고 돌아온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김양건 부장과의 면담시 “개성

공단 잘되면 DMZ 세계평화공원도 잘될 것”이라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연

합뉴스�, 2013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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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분쟁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한국적 모델의 형성을 지향하고, 한국적 평화문화의 형성 및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 조

성은 기존 남북교류를 넘어선 창의적인 모델이며, 한반도를 갈등지역(a 

zone of conflict)에서 신뢰지역(a zone of trust)6)으로 전환하는 실증적 

결과물로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

를 차지하고 있다.

평화문화는 행위자들이 폭력의 제거와 갈등의 조정, 그리고 평화의 조

성 등을 행하는 사회의 문명화된 형식을 의미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갈

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면 이러한 상태를 평화문

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범적 시각에서 볼 경우 

평화문화는 일반적 행위지침으로서 폭력의 제어라는 구체적 특징을 지

녀야 하고, 보편타당한 가치기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구조적 측면에

서는 평화적 여건의 형성에 주력하는 기구들에 평화문화적 가치와 규범

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평화문화의 과정적 측면은 생활세계 및 

일상생활에서 평화문화가 습득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사회의 

문명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평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평화문화의 기

능적 측면을 의미한다.7) DMZ 세계평화공원은 이와 같은 평화문화의 형

성과 확산을 위한 한국적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아울러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한국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연계 

발전의 고리라고 할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중장기 차원에서 아

6) Park Gue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3 (2011), p. 14.

7) 조한범 외,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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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그린데탕트로의 발전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은 단순한 물리적 개념을 넘어 한국적 신뢰와 평화협력의 철학을 구현하

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은 ‘실체가 있는 평화협력구상’으로서 체계적인 이론

화 및 논리화 작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Ⅲ.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1. ‘한민족생태계’
8) 개념의 인식

생태계(ecosystem) 개념은 영국의 탠슬리(Authur G. Tansley)에 의해 

1935년 제안된 개념으로 생물과 무기적 환경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

의 평형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 간의 조화롭고 지

속가능한 공존상태라고 할 수 있다. 민족생태계 개념은 이 같은 생태계 

개념을 민족공동체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생태계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 생활권의 민족이 공동체를 유지하며, 다양한 환경

적 요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의 각 구성부분이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상태를 정상적 민족생태계라 규정할 수 있다. 반면 분단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민족생태계가 단절될 경우, 각 분야에서 유기체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비정상성 및 고비용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한민족생태계 개념은 분단체제와 통일문제에 생태계 개념을 접목시킨 

것으로 남북관계의 단기적 현안을 넘어 단절된 한민족 공동체의 생태적 

8) 조한범, “한민족생태계의 창조적 복원을 위한 신뢰 프로세스 전략,”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14,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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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의 많은 문제가 민족생태

계의 단절에 기인하고 있으며, 민족생태계의 창조적 복원을 통해 남북한 

사회의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민족

생태계 개념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생태계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단절상

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민족생태계 개념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북한정권을 넘어 단절된 남북한 생태계 각 분야의 연결 및 이를 

위한 환경적 조건의 형성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특히 북한 주민

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이 있다.

분단은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

회 전반에 걸친 민족생태계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지리적 단절은 대륙의 

일부인 한국을 인위적 섬으로 만들어 지정학‧지경학적 차원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월남 실향민과 이산가족, 북한 이탈주민들은 정서적 

단절의 직접적 피해자이다. 5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단일 생활권의 역

사와 문화가 남북한 간에 상호 이질적 형태로 존재함으로써 민족정체성

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닌 한국이 전근대

적인 이념대립 및 사회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핵전쟁의 위협과 DMZ를 사이에 두고 

200여만 명의 중무장한 병력이 대치하는 상황도 한민족생태계 단절의 

직접적 결과이다. 북한의 체제위기는 단절된 한민족생태계의 극단적인 

문제를 상징한다. 기아위기와 열악한 인권상황 등 북한주민 인간안보의 

총체적 위기는 한민족생태계 단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민족생태계 복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계기

라고 할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생태와 평화를 주제로 단절된 민

족생태계를 연결하는 시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단순한 공원의 의미를 넘어 분단으로 인한 

제반 문제의 해소와 비정상성의 극복을 지향하는 복합적 의미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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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한민족의 

생태‧평화, 지정학, 문화, 인적‧물적 단절의 복원을 위한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구현하는 복합적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한민족생태계 창조적 복원 흐름도>9)

한민족생태계 단절

‣ 

선도형 통일 과정

‣

한민족생태계 복원

∙정치‧경제‧사회‧정

서적 단절

∙분단 고비용구조

  -북핵 위협 및 군

사적 대치

  -위기국가 북한

  -한국사회 신뢰의 

위기

<대내 조치>

∙‘신뢰사회’ 구현 및 ‘내적 

신뢰프로세스’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 

민족공동체 형성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그린데탕트

  -창조적 남북협력 모델

  -각 분야 남북 생태 연결

<국제관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통일외교 강화

∙분단비용 해소 및 

통일편익 발생

∙체제통합 및 정상

국가화

∙열린 민족주의 완성

∙세계 선도 국가 진입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밀접한 연계성10)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의 효

과적인 추진을 통해 한민족생태계의 복원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한민족생태계 복원의 출발점이자 한반도 신

 9) 위의 글, p. 4.

1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협

력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구상으로,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 관

계이다.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과 한반도 문제는 상호불가분의 관

계에 있는 만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긴밀하게 상호 

조율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다.”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통일부, 2013),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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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아시아 패러독스11) 해소

아시아 패러독스는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높아지는데 반

해 안보적 측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을 의미한다.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의 중심에는 남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자리하고 있

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는 북미 및 EU와 함께 세계 3대 경

제권으로 현재에도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보적 측면에서는 긴장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

근의 경우 과거사 및 영토문제 등으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는 정상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의 일방적

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한‧중‧일간 안보적 긴장이 영토와 영해에 이

어 영공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3국 간의 긴밀한 인적교류에도 불구하고 

각국 국민들 간에 상존하는 정서적 거리감은 동북아의 미래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한 간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 역시 동북아의 발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역설적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12)

11)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방미시 미의회 연설과 6월 방중시 칭화대 연설에서 

이 개념을 강조했다. “미래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은 뒤처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

독스’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연

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

를 넓혀 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미의회 연설, 2013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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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은 상호의존적인 경제교류와 함께 밀접한 인적교류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국가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각국의 발

전에 중요하다. 한‧중‧일 3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경제적 위기도 바로 다

른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한‧중‧일 

3국 간의 갈등과 긴장의 고조는 궁극적으로 모두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결을 위해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특징은 우선 

실현가능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신뢰의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다.13)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연성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기능적 협력을 통해 

역내 구성원 간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다

층적‧다원적 차원에서 신뢰의 문화와 협력의 습관, 그리고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현하고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력의 틀과 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14) 최근 제안된 박근혜 대통령의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제안은 이 같은 구상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15)

12) “너무나 잘나가던 행진이 벼랑 끝에 선 격이 되었다.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

에서 고도성장의 표본같이 치켜세워지며 21세기에는 세계의 중심지역이 되리라

고 지목되었던 동아시아의 위상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잘나가던 동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파열음이 원인이다. 천재지변이나 교역, 관광수입 등이 줄

어서 생긴 것이 아닌 이웃나라들 간의 정치, 안보 갈등의 고조로 인해 생겨난 

결과다. 지난 일주일 동아시아 하늘엔 전운이 감도는 불길한 징조까지 나타났다,” 

“[이홍구 칼럼] 아시아 패러독스와 베·세·토·하대학,” �중앙일보�, 2013년 12월 9일.

13)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환경, 재난구조, 원자력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

통령 미의회 연설, 2013년 5월 8일.

14) 최강,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배경과 목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2013 세종국

제학술회의, 2013.9.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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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역시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의 중요한 출

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은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근대사의 해석과 과거사 문제에 대

한 인식차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DMZ 세

계평화공원의 기본정신은 생태와 평화라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민족생태계의 단절과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는 복합적인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강점을 통해 분단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

으며, 중국은 한국전 참전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문제에서 자

유롭지 않다.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의 불행한 역사적 산물이자 역내 

국가들 간 외교안보적 긴장의 핵심 영역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한반도 분단문제의 해소는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분단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한민족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의 필요성이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과 아시아 패러독스의 문제는 박근혜 정부 뿐만 아

니라 성향을 달리하는 이전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6) 특히 아시아 패러독스의 문제는 참여정부에서도 제기된 

15) “핵 안전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사이버협력, 자금세탁 방지 등 연성이

슈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을 축적,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이러한 과

정이 진전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유럽의 경험처럼 가장 민감한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이렇게 축적된 동북아의 협력 문화는 당면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위협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될 것,” 박근혜 대통령, 

‘국립외교원 설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회식’ 축사, 2013.11.14; 박 대통령

의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제안은 동북아 국가들이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문

화를 창출함으로써 안보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공동역사교과서 발간은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를 위한 동북아 평화

협력구상의 첫 제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6) 한국의 역대정부들은 동북아 협력체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해왔다. 노태우 대통령

은 1998년 10월 UN에서 동북아평화협의회(Consultative Conference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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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목표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2003년 4월 대통령자문기구로 동북아시대위원

회를 신설한 바 있다.17) 국민의 정부에서도 DMZ 평화공원에 대한 관심

이 있었으며,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01년 3월 12일 김 전 대통령과 만델라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에서 나눈 다음의 대화1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빌려 DMZ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델라 전 대통령).”

“원칙에 동의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휴전선 일대를 보존할 필요성

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유네스코에서 지

정하는 환경보호구역이고, 둘째, 남북한에서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김대중 전 대통령).”

in Northeast Asia)창설을 제안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5월 제1차 ARF 고

위관리회의에서 동북아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 

설립을 제안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1998.10), 한‧중(1998.11), 그리고 한‧러

(1999.5) 정상회담에서 다자안보대화를 제안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상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목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며 근본적인 이유는 

여건의 미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현, “역대 정부의 동북아 협력체제 구상 

평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2013 세종국제학술회의, 2013.9.5), p. 57.

17) 2003년 4월 7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7955호)이 공포되

었으며, 4월 29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2004년 6

월 21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규정 개정안 발효로 동북아시대위원회로 명칭

이 바뀌었다. 2007년 9월 12일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북

아시대 위원회는 중장기 외교안보전략 구상, 남북협력 방안 모색,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 증진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 방

향 수립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했다. 네트워크 동북아, 열린 동북아, 함

께하는 동북아의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으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으로 기구가 폐지되었다.

18)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2권)� (서울: 삼인출판사, 2010),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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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기본정신은 생태와 평화라는 가치의 구현

이라는 점에서 정권과 정파, 그리고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아시아 패

러독스의 해소를 위한 역내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노력

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한민족생태계 복

원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자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소를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동북아 생태‧평화 이니셔티브(Northeast 

Asia Eco-Peace Initiative)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역내 국가들간 기

본적인 신뢰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극단

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으며 천문학적 차원의 인적‧물적 손실을 경험한 

이후 이루어진 유럽통합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

한 교훈은 유럽 역시 동북아의 근대사에 비교될 수 있는 갈등과 무력충

돌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협력체제 구축에 성공했

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일시에 형성된 것이 아니며, 실현가능한 분야

에서부터 협력관계가 이루어 져 궁극적으로 화폐통합이라는 심화단계에

까지 도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역내 국가들 역시 국가 간 갈등관계의 지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과 갈등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긴장 고조 국면의 지속은 역내 국

가 모두에게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

다. 중요한 것은 역내 국가들 간의 외교안보문제의 신뢰와 협력구도 형

성을 위한 여건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우선 실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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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분야에서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민족만의 문제를 넘어 동아시아의 불행한 근대사

의 산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생태‧평화 

의의의 구현은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적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동

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기본정신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국제적 

협력을 시도함으로써 신뢰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확대한다는 점에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동북아 생태‧평화 협력의 시발점으로 삼고, 이를 

동아시아로 확대하는 방안의 모색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내 국가들은 생태와 평화라는 주제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

해 있으며, 내몽고 사막화로 인한 황사문제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

증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과 오염수 문제는 일본을 넘어 한국과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점들은 한‧중‧일 간의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미 조류독감이나 황사 방지를 위한 조림 등 일부 보

건‧환경 사안에 대해서는 한‧중‧일 간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무력충돌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평화공원은 

한국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가

로서 평화에 의미를 부여해왔다. 특히 유일한 원자폭탄 피폭국가라는 상

징성을 바탕으로 평화의 의의를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일본은 원폭이 투하된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그리고 2차 세계대

전 격전지 등에 평화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다.19)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중국의 뤼순에도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뤼순평화공원에는 역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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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평화상 수상자 등 세계평화에 기여한 103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20)

독일은 통독 이후 분단체제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었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총연장 폭 50～200m, 총길이 1,393km 규모의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 사업을 실시하였다. 녹색띠를 의미하는 이 사업은 독일 내 생태보

존지역을 연결하여 분단체제의 유물들을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유럽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사업으로 확

장되어 2004년부터 노르웨이에서 터키 흑해에 이르기까지 24개국의 국

경선에 소재한 국립공원,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주관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하고 있다.21)

동북아에서도 생태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22) 특히 생태계

는 국경선이나 인위적인 구분에 의한 것이 아닌 광범위한 연계성을 지닌

다는 점에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이 같

은 생태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아울러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소를 위한 계

기로서 의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는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

와 평화공존을 구현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환경협력은 남북간

이나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상생할 수 있는 

19)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은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동시에 원폭투하라는 인류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956년 조성된 공

원이다. 피폭당시의 참상을 알리는 유물과 유령비 등이 있다. 1996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나가사끼 평화공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조

성되었다. 격전지였던 오키나와에도 평화기념공원이 있다. 이 공원들의 위령비와 

유적에는 당시 강제로 끌려가 희생된 한국인들의 명단 및 흔적들이 남아있다. 

20) 뤼순평화공원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인연이 있다.

21) 최준영‧이승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3), pp. 2-3.

22) 전성우 외,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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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산림 복구와 병충해 방제 협력, 시범농

장 운영 등 남북 간 농업협력, 한반도 생물종 및 생태공동조사 등 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23)

동아시아 그린데탕트는 환경‧생태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패러독스 

해소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 비안보적 

이슈이자 공통의 관심사인 생태‧환경협력을 강화하고 이 구도에 평화문

화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의 중심에 위치한 

동북아에서의 협력구도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생태‧평화 이니셔티브(Northeast 

Asia Eco-Peace Initiative)의 주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동북아 생태‧환경문제 해결과 평화문화 형성

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DMZ를 중심으로 남북한과 중국, 일본 간 관련 

영역을 네트워크 또는 벨트로 연결하는 것이 동북아 생태‧평화 이니셔

티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생태‧평화적 연결을 토대로 한 동북아 생태‧

평화벨트(Northeast Asia Eco-Peace Belt)의 구축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DMZ를 중심띠로 하여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생태와 평화

의 개념이 반영된 복합적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유럽의 생태네트워크

와 달리 남북한과 중국, 일본 간의 생태적 연결을 기본으로 하되 평화문

화의 성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DMZ 자체가 생태적 의의와 아울러 평

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생태네트워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DMZ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의 생태축을 연결하

고 역내 국가 간 평화문화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3)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통일부, 2013),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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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생태적 성격을 강화

함과 아울러 평화 의의를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방향은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평화문화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DMZ 세계평화공원이 생태공원을 

기본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평화교류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역내 국가 간 생태협력의 중

심공간으로 자리잡는 동시에 황사 및 미세먼지, 원전 문제 등 시급한 동

북아 역내 국가 간 생태적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평화문화의 형성에 기여하

는 것도 중요하다. 동북아 평화문화의 형성은 왜곡된 근대사의 경험과 

영향을 해소하고, 동북아의 다자적 외교안보 협의체의 구성, 그리고 국

가와 민간 간의 공동의 평화노력을 전제로 하는 복합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문화는 국제적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각 국가의 국내적 

발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문화는 국제적이며, 복합적이고도 장기간의 과정

을 필요로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각국의 평화인식과 평화정

책, 평화운동,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평화문화는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닌

다. 이는 서구와 다른 동북아의 특수한 근대사와 그 영향이 아직도 해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평화문화의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4)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시 동북아 평화포럼 및 동북아 평화문화교육

센터 등 관련된 조치들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북아의 미래를 책

임질 수 있는 역내국가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된 소프트

웨어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DMZ 세계평화공원을 

24) 조한범 외,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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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역내 국가들의 평화공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내에 평화와 관련

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창설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은 DMZ 세계평화공원이 동북아 평화문화 협력

을 위한 시민사회와 민간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의 사례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국가차원에서 완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

여주고 있으며, 국가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우, 

국가영역은 동북아 근대사의 정치적 영향과 외교안보 구조로부터 자유

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다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민간의 경우,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추구에 있어서 국가보다 자율성을 가지며, 국가 간 협

력을 자극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25)

DMZ의 생태‧평화적 의의 구현을 통해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를 해소

하는 노력은 동아시아 그린데탕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동북아 생태‧평

화 이니셔티브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는 노력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Ⅳ.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고려사항

1. 창의‧융합형 신개념 협력모델26)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 및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새로운 형태의 

25) 위의 책, p. 205.

26) 임강택‧조한범 외,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서

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통일연구원, 201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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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은 평화, 생태‧환경, 관광, 교육의 창의‧융합형 복합 공간으로서 창조경

제 철학을 구현하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한민족

생태계 개념을 적용할 경우 창의적 남북협력 모델의 최종 목표는 미래지

향적인 민족생태계의 복원 및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현재 남북관계는 초기적 단계를 넘어 질적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진통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양적 발전과 상징적 의의가 중요했던 초기에 비해 

현 단계의 경우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의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이 모

색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경제·환경 남북공동체 형성을 지향하

는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 및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27)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산업과 환경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으며, 아울러 문화·예술, 역사, 평화 등 영역과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 

발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환경·

문화·역사·평화‧산업, 그리고 국제협력의 융합을 통해 민족생태계의 발

전적 복원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공간(space)개념의 적용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북한의 협력을 전제로 비교적 소규모 형태의 공원 조

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28) 북핵 문제

27)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북한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 철도·도로 및 전력·통신 등 인프라 확충,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및 경제특구 진출 모색 등의 사업을 지칭한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대규모 

경협사업인 만큼 남북간 신뢰형성과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 나갈 것

이다.”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통일부, 2013), p. 31.

28)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에 남북·국제사회가 공존하는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북은 물론 UN과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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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존 및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등이 이 같은 인식의 형성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장소(place)

가 아닌 공간(space)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

원이라는 장소적 개념을 넘어 평화문화의 확산 및 분쟁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의미를 구현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

할 필요가 있다. DMZ 생태‧평화포럼, DMZ 생태‧평화교육원, 그리고 

NGO를 포함한 DMZ 생태‧평화네트워크 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소프

트웨어의 개발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공원의 의미를 공간으로 확대할 

경우 DMZ 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의성이 마련될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장소의 개발이 아닌 생태와 평화라는 공유된 무형 

공간의 형성 의미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3. 개발의 최소와 및 지뢰문제의 창의적 해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딜레마는 보전과 개발이라는 

상충성의 해소 여부라고 할 것이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의 가장 큰 실무적 장애는 지뢰제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시적 형태

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뢰제거를 위한 표토 제거 작업이 필수적

이며, 이는 DMZ의 가장 큰 자산인 생태계를 일정 정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뢰문제에서 자유

로운 창의성의 발현이 필요하다.

