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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행사개요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행사개요 OVERVIEW

행사개요 OVERVIEW

행

사

명

2021 DMZ 포럼

Name

DMZ Forum 2021

주

제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Topic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일

자

2021.5. 21(금) ~ 22(토)

Date

May 21 to May 22, 2021

장

소

고양시 킨텍스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운영

Venue

KINTEX, Gyeonggi Province ※ Online & Offline Hybrid Conference Operation

주

최

Hosted by

주

관

Organized by

후

원

Sponsored by

참 여 인 원

해외연사 20여명, 국내연사 90여명 내외

행 사 구 성

•개회식 및 기조연설

•특별세션 I, II, III

•기획세션 I-V (총 5개 세션 병렬진행)

Attendance

About 20 overseas speakers and 90 domestic speakers

Session

•Opening Ceremony and Keynote Speech •Plenary Session I, II, III •Parallel Session I-V (Parallel run of 5 sessions in total)

•평화세션 I, II, III (총 12개 세션 병렬진행) •종합 라운드 테이블 및 폐회식

홈 페 이 지

•Peace Movement Session I, II, III (Parallel run of 12 sessions in total) •Round Table and Closing

www.dmzforum.or.kr

Official Website

프로그램 개요 PROGRAM AT A GLANCE
일자

프로그램 개요 PROGRAM AT A GLANCE
Time

Contents

개회식 및 기조연설

09:50-12:00

Opening Ceremony and Keynote Speech

특별세션 I

12:00-13:20

Plenary Session I

시간

주요내용

09:50-12:00
12:00-13:20

Date

Parallel Session

기획세션
5월 21일
(금요일)

13:30-14:50
I

II

Ⅲ

Ⅳ

Ⅴ

May 21
(Friday)

I-2

I-4

I-3

평화운동 협력세션 III
11:10-12:30

II-1

III-3

III-4

May 22
(Saturday)

II-2

I-5

II-3

Peace Movement Session III
11:10-12:30
III-1

III-2

14:00-15:20

특별세션 III

14:00-15:20

Plenary Session III

15:40-17:00

종합 라운드 테이블 및 폐회식

15:40-17:00

Round Table and Closing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I-4

Plenary Session II

II-3

※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V

09:30-10:50

II-2

III-2

IV

Peace Movement Session II

평화운동 협력세션 II

III-1

III

I-2

16:50-18:10

09:30-10:50

5월 22일
(토요일)

II

I-1

I-5

특별세션 II

II-1

I
15:10-16:30

I-3

16:50-18:10

13:30-14:50
Peace Movement Session I

평화운동 협력세션 I
15:10-16:30
I-1

www.dmzforum.or.kr

III-3

III-4

*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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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전체 프로그램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전체 프로그램 PROGRAM

전체 프로그램 PROGRAM

DAY 1_ 5월 21일(금요일)

DAY 1_ Friday, May 21

OPENING CEREMONY

개회식

9:50
10:40

역할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개회사

이재명

한국

경기도지사

Opening Address

LEE Jaemyung

Korea

Governor, Gyeonggi Province

환영사

임동원

한국

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장

기념사

장현국

한국

경기도의회 의장

Welcoming
Speech

LIM Dong-won

Korea

Chairman of the Let`s DMZ Peace Arts Festival
Organization Committee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정세현

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Commemorative
Address

JANG Hyun Kuk

Korea

Chairman, Gyeonggido Assembly

김사열

한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LEE In-young

Korea

Minister, Ministry of Unification

한명숙

한국

제37대 국무총리
JEONG Se Hyun

Korea

Executive Vice-Chairperso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GHIM Sa-Youl

Korea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N Myeong Sook

Korea

The 37th Prime Minister

축사

9:50
10:40

Congratulatory
Message

기조연설
10:40
12:00

역할

기조연사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이재명

한국

경기도지사

이해찬

한국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로 칸나

미국

미국 하원의원

특별세션 Ⅰ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좌장

문정인

한국

세종연구소 이사장 / 前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발제

Role
10:40
12:00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 :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역할
12:00
13:20

KEYNOTE SPEECH

이종석

한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前 통일부 장관

조셉 윤

미국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

마사오 오코노기

일본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위샤오화

중국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루스키 미르 재단 국장 / UN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Keynote Speaker

PLENARY SESSIONⅠ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Korea

Governor, Gyeonggi Province

LEE Hae Chan

Korea

Chairman,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Ro KHANNA

USA

Congressman, U.S. Congress

The Roads to the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in Search of New Alternatives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Moderator

Chung-In MOON

Korea

Chairman, The Sejong Institute /
Former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Jong-Seok LEE

Korea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of the ROK

Joseph YUN

USA

Senior Adviso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USIP)

Masao OKONOGI

Japan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Shaohua YU

China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Georgy TOLORAYA

Russia

Director, “Russkiy Mir” Presidential Foundation /
Member, UNSC Panel of Experts for Sanctions on North Korea

12:00
13:20

Presenter

10

Name
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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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AY 1_ 5월 21일(금요일)

DAY 1_ Friday, May 21

기획세션 Ⅰ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역할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좌장

고계성

한국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

김영훈

한국

북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

안희자

한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정진영

한국

국립인천대학교 부교수

장철운

한국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발제

토론
기획세션 Ⅱ
좌장
발제

토론

양문수

한국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은엽

한국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우명제

한국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신종호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석범

한국

김포시 부시장

이동근

한국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전성우

한국

고려대학교 교수

이수재

한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승호

한국

DMZ생태연구소 소장

기획세션 Ⅳ
좌장
발제

토론

DMZ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고유환

한국

통일연구원 원장

패트릭 맥키천

미국

前 윌슨센터 연구위원

고상두

한국

연세대학교 교수

존 들레리

미국

연세대학교 교수

김석우

한국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기획세션 Ⅴ
좌장
발제

토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
최완규

한국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정하영

한국

김포시장

신준영

한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김달수

한국

경기도의회 의원

유재심

한국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홍상영

한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Presenter

Position, Affiliation

Kye-Sung KO

Korea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School of Tourism Studies /
Vice President,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TOSOK)

Young-Hoon KIM

Korea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Texas

Hee-Ja AN

Korea

Associate Research Fellow, Tourism Industry Research Division,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Jin-Young CHUNG

Korea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heol-Wun JANG

Korea

Research Fellow, Unification Policy Studies Divisi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Socio-Economic Facilities and Zones for the Cooperation and
Trade on the Border Region of the North-South Korea

PARALLEL SESSION Ⅱ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13:30
14:50

Moon-Soo YANG

Korea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Eun Yeob LEE

Korea

Senior Research Fellow,
LH Institute Urban Climate Environment Research Center

Bernhard SELIGER

Germany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Myung-Je WOO

Korea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Jongho SHIN

Korea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Suk-Bum LEE

Korea

Deputy Mayor, Gimpo City

PARALLELSESSION Ⅲ

Korean Peninsula Eco-Corridor to be Connected by DMZ

Moderator

Dong Kun LEE

Korea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nter

Seong-Woo JEON

Korea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Soo-Jae LEE

Korea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ung-Ho KIM

Korea

Head,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Discussant
PARALLEL SESSION Ⅳ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PARALLEL SESSION Ⅴ

Presenter

Discussant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Nationality

Discussant

Moderator

12

Contact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Residents of the South and the North
Name

Moderator

DMZ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

좌장

토론

Role

접경지역의 남북교류협력 거점화 전략

기획세션 Ⅲ
13:30
14:50

PARALLEL SESSION Ⅰ

DMZ Northeast Asia Peace Network
Yu-Hwan KOH

Korea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Patrick MCEACHERN

USA

Former Research Fellow, Wilson Center in Washington D.C

Sangtu KO

Korea

Professor, Yonsei University

John DELURY

USA

Professor, Yonsei University

Seokwoo KIM

Korea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Performance and Issue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of Gyeonggi-do
Wan Kyu CHOI

Korea

Director, Institute of Trans-Division and Border Studies,
Shinhan University

Ha-Young JUNG

Korea

Mayor, Gimpo City

Joonyoung SHIN

Korea

Peace Cooperation Bureau General,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Dalsu KIM

Korea

Member, Gyeonggido Assembly

Jaeshim YU

Korea

Researcher,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Young HONG

Korea

Secretary General, Korean Sharing Movement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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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AY 1_ 5월 21일(금요일)