우선 DMZ 자체는 손을 대지 않거나 최소한의 개발을 지향하는 방식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특정지역을 DMZ 세계평화공원으로 지

이다. 그 이름과 달리 세계 어느 곳보다 중무장된 지역이 된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통일부, 2013),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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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필요시설은 남북한 양측의 개발이 가능한 DMZ 인접지역에 설치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뢰제거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서는 임진강이나 동서해안 등 하천 및 해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DMZ를 가로지르는 현수교 형태의 생태다리공원을 건

설하거나 모노레일 등 지뢰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창의적 공원 조

성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궁예도성처럼 DMZ내 역사적 의의가 큰 

유적을 남북한이 공동조사‧발굴하고, 이를 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과 

보전 양 측면의 의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내적 신뢰프로세스29)의 병행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아울러 냉전과 불신의 문화를 구

조화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한 간 뿌리깊은 냉전문화

와 불신구조 해소의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의를 북한에 전달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패러

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북 대치상황은 다원주의보다 단일가치를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배경이었으며, 한국사회의 경직성이 커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분단체

제라는 경직성속에서 사회갈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되기 보다는 배

제와 강요라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재단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

갈등은 구조적이라 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계층 간 갈등, 세

대 간 갈등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은 상당부분 분단이라는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상황과 관계가 있다.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

면한 ‘신뢰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며, 보혁 간 갈등 및 남남갈등은 이

29) 조한범, “대북정책 국민합의를 위한 내적 신뢰프로세스 추진방안,” (민주평통 제30차  

청년위원회 발제문, 20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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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표한다. 

한국 사회갈등의 이면에는 분단체제 및 한민족생태계의 단절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보혁 진영 간의 불신과 배타적 관계는 

한국사회 신뢰의 위기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사회’의 형

성은 분단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사회적 목표로서 의

의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여야 진영 간 신뢰관계와 

아울러 남남갈등의 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내적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적 신뢰프로세스는 통일문제의 정쟁화 방지 및 

남남갈등 구조의 해소를 의미한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내적 신뢰프로

세스를 통한 국민적 합의구조 형성이라는 기반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며, 동 사업의 진정한 의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력구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5.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병행 

DMZ 세계평화공원은 개발이 아닌 보존이 기본적 개념임에도 불구하

고 관련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DMZ 세

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유치에 대한 과당경쟁으로 지자체 간 및 정부와 지

자체 간 갈등이 제기될 경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기본정신 구현

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현실은 접경지역의 발

전이 장기간 지체되어 왔다는 구조적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분단은 한

국사회 전반에 고비용 구조를 형성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경우 발전의 

지체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지역적 차원에서 분단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분단비용

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접경지역의 개발지체에 대한 다각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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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DMZ 인접지역 개발을 위한 통일

경제특구법30) 등 관련 법 제정 및 정부의 지원방안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DMZ 전반과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인접지역의 경우 생태적 관

점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낙후된 인접지역의 인프라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적극

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의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경우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에 대한 과당경쟁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6. 협력체제의 구축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최대 과제는 북한의 호응이며 국제적 협력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개성공단 협상과정에서 DMZ 세계

평화공원에 대해 긍정적 의사를 밝힌 점과 장웅 IOC위원장이 마식령 스

키장을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제안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외자유치를 위한 특구설치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

의 전략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

성을 북한에 제의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DMZ의 관할권은 UN에 있다는 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성

30) 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설

정하여 남북경협과 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수차례 국회의 입법화 시도와 아울러 학계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해 왔다. 남북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는 

남북간 상호 보완성을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경제공동체 실현을 촉진하며, 

국토와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한

범, “남북 특별구역 법안에 대한 의견,” �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서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3).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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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 

UN 등 관련국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만큼 

공원조성을 위한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DMZ 세계평화공원의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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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론문

DMZ 세계평화공원의 공간적 비전 제시

김창환(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 소장)

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과제 중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UN 및 유관국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 DMZ는 정전 직후 폐허가 된 생태로 60년 동안 인간의 간섭 없

이 자연적인 천이과정을 보여주는 세계 유일의 공간임.

－ 박근혜 대통령은 미의회 연설에서 남북 대치의 상징인 DMZ가 

세계평화의 위협요소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로 전

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세계평화의 랜드마크화

－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기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 및 국

제사회의 공동참여로 구축하는 세계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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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MZ 세계평화공원의 공간적 비전 제시

1.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세계평화의 

랜드마크화

◦DMZ 세계평화공원이 지향하는 세계평화의 랜드마크화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

－ 대규모 보전 프로젝트인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및 유럽 그린벨

트 사례를 통해 범국가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 거시적 관점에서 본 DMZ 세계평화공원은 다른 국가들의 점이지대 

역할을 수행

  ∙ ‘동북아시아 평화공원 벨트’ 조성: 국제사회(예: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와의 평화 교류협력 모델로 제시 가능

－ 향후 남북 협력의 시너지효과 창출 및 남북통일의 가시적 효과 기대

2. UN 및 유관국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 비무장지대 내 조성을 위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

－ 현재 한반도 정세와 비슷한 상황 하에서, 국가, 정부, 지역사회 

및 단체의 연계협력을 통해 조성된 에콰도르-페루 접경의 콘도르

산맥 평화공원이 가장 유사한 사례임.

－ 남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최종

목표를 상정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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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등재 등 남북이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제시

DMZ 세계평화공원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도식

 
DMZ 세계평화공원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도식

Ⅲ. 결언

◦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

－ DMZ와 인접한 접경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서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평가되나 접경지역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므

로, 이와 같은 부분도 DMZ 세계평화공원의 입지에 있어 고려해

야 함.

◦ 지자체 지역 우선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경쟁 

과열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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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유치를 Zero-Sum 게임적인 접근이 아닌 Win-Win 할 

수 있는 조성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 특성화 전략을 부각하여 지역적 세계평화공원 구성 필요

◦ 지역별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공원의 분리 조성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DMZ 내에서도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각각 다르므로,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에 특화된 DMZ 세계평화공원이 필요함.

  ∙강원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반면 접근성이 낮으며 경기

지역은 그 반대이므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한 ‘DMZ 세계평화 

공원’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연 및 사회 환경 인자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필요

－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국토계획 및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국

가 주요 사업을 바탕으로 한 분석 필요

  ∙지역적 안배뿐만 아니라 DMZ 인접지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초점

－ 남북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인자, 정치·경제적 인자 등 다양한 분

야의 인자를 고려한 추가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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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상준(국토연구원 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장)

◦해외의 평화공원 사례와 우리의 여건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사

성과 차별성을 갖는다.

  － 적대적인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갖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는 유사성을 가진다.

  － 반면에 우리는 이미 일정 수준의 교류경험이 있은 이후 공원 조

성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UN 등 국제기구의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일정

한 공간의 평화지대화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해외의 평화공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평화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협력주체들 간의 확고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공원이 조성되고 운

영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합의로는 부족하다. 협력의 양측이 절

실하게 공원조성을 필요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 둘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자연환경적 

측면의 여건이나 접근성 측면의 여건을 고려한 입지선정이 중요

하다.

  － 셋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의 협력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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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공원이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

적이다.  

◦향후 한반도에서 평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북측과 평화공원의 비전과 의미를 공유해야 한다. 단순히 

북측에 대가를 주고 공원을 사는 방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 둘째, 우리의 내부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공원조성이 정권

차원의 프로젝트로 인식될 경우 지속되기 힘들다. 어느 정부에

서든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셋째, 통일시대까지 바라보고 공원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 

이후 DMZ와 접경지역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까지 감

안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에 평화공원

과 주변의 평화지대는 평화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

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 넷째, DMZ 전체의 평화지대화라는 큰 구도하에서 평화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지대라는 큰 구도하에서 평화공원

의 역할이 제시될 수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다섯째, 평화공원과 다른 남북협력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협과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발표논문에서도 “평화공원 이슈는 

북한이 받아들이고 싶은 이슈와 연계되어야 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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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섯째, 평화공원과 평화공원을 포함한 평화지대의 안정적 관리

를 위한 제도적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의 형태로 제

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일곱째, 평화공원 조성과정에서 지나친 주변지역 확대개발 가능

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발표논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DMZ 

평화공원은 이름 그대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한

다. 생태는 수단이어야 하며, 지역개발은 부수적인 파급효과에 

그쳐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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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동아시아 그린데탕트, DMZ 세계평화공원

김학성(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교수)

◦ ‘Green’으로 상징되는 생태계보전 내지 환경보호의 문제가 근원적

으로 평화와 매우 친화적이라는 사실에서 ‘Green Detente’의 의미는 

매우 큼.

  －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 접근방법을 단적으로 상징

  － 남북 간의 경쟁 및 대결구도 속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

  －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둔다면, 한반도 신뢰조성을 통한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

◦생태계 및 환경의 맥락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식량

난과 산림황폐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에게도 매력적으로 비춰질 가능

성이 있음.

  － 비료의 부족은 물론이고, 과거 남한으로부터 받은 화학비료의 

부적절한 사용 내지 오용으로 농지 악화를 경험했던 북한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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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법에 지대한 관심 표명

  － 또한 매년 악화되는 산림의 황폐화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

해의 주범

◦그린데탕트나 DMZ 세계평화공원이 매우 의미 있고 상징성을 띤 

사업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 북한당국의 호응을 어떻게 유인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북한이 남한의 제의에 호응해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

  －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는 드물게 발생하며, 대부분 

철저한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여 호응

  － 북한당국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 남북협력의 경우에도 그 결과

가 북한체제 안정을 저해할 여지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중단 

(예: 남북 농업협력사업)

◦동아시아 그린데탕트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북한의 기

본 입장을 파악할 필요

  － 지난 7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을 전제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발언의 방점은 개성공단 문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산을 할 것이

나,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 호응을 기대하기 어

려울 것임.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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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관련,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을 생각할 수 있음.

  － 첫째는 오늘의 주제와 같이 동아시아 그린데탕트를 우리의 주요 

외교목표로 삼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북한의 참여를 촉구 내지 

독려하는 방법이며,

  － 둘째는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남북간 통행지역을 활용

하는 방법

◦첫째 방법과 관련,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생태·평화벨트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나,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 

현황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과제임.

  － 유럽과 같이 국제협력의 제도화는 물론이고, 정치·사회문화적으

로 생태·평화에 관한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동아시아에서 

그린데탕트가 당장 실천되기 어려움.

  － 따라서 우선 그린데탕트의 당위성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단계

적 실천전략 수립이 필요

  － 일차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경제적 동

인을 자극하는 방안 모색

  － 예를 들면, 과거부터 논의되어왔던, TSR과 TCR을 TKR과 연결

하는 사업 또는 시베리아 가스수송관 연결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

  －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DMZ의 연결점에 세계평화공원 조성

◦둘째 방법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남북협력사업의 연

장선 상에서 인적·물적 통로지역의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

는 것

  －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사업이 확대될 경우, 가장 손쉽

게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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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그린데탕트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당위성은 누

구나 공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노

력해야 할 사업임.

  － 우리국민과 세계여론에서 그 당위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실천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그만 문제를 제기하자면, 앞으로 조성될 DMZ 

세계평화공원의 내용에는 기존의 DMZ 관련 박물관들에서 볼 수 

있듯 6·25전쟁을 돌이켜 보게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특히 6·25 전쟁의 전적지에 속하는 장소는 부적절함.

  － 전쟁기념이 평화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는 오히려 

전쟁의 트라우마(trauma)를 일깨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나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의 희망이 모두 아울

러져야 하지만, 분단상황에서는 남북한 간 이념적 대결구도가 

사라지기 힘든 현실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2회의

평화와 공존의 DMZ





접경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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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접경지역 잠재력의 재발견

함광복(한국DMZ연구소장)

Ⅰ. 접경지역에 대한 역발상적 해석

접경지역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역의 잠재력이 제대로 평가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접경지역의 자원 활용이나 가치 창출에 

있어 인문학적 충고나 문화적 조언을 받아 볼 기회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 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란 강력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

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접경지

역지원특별법은 ‘이 지역은 자연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지

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15차례나 개정됐고,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됐지만, 이 지역의 경

제는 발전되지 않고 있고, 주민복지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 자연생태자

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제대로 실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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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수도권에서 30분, 길어야 2～3시간 거리이지만 그곳은 여전

히 낙후지역이며 멀고 먼 변방이다. 그리고 ‘휴전선을 앞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다’는 감성적 담장 때문에 그곳은 여전히 한국인의 북쪽 끝이다. 

그 접경지역을 한국인의 의식 한 가운데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

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접경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접경지역을 변방 지역으로 방치했다면 이제 이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을 자상한 인문학적 충고, 섬세한 문화 예

술적 조언으로 치장한다면 그곳은 국토의 중심 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뜻밖에도 그곳은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가 접경지역을 재평가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콘텐츠들이

다. 첫째, 그곳은 종(縱)으로 인류가 출현했던 인류사 시원의 역사를 가

지고 있다. 그리고 횡(橫)으로는 전 지구촌에 비화했던 한국전쟁이 오히

려 태생적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역발상적 운명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곳은 한반도의 허리라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정치적 에너지가 충돌하던 빅게임,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

의 현장이다. 그곳은 이민족에게 먹히느냐, 살아남느냐의 기로이던 나당

(羅唐)의 최후 일전이 벌어진 곳이다. 그리고 그곳은 태봉, 고려, 조선 왕

조가 건국하고 패망했던 자리이며,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이 극명하게 

갈리던 자리이다. 

셋째, 그곳은 궁예왕의 ‘1000호 청주 사민(徙民)’이래 역사의 소용돌이 

때마다 끊임없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던 곳이다. 그곳의 전통은 

6.25전쟁이 끝난 20세기 말에도 이어졌다. 1954년 2월 DMZ 후방 5～

20km에 귀농을 막기 위해 민통선(Civilian Control Line)의 전신 ‘귀농선

(No-Farm Line)’이 그어졌다. 그 선 안으로 제한적 입주가 시작되면서 

민통선 마을이 형성됐다. 출신지와 성분이 서로 다른 ‘낯선 사람들과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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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땅의 만남’이었다. 처음에는 이들의 각기 다른 문화가 충돌했을 것이

다. 그러나 결국은 동화하고 융합했으며, 자연과는 공존하는 법을 터득

했다. 이른바 ‘민통선 문화’를 만들어 냈다. 

다문화와 다양성의 이해와 동화, 그것은 통일시대 북한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긴요한 통일수단이다. 철새에게 모이를 주는 민통선 사람들의 

일상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희생한 자연을 이제 인간이 구제하는 이 같은 

도덕성은 온 지구촌에 귀감이 될 만한 접경지역의 작품이다. 흥미로운 

것은 접경지역의 이 같은 경험이 먼 과거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있어왔

다는 사실이다. 

Ⅱ. 방치된 콘텐츠 그리고 재평가

1. 인류사 시원… 그 믿기지 않는 진실

철원 DMZ 너머 평강고원 오리산(鴨山‧453ｍ). 경원선 열차가 평강역

으로 들어서기 십여 리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낮은 산, 붕긋 솟은 평강

고원에 한 줌 흙덩어리처럼 산 같지 않은 산, 그러나 한국사를 탄생시킨 

산이다. 백악기의 먼 옛날 오리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한라산, 백두산

처럼 용암이 분화구를 통해 뿜어 나오지 않았다. 지각에 벌어진 틈을 따

라 점성이 묽은 마그마가 쿨럭쿨럭 흘러 나왔다. 

오리산이 토해 놓은 용암은 온 천지를 검붉은 ‘쇳물의 바다’로 만들어 

버리면서 멀리 문산까지 97km나 흘러갔다. ‘쇳물의 바다’에 빙하기가 다

가왔다. 그리고 얼마 후 다가온 간빙하기, 두꺼운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평강, 철원, 포천, 연천, 파주까지 무려 직경 150km에 이르는 현무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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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드러났다. 

고대 페르시아 현자 자라투스트라(Zarathustra)는 우주창조 이후 3,000년 

째 해에 불(火)이 쇠(鐵)를 녹이며 선인이 악신을 이기는 천국세상이 열린

다고 설파했다. 이 땅에서도 후천개벽의 미륵의 내세는 불(火)이 쇠(鐵)

를 녹이는 ‘우주의 여름’에서 ‘우주의 가을’로 바뀌는 석가 이후 3,000년

이라는 믿음이 지배하고 있었다. ‘쇠둘레’(鐵圓), 철원의 옛 이름은 불이 

쇠를 녹여 이미 ‘우주의 가을’이 내려앉은 태초의 땅, 지구의 오장육부가 

불에 녹아 쿨럭 쿨럭 쇳물을 토해내던 천지개벽의 시원을 의미하고 있었

는지 모른다. 

거기가 인류의 시원이라는 것은 20세기 말 과학이 밝혀낸 쾌거이다. 

1978년 1월 20일 금요일 경기도 연천 한탄강. 미군 병사 그레그 보웬

(Greg Bowen)은 세계 고고학계의 혁명적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우연히 

주워든 3개의 돌멩이, 인류 그 이전의 인류가 쓰던 아슐리앙 (Acheulian) 

주먹도끼였다. 

이 기막힌 증거물은 한탄강 용암대지 위에 얹혀 있었다. 그 옛날 오리

산이 쿨럭 쿨럭 토해낸 지구의 타고 녹은 속살이 흘러와 식고 굳은 땅 

위였다. 우리의 멀고 먼 옛 조상들은 용암이 재가 되고 재가 흙이 된 그 

대지 위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구 속살을 토해낸 오리산

은 인류의 씨앗을 배태한 배꼽산이다. 

2. 한반도 ‘GREAT GAME’의 승부처

궁예는 그 배꼽산 아래 풍천원 벌판에 도읍을 정했다. 인체에 비유하

면 배꼽에서 네 손가락 겹친 크기 아래다. 단전(丹田)이다. 단전, 한반도

의 그 아랫배에 힘을 준 탓일까? 그는 경주의 신라 왕조, 전주의 견훤, 

철원의 궁예로 3각 세력구도가 형성되는 후삼국 시대, 9세기 말 한국 역



101

접경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접경지역 잠재력의 재발견

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대, 그레이트 게임을 개막시켰다. 그리고 오리

산(鴨山)이 토해놓은 용암대지를 딛고 옛 고구려 땅 회복이라는 초극대

형 프로젝트를 출발시켰다. 대동방국 건설, 한반도 통일이다. 그는 한반

도에 그어놓은 자주감자 자국을 결코 경계선으로 쓰지 않았다. 대동방국 

건설의 출발선이었다.

원주를 떠난 그가 울진, 삼척, 명주를 거쳐 동해안을 따라 금강산까지 

북상했다가 인제, 양구, 화천, 금성, 철원으로 서진한 그 길을 이으면 공

교롭게 DMZ와 일치한다. 그리고 DMZ는 역시 궁예의 나라이던 연천, 

파주, 그리고 한때 도읍지였던 개성으로 이어진다. 그가 DMZ 한가운데 

남으로 북으로 치우치지 않게 자신의 궁궐을 남겨놓은 것은 어쩌면 특별

한 암시인지 모른다. 그 후 1,000년 내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

한 정치적 빅게임이 그가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벌어졌다. 

태봉국의 건국자이자 최후의 왕이었던 궁예는 한탄강 언덕에서 갑옷

을 벗었다. 군사를 해산했다. 그리고 강을 건너 멀리 평강고원으로 사라

졌다. 군탄리는 그때 군사들이 왕을 떠나보내며 슬피 울며 한탄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왕건은 그렇게 궁예를 축출하고 궁예의 그 궁궐에

서 고려를 세웠다. 그 땅에서 두 번째 왕조가 건설됐다. 그리고 왕건은 

궁예시대에 완성된 기틀로 한반도를 평정했다. 