DAY 1_ Friday, May 21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좌장

김연철

한국

인제대학교 교수 / 前 통일부 장관

Moderator

김성배

한국

국가안보전력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문수

한국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상기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Yeon Chul KIM
Sung Bae KIM
Moon-Soo YANG
Sang Ki KIM

Korea
Korea
Korea
Korea

Professor, Inje University /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of the ROK
Chief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2
좌장

발제

좌장

발제

이종석

한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前 통일부 장관

정욱식

한국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정섭

한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지영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정

한국

이재준

한국

고양시장

서보혁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민경태

한국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유재심

한국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발제

이용석

군비축소와 인간안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조르디 칼보 루판네스

스페인

국제평화국(IPB) 부의장

클로에 뮬러웨터

벨기에

델라스 연구소 연구원

토리 베테만

미국

미국친우봉사회(AFSC) 정책 애드보카시 코디네이터

황수영

한국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5

발제

Presenter

Moderator

Presenter
15:10
16:30

한국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활동가

리사 클라크

이탈리아

국제평화국(IPB) 공동의장 /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마리 라우어 프아리

네덜란드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글로벌 애드보커시 팀장

이태호

한국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캐롤 터너

영국

영국 핵군축캠페인 부의장

임재환

한국

제너레이션 피스 회원 /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 회원

오스카 에스코바

미국

제너레이션 피스 회원 / 코리아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 회원

Moderator

Presenter

특별세션 Ⅱ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좌장

이한주

한국

경기연구원 원장

이정훈

한국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이성우

한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장

강태호

한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 통일연구원 접경 협력 프로젝트 연구위원

안창모

한국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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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irector, PeaceNetwork

Jungsup KIM

Korea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Ji Young CHOI

Korea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Ways to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in the DMZ Border Region

Jeung PARK
Jae Joon LEE
Bo Hyuk SUH
Kyungtae MIN

Korea
Korea
Korea
Korea

Assemblyma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Mayor, Goyang City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Professor,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Jaeshim YU

Korea

Researcher,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armament and Human Security

Chloé MEULEWAETER
Tori BATEMAN
Sooyoung HWANG

Korea

Youngah LEE

Researcher, The Centre Delàs
Policy Advocacy Coordinator,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Manage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Korea

Coordinato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Lisa PELLETTI CLARK

Italy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IPB) /
Goodwill Ambassad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arie-Laure POIRE

Netherlands

Manager of the Global Advocacy,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Taeho LEE

Korea

Directo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Carol TURNER

UK

Vice Chair,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CND) UK

Jae Hwan LIM

Korea

Member, Generation Peace /
Member,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Oscar ESCOBAR

USA

Member, Generation Peace /
Member,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Presenter

PLENARY SESSIONⅡ

16:50
18:10

Activist, World Without War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IPB)

The Global Challenge to End the Korean War and Establish Peace on the Peninsula

PEACE MOVEMENT SESSION Ⅰ-5

The Heart of Inter-Korean Peace and Prosperity, the Hanbando(Korean Peninsula) Mega Region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Moderator

Han-Joo LEE

Korea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Junghoon LEE

Korea

Director of the Center for Peace & Border Studi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Sung-Woo LEE

Korea

Director General,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Tae-Ho KANG

Korea

Chief Editor, Lemonde Diplomatique Korea / Project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Chang-Mo AHN

Korea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Presenter

Discus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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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sik CHEONG

Korea
Spain
Belgium
USA

남북 평화번영의 심장, 한반도 메가리전

역할

Korea

Yongsuk LEE
Jorge Calvo RUFANGES

Moderator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of the ROK

Jong-Seok LEE

PEACE MOVEMENT SESSION Ⅰ-4

Discussant

발제

Recommendation for Reset 2.0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PEACE MOVEMENT SESSION Ⅰ-3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

이영아

토론

Moderator

국회의원

한국

좌장

PEACE MOVEMENT SESSION Ⅰ-2

DMZ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 및 활성화 방안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4
좌장

Presenter

한반도 평화체제 리셋 : 2.0을 위한 제안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3

16:50
18:10

The Moon Jae-in Government's Peace Initiative

역할

발제

15:10
16:30

PEACE MOVEMENT SESSION Ⅰ-1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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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PROGRAM

전체 프로그램 PROGRAM

DAY 2_ 5월 22일(토요일)

DAY 2_ Saturday, May 22

평화운동 협력세션 Ⅱ-1

북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 모색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좌장/발제

변학문

한국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강호제

한국

베를린자유대학교 연구교수

Korea

한국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

Moderator /
Presenter

Hakmoon BYUN

임재근

Director,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 for One Korea

장우석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Hojye KANG

Korea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Freie Universitat Berlin

김태진

한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정책팀 팀장

Jaegeun LIM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Director,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for Peace Unification

Wooseok JANG

Korea

Senior Research Fellow, Hyundai Research Institute

Tae Jin KIM

Korea

Director, ICT Policy Planning Team,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발제

토론

평화운동 협력세션 Ⅱ-2

09:30
10:50

좌장/발제

최재관

한국

(사)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

발제

이태헌

한국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대표

강위원

한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이무진

한국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상기

한국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서용석

한국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토론

좌장

발제

토론

Presenter

농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 남북 농업교류 과거와 미래를 잇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Ⅱ-3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 평화운동

고유경

한국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컨설턴트

신수연

한국

녹색연합 팀장

황준서

한국

퀸즈벨파스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송봉준

한국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권현미

한국

평택시의회 의원

최명숙

한국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희신

한국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Discussant

PEACE MOVEMENT SESSION Ⅱ-2

09:30
10:50

Jai-kwan CHOI

Korea

Chief Directors, Agricultural and Fisheries Policy Forum

Presenter

Thae-Heon LEE

Korea

President, KOPA(Korea Peninsula Ago-Fishery Co-work)

Wi-Won KANG

Korea

Director, Gyeonggi Agro-Fisheries Institute

Moo-jin LEE

Korea

Chairman of Policy, Korean Peasants League

Sang-ki KIM

Korea

Chairman, Gyeonggi Organic Farmers Korea

Korea

Deputy General Manager, Korea Advanced Farmers Federation

Discussant

Young-Seok SEO
PEACE MOVEMENT SESSION Ⅱ-3
Moderator

Discussant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Agriculture

Moderator /
Presenter

Presenter

16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Using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EACE MOVEMENT SESSION Ⅱ-1

역할

Residents’ Movement for Peace and Local Governments on Military Bases

Youkyoung KO

Korea

Consulta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WILPF)

Sooyun SHIN

Korea

Peace Action Team Leader, Green Korean United

Juneseo HWANG

Korea

PhD Candidate in Politics, Queen's University Belfast

Bongjoon SONG

Korea

Attorney at Law, Firm Yulip

Hyunmi KWON

Korea

Council Member, Pyeongtaek City Council

Myeongsuk CHOI

Korea

Chair, Pan-Citizens' Countermeasure Committee on
Military-related facilities including shooting ranges in Pocheon City

Heeshin CHOI

Korea

Executive Director, Gyeonggibukbu Peace Action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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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_ 5월 22일(토요일)

DAY 2_ Saturday, May 22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1

분단에 갇힌 안보전략을 평화/통일 지향의 평화전략으로!

역할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좌장

김준형

한국

국립외교원 원장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김진향

한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Moderator

Joon Hyung KIM

Korea

Chancellor,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문장렬

한국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前 국방대학교 교수

Jin Hyang KIM

Korea

President,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GIDF)

Jangnyeol MOON

Korea

Membe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
Former Professor,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Jae Bong LEE

Korea

Professor Emeritus, Wonkwang University

Byeong Han LEE

Korea

CEO, EARTH+ / Professor, HK, Wonkwang University

발제

토론

이재봉

한국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병한

한국

EARTH+ 대표 / 원광대학교 동북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2
좌장

발제

토론
11:10
12:30

한충목

한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정책위원장

이정철

한국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경민

한국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신승민

한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국장

엄주현

한국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이경원

한국

(사)한겨례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마영삼
김성규

한국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발제

버나디아 텐드라데위

인도네시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지부 사무총장

문경연

한국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에밀 엘라스띠안또 다르닥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부지사