1392년(조선 태조 즉위년) 후에 태종이 된 이방원의 일파는 선지교(善

地橋)에서 이성계를 병문안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피살한다. 궁예를 축

출한 왕건이 철원에서 송도(개성)로 천도하기 위해 치장했던 널다리는 

그렇게 고려왕조 몰락을 예고하는 사이렌을 울렸다. 다리 옆에서 정몽주

의 일편단심이 환생하듯 참대가 자랐다. 선죽교(善竹橋)로 고쳐 부르게 

된 연유이다. 궁예가 걸어간 길에서 세 번째 왕조가 일어섰다. 

그리고 6.25 판문점은 완벽한 궁예성의 패러디다. 옛 궁예성처럼 궁궐 

같은 건물이 DMZ 속에 들어서 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던 그 순간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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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자 페렌바르크는 그의 책 ‘어떤 전쟁(This Kind of War)’에서 세밀

화처럼 그려놓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월요일, UN 군사령부의 윌리엄 K. 해리슨 중장과 

북한의 남일이 1952년 휴회 기간에 공산 측이 건립한 목조 건물로 들어

갔다. 10시 1분 그들은 쌍방이 준비한 18개 문서 중의 첫 번째 문서에 서

명했다. 그들이 모든 문서에 서명하는데 12분이 걸렸다. 서명이 끝나자 

그들은 각각 일어서서 아무런 말도 없이 걸어 나왔다.” 

12분 만에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갈라섰다. 

3. 오래된 전통 사민(徙民)정책

사민(徙民)의 사전적 의미는 ‘백성을 이주시켜 국토를 개척하는 정책적 

이주’이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6진을 개척하기 위해 남방 각 도

의 백성을 이주시킨 것 같이 조선조가 단골메뉴로 써먹던 인구이동정책

이다. 그러나 사민은 이미 10세기 초 궁예가 철원에서 개발한 아이디어이

다. 1천 년 전 철원에서는 ‘청주 사민 1천호’의 대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1천 년 전 ‘탈청주’ 행렬이 유토피아를 찾아갔던 것처럼, 철원평야는 

20세기 내내 인구 이동정책에 따라 유민이 흘러들어왔다. 

일본은 노일전쟁에서 승전하면서 철원평야 6만 5천ha의 땅에 눈독을 

들였다. 1908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 일본 사람의 향도(鄕都)농장이 

생겼다. 그 농장을 관리할 12세대의 일인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일본 야

마구찌(山口)현 출신의 범죄자, 부랑자들이다. 조선시대 ‘초정(抄定)사민’

처럼, 일본의 골치 아픈 폭력배들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것이다. 일본

의 국책회사 동양척식은 1924년까지 철원일대에 6만ha의 땅을 소유했다. 

민간기업 불이(不二)농장은 1만 240ha, 팔랑(八郞)농장은 1,000ha의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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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했다. 그들 농장은 이 토지를 관리할 일인들을 공모해 입주시켰다. 

1913년 현재 철원의 일본인 인구는 289호 757명으로 늘어났다. 1917년 

또 다른 정책이주민이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와 장흥리에 정착했다. 평안도 

용천 정주에서 김, 이, 장, 지씨 등 4개 성씨의 10여 세대가 불이농장의 

소작인으로 모집되어 와서 마을을 이루면서 ‘평양촌(피양촌)’이라고 이

름 지었다. 현 동송읍의 오덕초등학교는 1930년 3월 1일 동송보통학교로 

개교했다. 이 학교는 전쟁에 파괴되고, 임시 교사가 낡아 몇 차례 다시 

지었고, 교명도 바뀌었다. 그러나 학교정문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평안촌민들이 그 때 개교기념으로 세운 것이다. 1927년 불이농장은 경상

도에서도 소작인을 모집해 왔다. 권, 이, 손, 김씨 등 4개 성씨 10세대가 

장흥2리 신촌에 ‘경상도 촌’을 세웠다. 일본의 한국 강점기, 그들의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한국 남부 농촌 인구는 끊임없이 북부 광공업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평안촌민은 북쪽에서, 경상도촌민들은 남쪽에서 한반

도 한 가운데로 가기를 택했다. 넓은 농지가 그들을 유혹했을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말, 1959년～1980년까지 철원에서는 민통선 민간인 입

주 정책으로 ‘1천호 대사민’이 이뤄졌다. 1954년 2월 3일, UN 군사령부는 

수복지구, 즉 휴전 후 남한 땅이 된 북위 38°선 이북의 DMZ 이남 땅, 해

방 후 북한통치를 받다가 휴전협정으로 남한에 귀속된 땅에 대한 행정권

을 한국정부에 이양했다. 미 8군은 DMZ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할 완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DMZ 밖에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했다. 그 선을 넘어 들어가 영농은 할 

수 있었으나 거주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1959년 6월 11일 DMZ 방

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게 됐다. 한국군은 귀농선 북쪽의 옛 논과 밭

을 개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귀농선을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

로 이름을 바꾸고 이 선 너머로 민간인을 입주시키기 시작했다. 

군사목적상 민통선 범위를 가장 넓게 적용하던 1983년 현재 경기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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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파주‧김포‧강화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의 민통선 북방 

81개 지역에는 총 8,799세대 3만 9,725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영농은 반드시 갈대밭으로 변해 버린 옛 논과 밭을 

개간할 필요에 의해서만 이뤄진 게 아니다. DMZ와 민통선 북방지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즉, 민통선 북방지역에 건설된 

98개의 자립안정촌, 12개의 재건촌, 2개의 통일촌, 즉 12개 민통선 북방

마을은 북한의 계획적인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세

워진 것이다.

강원도 철원군에 가장 많은 전략촌이 생겼다. 철원사람들의 일상에는 

민통선 북쪽을 지칭하는 ‘민북’과 그 이남 ‘민남’이란 용어가 있다. 민북

은 철원평야 60%가 들어 앉아 있는 노른자위 땅, 그대로 방치되던 이 땅

을 농경지로 재가동하고 대북 선전효과를 거두기 위해 대대적 정책이주

가 단행됐다. 1959년 4월 10일 철원읍 월하리에 72세대 353명이 집단 이

주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 11월 29일 철원읍 관전리에 32세대가 입주할 

때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975세대가 집단이주했다. 철원 한 곳에서만 

1,000호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정책이주를 한 것이다. 그것은 ‘1,000호

의 정책사민’이나 다름없었다.

DMZ를 따라 이어진 또 하나의 벨트, 민통선 북방지역에 형성된 112개 

마을은 20세기판 정책사민이다. 그들 모두 정부의 권유에 따라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일궈 부자가 되겠다는 유토피아의 꿈을 찾아 간 사람들이

기 때문이다. 

Ⅲ. 민통선 시대가 남기고 가는 것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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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지역’을 말한다. 또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집단취락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대연평도·소연평도와 그 주변 도서도 접경지역이다.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

이의 지역’을 ‘민통선 북방지역’ 또는 ‘민통선 지역’이라고 부르며, 이 지

역에 형성된 집단 취락지를 ‘민통선 북방 마을(만북마을)’ 또는 ‘민통선 

마을’이라고 부른다. 이 지역은 DMZ를 포함한 온 접경지역을 새겨놓은 

화판이다. 접경지역 사람들의 삶과 희망, 애환이 그려진 이 땅의 분단사, 

냉전사의 적나라한 기록물이다. 

그 화판에 새겨진 그림이 하나 둘 지워지다가 모두 사라지고 있는 중

이다. 2012년 4월 9일 오후 3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의 민통선 

검문소 바리케이드가 철거됐다. 민통선이 1km 북상해 연주고개로 올라

갔다. 양지리 101세대 230명은 이제 ‘민통선 사람’이 아니다. 1972년 4월 

민통선 북방지역에 입주한지 40년 만에 민통선 굴레를 벗어던졌다. 양지

리의 민통선 40년은 이제 추억이 됐다. 민통선 시대의 역사를 마감했다. 

정말 민통선 시대는 막을 내리는 것이 틀림없다. 한강 하구에서 동해

안에 이르는 민통선 안에 지도에 조차 표시되지 않은 채 들어앉아 있던 

113개의 민통선 북방마을들이 이제 열 손가락으로 셀만큼 줄어들었다.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을 합한 것만 한 민통선 북방지역에는 한

때 8,799세대 3만 9,725명(경기도 6,333세대 2만 8,786명, 강원도 2,466세

대 1만 939명)이 살았다. 웬만한 군보다 많던 민통선 인구도 작은 면소

재지 정도로 줄었다. 

양지리는 94번째로 ‘민통선’ 딱지를 뗐다. 이제 남은 민통선 북방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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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기도에 4군데(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 백연리 통일촌,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 연천군 중면 황산리) 강원도에 4군데(철원군 동송면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근북면 유곡리 통일촌, 근남면 마현리)뿐이다. 민

통선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은 민

통선 북방마을이 이젠 한 군데도 없다. 

그동안 허투루 보아왔던 민통선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이는 태어

나고 젊은이는 사랑하며 노인은 늙어갔다. 그렇게 민통선 마을마다 한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다. 민통선 사람들, 그들은 어디서 온 누구이며, 

거기서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새삼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1. 그곳에는 민통선 문화가 있었다

그곳은 섬이다. 민통선 북방지역은 지리적, 자연생태적으로 고립된 섬

이다. 그리고 그곳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고립된 섬이다. 1950년 

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30여년 동안 이들 섬 속으로 4만여 명이 

이주했다. 그들은 전국 각처에서 모집돼 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짐 속에

는 그들 고향의 고유문화가 담겨있었다. 따라서 민통선 북방지역의 이주 

역사는 문화 이주의 역사인 셈이다. 

모든 것이 다양했다. 출신지나 본적이 달랐으며, 직업이 달랐고, 학벌

이 달랐으며, 문화수준이 달랐다. 집집마다 억양이 달랐으며, 가풍이 달

랐고, 관습과 풍습이 달랐다. 막상 개척을 시작하자 직업 농군이 있었는

가 하면 농사에 문외한인 사람도 있었다. 볍씨를 뿌리는 방법, 소를 모는 

방법, 이엉을 얹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제사상을 윗목에 놓는 집이 있었고, 아랫목에 놓는 집이 있었다. 새해 차

례상에 만둣국을 올리는 집과 떡국을 올리는 집이 있었으며, 결혼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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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들에게 국수를 대접하는 집과 국밥을 차리는 집이 있었다. 

군사문화도 개입했다. 주둔군은 입주민들의 일상을 간섭하며 영농 자

유를 억제하는 ‘불편한 이웃’이자 최전방 지대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보

호해 주는 더없이 ‘좋은 이웃’이었다. 무엇보다 민통선 개척시대에는 군

인이야말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3거리 ‘해안재건지비’의 비문에는 그런 개척민의 심

정이 절절히 넘쳐 흐르고 있다.

오랑캐를 무찔러 정의의 피를 뿌린 이 고장 쑥대 우거진 옛 터전에 

단기 4289년 4월 헐벗고 굶주려 지친 농민 160세대가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왔으나 한설과 염천 폭우에도 몸 둘 곳조차 없어 신음하여 

이에 제6사단 전장병은 슬기로운 뜻에 뭉쳐 그들에게 주택 80동과 학

교 1동 공공시설 4동을 이룩하여 자유와 행복의 마을을 마련하다.

단기 4289년 8월 15일 대한육군 제6사단장 이백우

이주민의 짐 속에 쌓여온 이질문화는 처음에는 서로 충돌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전방의 혹독한 시련과 반공 이데올로기에 연마되고 용해되다 

마침내 융합되고 동화돼 특유의 민통선 문화를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 

독특한 문화유형이 흡사 미국 사회를 일컫는 ‘멜팅팟(Melting Pot)’을 닮

았다. 멜팅팟의 사전적 의미는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는 현상이나 장소를 의미한다. 

민통선의 그 ‘한국판 멜팅팟’ 문화현상이 이 땅 어디에도 없는 민통선 

문화를 빚어냈다. 그리고 그 민통선 문화 가운데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문화다양성의 유산이 적지 않다. 마치 미래를 위해 남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들 하나하나가 교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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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텃세가 없다 지방색도 없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인구 구성의 특징은 낮은 원주민 구성비율이다. 원

주민이란 6.25 전쟁이전에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을 일컫는다. 1987년 자

연보호중앙협의회는 민통선 북방지역 자원조사를 하면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지역에서 원주민 구성비율 조사를 처음으로 착수했다. 놀랍게도 

당시 해안면 490세대 중 원주민 비율은 10%, 49세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341세대는 강원도 양구, 홍천, 인제, 경기도 양평 등이 출신지이다. 

해안면 현리 성인 남자 162명의 호적기록으로 실시한 이 지방의 통혼

권(通婚圈)조사에서도 89%가 분지 밖의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해안분지의 대부분 남자가 분지 밖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정

황상 불가능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분지 내의 대부분 세대가 전국 각

처에 본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로 해석됐다. 

원주민 구성비율이 턱없이 낮은 이 독특한 인구구성은 민통선 북방 전 

지역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회산리는 41세대 중 2세

대(4.8%), 삽곳리는 30세대 중 3세대(10%)가 원주민이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는 137세대 중 원주민은 12세대(8.8%), 양구군 방산면 천

미리는 21세대 중 원주민은 1세대(4.7%)의 낮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원주민 구성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도 있었다.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북방지역의 경우 총 1,289세대 중 586세대가 원주민이어서 비교적 높은 

원주민 구성 비율(45.5%)을 보였다. 이는 곡창지대에 대한 원주민들의 

귀농 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경기도이던 인천직할시 강화군 교동면의 경우는 원주민 구성 비율

이 80%나 됐다. 그러나 이같이 원주민 구성비율이 높았던 것은 이 일대

가 지역적 고립성으로 6.25를 거치면서도 원주민의 거주가 단절되지 않

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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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구성비율이 낮음으로서 생긴 긍정적 효과일 것이다. 민통선 북

방마을에서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병폐이자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요인

이 되던 텃세, 지방색이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다. 

3. 민통선 언어를 아십니까?

지역의 고유 방언이 사라지고 전국 각처의 언어 습관과 군사용어 등이 

혼재한 새로운 언어생활 형태가 나타난 것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가장 두

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예를 들면 ‘반찬 → 부식’, ‘전화로 → 유선상으

로’, ‘볼 일 있다 → 용무 있다’, ‘먹는 물 → 식수’, ‘소금 → 식염’, ‘뛰어서 

→ 구보(驅步)로’, ‘밤에 → 야간에’, ‘이해된다 → 감이 잡힌다’, ‘고개 → 

고지’ 등이다. 

일상생활에도 군사문화가 그대로 이입돼 통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1990년대 중반 강원도 철원군 서면 화수리 국도변 한 휴게소 화

장실 소변기 앞에 씌어있던 안내문. “당신의 총은 장총이 아니다. 한 발 

다가서 숨을 죽이고 정조준 후 발사!”

옛 지명이 사라지고 새 지명이 태어나기도 했다. 강원도 철원지방의 

토박이들은 ‘금화와 금성’을 ‘김화와 김성’으로 소리 낸다. 따라서 지금 

‘김화와 김성’은 70대 이상 실향민들에게만 통용되는 지명이다.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집단 입주한 주민들이 지명을 바꿔놓은 경우도 

많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에서는 ‘지상짓개’라는 지명을 ‘부대

골’로, ‘샘밭고개’를 ‘사격장골’, ‘이둔지’를 ‘큰길가’, ‘뱀청골’을 ‘관사 마을’

로 고쳐 부르고 있다. 또 입주 당시 개척지를 구획할 때 편의상 나눴던 

‘갑자골’, ‘을자골’, ‘병자골’ 등을 그냥 지명으로 쓰기도 하고 있다. 

주둔 군인들이 붙여놓은 동물과 어류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일대에서는 DMZ 일대의 자연생태계 조사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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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1980년 대 중반까지 산양을 ‘말염소’로, 열목어(熱目魚)를 ‘김일성고

기’로 부르기도 했다. 또 민통선 북방 전 지역에서 귀화식물 돼지풀

(Hog-Weed)을 꽃가루가 두드러기를 돋게 하는 쑥 같이 생긴 풀이라는 

뜻으로 ‘두드러기쑥’으로 부르기도 했다.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도평리에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로 넘

어가는 광덕고개가 ‘캐러멜 고개’로 불려진 것은 미군들이 그 고개를 ‘카

멜(Camel: 낙타고지)’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오역으로 보아진다. 

4. 그곳에선 철새도 인간이다

2012년 7월 11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MAB) 

제24차 국제조정이사회는 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결정을 유보했

다. 당초 경기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걸쳐 총 면적 2979km²를 DMZ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철원지역이 구역설정에 빠진 것이 원인

이었다. 

정부는 과거에도 주민 반대로 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신청도 

못하고 포기한 경험이 있다. 1996년 강원도 철원·양구·인제·고성 등 4개 

군의 민통선 북방지역 609km²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곧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때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자연생태계 보호

지역 지정 계획조차 무산됐다. 이 일대가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 토지의 개간, 벌채 등 18종에 걸친 규제를 받게 

되어 주민 생활과 지역 개발에 결정적인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자연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계획은 무산됐다. 그러나 지금 자연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계획이 무산된 민통선 북방마을에서 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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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하고 있는지 모른다. 민통선 일대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머리독수

리(Bald Eagle)의 월동지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 그 증거다. 

대머리독수리는 1993년 12월 14일 강원도 화천면 사내면 사창리에서 

첫 모습을 선보였다. 3일 후인 17일 오후 이번에는 화천군 사내면 삼일

리 한 군부대의 연병장을 어슬렁거리다 ‘생포’됐다. 이틀 후인 28일 오후

에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백석동에서 군부대 정문 앞을 서성이다가 붙

잡혔으며, 29일 오후에는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화지리 3거리에서 집 잃

은 아이처럼 갈팡질팡하다가 주민들에게 붙들렸다. 

혹독한 시련을 겪은 민통선 사람들의 측은지심이 발동한 것일까. 아사 

직전에 구조된 대머리독수리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아 자연으로 돌아갔다. 

어떤 이들은 하루 닭 4마리를 먹어치우는 독수리의 식성을 감당하느라

고 가계 지출이 컸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머리독수리는 1995년에도 20마

리가 찾아왔다. 그리고 1996년 40마리, 1997년 60마리, 1998년에는 100마

리, 1999년 150마리로 늘어났다. 

정말 저 측은한 몸집 큰 새도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

었을까. 민통선의 대머리독수리는 민통선 사람들의 먹이주기로 점점 늘

어났다. 2002년부터는 월동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 그해 문화재청이 조사

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무려 1,236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으

며, 2005년에는 16개 지역에서 최대 1,719마리가 관찰되었다. 조류독감 

파문으로 전반적으로 먹이주기를 실시하지 않은 2006년에는 1,022마리

로 일시 감소하였다가 2008년에는 다시 1,912마리로 늘어났다. 이제 경

기도 파주시 장단반도, 적성면 두지리 임진강변 그리고 철원군 동송읍 

토교저수지 등 민통선 일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머리독수리의 월동

지 가운데 하나가 됐다. 

정말 민통선 사람들은 철새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강원도 철

원군 동송읍 양지리 주민들이 지난 1996년부터 두루미 먹이주기를 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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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눈 덮인 벌판에 먹이를 뿌리는 주민들에 대한 두루미의 보은이 

가슴이 뭉클하다. 두루미 내리는 논은 쌀 맛이 좋다는 소문 때문에 철원

평야 오대미는 최고의 품질 보증을 받고 있다. 