헤만티 구나세케라

스리랑카

스리랑카 지방정부 연맹 대표

민자 양

일본

레이먼드 르마이어 국제보존센터 센터장

한국

토론

PEACE MOVEMENT SESSION Ⅲ-2
Moderator

Inter-Korean Relations and Civil Society

Chung-mok HAN

Korea

Chairperson, 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Jung-chul LEE

Korea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Kyung-min KIM

Korea

National General Secretary, YMCA Korea /
Standing Executive Chair, 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Rev. Seung-min SHIN

Korea

Directo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Ju-hyun UM

Korea

Secretary General, Medical Aid for Children

Kyung-won LEE

Korea

Executive Director, Hankyoreh Unification Forum

Presenter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DMZ 평화지대화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과 비전 :
국제지뢰행동표준의 적용을 중심으로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4

발제

Discussant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ODA 플랫폼 구축의 의의와 역할

좌장

좌장

Presenter

남북관계와 시민사회 : 시민사회가 말하는 남북관계 진단과 과제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3

토론

Discussant

The Role and Implic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Asia-pacific Region
to Build the Peace ODA Platform

PEACE MOVEMENT SESSION Ⅲ-3
11:10
12:30

Moderator

Presenter

지뢰자문그룹(MAG) 기술운영국장

Young-sam MA

Korea

Secretary-General, Korea-Arab Society

Sung Gyu KIM

Korea

President,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KAIDEC)

Bernadia Irawati
TJANDRADEWI

Indonesia

Secretary-General, UCLG ASPAC

마이클 볼드

스웨덴

아비게일 하트리

영국

유엔지뢰행동기구(UNMAS) 정책부장

Kyungyon MOON

Korea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바론 쿰노바

영국

제네바 인도적 지뢰제거 센터(GICHD) 사업국장

Emil Elestianto DARDAK

Indonesia

Vice Governor,Provincial Government of East Java

Ganewattage Deepani
Hemanthi GOONASEKERA

Sri Lanka

Chief Executive Officer, Federation of Sri Lanka Local
Govt. Authorities

Minja YANG-PARINGAUX

Japan

President, Raymond Lemaire International Centre for
Conservation, KU Leuven

권구순

한국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신상범

한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개발단장

이희진

한국

연세대학교 융합산업과 표준화 연구센터 센터장

조재국

한국

학교법인 서림학원 이사장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한국대표

Discussant

PEACE MOVEMENT SESSION Ⅲ-4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18

From a Division Shaped Security Strategy
to a Peace/Reunification Oriented Strategy!

PEACE MOVEMENT SESSION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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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s and Vision of the Gyeonggi Province for DMZ as a Mine-Free
International Peace Zone :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

Mikael BOLD

Sweden

Technical Director, Mine Advisory Group(MAG)

Abigail HARTLEY

UK

Chief of Policy, Advocacy, Donor Relations and Outreach,
UN Mine Action Service

Valon KUMNOVA

UK

Chief of Mine Action Programme,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GICHD)

Goosoon KWON

Korea

Professor, Seoul Cyber University(SCU)

Sangbum SHIN

Korea

Director of Security Technology Developmen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eejin LEE

Korea

Director, Center for Industry Convergence and
Standardization, Yonsei University

Jai-Kook CHO

Korea

Chairperson, Seolim Educational Foundation /
Coordinator,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KC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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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_ 5월 22일(토요일)

DAY 2_ Saturday, May 22

특별세션 Ⅲ

풀뿌리로부터 국제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

역할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PLENARY
SESSION Ⅲ

좌장

조영미

한국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크리스틴 안

미국

위민크로스디엠지 사무총장

바바라 리

미국

미국 하원의원

Moderator

Youngmi CHO

Korea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
Research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Christine AHN

USA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Barbara LEE

USA

Congresswoman, U.S. Congress

Jieun MOON

Korea

Director,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Youngsook CHO

Korea

Chair, International Solidarity Center of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 Ambassador of Gender Equality,
Republic of Korea

Emma LESLIE

Australia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Maria BUTLER

Ireland

Director of Global Programmes,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Jaegang LEE

Korea

Vice-Governor for Peace, Gyeonggi Province

14:00
15:20
발표

인사말씀과
마무리발언

문지은

한국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조영숙

한국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 대한민국 양성평등 대사

에마 레슬리

호주

평화와 갈등 연구소 사무총장

마리아 버틀러

아일랜드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

이재강

한국

14:00
15:20
Presenter

경기도 평화부지사

Opening and
Closing Remarks

From Grassroots to International Solidarity :
Women’s Peacebuilding Initiatives and Recommendations