민통선 사람들이 꾸민 이 ‘자연과 인간의 동행’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논란의 핵이 된 이 지역에 자연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촉각이 집중될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서도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동행’, 민통선 마을은 사라지지만, 

민통선이 남겨놓은 민통선 문화가 빚어 숙성시킨 아름다운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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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DMZ 세계평화공원

김재한(한림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는 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DMZ 세계평화공원’ 모두 명칭은 조금 달라

도 유사한 제안이 수십 년 동안 논의되었다. 그렇게 오래된 아이디어라

면 이미 실천되었거나 아니면 현실에 맞게 변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실이 진척된 것도 아니고 논의 수준도 발전된 것은 아니다. 무

릇 학문, 기술, 정책 등은 후속 연구들이 선행 연구와 차별되어야 발전한

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DMZ 세계평화공원에 관한 이론이나 정책의 

생산적 발전을 위해 이 글은 선행연구와 다른 몇 가지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그린데탕트의 논의에서 어떤 그린이냐에 따라 데탕트에 미치는 영향

은 달라진다.1) 마찬가지로 어떤 신뢰프로세스이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평화공원이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신뢰의 효과 및 요인 그

리고 평화공원의 효과 및 요인 등에 대해 인과론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

1) 김재한, “그린데탕트 추진방향의 이론적 검토,” �그린데탕트 이행을 위한 이론과 

실제� (통일부‧DMZ학술원 공동워크숍 자료집, 2013).



118

제2회의 평화와 공존의 DMZ

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DMZ 세계평화공원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 신뢰는 협력의 필요조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의 주요 질문은 “어떻게 한반도 협

력을 이끌어낼 것인가?”이다. 협력에 관한 한 설문조사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으면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2) 즉 다수가 신뢰를 협력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신뢰를 협력의 충분조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위 설문조사에

서 한국인의 약 ⅓은 “신뢰하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 또 

위 설문조사에서 “신뢰하면 협력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동

시에 “신뢰하지 않으면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신뢰와 협력을 

동일하게 보는 비율은 20% 정도였다. 일부에게는 협력보다 신뢰 자체가 

더 어려운 일이지만, 다수에게 신뢰는 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조건

인 것이다.

한반도 문제로 돌아와서, 남북한 간 신뢰가 있거나 적어도 과거 있었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945년 남

북한이 분단된 이래 남북 간 신뢰가 존재했던 적은 없다고 이해할 것이

다. 대신에 진보 정권에서 남북 협력이 있었다고 볼 뿐 아니라 보수 정

권에서조차 ‘적대적 상호의존’과 같은 남북 정권적 차원의 협력은 있었

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다. 만일 이렇게 남북 협력이 있었지만 남북 신뢰

2) 김재한, �동서양의 신뢰� (서울: 아카넷,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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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었다고 본다면, 이는 신뢰프로세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신뢰가 필요한데, 신뢰 없이도 협력이 성

사된다고 보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

펴보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걸음이다.

2. 한반도 불신의 악순환

신뢰/불신은 기본적으로 사람 간의 문제이지만, 기관도 의인화시켜 논

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신뢰는 사적(私的) 신뢰, 기관에 대

한 신뢰는 공적(公的) 신뢰로 불린다. 공적 신뢰의 대상은 의도뿐 아니

라 능력도 포함한다. 한반도 불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보다 의도

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신뢰/불신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또 집

단일 수도 있다. 국가지도자 개인, 특정 계층이나 집단, 일반주민, 정권, 

국가, 국제기구 등이 신뢰/불신의 대상에 포함된다.

신뢰에 관한 글과 말에서 신뢰는 평가, 호감, 지지 등의 용어와 혼용될 

때가 많지만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예컨대 국회가 잘못하느냐, 국회가 

불필요하느냐, 국회를 불신하느냐 등은 동일한 질문이 아니다. 잘하지 

못해서 불필요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도 있으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잘못에도 더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다.3)

평가는 사후(事後)에 실시하는 것인 반면에, 신뢰는 사전(事前)에 행하

는 것이다. 신뢰는 ‘호의적 대응을 기대’하는 것이고, 불신은 ‘악의적 대

응을 기대’하는 것이다.4) 내가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상대가 기대

3) 김재한, �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 (춘천: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4) 김재한, �동서양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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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했고 내가 상대의 기대에 부응했다면 이를 보은 혹은 보상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상대의 호의적 행위(신뢰)에 대해 내가 악의적으로 대응

했다면 이는 배신이라고 부른다. 만일 상대가 나에게 호의적 대응을 기

대하지 않았을 때 그 악의적 기대(불신)대로 악의적으로 대응했다면 이

를 복수 혹은 보복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악의적 기대(불신)에도 불구하

고 호의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는 관용이라고 부른다. 신뢰/불신은 선(先)

행위자의 선택이고, 신뢰에 대한 보은/배신 및 불신에 대한 복수/관용은 

후(後)행위자의 선택이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불신하고, 그 기대대로 북한이 악의적 대응 즉 복

수(보복)를 선택하며, 이에 남한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을 불신하는 것이다. 남한만큼은 아닐지 몰라

도 북한도 남한에 대해 불신할 것이다. 남한에 대해 불신하여 정책을 추

진하고, 이러한 북한의 적대적 정책에 대해 남한도 악의적 대응(복수)을 

하며, 북한 정권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인하면서 남한을 지속적으

로 불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불신의 악순환이다.

신뢰프로세스는 이런 불신의 악순환을 깨트리는 과정이다. 남북한이 

자신의 호의적 행위에 상대가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이 신뢰인데, 신뢰프로세스란 악의적 행동이 가고 오는 상황을 호의적 

행위가 가고 오는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그 전환과정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신뢰/불신의 여러 인과관계를 잘 이해한다면 그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다.

3. 어떤 불신이 문제인가?

신뢰가 내포하는 뉘앙스는 진실, 진짜, 정직, 사실 등이다. 이 경우 신

뢰의 반대 개념은 거짓, 가짜, 부정, 거짓말, 허위 등인 것처럼 보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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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보면 신뢰는 진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는 진실

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5) 보통 거짓은 불신을 가져다주지만, 비밀유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불신보다 신뢰에 더 가깝다. 즉 거

짓이 신뢰 관계를 저해하지만,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거짓도 좋

게 해석되곤 한다.

거짓 행위는 불신 관계보다 신뢰 관계에서 종종 발생한다. 불신 상황

에서는 진실이 잘 통하지 않지만 거짓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

한 간의 불신 관계에서는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속이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신뢰 상황에서는 거짓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의 동기 또한 

크다. 따라서 신뢰 관계에서는 진실이 많고, 불신 관계에서는 거짓이 많

다는 도식화는 옳지 않다.

대신에 신뢰는 진실/거짓에 대한 구분 여부와 관련된다. 남북한 관계

에서 진위(眞僞)가 구분되지 않으면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투명

성이 전제되어야 진실/거짓이 판명되고, 또 진실/거짓이 잘 판명되어야 

신뢰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신뢰와 관련된 진실/거짓 구분 여부와 불확실성은 다르다. 진실/거짓 

구분이 과거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불확실성은 미래의 행위에 관한 것

이다. 한반도의 불신 구조를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불확실성으로 설

명하기도 하는데, 불신과 불확실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불확실하여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이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신뢰이다. 즉 

불확실은 불신뿐 아니라 신뢰를 확실히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일 뿐이다.6)

신뢰에 관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 학자 가운데 하나인 야마기시(山岸

俊男 1998)는 불확실할 때의 신뢰가 진정한 신뢰 행위라고 본다. 야마기

시는 신뢰를 안심(安心) 그리고 조심(操心)과 구분한다.7) 야마기시는 악

5) 위의 책.

6) 김재한, �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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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지방관리와 악덕 상인은 서로를 나쁘게 평가하지만 상대가 폭로할 동

기는 없다고 보고 안심하고 뇌물을 주고받는다고 했다. 안전장치가 있을 

때에 안심하고 신뢰하는 것은 야마기시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또 안전장

치가 없을 때에 조심하여 불신하는 것도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야

마기시는 안전장치가 없을 때 신뢰하는 여부에 대해 집중하였다.

사실 100% 안전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장치가 불완전하면 

그 불완전한 만큼 불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안전장치가 없을 때에

도 남을 무조건 신뢰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한 사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남북한의 경우 안전장치

가 없을 때 신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강요로 진정한 

신뢰 관계를 성사시킬 수도 없고 또 성사시키더라도 지속적이지도 않다. 

안전장치가 없을 때에는 남에게 배신당하지 않도록 조심시키는 것이 공

적 관계에서는 필요하다.

사실 불신이 문제되는 경우는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

는 경우이다. 이것이 바로 불신의 사회적 비용인데, 한반도에서 안전장

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난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4. 어떤 불신은 필요악이다

남남갈등에서 한쪽은 북한의 의도를 좋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좋게 만

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북한이 좋은 의도를 가지지 않았

고 앞으로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 수준은 

7) 중국어 安心은 ‘마음을 품다’와 ‘몰두하다’는 의미도 있어 ‘마음을 놓는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放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방심하다’ 또는 

‘부주의하다’는 뜻에 해당하는 중국어 단어는 失神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참고해야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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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8)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나치나 파쇼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붕괴도 내각책임제로 대표되는 당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나 한국의 제2공화국 헌법은 그 수명이 짧았지만 

어느 체제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체제였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훌륭하게 

평가된다고 해서 반드시 신뢰받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준의 불신이 민주주의에 필요악이듯이, 안보에도 일정 수준의 

불신이 필요하다. 남북한 불신이 높다고 해서 남북한 관계가 무조건 나

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6.25전쟁 당시 남한이나 미국의 대북 불신이 극

에 달했더라면 6.25전쟁 초기 전개양상은 달랐을 것이고 전쟁 피해도 그

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남북한의 불신이 한반도 전쟁의 재

발을 방지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5. 외교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신뢰에 관한 문헌은 신뢰(trust)와 신뢰성(trustworthiness)을 구분한

다. 남을 잘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잘 불신하는 사람도 있다. 마찬

가지로 남의 신뢰를 잘 받는 사람도 있으며, 남의 불신을 잘 받는 사람

도 있다. 'Everybody Loves Raymond'와 'Everybody Hates Chris'라는 

미국 드라마의 제목에서 보듯이, 대상에 따라 신뢰/불신이 좌우될 때가 

많다.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가 불신을 받으면 그 당사자의 책임으로 보

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대체로 신뢰를 받는 특

정 국가 국민들 그리고 반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대체로 불신을 

8) 김재한, �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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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특정 국가 국민들이 있음은 확인된 바 있다.9)

흔히 사회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 표현된다. 신뢰 수준이 높으면 사

회간접자본이 투자된 것처럼 그 사회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의미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남북한 관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의 신뢰는 이런 효율성뿐 아니라 신뢰받는 국가의 외

교적 자본으로도 기능한다. 타국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사실은 어떤 

경우 동맹과 같은 국제법적인 약속보다 타국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더 

높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대효과 가운데 하나는 남북한 모두가 외교

적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

게 된다면 이는 남북한 간의 관계뿐 아니라 제3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에서 자국에게 호의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즉 남북

한 모두 소프트파워의 증강 차원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호감도와 신뢰수준은 구분해야 한다. 

마피아를 폭력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할지언정, 거래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못할 파트너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런 범죄 집단일수록 법

적 조치 없이 신뢰에 기반하여 각종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도 남북한 간의 호감도를 제고시키는 것과 

남북한 간의 신뢰수준을 올리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과 

농구선수 출신 로드맨의 이미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

에 서로 간의 신뢰 수준은 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악동 이미지

를 마케팅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는 파트너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9) Kim, Chae-Han, “Explaining Interstate Trust/Distrust in Triadic Relati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3, No. 4, 2007.



125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DMZ 세계평화공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6. 신뢰 관계는 상호적이고 제3자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신뢰와 신뢰성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대

부분의 신뢰가 상호적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관계의 3/4에서 상대국이 

신뢰하면 아국도 신뢰하고, 상대국이 불신하면 아국도 불신하였다.10)

또 유럽 국가 간 신뢰/불신 관계에서 국가 i가 국가 k를 신뢰할 때에는 

국가 j에 대한 k의 신뢰 여부에 따라 j에 대한 i의 신뢰 여부가 좌우되었

다. 예컨대 k가 j를 신뢰할 때에는 3/4 이상의 경우 i도 j를 신뢰하였다. 

반면에 국가 k가 국가 j를 불신하고 있을 때에는 2/3 이상의 경우에 i도 

j에 대해 불신하였다. 또 서로 불신하고 있는 양국을 모두 신뢰하는 경우

는 1/10을 가까스로 넘겼을 뿐이다.11)

한반도 관련 대부분 국가들이 신뢰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가 신뢰

하는 행위의 파급효과는 크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경우 다수 

국가의 신뢰를 받는 존재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만일 중국이 상대적

으로 불신을 덜 받는다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중요할 것이다. 물론 현재 중국이 자국 중심에서 벗어난 중재자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의 순수한 중재자적 역할에 대한 주문이 

필요하다.

7. 신뢰 만들기

국가 간의 신뢰에 관한 연구는 문화적으로 유사하면 서로 신뢰한다고 

10) Ibid.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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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12) 이른바 유사성 가설이다. 또 접촉이 많을수록 호감이 증대

된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원교근공(遠交近攻)의 경우처럼 지리적으로 

잦은 접촉이 오히려 적대감을 유발시킨다는 주장도 있다.13) 비대칭적인 

국가 관계에서 작은 국가는 자기 정체성을 위해 자기보다 더 큰 인접국

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큰 국가는 자기 정체성 공고화의 필

요성이 없어 그 작은 인접국에 대해 호감을 갖는다는 분석도 있다.14)

남북한은 체제가 다르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민족적으로 또 언어적

으로 유사하다. 이미 불신 관계가 고착화된 관계에서는 접촉이 신뢰 창

출에 나쁠 것이 없다. 접촉의 유용성은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문헌에

서 자주 언급되어왔다. 남북한 간의 불신 수준을 감안하면 접촉이 한반

도 신뢰프로세스의 출발점이다.

신뢰 관계라는 선순환과 불신 관계라는 악순환에서 그 순환성은 ‘눈에

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와 같은 상호주의(reciprocity)에 의해 강

화된다. 그런데 상호주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만들기도 한다. 1 대 1

의 등가(等價)가 아닌 1 대 10과 같은 비례적인 그리고 즉각적이지 않고 

시차가 있는 상호주의가 그런 호혜적 효과를 생산할 때가 있다.15)

12)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ulture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Touchstone, 1996); Ronald Inglehart, “Trust between Nations: 

Primordial Ties, Societal Lear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Ronald Inglehart 

and Karlheinz Rief (eds.), Eurobarometer: The Dynamics of European Public 

Opinion (London: Macmillan, 1991).

13) T. F. Pettigrew, “Generalized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3, 1997; L. Sigelman, and 

S. Welch, “The Contact Hypothesis Revisited: Black-White Interaction and 

Positive Racial Attitudes,” Social Forces, Vol. 71, 1993.

14) Van Oudenhoven, Jan Pieter, Francoise Askevis-Leherpeux, Bettina Hannover, 

Renske Jaarsma, and Benoit Dardenne, “Asymmetric International Attitud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2, 2002.

15) Kim, Chae-Han, “Reciprocity in Asymmetr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1, No.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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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불신은 상대의 과거 행동을 관찰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즉 

신뢰와 불신을 먼저 가져온 후 행동을 바꾼다는 인과관계는 맞지 않다. 

행동으로 신뢰 혹은 불신을 쌓는다는 인과관계가 맞다. 즉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글자 그대로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신뢰의 매개적 기능을 염

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신뢰를 먼저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신뢰구축

이 최종 목표라든지 하는 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세스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운용적(operational) 

군비통제이다. 그 대표적 방안이 신뢰구축방안(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이다. Trust와 confidence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한반

도 신뢰프로세스 논의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비무장지대 설정은 

대표적인 CBM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일종의 CBM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Ⅲ. DMZ 세계평화공원

1. DMZ 세계평화공원 제안들

최근 DMZ 세계평화공원 관련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들은 정부대로, 개인들은 개인대로 너도나도 자신이 DMZ 세계평화

공원을 최초로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어쩌면 DMZ를 방문한 사

람이라면 누구나 DMZ 세계평화공원을 생각했을 것이다. 논의의 장에서

는 정부의 경우 실제 정책 추진에 착수했어야 그 오리지널 위상을 인정

받는데, 박근혜 정부는 국회에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들의 유사한 제안과 차별화된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제안한 개인들은 많다. 아마 1970년 페이지(G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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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ge)의 언급과 1971년 군사정전위원회 로저스(Felizh Rogers) 유엔군 

수석대표의 제안 그리고 1971년 통일부 이영호 박사의 제안 등이 거의 

최초인 듯하다. 월간『공간』에서도 1980년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DMZ를 기념자연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연구자의 경우 학술논저로 그 오리지널이 인정된다. DMZ 세계평화공

원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마 웨스팅(Arthur 

Westing)이 꼽힐 것이다. 웨스팅16)이 DMZ 세계평화공원의 모델로 지

목한 선례는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칼라가디 초국경 평화

공원(Kgalagadi Transfrontier Peace Park) 그리고 에콰도르와 페루 간의 

코르디예라 델 콘도르 평화공원(Cordillera del Condor Peace Park)이다.

2. 평화공원의 선례17)

(1) 사자 추모 및 분단 회고

평화공원은 한국에서만 해도 매우 흔한 지명이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평화공원’으로 검색되는 전국의 지명은 145건이다. 그 가운데 

DMZ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들도 있다. 인제군 서화면, 화천군 평화의 댐, 

연천군 임진강습지, 파주시 임진각 등의 접경지역에 있는 공원뿐 아니라 

철원군 평화문화광장과 파주시 도라산평화공원처럼 거의 DMZ 남방한

계선 가까이에 설치된 공원도 있다.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평화공원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데, 북한 측 JSA 지역 근처의 평화박물관 건물 명

16) Arthur Westing, “A Transfrontier Reserve for Peace and Natur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ffairs, Vol. 10, No. 1, 1998; 

Arthur Westing, “A Korean DMZ Park for Peace and Nature,” Chae-Han 

Kim (ed.), The Korean DMZ (Seoul: Sowha, 2001).

17) 대륙별 접경 국제협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한, “접경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 사례연구,”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권 3호 (2009)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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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에서 보듯이 적지 않은 평화공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 들 수 있는 평화공원은 과거 평화적이지 못

했던 장소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인공구조물을 세운 공원이다. 이런 유형

의 공원은 평화를 기원하거나 전사자를 추모하는 성격이 강하다. 물론 

평화나 전쟁을 해석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괌이나 사이판의 평화공원 그

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평화공원 현장에서 패전국 일본이 느끼는 

평화관과 동일한 현장에서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이 느끼는 평화관은 조금 

다르다. 평화공원은 전쟁 발발 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보다 핵무기로 

살상되었거나 조국을 위해 전사한 것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더 강하다.

남북한 간의 평화관도 다를 때가 많다.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조건 논의도 그런 경우이다. 북한 판문점의 평화박물관에는 

1976년 도끼만행사건 때 사용되었던 도끼를 전시하고 있는데 북한의 평

화관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단을 회고하는 공원도 있다.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베를린장벽 대부

분은 철거되었다가 기념물로 다시 건립되기도 하고 있다. 포츠담광장 근

처의 테러전시관(Topography des Terrors)은 서베를린 쪽 장벽에 붙어

있는 나치스 테리기관의 폐허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 베를린시 

750주년 기념 전시회를 시작으로 통일 후에 전시관으로 조성된 곳이다. 

이스트사이드갤러리(East Side Gallery)는 가장 길게 보존된 베를린장벽

이다. 입장료가 없는 옥외 전시장이다. 통일 이후 1990년부터 세계 여러 

예술가들이 1,300m 길이의 베를린장벽 동베를린 쪽 벽에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동독인의 장벽 통과나 소련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와 동

독 호네커(Erich Honecker) 간의 키스 장면을 포함하여 여러 정치적 풍

자, 초현실주의 그림, 낙서들이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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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존 우호관계의 기념

세계 최초의 국제평화공원은 글레이셔(Glacier)-워터턴(Waterton) 공원

이다. 1932년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양국 국민 및 정부 간에 존재

하고 있는 평화와 선의의 오래 관계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각각 자국의 

국립공원인 글레이셔 국립공원과 워터턴 국립공원을 묶어 국제평화공원

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캐나다 간의 협력은 일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기초한 양국 주정부 차원(State to State)의 협력이

었다.