ROUND TABLE AND CLOSING

종합 라운드 테이블 및 폐회식
역할

성명

국적

소속 및 직함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좌장

이재강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

Moderator

Jaegang LEE

Korea

Vice Governor for Peace, Gyeonggi Province

고계성

한국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

우명제

한국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Kye-Sung KO

Korea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School of Tourism Studies /
Vice President,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TOSOK)

이동근

한국

서울대학교 교수

Myung-Je WOO

Korea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고상두

한국

연세대학교 교수

Dong Kun LEE

Korea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최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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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개회사 OPENING ADDRESS
Greetings to the citizens of the world who love peace.
I am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he DMZ Forum, which delivers the values of the DMZ and a message of peace to the world, marks its third year this year. More
people than ever, regardless of nationality, are in attendance at this Forum. This is the result of all of us continuing to step toward
peace together.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welcome to everyone who has taken that step together with us.

이재명
LEE Jaemyung
경기도지사
Governor, Gyeonggi Province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전 세계에 DMZ의 가치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온 DMZ 포럼이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쉼 없이 내디딘 결과입니다.
그 발걸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를 이끌어주고 계신 임동원 조직위원장님, 김명곤 집행위원장님, 김의성 홍보대사님, DMZ 포럼과 전체
행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et’s DMZ 평화예술제 가운데 DMZ 포럼의 공동주최와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님, 별도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될 로 칸나 미합중국 하원의원님, 늘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애써주고 계십니다.
이번 DMZ 포럼에 기조연사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여성·환경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신 한명숙 전 국무총리님, 이 자리에 정말 귀중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평생을 헌신해 오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특별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고 현재 상황을 가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나아갈 길을 자문 해주고 계시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First of all, I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LIM Dong-Wo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KIM Myung-Gon, executive
chairman, and honorary ambassador KIM Eui-Sung, who are leading the Let’s DMZ Peace Arts Festival 2021, for the hard work they
have put in for the DMZ Forum and the entire event.
I'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LEE Hae Chan,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Economic Association, who cohosted the DMZ Forum as part of the Let’s DMZ Peace Arts Festival and gave a keynote speech.
U.S. Representative Ro KHANNA, whom we will meet on the screen a little later, always works hard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nk you for joining us as a keynote speaker at this DMZ Forum 2021.
Welcome.
HAN Myeong Sook, former Prime Minister, who left a big mark on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feminist and
environmental movements, has also been gracious enough to visit the Forum. Thank you very much.
I want to extend my special thanks to JEONG Se Hyun, Executive Vice-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LEE Jong-Seok,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who have dedicated their entire lives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specially to LEE In-young, Minister of Unification, who is always striving to improve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describes the current situation is heartbreaking.
I'd like to say thanks to MOON Chung-In, chairman of the Sejong Institute, who was recently appointed as chairman of the
Gyeonggi-do International Peace Exchange Committee and is giving advice on which way Gyeonggi-do should be going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pecial thanks also goes out to GHIM Sa-Youl,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JANG
Hyun Kuk, chairman of the Gyeonggido Assembly, and KIM Joon Hyung, chancellor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for being with us here today.
I cannot call all the names for lack of time, but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everyone who is present here today.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all of you who are with us on the screen.
Just like the theme of DMZ Forum 2021, scholars and experts with diverse experiences, alongside peace activists and citizen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gathered here together to open up a new horizon of peace.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ased on the discussions and achievements that have been made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I hope that it will be a valuable place to seek concrete action plans for peace. I look forward to the insights and wisdom of
everyone present here in the hopes of peace.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This DMZ Forum 2021 is the result of all the efforts exerted by all those who are striv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올해 DMZ 포럼의 주제처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평화 운동가들과 세계 시민들이 한자
리에 모였습니다.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once again to all the citizens of the world who love peace.
Thank you.

그간 한반도와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일궈온 논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통찰과 혜안을 기대합니다.
이번 DMZ 포럼은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모든 분이 함께 만든 결실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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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환영사 WELCOMING SPEECH
Greetings! my name is LIM Dong-won, and I am the Chairman of the Let’s DMZ Peace Arts Festival Organization Committee(DPAF).
DMZ Forum 2021 has proudly established itself as an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that explore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demilitarized zone as well as a festival for all who aspire to peace. The two-day-long forum kicks off today.