독일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와 유로그린벨트도 과거의 대립 관

계를 회고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EU)의 등장과 동서독의 통

일 등 정치적 우호관계의 확립은 과거 철의 장막(Curtain of Iron)으로 

지칭되던 국경지역을 관광과 생태보호 목적으로 활용시키고 있다. 동서

독이 통일되면서 주로 동독지역의 50～200m 폭의 완충지대(순찰로 포

함)는 그린벨트로 되었다. 종(種) 보전을 중시하는 독일환경자연단체 분

트(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chland: BUND)가 그린벨트 

지정을 추진하였다. 구 동서독 분단선 지역들을 포함한 핀란드까지의 약 

15,000km 길이의 철의 장막이 유럽그린벨트의 주요 구성이 되고 있다.

(3) 생태보호의 국제화

DMZ 평화공원에 관한 국내의 최근 논의에서 몇몇의 외국 서적

(Sandwith et al. 2001; Ali 2007)은 바이블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

도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외국 문헌들이 말하는 평화공원이란 주로 국경

지역 생태공원을 말한다.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또 아직 TBR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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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위치한 개별 국가 생물권 보전지역(BR) 간에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거나 필요한 BR, 그리고 국경보호지역협력(Transfrontier Protected 

Area Cooperation: TFPAC) 등이 그러한 예이다.

예컨대 중유럽의 동카르파티아산맥(East Carpathians) 접경지역은 슬

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세 나라가 각각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던 곳이었다. 1990년 폴란드가 3개국 BR 지정을 제안했고, 1992년

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제출한 신청을 유네스코가 받아들였으며, 

1998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동카르파티아 TBR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국경 획정 이슈가 자주 등장했던 곳이다. 2차 

대전 당시에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고 하여 폴란드 남부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구소련에 의해 강제 이주되기도 했다. 1951년 소련과 폴

란드 간의 국경교환조약으로 소련 관할권에서 폴란드 관할권으로 회복

되었다. 이 지역은 공산주의체제 특성상 주로 집단농장으로 활용된 국유

지였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었다.

(4) 화해 후속사업

19세기 내내 그리고 20세기 전반기 내내 서로에게 전쟁을 수행한 독일

과 프랑스는 1963년 1월 엘리제조약으로 화해를 공식화했다. 양국 간의 

화해 노력은 생태보전 사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1985년부터 독일

과 프랑스 간의 접경지역 생물권 보전협력도 그런 사업이었다. 순수한 

생물권 보전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교류화해 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되었다. 정보교류 및 만남, 학교 및 청소년 교류, 국경지대 관광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이웃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1988년 유네스코는 프랑스의 보쥬 뒤 노르 자연공원(Natural Parc of 

Voges du Nord)을 BR로 지정했다. 1992년에는 인접지역인 독일의 팔쳐발드 

자연공원(Phalzerwald Natural Park)도 유네스코 BR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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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이라는 매개로 양국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고, 1998년 유럽 

최초로 유네스코 TBR로 지정되었다. 팔쳐발드-보쥬뒤노르 TBR은 자본

주의체제에서 지속가능의 초국경적 접근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국경을 넘어선 대화와 

활동을 제공하고 양국 국경지역의 매우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의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칼라가디 초국경평화공원은 보츠와나의 젬스복(Gemsbok) 국립공원과 

남아프라카공화국의 칼라하리젬스복(Kalahari Gemsbok) 국립공원을 

1998년에 통합한 것이다. 두 국가의 주권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평화공원재단(Peace Parks Foundation)이

라는 NGO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재단은 이 외에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초국경공원(Transfrontier Park: TP)과 초국경보호지역(Trans Frontier 

Conservation Area: TFCA)의 설정에 관여했다. 이 재단의 목표는 귀중

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남부 아프리카 경제를 활성화하며 과거 증오

로 얼룩진 지역에서 우호적인 정치 관계를 재건하는 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5) 국경 환경문제의 해결

일반적으로 수자원이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정도는 삼림자원이나 광물

자원보다 더 크다(Swatuk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3국 간의 대림포포 초국경공원(Great Limpopo Transfrontier Park) 그

리고 모리타니와 세네갈 간의 세네갈강델타(Delta du Fleuve Senegal) 

TBR은 분쟁과 협력의 빈도와 강도가 다른 지역보다 강하다. 상대가 얻

는 이익의 크기가 협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공 효과가 큰 만큼 협력

이 깨질 가능성도 크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메콩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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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천 상류국가이

고 동시에 강대국인 중국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에 비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국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보호구역 

협력은 실제 작동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관계없는 해당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는 성공적인 국제협력

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이는 압록강, 두만강, 임진강, 북한강 등에 함의하

는 바가 크다.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공동의 임진강 수해방

지 사업은 현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6) 국경분쟁의 중지

DMZ 세계평화공원 모델로 국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례는 에콰

도르와 페루 간의 코르디예라 델 콘도르 평화공원이다. 이 평화공원은 

수십 년 동안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국경이 평화적으로 정착

된 것을 축하하고 양국의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비무장화

가 되어있지만 양국의 주권과 사법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공원

의 설정에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과 국제자연보호(Conservation 

International)와 같은 NGO의 역할이 컸다.

홍해평화공원(Red Sea Marine Peace Park)도 국내에서 자주 언급되

는 사례이다.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의 접경지역은 무력충돌 방지뿐 아니

라 생태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1994년 요르단-이스라엘 간 평

화조약 및 1996년 아까바(Aqaba, Jordan)-아일랏(Eilat, Israel) 간 특별

협약에 의해 산호초 보호 및 갈등 종식을 위한 홍해해양평화공원이 지정

되었다. 평화공원 지정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 클린턴 행정부는 요르

단에게 대미관계 정상화와 대미부채 탕감을 제공하여 평화조약 체결을 

주선하였던 것이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의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도 미국

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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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등의 

미국 정부기관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평화공원은 양국 간 분쟁지역을 중립적이고 완충적인 평

화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달리, 한반도 DMZ 

그 자체는 분쟁 이슈가 아니다. 그 경계선 획정에 대해 이견이 별로 없

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하여 DMZ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요

인들로 DMZ 긴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DMZ에 평화공원이 조성되었다 

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쟁지역을 평

화공원화하는 방안은 DMZ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DMZ는 그 자체가 평화공원이다. 한반도 DMZ 부근은 1953년 7월 6.25

전쟁 정전 직전에 매일 낮과 밤에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정도로 격렬한 

전투를 벌이다 7월 27일 정전한 이후에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가 중지되

었기 때문에 DMZ는 그 자체가 상대적 의미의 평화로운 공원이었다. 그

러나 1960년대의 과도한 무장화 그리고 각종 도발로 DMZ는 더 이상 비

무장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매개로 한반도 신뢰 수준을 제고시킨다는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자

체가 하나의 신뢰구축방안(CBM)이다. 운용적 군비통제의 차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상대의 의도에 대해 오해를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상대의 군사력 배치와 이동을 관찰할 수 있어 기습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DMZ는 명칭 그대로 비무장이 지속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세계평화공

원이 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이라도 비무장을 

실천하고 그 지역을 DMZ 세계평화공원으로 명명해보자는 것이다. 

경계, 경방, 변계, 변방 등 국경이나 분단선의 속성에 따라 접경지역 

협력 양태도 다르다.18) 평화공원은 이미 화해를 이룬 곳에서는 그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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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기 위해, 화해를 이루지 못한 곳에서는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화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화해 유도

의 전단계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緩衝地帶; buffer 

zone)가 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일단 완충지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완충의 대상은 남북한 및 주변국의 정부뿐 아니라 주민 그리고 인

간 간섭까지 포함된다. BR도 핵심지대, 완충지대, 전이지대(transit 

zone)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어있다. 이런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북한 

말은 과도적지대(過渡的地帶)이다. 남한 사회에서는 ‘과도적’을 공간보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도 과도적인 활용을 DMZ 

세계평화공원 목적으로 해야 한다.

3. 공공재와 공동체

그린은 적대국 간 접촉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탕트에 기

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린데탕트의 개념이다. 동서 진영 간의 발트해협

력이나 중국과 일본 간의 조림사업처럼 초(超)국경 생태공원이 긴장완화 

혹은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국내의 그린데

탕트 논의에서는 그린이 당연히 데탕트적일 것이고, 환경은 당연히 협력

적일 것이라는 선입관이 팽배하다. 그린데탕트 개념의 기존 전제 가운데 

하나는 그린이 평화적이라는 점이다. 이 때 그린은 아마 자연을 의미하

는 것 같은데, 자연상태를 낭만파 시인들처럼 목가(牧歌)적인 평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콩밭 메는 아낙네’처럼 고난의 현장으로 보는 사

람들도 있다. 철학자 가운데에서도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루소(J-J 

18) 위의 글; Kim, Chae-Han, “The Resurgence of Territorial and Maritime Issues 

in Post-modern Era,”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Vol. 1, 

No.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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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sseau)식의 자연상태 정의도 있지만, 홉스(Thomas Hobbes)처럼 자

연상태를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현장으로 보는 철학자도 있다.

생태환경은 탈근대(post-modern)적 존재이다. 정치군사 단위체(entity)

가 남한 혹은 북한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면, 환경 단위체의 경계는 국

경이나 군사분계선 등의 정치군사 단위체의 경계 너머 남북한이 함께 설

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 MDL은 철책선 없이 약 200미

터 간격의 표지판(간혹 사라진 표지판도 있음)만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

문에 생태경계선이 군사분계선이 아님은 물론이다.

강물이나 바닷물을 남측의 것과 북측의 것으로 구분할 수 없듯이 강이

나 바다 등의 생태계는 초국경적이다. 남북한 공유하천을 비롯하여 남북

한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환경은 적지 않다.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환

경 문제는 남북한 가운데 한쪽에서만 관리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은 공공재(public good)이다. 평화공원은 공유지와 같다.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남북한 경계선 

너머의 전형적인 환경 이슈는 남한만이 혜택을 보거나 북한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를 공공재의 비배재성(non-exclusivity)으로 

부른다.

이런 비배재성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재는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 

비용을 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공공재를 향유할 수 있

기 때문에 너도나도 공공재 생산 비용을 대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e)

하려 한다. 이를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으로 부른다.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실제 대응은 잘 진척

되지 않고 있다. 구속력이 약한 합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남북한을 아우르는 환경 공공재의 생산은 쉬운 사업이 아니다.

사실 이런 공공재 생산의 어려움 때문에 공산주의가 도입된 측면이 있

다. 따라서 개인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일수록 환경재 생산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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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칙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와의 환경협력은 쉽다. 실제 동유럽 사

회주의 국가와의 환경협력에서 재산권 문제는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았

다. 북한 정권이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가치 보전 구역을 북한 

지역에 지정한다고 해서 당장 북한 주민들이 반발하여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방의 안보(security)가 증진되면 다른 일방의 안보는 취약해지는 것

으로 인식될 때가 많다. 군사안보와 달리 경제협력은 쌍방이 모두 나아

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일부 경제협력의 경우 호혜적이

지 않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거의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다. 이에 비해 환경 분야는 일방의 환경 개선이 다른 일방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다. 따라서 환경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남한이 북

한을 지원한다고 해도 남한 내 반발을 적게 받는다. 군사 분야나 경제 

분야와 달리 대북 지원이 남한에게 위협되지 않고 오히려 남한에게 도움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된 환경적 혜택을 남북한 가운데 어느 일

방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적 혜택의 양은 줄

지 않는다. 이를 공공재의 비경합성(non-rivalry)으로 부른다.

환경재화의 비경합성 특성 때문에 환경 사업은 만일 실천된다면 공동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표적 사업인데, 

그 협력의 필요성은 종종 비약되어 협력이 반드시 실천된다고 인식되기

도 한다.

4. 지역사회와 국제기구의 역할

환경 공공재는 남북한뿐 아니라 주변국도 당사자인 경우가 많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경우 그것이 백두대간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 그리

고 쓰시마를 통한 일본까지 연결되는 공원이든, 아니면 한반도 DMZ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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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 중국의 만리장성으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독도를 거쳐 일본 

동경까지 연결되는 베세토(BeSeTo)의 한중일 공원이든, 모두 냉전시대

의 철의 장막이 탈냉전시대의 유럽그린벨트로 된 것과 유사하게 추진될 

수 있다.

환경 문제는 국가 단위로만 접근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구적 혹은 동

북아시아와 같은 더 넓은 단위로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현지 지

역사회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이 함께 하는 글

로컬(glocal) 단위의 사고가 필요하다. 글로컬 단위의 접근 필요성은 생

태와 평화 모두에 해당된다. 환경뿐 아니라 평화도 공공재로 본다면, 

DMZ 세계평화공원은 글로컬 단위도 고려해야 한다.

평화공원 선례들은 중앙정부보다 NGO, 제3국, 지역사회, 국제기구 등

이 평화공원 조성에 주도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최초의 국제평화공원인 

글레이션-워터턴은 국제로터리(Rotary International) 등의 NGO에 의해 

연구, 자원관리, 공공교육 등에서 협력을 이루었다. 또 칼라가디 초국경

평화공원 조성을 주도한 행위자도 NGO인 Peace Parks Foundation이었

다. 코르디예라 델 콘도르 평화공원의 경우에도 IUCN과 Conservation 

International 등의 NGO가 주도했다. 대부분의 초국경생태공원의 조성

은 NGO가 주도했고, NGO가 아니라면 홍해평화공원에서 보듯이 미국 

등 관련 강대국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은 지

역사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높인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의 역할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

구나 해방공간으로 기능하는 것도 하나의 DMZ 세계평화공원 유형이 될 

수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남북 주민 간의 교류가 

적어도 북한 정권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중앙 정부가 직접 교섭하는 것보다 다른 행위자들이 적극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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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진정한 의미의 NGO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가 기능하지 않는 북한을 감안하면, 국제기구를 생각할 수 있

다. 남북한은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과 생물다양성

협약(Biological Diversity Convention)에 가입하고 있다. 남한이 가입한 

람사르습지협약(Ramsar Convention)에 북한은 현재 가입하지 않고 있

다. 현 단계에서는 세계유산이나 생물다양성의 활동으로 남북한 그리고 

국제기구가 포함된 추진협력체가 가능한 것이다.

Ⅳ. 나가는 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지속가능

은 선순환에 의존한다.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다.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는 안전정치가 없어도 화해협력에 장애가 없

다. 그러나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에서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안전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당을 무조건 믿고 추진

하는 행위는 현명한 정부 정책이 아니다. 남이든 북이든 상대를 신뢰하

지 않는 상황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방안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그것을 매개로 한반도 신뢰를 구축하는 것

이다. 그런 한반도 신뢰에는 남한과 북한 간의 신뢰뿐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 간의 신뢰 그리고 남남 간의 신뢰도 포함된다.

매우 적대적인 상황에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둔 채 평화공원을 조성했

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사례는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조성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의 상호이해가 

더 중요하다. 중동지역의 환경평화(environmental peace-building) 기구

의 예로 자주 언급되는 것들로는 Israel-Palestine Center f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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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formation, Arava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EcoPeace 

/ Friends of the Earth Middle East(FoEME) 등이 있는데, 모두 연구와 

교육 그리고 비정부간 교류를 추진하는 기구들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도 구조물보다 관련 당사국들의 접촉과 이해라는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호전적인 행위자일수록 자신의 안보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 

정권도 평화에는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런 북한이 대통령 단임제인 남

한의 대북정책에 호응하는 시기는 남한 정권 전반기에 불과하다. 정권 

후반기에는 몇 년 후면 바뀔 가능성이 높은 대북정책에 북한은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DMZ 세계평화공원 모두 2014년

에는 합의와 추진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대북정

책은 북한을 신뢰프로세스로 유도하기보다 북한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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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DMZ 세계평화공원

심숙경(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Ⅰ. 들어가며 

지난 12월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

자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타계했다. 그의 한국 인연을 다룬 기사 

중, 남아프리카공화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했던 만델라 전 

대통령이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DMZ 평화공원 

설립을 제안한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DMZ 평화공원 설립이 한반

도와 동북아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류 희망의 

지평을 열어주고 전 세계에 평화와 사회정의의 전망을 진전시킬 것”이

라면서1) 아프리카 접경지역에 설립된 평화공원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었

다.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DMZ 일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1) “넬슨 만델라, “DMZ, 세계적 평화공원으로 가꿀 때”,” �오마이뉴스�, 2004년 7월 15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 

198100>.

“[만델라 타계 1918-2013] 만델라-DJ 각별한 인연,” �한국일보�, 2013년 12월 6일,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12/h2013120621070922450. htm>.

“[만델라 서거] 한국과도 인연 각별 … YS․DJ 때 방한,” �조선일보�, 2013년 12월 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7/2013120700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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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국제기구 활용) 지정과 평화공원 설립

(남북한 직접 협력)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북한의 무

응답과 반대로 먼저 남한 측 DMZ 일원에 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정책이 수정되어 2011년 유네스코에 지정 신청을 했으나 유보 결

정을 받은 상태에 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제안 이전에도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을 비롯한 여러 국제 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정부부처들이 명칭

과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큰 틀에서는 유사한 구상들을 제안하였다. 

이 구상들이 상정한 DMZ 일원의 비전은 크게 세계적인 생태 및 평화 

지대 또는 통일 한반도의 경제‧사회 발전의 추동지로 요약할 수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연설을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이 

대북정책으로 제시됨으로써 다시 한 번 DMZ 평화공원에 대한 국가 지

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공표되었다.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과정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평화공원의 

범위선정이나 북한의 수용가능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감으로써 평화공

원 구상과 준비 과정에서부터 평화의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려는 노력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간에 남북한 협력

에 의한 평화공원 설립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 속

에 실패한 구상이나 정책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지난 15～20여 년간 

수많은 국내외 각계 개인들과 기관‧단체들이 DMZ의 평화 및 생태적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쏟은 노력과 지혜를 디딤돌로 삼고, DMZ 세

계평화공원의 궁극적 목적인 남북한을 비롯한 세계의 인간과 인간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는 주춧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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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과 관련하여 생각해봐야 할 점은 

DMZ 세계평화공원이 창출하는 평화의 가치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

이다. 평화의 가치와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전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DMZ 일원의 자연과 사람이다. 전쟁과 죽음의 현장에서 세

계적 가치를 지닌 생명의 지대로 탈바꿈한 자연생태계, 그리고 험난한 

분단역사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극복해온 접경지역 주민들 삶의 역사와 

기억이다. 평화염원 조형물이나 박물관 같은 시설물은 DMZ 평화의 메

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적 수단이지 그 자체가 평화공원의 주된 목적이나 

결과가 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DMZ 세계평화공원의 이해관

계자는 남북한 정부나 국제 기관(남북협력의 조력자)에 국한되지 않는

다. DMZ 일원의 자연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관련된 이들

도 평화공원 구상과 준비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본 발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DMZ 세계평화공원이 DMZ 일원

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연계하

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 아래,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한 거버넌

스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적인 고찰을 위해 역사상 DMZ

와 가장 유사한 사례인 독일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2) 거버넌스의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 한반도 DMZ와 독일 그뤼네스반트는 각각 민족

분단 및 분단 이후 통일국가라는 다른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나, 사회-생

태 시스템(socio-ecological system)으로서 공간 및 정치사회적 맥락에

서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독일 그뤼네스반트 거버넌스의 특징, 성공

요인, 과제로부터 DMZ 세계평화공원, 더 나아가 DMZ 일원의 평화 생

2) 구 동서독 간 경계의 철의 장막이 1989년 후반 동서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자연

의 보고로 가치를 인정받아 형성된 길이 1,398km에 이르는 녹색 띠(독일어 그뤼

네스반트의 의미) 형태의 독일 국가 생태네트워크이다. 생성배경, 생태역사적 가

치 등 그뤼네스반트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다른 발표에서 다뤄질 것이므로 본 

발표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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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에 유용한 시사점과 사고

의 단초를 얻고자 한다. 

Ⅱ. 거버넌스 접근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여러 개념으로 정의된

다. Benz et al3)에 의하면 기술적(descriptive), 규범적(normative), 실천

적(practical), 분석적(analytical)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개념은 규범적 및 분석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규범적인 개념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모델이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이다. 책임

성, 투명성, 형평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관료들의 윤리적 행태 등이 

확보된 이상적인 거버넌스로, 거버넌스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

다. 분석적 개념은 행위자 간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제도와 사회 하부시

스템의 맥락에서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는 서로 다른 형태(방식)들에 주목

하여, 복잡하고 고찰이 어려운 집단적 행동 시스템의 구조와 과정을 포

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사용될 수 있다4).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는 거버넌스의 세 기본

요소, 즉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actors),’ 

행위자들 간의 ‘관계(relationships 또는 ways of interacting),’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 또는 규율 시스템 등을 검토함으로써 이루

3) Arthur Benz, Susanne Lütz, Uwe Schimank, & Georg Simonis, (eds.), Handbuch 

Governance (Wiesbaden, Germany: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4) Ibid., pp. 15～16; Arthur Benz, “Einleitung: Governance-Modebegriff oder 

nützliches sozialwissenschaftliches Konzept?,” Benz, A. (eds.), Governance - 

Regieren in komplexen Regelsystemen: eine Einfürung (Wiesbaden, Germany: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4),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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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다5). 

<그림 Ⅰ> 거버넌스의 세 기본요소 

사회-생태 시스템으로서 그뤼네스반트와 DMZ거버넌스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맥락(context)은 먼저 공간적 측면에서 대규모 생태네트

워크(large-scale ecosystem) 또는 연계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

에 일부 작은 지역의 보전을 다루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DMZ 일원 전체

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및 관리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 시스템(인간)과 생태 시스템(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며 

변화해 간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그뤼

네스반트나 DMZ와 같이 민족분단, 무장 접경지역, 전쟁 또는 통일과 같

이 커다란 정치‧사회적 변화를 겪은 경우에 이와 같은 ‘외부정책환경

5) Shim suk-kyung,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octoral thesis.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2012, pp. 25～26 <http://edoc.hu-berlin.de/dissertationen/ 

shim-suk-kyung-2011-07-05/PDF/shi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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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policy environment)6)’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외부정책환경이 제도의 영향력을 변형시키고 여러 방식으로 

행위자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7). 

이러한 분석 틀과 접근법에 따라, 1989년 12월 그뤼네스반트 사업 설

립 시기부터 약 20여년 간의 독일 그뤼네스반트 거버넌스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결과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한다. 

Ⅲ. 독일 그뤼네스반트 거버넌스의 주요 특성과 과제 

구 동서독 접경지대는 동서냉전의 최전방 철의 장막 중 가장 중무장되

었던 곳으로 우리의 DMZ와 같이 수십 년이 지난 뒤 ‘생명의 지대’로 변

화되었다. 통일 후 초기, 그뤼네스반트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

족과 불합리한 제도로 훼손 위험에 처하였으나, 시행착오 끝에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태네트워크로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

전의 자원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개념과 보전활동은 구 철의장막 전체로 확대되어 

2004년 유럽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 협력사업을 태동시켰다.

6) 여기서 외부정책환경이란 행위자들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거버넌스 시스

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제･정치･사회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Fritz 

W. Scharf, Games real actors play.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in policy 

research (Boulder, USA: Westview press, 1997), p. 22.

7) Shim, S., “Governance of the German Green Belt ecological network –implications 

for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octoral thesis.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2012, p. 27, <http://edoc.hu-berlin.de/dissertationen/shim-suk-kyung-2011 

-07-05/PDF/shi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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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정책환경 주요 제도 및 사건

[제1시기: 

1989~1996]

NGO 및 일부 주

정부가 그뤼네스반

트 보전 토대 구축

∙통일 이후 경제 및 사회 

통합 문제가 핵심의제로 

부상, 환경정책은 쇠퇴

∙지뢰, 철조망, 감시탑 등 

국경시설물 신속히 제거 

∙NGO의 주도로 그뤼네스반트 보전

사업 출범(1989년 12월)

∙작센주의 그뤼네스반트 전 지역(면

적 744ha, 길이 41km)이 주정부 법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됨(1996년) 

[제2시기: 

1996~2005]

연방정부의 그뤼

네스반트 관련 정

책 및 제도로 갈

등 심화

∙적(기민당)-녹(녹색당) 

연정정부 출범, 다수의 

환경정책사업 추진

∙유럽연합 등 국제 행위

자의 환경정책 영향력 

증대(생태 네트워크 강

화 등) 

∙‘접경지역법’ 제정에 따라 국유지가 

사유화되고 생태계 보전 위협(1996년)

∙튀링엔주가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그

뤼네스반트 보전전략 수립(1998년)

∙환경 NGO BUND가 사유지 매입사업 

시작(2000년)

∙그뤼네스반트 전 지역 서식지 유형 

조사연구 실시(2001～2002년)

∙유럽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 

사업 출범 (2004년) 

[제3시기: 

2005년~] 

그뤼네스반트 보

전을 위한 제도

적 틀 안정 

∙국가 자연보전정책 강화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연방차원 자연보전 권한 

증대 등)

∙연방정부가 연방토지(전체면적의 약 

65%)를 보전 목적의 국가자연유산

으로 주정부로 이양 결정 (2005년)

∙그뤼네스반트가 위치한 6개 주정부

가 토지이양에 합의 

∙그뤼네스반트 지속가능관광 시범사

업(Erlebnis Grü nes Band) 실시

(2007～2010년)

1. 그뤼네스반트 거버넌스의 특징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한달 뒤인 12월 9일 독일자연보전연합 

(BUND)의 바이에른 사무소(BN)의 주도로 NGO들에 의해 그뤼네스반

트가 설립되었다. 이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5년을 뚜렷이 구

분되는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눠 시기별 주요 제도와 사건

은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된다. 

<표 Ⅰ>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시기별 주요 제도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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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정책환경 주요 제도 및 사건

∙연방자연보전법에서 그뤼네스반트가 

국가생태네트워크에 포함됨(2009년)

∙유럽그린벨트 협력사업 주도 및 참

여(중부유럽 GreenNet 사업, 발틱해

지역 사업 등)

위 표와 같은 정책 및 제도적 변화 또 이와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역

할과 상호 관계 등을 살펴봤을 때, 그뤼네스반트 거버넌스 시스템은 아

래와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각 수준 및 각 규모를 아우르는(cross-level and cross-scale) 제

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까지 전체 그뤼네스반트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이나 유사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였

다. 독일 연방제와 같은 분권화(decentralization)는 그뤼네스반트와 같은 

대규모(large-scale) 사회-생태 시스템을 보전‧관리하는데 상당한 이점

(지역의 제약과 기회요인에 대한 세심한 대응,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 등)이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 효과(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정보교류와 이해 조정의 어려움, 협상 및 의사결정이 느리고 오래 

걸림 등)가 있기도 하다. 긴 녹색 띠 형태의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경우 

관련 제도들이 섹터(자연보전, 농업, 관광 등) 및 수준(연방, 주, 지방) 간

에 분리된 정도가 심하여 정책들을 아우르는 실행과 협력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NGO가 그뤼네스반트 보전체계 형성과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

할을 해왔다. BUND를 비롯한 환경 NGO들은 통일 직후 구 동서독 접경

지역의 생태‧역사적 가치와 활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

에서 발빠르게 그뤼네스반트 보전사업을 출범시켰다. 다양한 정부기관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연계하고, 중요 생태계를 직접 보전‧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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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전문성으로 정부의 연구조사와 실행사업의 

진행자로서 정책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외부정책환경이 그뤼네스반트 거버넌스 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독일통일 직후 10여 년간 급작스러운 통일의 상황 속에서 

보전 관련 정부부처나 주정부의 그뤼네스반트에 대한 거버넌스 파워가 

매우 제한되었고 대신 그뤼네스반트 토지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가진 

연방재정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후에도 그뤼네스반트의 토지

소유권은 거버넌스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는 

통일 이후 특수한 정치‧사회‧경제적 외부정책환경이 주요 이해관계자들

의 파워 분배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위와 같은 거버넌스 특징은 그뤼네스반트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또는 

도전과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성공요인과 도전과제를 SWOT 분

석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강점과 기회요인을 성공요인으

로, 약점과 위협요인을 도전과제로 본다. 

<표 Ⅱ>

강점 (S)

성

공

요

인

도

전

과

제

약점 (W)

∙오랜 기간 축적된 환경 NGO의 

기술적 및 네트워킹 역량과 헌신

적인 지역 활동가들 

∙주 및 지방 정부의 그뤼네스반트 

보전 정책 및 사업 수행 역량

∙그뤼네스반트의 가치와 지속가능 

지역개발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증진

∙수준 및 섹터간 분산된 제도들의 

조정 어려움

∙그뤼네스반트 내 높은 사유지 비

율과 여럿으로 나뉜 소유권

∙많은 지방정부의 그뤼네스반트 보

전에 대한 관심과 실행 저조

기회 (O) 위협 (T)

∙유럽그린벨트로 인한 추가적 보전

가치와 연방 및 국제 수준의 제도

적 지원

∙연방 법률에 의한 국가 생태네트

워크로서 중요성 인정

∙연방 및 주 정부간 환경정책 불일

치 및 상호갈등 

∙그뤼네스반트의 생태 및 역사적 가

치에 대한 낮은 대중 인식과 관심 



154

제2회의 평화와 공존의 DMZ

Ⅳ. DMZ의 평화생태적 보전과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측면의 

과제 

독일 그뤼네스반트 거버넌스 분석 결과를 시사점으로 삼아 DMZ 세계

평화공원 설립과 같은 DMZ 일원의 보전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거

버넌스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DMZ 일원은 그뤼네스반트와 같이 대규모 사회-생태 시스템이

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 분권화가 강한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경우와 달

리, DMZ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은 대부분 중앙정부 중심 또는 하향식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다른 주체, 즉 지방정부나 민간의 정

책 수행 및 참여 역량을 키우기 어려웠고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DMZ 

일원 지역주민의 불신과 반감이 크게 자리잡게 되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클 수 밖에 없기는 하나, 지

방정부나 민간섹터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 이상으로 축소되어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추진과정은 E. Ostrom이 제시한 ‘균형 잡는 접

근(balancing approach)’이 DMZ 관련 정책에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8). DMZ와 같이 복잡한 사회-생태 시스템의 경우 상향식이나 

하향식, 중앙집권이나 분권화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접근의 특성

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DMZ와 관련된 각 수준 및 섹터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조정(coordination) 체계, 예를 들어 가칭 ‘DMZ 정

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을 

8) Elinor Ostrom, and Marco A. Janssen, “Multi-level governance and resilience 

of social-ecological systems,” Spoor, M. (eds.), Globalisation, poverty and 

conflict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2004), pp. 23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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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직체(예: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를 이러한 조정 체계로 

발전시킬지, 또는 조정 체계는 별도로 구축하고 평화공원 추진조직은 평

화공원 사업 중심으로 설치하여 상호 연계할 것인지는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현가능성과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참여와 동의를 얻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DMZ 세계평화공원의 가치 및 공간

의 주체인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 보존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NG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NGO는 정부

기관보다 덜 관료적이고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접촉하여 주민들의 인식

과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자리이동이 잦은 공무원과 달리 지속적

인 활동을 할 수 있어 정보와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유리하다. 독일 그뤼

네스반트의 주된 성공요인의 하나도 BUND를 비롯한 환경 NGO의 역할

과 기여다. 단편적인 의견 수렴이나 형식적인 자문위원회의 한 자리를 

주는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정책 개발과 실행, 연구사업의 협력적 파트

너로 함께 일하게 함으로써 정부 역할의 한계와 어려움을 상당 부분 극

복하고 있다. 

DMZ 일원의 경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 등과 같이 DMZ

와 민통선 지역 보전 활동을 해온 수도권 환경단체들이 있기는 하나, 인

구밀도가 낮고 고령자가 많은 접경지역에 관련된 공익민간단체나 활동

단체들은 매우 드물다. 금년 7월 강원, 경기, 인천의 지방의제들을 중심

으로 DMZ 일원의 NGO와 민간활동가들이 ‘DMZ 일원 및 한강하구 서

해도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발표하고 관련 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민관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축소된 정부-NGO 간의 소통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 

정부의 열린 행정체계와 NGO의 조직적‧전문적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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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거버넌스 방향을 설정한 뒤 변화하

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DMZ일원의 보전과 활용은 기초지

자체의 철새 보호사업과 같이 소규모 지방수준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의 정치관계 등 외부정책환경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러므로 ‘지방화(loc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 방향을 함께 추

구해야 한다. 여기서 ‘지방화’란 지역의 역할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에 따

라 지역의 관심과 필요에 보다 더 부응하고 지역 주체들의 인식과 역량, 

역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

속가능 지역발전을 실행하는 국제적 모델인 ‘DMZ 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재추진하고 이를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과정의 하나로 연계하여 관련 정책 간 시너지를 형성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는 DMZ가 동북아 생태네트워크에서 갖는 핵심적 역할과 남북

한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평화 증진의 잠재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독일의 

그뤼네스반트가 구 철의장막 전체 8500km로 확대되어 유럽그린벨트 협

력사업의 모태가 되었듯이, 한반도의 DMZ가 동북아 평화생태벨트 또는 

동북아 평화생태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동력으로서의 비전과 역할을 정립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북아지역 내 멸종위기 철새, 시베리아호랑

이 등과 관련하여 국가간 보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의 이해관

계자들 간에 동북아 평화생태네트워크의 비전을 확산시키고, 유럽그린

벨트를 동북아 평화생태네트워크 형성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노력 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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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DMZ 세계평화공원은 지난 15～20여 년간 많은 국내외 인사와 기관들

이 DMZ의 평화 및 생태적 가치를 위해 쏟은 노력과 지혜를 디딤돌로 

삼고,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북한을 비롯한 세계의 인

간과 인간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는 주춧돌

이 되어야 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창출하는 평화의 가치와 메

시지는 구체적으로 전쟁과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지대로 탈바꿈한 자

연생태계, 그리고 험난한 분단역사 속에서 고난을 극복해온 접경지역 주

민들 삶의 역사와 기억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관점 아래, 본 발표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한 거버넌스 과제를 역사상 DMZ와 가장 유

사한 사례인 독일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과

제들을 기초로 하여 제시하였다. 구 동서독 접경지대는 동서냉전의 최전

방 철의장막 중 가장 중무장되었던 곳으로 우리의 DMZ와 같이 수십 년

이 지난 뒤 ‘생명의 지대’로 변화된 곳이다. 

첫째, 그뤼네스반트와 마찬가지로 각 수준 및 섹터의 제도와 정책 그

리고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조정(coordination) 체계, 예를 들어 가칭 

‘DMZ 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실현가능성

과 예측이 어려운 북한의 참여와 동의를 얻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이 집

중되어서는 안되며 DMZ 세계평화공원의 가치 및 공간의 주체인 지역주

민과 국민들이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 보존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NG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독일 그뤼네스반트의 주된 성공요인의 

하나도 BUND를 비롯한 환경 NGO의 역할과 기여라는 점을 상기할 필

요가 있다. 정부의 열린 행정체계와 NGO의 조직적‧전문적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거버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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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loc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지방화’란 지역의 역할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의 관심과 필

요에 보다 더 부응하고 지역 주체들의 인식과 역량, 역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 지역발전을 실

행하는 국제적 모델인 ‘DMZ 생물권 보전지역’을 재추진하고 이를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과정의 하나로 연계하여 관련 정책간 시너지를 형성

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가 유럽그린벨트 협력사업의 모태가 되었듯이 한반도의 DMZ가 동북아 

평화생태벨트 또는 동북아 평화생태네트워크를 설립하는 동력으로서의 

비전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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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손기웅(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무장지대(DMZ)는 전쟁 기간 피아가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고, 

당시에 초토화되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 60년간 인적의 침입이 제한되면

서 인위적으로 완전히 훼손되었던 생태계가 지금은 회복되어 세계적으

로도 손꼽힐만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로 변화됐다. 

다른 한편으로 DMZ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남아있다. 비록 전쟁으

로 인해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역시 접근이 차단된 결과 1950년 이

전의 역사가 남아있다.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

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

다. 태봉국의 도성은 군사분계선이 그 중간을 지나면서 바로 DMZ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의선도 성을 가로질러 흔적을 남기고 있다. DMZ는 

금강산관광의 지름길이기도 했다. DMZ로 인해 개발로부터 문화유산이 

보존된 것이다.

DMZ를 중심으로 남북 양측에 형성되어 있는 접경지역은 북한의 경우 

잦은 수해와 기근으로 인한 벌채로 훼손되었고, 남한의 경우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개발압력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DMZ와 접경지역의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따

라서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한반도의 허리인 DMZ와 그 일대를 어떻게 보전·관리·이용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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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DMZ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교류·협력의 피할 수 없는 접점,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DMZ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마주치는 곳일 뿐만 아니

라, 경제, 사회, 문화 나아가 환경 등 쌍방의 모든 이해가 필연적으로 얽

혀있는 지역이다. 그 결과, 그 동안 남북한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교

류·협력 사업에 활용될 수 없었던 것이 또한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보전하는데 합의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즉, 서로가 포괄적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과 ‘상생번영’의 단계로 진전케 하는 결

정적인 디딤돌을 마련함을 의미한다. 국토의 중심에 놓여 있으면서 남북 

상호 간의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측면의 국가이익이 복합적

으로 얽혀 있는 DMZ에서 남북한이 그 평화적 이용에 합의하느냐의 여

부가 바로 상생의 남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의 잣대가 되는 것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구상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유념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피 흘리며 싸웠던 인간들이 상호 신뢰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인가, 인간에 의해 손상되었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

이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인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는 남북관계 개선,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준비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느

냐, 남북 간의 이해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의 이해도 아우를 수 있는 방안

인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발전, 국토균형발전, 국가성장에

의 기여 여부도 상세히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외에 DMZ의 평화적 이용은 

사실상 실천되지 못했다. 남북한의 복잡한 이해관계, 이 지역에 대한 국

제사회와 유엔의 관할권과 관심, 북한 핵문제의 지속 등과 같은 상황 속

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이 낭만적 이상주의자의 발상으로 치부될 수도 



165

토론

있다. 그러나 DMZ의 평화적 이용이 가지는 국가적·민족적 의미를 확신

하고, 북한이 조건만 맞으면 금강산관광 지역과 개성공단이라는 거대한 

지역도 내놓았다는 현실을 재검토하는 바탕위에 창조적인 DMZ의 평화

적 이용을 위한 제안과 그에 대한 검토는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지

속돼야 한다.