임동원
LIM Dong-won

I would first like to extend my sincere appreciation and warmest welcome to the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who
are gracing us with their presence.
I convey my deepest gratitude and respect to: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LEE Jaemyung, who will be delivering the keynote address;
Former Prime Minister LEE Hae Chan;

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장

U.S. Congressman Ro KHANNA;

Chairman of the Let`s DMZ Peace Arts Festival Organization Committee

Moderators of each session;
And all the presenters and discussants who will be sharing their insights with us.
I would also like to sincerely thank the audience for their great interest in and affection for the forum.

안녕하십니까.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장 임동원입니다.

The theme of this year’s DMZ Forum 2021 is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DMZ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하는 국제 학술회의이자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축제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DMZ 포
럼이 오늘부터 양일간 개최됩니다.

In a bid to shed light on opportunities to resume the clock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e a platform of peace for
global peace activists to come together,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we have prepared 20 sessions in total, including plenary sessions, parallel sessions and peace movement sessions on three different topics.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 로 칸나 미 하원의원님을 비롯하여 각 세션의 좌장과 사회, 발표와 토
론을 맡아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First, in the three plenary sessions,

아울러 본 포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청중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1 DMZ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되돌릴 계기를 찾고 전 세계 평화운동가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평화의 장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담아 특별세션, 기획세션, 평화운동협력세션 3개 분야, 총 20개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3개의 특별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메가리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 여성들의 연대와 노력’ 등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전제로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제들이 다루어집니다.

we will discuss crucial topics that must be addressed as key prerequisites for permanent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ar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Mega Region” and “The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Women’s Community and Their Initiatives for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Next, in the five parallel sessions,
we will take a comprehensive look at the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the DMZ’s future and usability in
diverse sectors such as tourism, ecology, geopolitics, loc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ance.
Through this, we hope to overcome difficultie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outline a new vision for peace.

다음으로, 5개의 기획세션에서는, DMZ의 미래와 활용 가능성을 관광, 생태, 지정학, 지역개발, 지자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역사적, 정치적,
경제·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Lastly, the 12 peace movement sessions will address potential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opportunities as well as
agenda of peace across borders.

이를 통해, 현재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 비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Through discussion on a range of topics, from the utilization of North Korea’s scientific technology and inter-Korean agricultural
exchanges, to residents’ peace movements and response to US military bases,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landmine removal in
the DMZ and cooper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n the local government level, we aim to move forward as a forum of
action, translating peace into concrete action in the real world.

마지막으로, 12개의 평화운동협력세션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남북교류협력 이슈와 국경을 초월한 평화 의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활용과 남북간 농업교류, 군사기지와 주민평화운동, DMZ 내 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협력,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개발협력
등 평화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의 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1 DMZ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접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DMZ 포럼의 생생한 현장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 한반도 전문가,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DMZ의 특별한 가치, 한반도 평화의 미래 비전을 논하는 이 시간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널리 공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DMZ 포럼에는 실로 많은 분의 열정과 노고가 담겨있습니다.

The DMZ Forum 2021 will be broadcast live online.
You can join us from anywhere in the world via our online video platform and be with us every step of the way throughout the forum.
I sincerely hope that this forum, where we discuss the unique value of the DMZ and a future vis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world-renowned scholars, Korean Peninsula experts and peace activists across the world will be shared widely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 전합니다.

The DMZ Forum 2021 could not have been made possible without the hard work and passion of many people, and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everyone who has devoted their time and effort to making this forum successful.