현 정부가 발표한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상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DMZ 전체를 원래의 비무장 평화지대화할 수 없는 현실적인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극히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평화공원을 조

성하여 남북 간에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도출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른 DMZ 지역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신뢰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

스｣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실천성을 더욱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남북 

상호간에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전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 위에 그것이 경제적 이득

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실현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

히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경우 ｢DMZ 세계평화공원｣이 경제적 이득획득

의 창구가 될 것인가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DMZ 

세계평화공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이 위치

할 DMZ 소재지와 인근 남북측 접경지역에 존재하는 역사, 문화, 생태적 

자원과 결합한 복합관광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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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범수(강원발전연구원 한국DMZ연구센터장)

Ⅰ. 평화공원의 개념

◦국가 간 보호구역 또는 접경지역 내 보전구역의 형태

◦복수의 국가나 체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되나 

외부로 나올 때 승인을 필요로 함

◦정치적 경계나 인공적 장벽과 철책 같은 구조물이 없어야 함

◦평화와 친선을 촉진하고 생태계의 보전, 관광 및 지역발전에 기여

◦최초의 평화공원은 1914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만든 모로쿠리엔 

보호구역

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함의

◦DMZ는 제어된 평화장치, 취약한 평화장치로 세계평화공원은 평화

장치로서의 기능을 견고하게 함.

  － DMZ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 남과 북의 

병력과 최첨단 무기가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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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그 자체가 군축의 의미를 담고 있어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

◦단순 공원의 개념을 넘어 항구적인 DMZ 통상통행을 가능하게 함.

  － 남과 북, UN의 공동관리로 기존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단

점을 뛰어넘는 남북한 소통과 화합의 장

Ⅲ. 세계평화공원 조성시 고려사항

◦전쟁의 치유와 억제 효과 고려

  － 한국전쟁의 비용은 6,910억 달러로 제2차 세계대전에 이어 역대 

2위의 전쟁(사망 150만 명, 부상 360만 명, 이산가족 1천만 명)

◦생태환경적 요소는 기본,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복합기능의 도입 고려

  － 세계평화공원에는 역사, 문화, 생태환경과 한국의 절경 등이 복

합적으로 얽혀 있어야 함.

  － 단순 공원의 개념을 넘어 남북한 정치, 경제, 역사문화의 장으로 

기능

◦서부 편중의 불균형적 국토발전 시정

  － 분단 이후 남한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일변도로 발전

  － 이러한 국토발전은 남과 북, 동과 서의 심각한 불균형 초래

  － 판문점, 임진각 등 교류협력 관련 시설물도 서부지역에 편중

  － 서부의 개성공단은 재가동 중이나 동부의 금강산관광은 5년째 

중단

  －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할 DMZ 세계평화공원은 국토발전의 불균

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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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입지

◦북한의 호응이 중요

  － DMZ 세계평화공원은 북한의 호응이 필수조건으로 남과 북이 

협상을 통해 적지 선정

  －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화논리에 더하여 정치성

이나 이념성이 낮은 저밀도·저긴장의 문화관광적 접근 필요

  － 마식령 스키장 등 북한의 원산개발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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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이강우(통일부 DMZ 세계평화공원 기획단장)

Ⅰ.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배경

<DMZ 세계평화공원>

DMZ 내의 일부 공간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세계인에게 개방하여 이를 평

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천해 나가려는 구상 

◦정전 60주년이 지난 오늘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되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DMZ를 신뢰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

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문을 열어나갈 필요

  －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 확보

◦이를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

  － 비무장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유엔, 미국, 중국 등 정

전협정 당사국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

  － 국제사회와 협조를 통해 북한의 참여 유도를 위한 여건 조성

  － 한반도 문제 관련 정전협정 당사국과의 협력 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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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정전협정 제1조에 따라 ‘53.7.27일부터 비무장지대 설치

  -휴전에 따른 군사적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쌍방이 군사분계선

으로부터 각각 2km씩 후퇴

  -총길이 248km, 총면적 907km²(남측지역 449km², 북측지역 458km², 한반

도 전체 면적 22만km²의 0.4%)

∙대한민국의 영토(헌법 제3조)이나, 현실적으로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

위원회가 관할권(jurisdiction) 보유

  *군사분계선 통과, DMZ 출입 등은 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 승인 사항

∙한반도의 중부지역을 동-서로 잇는 핵심 생태축으로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寶庫로 불림.

  -다만, DMZ 일원에는 다량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어 향후 남북간 교류와 협력, 나아가 유라시

아 대륙과의 연결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교류협력의 접점이기도 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동력 강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서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동력을 강화

◦또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례와 같이 그 동안 북한의 일방적 합

의 파기 등으로 안정적 추진이 담보되지 못했던 남북협력사업의 한

계도 개선해 나갈 필요

  － 남북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통해 일방에 의한 사업중단 등의 우려를 차단하고,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협력모델 정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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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위치>

<DMZ의 평화적 이용 관련 제의 경과>

∙’70년대, 유엔사는 △DMZ 내 무기·지뢰 제거 △DMZ 내 군사시설물 제거 확

인을 위한 공동감시소조, △DMZ 민간 개방 등을 제의

∙’80년대,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기장 건설 △생태계 공동학술조사 △설악산/

금강산 자유관광지역 공동설정 △｢평화시｣ 건설 등 제의

∙’90년대｢남북기본합의서｣(제12조)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합의 

  ⇒ 남북 간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의가 70년대부터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은 그만큼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필요성

이 크다는 반증 

  ⇒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인식

하고, 정치군사적 신뢰와 체제보장이 선행(평화협정 체결)되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실천되지 못함.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실천된 사례로 2000년대 초 비무장지대를 관

통하여 남북 간 철도‧도로를 연결한 사례가 있음.   

∙’13.5.8. 박근혜 대통령, 美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

원 건설 제의

  ⇒ 이번 제안은 기존의 제안과 같은 맥락이나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특

정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조성 사업을 통해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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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하는 정치군사적 신뢰도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음.

  ⇒ 북한은 초기에는 부정적 반응, 광복 68주년 경축사를 통한 대북제안 이후

에는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DMZ 세계평화공원 관련 대통령 주요 말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사분

계선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

께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날을 위해 미국과 세계가 우리와 함께 나서주

길 바랍니다.(2013년 5월 8일, 美 상하원의회 연설)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고,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국들이 함께 국제적인 규범과 절차, 그리고 합의에 따라 평화공원을 만

든다면 그곳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2013년 7월 

27일,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사)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

에 제안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

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2013년 8월 15일, 

광복절 68주년 경축사)

Ⅱ. DMZ 세계평화공원 기본 구상

1. 목표: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의 Landmark로 조성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신뢰를 창조하는 공간｣

으로 전환

◦남북 주민과 세계인에게 개방,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열린공

간｣으로 조성

◦신뢰에 기초한 화해·협력을 통해｢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공간｣으

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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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원칙

◦남‧북‧국제사회(미‧중‧유엔 등)가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추진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간 ｢신뢰의 선순환 구조｣ 형성 

◦DMZ 자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국제적인 규범‧절차‧합의(통행, 체류, 신변안

전 등)에 따라 추진

3. 입지

◦DMZ 내 일부 지역에 조성

◦평화의 상징성, 군사안보적 측면, 환경적 측면, 접근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검토

◦최종적으로 북한 및 유엔사 등과 협의하여 입지 확정

4. 조성방향

◦단순한 지역개발의 관점을 탈피, 한반도 평화와 신뢰조성에 중점을 

둔 ｢평화프로젝트｣로 추진

◦최대한 생태와 환경을 살려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되, 필요한 최소

한의 시설물 설치

◦△상징조형물 △남북 및 국제협력 공간 △방문객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관광 시설 등 검토

5. 소요재원: 남북협력기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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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절차 및 제도

DMZ는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하

는 특수한 지역

⇒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규율방식을 마련할 필요

◦남북 간 추진 합의 이전: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등 여건조성에 주력

◦남북 간 합의 이후: 사업을 협의‧추진할 별도의 ｢공동위원회｣ 구성, 

사안별로 남·북·유엔사간 협의 추진

  － 남-북: △지뢰제거 등 공원조성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왕래 

인원 △통행·체류절차 △신변보장 △물자반출입 등

  － 북-유엔사: 비무장지대 일부 개방(별도 관리구역 설정)

  － 남-북-유엔사: △입지 △공원 구성 △운영방식 등

<추진절차>

남북 간 공원 조성 합의

⇩
유엔사-북한 간 비무장지대 개방 합의(별도의 관리구역 설정)

⇩
군사적 보장 및 체류인원 신변안전 문제 등 협의

(지뢰제거, 통행, 물자반출입 등 관련)

⇩
남한-유엔사 간 우리측 인원의 비무장지대 통행절차 등 협의

⇩
지뢰제거, 설계 및 공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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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현황

1. 국내외 여건조성

◦대통령, 訪美계기 美 상‧하원의회 연설(5.8)에서 최초 제안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사(7.27)에서 참전국 협조 요청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8.15)를 통해 대북 제의

◦한‧중 정상회담(6.27) 등 다양한 외교활동을 통해 미‧중‧유엔 등의 

협조 확보

◦국내 학술회의‧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수렴

2. 구상 구체화 작업 진행

◦△통일부에 전담 기획단 설치(5.20) 및 범정부 협력시스템 가동 △

국정과제 선정(5.28) 등 구상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범정부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개략적인 마스터플랜 수립(7월 말)

∙향후 국내외 지지를 확산해 나가는 가운데 구상 구체화 작업 지속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아가며 북한과의 협의에 착수하여 국제적 규범과 절차

에 맞게 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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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일  청주교구 신부

제  정  인왕산 불국사 주지

송원근  자연빛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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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Table

Round Table

지상의 평화

김훈일(청주교구 신부)

가톨릭교회가 선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이

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가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한 평화이다. 그런가 

하면 인류전체가 국가와 국경과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갈망하는 것도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인류의 갈망이 

일치하는 것은 평화는 ‘하느님의 근본 속성’이기에 피조물인 인간도 평

화를 염원하고 서로 ‘조화로운 전체’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평

화는 구체적으로,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훨씬 넘어서서, 생명의 충

만함’이며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의 하나’이고 

‘축복의 결과’라고 말한다. 이 상태가 인간의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때 평화는 사라지고 ‘피 흘림과 분열’과 같은 폭력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평화는 정치의 방법, 힘과 이해

관계의 균형으로만 이룩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정의, 사랑, 평화의 활

동으로써만 얻어진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의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있

다. 현재까지 역사 발전에서 작용해온 인간의 이기적이고 호전적인 욕망

은 쉽게 교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공동선(共同善)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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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평화는 한 번에 영구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꾸준히 건설

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국가들 사이에 드러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균형이 지나치면 긴

장과 불화가 생기며 드디어 평화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힘과 힘의 불안

한 균형으로 전쟁만 피하면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는 할 수 없다. 평화는 

보다 완전한 질서를 인간 사이에서 꽃피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왔고 평화를 남겨 주었으며, “나는 당신들

에게 평화를 주고 갑니다. 내 평화를 당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

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요한 14:27)고 말씀하였다.

그러한 평화는 아름다운 것이나 동시에 얻기 어려운 것이다. 얻기가 

아주 어렵고 복잡하여 어떤 이는 평화를 꿈, 신화, 유토피아(Utopia)라고 

생각한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저절로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그

것은 많은 계획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야 하고 그

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야 한다. 평화는 모든 이의 선(善)이므로 평화를 

유지하고 진전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협조해야 한다. 평화 건설에는 용기

가 필요하다. 최상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힘의 용기가 아니라 사랑의 용

기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새로운 정의의 구현 

없이 평화는 오지 않는다. 

세계가 긴장상태에 놓여 있어도 긴장과 평화는 공존한다고 말할지 모

른다. 일선 참호 속에도, 교전(交戰) 중에도, 정상질서가 파괴된 폐허 가

운데도 고요한 공간과 고요한 순간은 있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 적응

하는 평화가 그 나름의 방법으로 꽃을 피운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

나 그것이 인류의 이상으로서의 참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 거짓 평화

에 평화란 이름을 줄 수는 없다. 사람은 폐허를 만들면서 그것을 평화라

고 부른다. 휴전이나 단순한 무장해제나, 속임수의 오만한 권력행사나, 

폭력과 협박에 기초를 둔 외적 질서나, 적대세력의 일시적 균형이나, 적



185

Round Table

대세력의 고정된 긴장 속에서 진행되는 힘의 경쟁이나 그 어느 것에도 

평화의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다.

정의와 공정함에 기초한 사회 질서 확립을 통해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

해야 한다. 고전적 의미의 정의는 각자의 몫이 각자에게 정당하게 돌아

가게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

지 않을 때 평화는 위협받는다. 특히 생명권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보장하는 

기본 권리인 인권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일은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본질적인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도 정의의 열매로서의 평화를 이루는 일

이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착취는 자연환경에 대한 불의한 폭력이다. 

자연은 인간이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단순한 도구나 대상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섭

리하셨고, 동시에 인간에게 피조물들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돌볼 임무

를 맡기셨다. 인류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생태계를 착취하고 파괴

한다면 이는 하느님이 부여하신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 자손들이 누려야 할 몫까지 빼앗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고 궁극

적인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둘째, 평화는 또한 사랑의 열매이다. 

가톨릭 교리에서 정의의 역할은 평화를 위한 장애물을 없애는 일이기

에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정의가 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서 자신의 정당한 몫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다. 사랑의 마음 앞에서는 다툼이 생길 수 없다. 조금도 손해 보지 

않고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해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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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배려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형제애의 열매라는 것이

다. 사랑의 열매로서의 평화는 구체적으로 비폭력, 용서와 화해, 일치의 

길을 통해 추구될 수 있다. 우선 평화는 폭력을 거부한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민족과 국가 간 또는 종교 간의 불화와 다툼은 

전쟁과 테러라는 극단적인 폭력의 형태로 벌어지면서 세계평화를 위협

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전쟁 억지의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도 많다.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고 교회는 늘 경

고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DMZ 세계평화공원

DMZ 세계평화공원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평화를 증

진시키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교육의 장

평화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톨릭교회는 

말하고 있다. 평화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적 바탕 위에서 더 큰 실체적 

교육이 될 수 있다. 평화는 그것을 바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는

데 이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하다. 평화를 위한 사랑과 용기의 힘은 저절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

한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필요로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우

선 남북한 국민들에게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적 장과 실천

프로그램을 체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쟁을 경험

하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전쟁을 미워하고 평화를 선택하게 하는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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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세계에서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DMZ가 공원

으로 조성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귀한 문화적 유산을 남길 수 

있고, 세계 만민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의 완화

지난 60년 동안 남과 북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치열한 군비 경쟁

을 해왔는데, 특히 북쪽은 주민들이 굶주림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핵무기

를 개발함으로써 남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DMZ는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치지역이고 군비경쟁지대이다. 한국전략문제연구

소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2009년 241억 달러로 세계 12위 규

모이고, 북한 역시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7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군사적 대치지역을 평화의 공원으로 바꾼다

면 전쟁의 위협이 감소할 뿐 아니라 남북의 대립으로 그동안 쏟아부어온 

엄청난 군사비를 민족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 번영과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곳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만국의 사람들에게 귀

한 모범이 되어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폭력으로 생긴 상처의 회복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전쟁과 민족간 폭력으로 상

처받은 이들이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해와 일치

는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 그것은 서로 만나서 대화하

고 과거의 갈등과 아픔을 적극으로 이해하려 노력할 때 해소될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남북한 주민들이 아무런 위협 없이 서로 만나 민

족의 번영을 고민하는 공원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가장 큰 상처를 가지



188

제3회의 화해와 희망, DMZ 세계평화공원

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편히 만나서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생태계의 보존을 통한 평화

DMZ는 60년 이상 자연의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인간의 

다툼과 갈등이 오히려 생태계의 보존으로 이어진 지역이다. 이미 자연은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DMZ의 자연을 통해서 평

화를 배우고 질서의 회복과 참 기쁨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탐

욕에 의해 자연은 무수한 파괴를 경험하지만 잠시의 휴식에도 놀라운 복

원력을 보여준다. 자연의 회복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우리도 민족의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많은 군대와 무기들이 가득한 DMZ를 평화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면에 사라지지 않는 적개심과 우선 싸워야 한다. 북한이 변할 

수 없고 평화공원에 협조하지 않으리라는 예상과도 싸워야 한다. 더 나

아가 평화공원이 우리만의 희망이 아니라 북쪽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

겠다. 북한 주민들도 적극 참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공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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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긴장에서 화해와 평화로

제 정(인왕산 불국사 주지)

Ⅰ. DMZ라는 공동의 화두

비무장지대(DMZ)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다. 아

니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

막고 있는 저 띠는 1953년 이후 한반도에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숙명적 화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크게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다. 

어느 민족에게서나 국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외세의 힘에 휘둘리

게 되는 것은 동서양을 통하여 흔하게 보아온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한

반도의 분단은 국제적 분단과 내쟁적 분단이라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

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독일 등 타 국가와는 다른 양상의 분단이다. 그만

큼 분단 해결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다. 

조선 말기부터 외세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고, 일제의 침탈에 의해 국

운이 풍전등화가 되었었다. 그리고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과 

북은 두 눈을 부릅뜨고 긴장하면서 살아왔다. 미국과 소련, 두 열강이 중

심이 된 국제적 냉전의 산물이 우리 민족에게는 내부의 좌우 이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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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국내 냉전으로 이어졌고, 이는 분단체제가 성립‧고착화되어 동족

상잔이라는 대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 결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

한 세대들에게도 그 어두운 그림자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실정이 아

닌가.

DMZ가 그어진 기간이 이제 60년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들만큼 민족의 저력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에서 우뚝 선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크게 

주목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력과 국격을 

갖춘 대한민국이라면, 이제 우리는 휴전 또는 정전의 단계를 넘어 희망

과 화해의 단계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중심이자 상징이 DMZ이다. 

Ⅱ. 역사 복원의 장으로

남북화해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방법에는 이견들이 다양하다. 남북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이견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모적 논쟁을 줄여 실질적으로 화해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상징이 DMZ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기에 불교계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개성 영통사 복

원 지원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결실을 맺었다. 이는 남북의 불교계가 공

통으로 인식한 사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신계사와 

영통사의 복원사업은 단순히 불교의 단위 사찰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절되었던 역사를 복원하는 민족적 과업의 첫 단추였다. 금강산

은 불교적 성지를 넘어 민족의 영산이기도 하다.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역사에 기록될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이에 남북의 

불교계는 평화의 시금석으로 외금강에 있는 신계사를 복원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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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잿더미가 된 신계사는 북측의 수뇌부에서

도 상당한 관심을 가진 역사유적지였다. 영통사도 마찬가지이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 당시 10대 사찰 중 하나였던 영통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두 사찰 모두 북측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다. 

복원사업에는 건축, 토목, 고고학, 단청, 불화, 기와작업, 석조건축 등 여

러 분야에서 남북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 현장 학습장

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신계사 복원불사 현장은 남북이 학술적‧문화적으

로 교류를 활발히 하였던 역사적 의미의 공간이었다. 

이에 현재의 DMZ를 또 하나의 역사복원사업으로 이어나간다면 어떨

까 한다. 개성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의 역사유적지를 복원하는 프로젝트

를 개발한다면 남북은 자연스럽게 평화의 기반을 닦아 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비무장지대 980km² 지역 내 역사유적 지표조사’ 등을 연차

적으로 해 나간다면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금씩이나마 누그러뜨리는 분

위기가 될 것이다. 철원의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궁예도성은 

남북으로 절반씩 나눠져 있는 역사유적이다. 궁예가 국호를 마진으로 정

하고 수도로 삼았던 곳이다. 왕건이 왕권을 쟁탈하고 수도를 송악으로 

천도하기까지 14년간 수도로서 기능을 했던 곳이니 남북의 역사를 복원

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의미 있는 평화의 유적지가 될 것이다. 

비무장지역 안에는 불교의 문화 유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김포 

문수사터(김포시 월곶면 산 1번지), 김포 전(傳) 흥룡사터(월곶면 용강리 

배니골), 파주 창화사터(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파주 마애사면석불(진

동면 동파리 산 31번지), 파주 읍내리 석불입상(군내면 읍내리 백학산), 

파주 율곡리 절터(파평면 율곡4리), 연천 북삼리 석불입상(연천군 왕징

면 북삼리 산 34번지), 연천 황산리 절터(중면 횡산리 489-512번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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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삼곶리 절터(중면 삼곶리), 연천 답곡리 절터(신서면 답곡리), 연천 

심원사터(신서면 내산리 354번지), 연천 석대암터(신서면 내산리 73번

지), 연천 성주암터(신서면 내산리 73), 연천 남암터(신서면 내산리 355

번지), 연천 지장사터(연천읍 부곡리 산1번지 보개산), 연천 부곡리 절터

(연천읍 부곡리 142번지), 연천 원적사터(연천읍 부곡리 가마골 보개산), 

철원 안양사터(철원군 철원읍 율리리 215번지), 철원 삼신사터 석불입상

(김화읍 운장리), 철원 천불암터(근남면 양지리 265번지), 궁예도성 내 

절터(철원군 북면 풍천원), 양구 두타사터(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양구 

심곡사터(동면 팔량리), 고성 보림암터(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고성 조

제암터(거진읍 냉천리) 등이 대략적으로 살펴본 비무장지대 내외의 사찰

터이다. 

자세히 조사한다면 더 많은 사지(寺址)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성을 수도로 했던 고려시대에는 상당한 사찰들이 건립되거나 중수되

었기에 개성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서의 지표조사를 해보면 더 많은 절

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만

나 의견을 나누는 학습 현장이 될 것이요, 지표조사를 하려면 지뢰 제거

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평화를 실천하는 상징으로서의 DMZ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지역에서 평화적 무드가 조성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함께 가꾸고 보존한다면 세계적인 복합유산이 될 것이고 우리 민족만이 

가진 특별한 평화지역이 될 것이다. 

Ⅲ. 세계적인 생태 평화공원으로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비무장지대는 전쟁에서 평화로, 폐허에서 자연

환경 복원으로 변화해 가는 역사의 선량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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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내쟁적 분단의 상징이 DMZ인데, 이곳은 현재 희귀 동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 있다.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비무장지대 포럼 결과 

발표된 ‘2004 DMZ선언문’에서 “세계적인 희귀 동식물과 철새들의 안식

처이자 세계 각국 과학자들이 천혜의 자연 재생력과 복원력을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실험실”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인간들보다 동식물들이 먼저 친화력을 보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진

정 동식물들만 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총칼로 무장

한 군인이나 이념으로 무장한 당국자들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나 학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역사를 복원하

고자 하는 인문학자들과 생태환경을 제대로 보전하려는 학자들과 평화

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비무장지대에 관심을 가진다면 DMZ에도 훈훈한 

남풍이 불어올 것이다.

DMZ는 동부산악지대(향로봉-건봉산), 고산습원지대(대암산-두타연), 

중부평야지대(철원평야), 연안지대(임진강 하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

는데,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면 세계적인 생태 평화공원으로, 주목받

는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지역을 모범적으로 보존·개발하려면 인위적 행위는 가급적 줄여야 할 

것이다.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의 철도와 국도1호, 국

도3호, 국도5호, 국도7호, 국도31호, 국도43호 등을 연결해야 한반도 근

대사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망의 경우, 지나친 경제논리

만 내세우기보다 기존의 군사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

면 더욱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비무장지대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생명 

평화공원으로 조성된 후,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경원선, 금강산선을 

따라 금강산 관광을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전후 처참한 폐허에서 화려한 경제성장을 한 저력 있는 국가답게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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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이룩한다면 전 국민의 마음이 전쟁의 공포

로부터 힐링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남북 모두가 안고 있는 우리시대

의 의무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참다운 동포애, 민족애, 인류애, 생명애

(biophilia)의 자비가 실현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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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평화, 희망의 DMZ 세계평화공원

송원근(자연빛교회 목사) 

우리 민족은 분단극복의 과제라는 큰 짐을 지고 있다. 분단은 이산가

족의 슬픔이라는 고통을 만들어 냈고, 나뉨이라는 단절로 인해 꿈과 비

전이 제한 받는 한계상황을 만들어 냈고, 분리로 인해 극대화된 이질감

과 몰이해를 넘어 원수로 대적하는 적대감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 냈다.  

이제 분단의 장벽을 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화해(Reconciliation)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화해의 정신(a spirit of reconciliation)이 필요하고, 둘째, 화해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화해의 장(Chapter of reconciliation)이 있어야 하

고, 셋째 화해의 실현을 위한 화해의 장소(Place of reconciliation)가 필

요하다.

종교는 신과 인간의 화해의 정신과 화해의 장과 화해의 장소를 제공

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화해의 정신은 화해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극

복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해 이전의 상태는 첫째, 연

약함.1) 둘째, 죄인됨.2) 셋째, 원수됨.3) 넷째, 미워함이다.4) 오늘 우리 민

족은 분단 속에서 화해 없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60년이 넘는 세월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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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 예수는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과 미

워함을 극복하고 화해를 통해 하나가 되도록 희생 제물로 자신이 십자가

에서 대신 죽으셨다.5) 섬김과 희생은 화해의 정신(spirit)이다.6) 

화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섬김과 희생을 가르치

고 양육하는 화해의 장7)을 만들어 간다면 화해를 통해 그 결과 평화가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다.8) 기독교는 화해의 장이 실현된 장소로 십자가

(섬김과 희생)를 상징으로 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있다. 교회는 이

념과 이데올로기 사상과 철학 신분과 계급을 초극(超克)하여 십자가 아

래에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βασιλεια του Θεου The kingdom 

of God)가 실현되는 장소이다. 이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already, but not yet)”이다.9)

1) 로마서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2)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3) 로마서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4) 골로새서 1: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5) 베드로전서 1:18～9, 로마서 3:25～26 로마서 5:10～11, 요한일서 2:2, 고린도후서 

5:20, 에베소서 2:16, 

6) 마가복음 10:45 

7) 교회는 코이노니아(Koinonia, 교제), 디다케(Didache, 교육), 케리그마(Kerygma, 

말씀선포, 선교), 디아코니아(Diakonia, 봉사)를 통해 영적 화해의 장을 만들어 낸다. 

8) 에베소서 2:14～17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making peace)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peace)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

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9) C. H. Dodd, The Parables of the Kingdom (London: Nisbet,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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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장소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을 발

표했다.10) 경기도에서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하는 일을 

포함하여 종합개발 계획을 진행 중이다.11) 

“박 대통령이 제시한 DMZ 내 평화공원 조성방안에 남북한 경제협력

지구 성격의 제2개성공단을 포함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에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광장, 국제회의장 및 전시 

공간, 교육 공간, 생태환경 및 문화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평화지대를 

기존에 계획된 생태환경공원 기능과 함께 경제‧문화‧환경을 아우르는 

총체적 남북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12)

‘DMZ 세계평화공원’이 세계 여러 지역의 접경지대에서 평화공원을 조

성하여 화해와 평화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13) 이 땅에도 같은 역할

10) �프레시안�, 2013년 5월 9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 mid=sec&sid1=100&oid=002&aid=0001992194>,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

서, 비무장지대(DMZ) 내에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경기도 지역 공약에서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를 들고 나오긴 했었지만,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11) �경기신문�, 2013년 5월 9일,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343002>,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DMZ정책과를 신설하고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파주 임진각～임진나루 일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김

포～파주～연천일대), 임진강·평화누리 통합 개발(파주시 문산읍 일대), 생태녹

색·역사탐방로 조성(파주시 군내면·진동면 일원) 등이 포함된 DMZ 종합발전계

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12) �매일경제�, 2013년 6월 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sid1=100&oid=009 &aid=0002969841>, “정부 관계자는 ‘1단계로 남측 

DMZ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고, 2단계로 북측이 필요로 하는 업종을 유치해 조

성한 이후에 3단계로 남북 공동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는 경제특구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세제,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타 법률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13) 평화공원 조성사례로는 모로쿠리엔 보호구역, 독일이 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의 

국경지역을 생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한 그뤼네스 반트,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조성된 홍해보호구역,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시아첸 빙하구역, 미국과 러

시아 간의 베링해협공원, 키프로스의 터키～그리스 접경공원 등의 국제적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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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DMZ(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는 분단의 상징이자 민족의 아픔

을 드러낸 60년간의 상처이다. 이 상처를 치유 없이 방치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치유를 시작하려면 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은 환경이 어떻게 

존재하며 변화되었는지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자연은 우리가 방치하

고 있는 동안에도 새로운 생명이라는 희망의 자정치유 프로젝트를 진행

시켜 멸종위기의 동·식물 82종과 한반도 동·식물종의 30%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고, 형성된 습지나 희귀 식물군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자연은 때로는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

은 상태로 그냥 두거나 친환경적이며 생태환경적인 상황에 손상을 입히

지 않고 개발할 때 최대의 효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화해의 장소를 조성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로 화해의 장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섬김과 희생을 담은 소통

이 필요하다. 화해는 상호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다. 

소통을 위한 남북 간 대화와 나눔이 필요한 것이다. 성도의 교제 없이 교

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없듯이 남북한 소통 없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화해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해의 정신을 반

영하여 통인과 통신, 통관과 통상, 통영과 같은 화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통일과 평화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비전으로 갖는 순간 이미 왔고 

그럼에도 아직 오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비전이다. 이 일이 이루

어지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 안에 남북 간 민족화해를 이루기 위

해 피차 섬기고 희생한 삶의 흔적(marks)이 필요하다.14) 그 섬김과 희생

14) 갈라디아서 6:17 Finally,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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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흔적을 담은 평화공원이 조성 된다면 이 공원은 평화의 상징으로 아

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통일의 가교로서 남북관계를 증진시

킬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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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력

김종수(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여 상하원 합동연설에

서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을 처음으로 언급. 

  － 82년 ‘민족화합 20개항의 시범실천사업’을 북측에 제의한 바 있

음. 주요 내용은 △ 경의선 도로연결 △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기

장 건설 △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 △ 군사시설 완전 철거 △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역 공동설정 등임.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본격적으로 제안된 것에 대해 의미 있

다고 평가함.

  － 남북 간의 긴장과 대결이 집약되어 있는 ‘서해’와 ‘DMZ’를 평화

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에 반대할 국민들은 없음. 

  － 이전 정부에서 구상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해 현 정부

가 어떤 실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도 ‘DMZ’ 사업의 진정성을 평

가할 수 있는 지점: 즉 대결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 

속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이 제안되었다고 한다면 서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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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 남북

관계 상황과 ‘향후 전망’으로 인해 ‘의문’을 가지고 있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7월 27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

정함. 

  － 추진 전략의 하나로 “분단지역의 상징인 DMZ 일원에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세계 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을 제시한 바 있음.

  － 그 세부 사업으로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평화대학 분교 유치 

추진’, ‘국제평화회의장 건립 추진’,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 

추진’,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을 제시하고 있음.

각 사업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히 평가해 보아

야 하겠지만, 통일부가 추진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국회

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로 명칭 변경을 제안하여 통일부가 수

용)만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10월경 완료되는 사

업으로 알고 있음.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DMZ’ 논의에 대해 “인접 지역

에서 다시 DMZ 내부로 정책적 관심이 이동”한 것이 의미 있

다는 평가가 있음.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토대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볼 때는 실

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임. 통일부는 대통령의 의지, 남북관

계의 변화 가능성, 탄력성 등을 근거로 2014년 예산으로 402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국회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예산이 되어 버렸음.

  － DMZ 활용을 위해서는 북과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실질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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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협의 제의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통일부가 대북협의를 제안하지 못

하는 것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이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

고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만약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인해 북이 이 제의에 반대 내지는 호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

단이 있다고 여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 

  － “이산가족 상봉도 못하는 정부가 무슨 DMZ 세계평화공원이냐”

라는 문제 제기에 정부는 답해야 할 상황임.

  － 장성택 숙청, 사형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불투명한 상황인데, ‘위

기’ 관리가 필요. 

  － 장성택 사건 이후 북은 내부 결속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즉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이 전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간부 등에 대한 검열 사업도 강화되어 북 내부

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동력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내부적 어려움에서 외부로 관심 돌리기 차원의 국면 전환을 시

도할 가능성 또한 있기에 만반의 대비가 필요. 

  － 북한 내부 변화에 대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건설적 

관여’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필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남북 사회문화 교류 등을 통한 남북 접촉 공간 형성이 필요.

  －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연말에 내년 

설날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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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대북 메시지를 신중히 해야 함. ‘위기 상

황’에 있는 북의 내부를 자극하는 언행에 신중할 필요.

◦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의 ‘본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이를 실

행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 DMZ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로 남북 

평화협력 조성 방안,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구상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교한 작업이 필요.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조속히 추

진하여 지자체들의 ‘과열’ 유치 경쟁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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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낙근(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

Ⅰ.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의의

◦朴대통령,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

  － “중무장지대가 돼버린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 “과거 서로 총부리를 겨눴고,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국들이 함께 

국제적 규범과 절차, 그리고 합의에 따라 평화공원을 만든다면 

그곳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

◦세계 분쟁지역 중 가장 첨예한 대치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평화구

축의 첫 출발

  － 200여만 명의 병력이 대치하면서 세계 유례없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한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점

  － 이 지역은 남북 대치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동서 냉전의 접전

지, 지금은 미중 대치의 일선이라는 국제적 상징성 과시

  － 항시적 통행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DMZ

*토론문은 사견을 정리한 것이며, 여의도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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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 복합공간으로서 창조경제 철학을 구현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의 발전 가능성

  － 평화, 생태‧환경, 관광, 문화, 교육의 융합형 복합공간으로서 지

역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

요한 지역

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향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공간

  － 지역발전과 맞물려 DMZ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경계

◦미래지향적 창조적 복합기능의 도입

  － 역사, 문화, 생태환경과 한국의 절경 등을 복합적으로 살린 공간 

  － 단순한 공원의 개념을 넘어 남북한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의 

場으로서의 기능

◦세계(人)와 함께하는 평화공원

  － 세계 각국들로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조성물 유치

  － 항공, 해운, 철도 등의 연결로 전 세계로부터 접근성 용이

  － DMZ 內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상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低밀도 低긴장의 문화관광적 접근

  － 평화공원 조성으로 북한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

  － 초기단계에서는 DMZ 內 제한된 범위에서 지뢰와 군사시설물을 

제거하고, 소규모의 실용적인 협력거점을 만들어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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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국토발전의 불균형 개선

  － 지자체 간 지역이기주의의 충돌 경계 

  －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의 생태‧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고려

  － 개발 일변도가 아니라, 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로운 추구

Ⅲ. DMZ 평화공원 조성時 고려사항

◦DMZ의 미래 위상과 발전방향을 먼저 설정한 후, 탄력적으로 대응

  －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확대 발전될 수 있는 구체적인 평화공원 

구상과 로드맵 필요

◦남북 상호 군사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지를 물색하여 

협의

◦DMZ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자연환경 보존과 접경지역 개발 사이의 

조화와 균형 고려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자체의 관장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논

의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정전체제 하에서 평화공원 조성은 UN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남북한의 협력이 중요

◦▲지뢰 등 안전의 문제, ▲생태계의 고려 없는 난개발의 무모함, ▲대

규모의 재정 투입,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는 조급함, ▲복원 불가

능한 무리한 계획의 추진, ▲민간개발 위주이므로 추후 재정부담의 가

중 우려, ▲평화체제 구축 없는 계획의 위험성 등에 대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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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희망, DMZ 세계평화공원”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Ⅰ. 공간을 통한 평화구축

평화를 만드는 방법, 특히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공간 

활용의 구상은 평화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보편적인 전략이다. 독일통

일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베를린의 공간적 위치는 

동서독의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서독 분

단 상황에서도 베를린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교류, 통신교류와 같은 

교류와 상호협력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지리적 위치와 공간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폭력적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간 활용과 같은 구상

은 평화구축의 핵심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구축, 즉 

‘피스빌딩’(peacebuilding)은 평화유지나 평화조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추

진된다. 즉 서로 싸우는 당사자들을 떼어 놓는 작업을 평화유지(peace-

keeping)라고 하고, 갈등하는 당사자들 간에 비폭력적 대화를 독려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노력을 평화조성(peacemaking)이라고 한

다면, 평화구축은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평화로 전환시켜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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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공간의 활용과 제도, 레짐의 창의적 구상

은 필수적이다. 선을 긋는 것은 언제나 갈등을 만들어 낸다. 인간사회에 

그어진 선들은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보호 장치들로 끊임없이 갈등

과 다툼을 만들어 낸다. 선을 공간으로 전환하여야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된다. 선을 긋고 갈등하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해소하려면 기존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초월의 방법이나 창의적 접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

하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6자회담과 같은 기제는 평화유지 혹은 평

화조성에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면, 개성공단 프로젝트나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 같은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평화, 즉 평화구축을 위한 창의

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Ⅱ. DMZ 세계평화공원과 한반도 평화, 어떻게 가능한가?

DMZ, 즉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간의 민족상잔과 분단의 아픔을 대변

하는 공간이다. 200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읽은 6.25전쟁, 한국

전쟁의 폭력적 상흔이 상징화되어 있는 곳이다. 1천만 이산가족의 슬픔

과 눈물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지금도 남북한의 180만 군대가 집결해 

있고 엄청난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위험한 곳이다.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상징화되어 있는 DMZ가 화해와 평화의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아이디어를 제시했

다.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를 세계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구상과 전략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2004년 7월 ‘DMZ 포럼 국제회

의’에서 얼마전 타계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은 남아공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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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사례를 언급하며 한반도에서도 DMZ를 평화적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DMZ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세계적 평화공원이 시사하는 바는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해소의 방안으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갈등 당

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만든다면 여기에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물론 세계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지만, 일차적인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다.

따라서 혹여 우리 정부가 북한이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협력

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쪽에 우리만의 것으로 먼저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DMZ 한편에 우리만 만드는 것은 냉

전시대에는 의미가 있었다. 냉전시대에는 상호간 교류와 소통이 없던 시

기였으므로 대화와 협력이 불가능하고 또 체제경쟁도 필요한 때였으므

로 한쪽에서 먼저 평화공원 같은 공간을 건설하고 평화의 의지를 결집하

고 세계인들의 지지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냉전적 

구상으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남북한 간 대화와 교

류의 경험이 있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대화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므로 남북한이 함께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더라

도 북한과 작은 일부터 얘기를 풀어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런 시도는 이미 작동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바로 대표적인 평화의 

공간, 혹은 크게 보아 평화공원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북한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던 지역에서 군

대를 철수시키고, 남한의 자본을 투입하여 경제협력 공간을 창출한 것

이다. 지난 8월 14일에 남북한이 합의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

향을 받음이 없이...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남북간 합의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희망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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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남북한이 이러한 정신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추

진해야 한다.

Ⅲ. 어떤 평화의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세계평화공원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문제

다. 세계평화공원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생태공원, 평화박물관 등 많

은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

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입장을 놓고 볼 때, 과연 세계평화공

원의 내용이 한반도에 적극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의 안보위주의 사고나 논리로는 명칭만 ‘평

화’ 공원이지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든가, 평화애호 의

식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핵심적 콘텐츠는 현재의 DMZ를 조금이라도 ‘비

무장’ 지대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무장을 내려놓고 화

해와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반영되어야 할 것

이다. 그렇게 하려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평화공원 프로젝트 안으로 북한

을 끌어들여야 한다. 선군정치로 과도하게 군사화되어 있는 북한이 군사

력 증강에 집착하지 않고 군축과 비무장, 나아가 평화구축에 협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로서 세계평화공원을 북한

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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