2021 DMZ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Once again, I welcome all of you to DMZ Forum 2021.

우리 모두 함께 (올해의 포럼 주제처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Let us Open the New Horizon of Peace together (as we reiterate the theme of this year’s foru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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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기념사 COMMEMORATIVE ADDRESS
I am Jang Hyun Kuk, the Chairman of the Gyeonggido Assembly.
Congratulations on the hosting of the 『DMZ Forum 2021』 held under the theme of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장현국
JANG Hyun Kuk
경기도의회 의장
Chairman, Gyeonggido Assembly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 DMZ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DMZ가 지닌 생명, 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혜안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이재명 지사
님, Let’s DMZ 평화예술제 임동원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해 행사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1 DMZ 포럼』에 함께해주신 한명숙 전 총리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김사열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윤후덕, 이재정, 이용선, 김홍걸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이해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님과 로 칸나 미국 하원의원님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함께해주신 여러
분께도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First of all,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Governor Lee Jaemyung of Gyeonggi Province, and Chairman Lim Dong-Won of the
Let’s DMZ Peace Arts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nd all other people who made this event possible to promote the values of
life and communication DMZ represents and to gather insights for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 would like to thank all distinguished guests, including former Prime Minister Han Myeong Sook, Executive Vice-chairperson
Jeong Se Hyu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Minister of Unification Lee In-young, Chairman Ghim Sa-Youl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National Assembly members Yoon Hoo-deok, Lee Jae-jeong, Lee
Yong-seon and Kim Hong-geol, for participating in the 『DMZ Forum 2021』.
I would also like to thank our keynote speakers Lee Hae Chan,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Economic Association,
and U.S. Representative Ro Khanna and welcome all participants from home and abroad.
It has already been three years since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et and announced the Panmunjeom Declaration.
Despite various efforts for peace made since then,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remaining strained and unstable. However, we
should not let this situation persist. Peace and reunification concerns all of us. Peace matters so much to the lives of th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never stop our efforts to promote peace.
I hope this forum can shed a new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values of life and communication
DMZ represents. At the same time, I hope it can provide a valuable opportunity to seek wisdom regarding the challenges we must
overcome for peaceful reunification and have in-depth discussions about how to bring two Koreas one step closer.
Congratulations once again on the hosting of the 『DMZ Forum 2021』, which was organized to find a new vision for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yeonggido Assembly will also do its best and play its part in the efforts to bring warm
hope to th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Thank you.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이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이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가 지니는 생명, 소통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하는 당면과제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남과 북이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찾기 위한 『2021 DMZ 포럼』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 굳어있
는 남북관계를 따뜻한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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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 되었고 일반인의 접근조차 어려웠던 DMZ 내부에는 세계인이 함께 찾는 ‘평화의 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현재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은 잠시 멈추어 있지만 DMZ에서 실현된 작은 평화의 순간들은 더 큰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LEE In-young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정부는 DMZ의 복합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켜가면서, 남북 주민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고,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방향
에서 DMZ를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가꾸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DMZ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실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로나19 등의 전염병과 병충해, 산불과 홍수 등의 재해재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의 이해관계가 다르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inister, Ministry of Unification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인프라와 협력 체계를 접경지역에 구축한다면, 한반도는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오랜 소외로 발전이 지체되어 왔고, 이를 감내해왔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접경지역과 주민들의 삶에도 새로운 활기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2021 DMZ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DMZ에서 싹 틔운 평화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노력들을 정부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해찬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앞서 환영사를 해주신 임동원 렛츠디엠지(Let’s DMZ) 조직위원장님 기념사를 해주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오늘 포럼
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명숙 전 총리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김사열 국가발전균형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을 위해서 영상으로 ‘평화의 친구’로 찾아올 로 칸나(Ro Khanna) 미 연방 하원의원님과 문정인 이사장님, 이종석 전 통일
부 장관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해주시는 전문가 또 석학 한분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DMZ는 1953년, 정전협정의 서명과 함께 탄생한 군사적 완충지대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 역사적 만남의 현장에 우리 국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판문점의 견학의 문턱을 대폭 낮추었고,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평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프로그램도 현재 준비하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와 함께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령 마련 등 제도적인 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DMZ의 특수성과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면서도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적 계획도 수립하
고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들은 앞으로 남북이 함께 「DMZ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결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협력의 주춧돌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시는 평화를 사랑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고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는 다시 평화의 역사를 한걸음 더 전진시켜야 하는 변화의, 기회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페렌바크라는 한 역사저술가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배들이 북한의 잿빛 물에서부터 퇴각하고 은빛 비행기들은 비행장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제 전쟁은 없다. 그러나 평화도,
승리도 없다. 이것이 휴전이다 ” 1
이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한 적대와 비극의 공간이자 마지막 냉전의 상징이었던 DMZ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평화의
서사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여건이 형성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기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연결되어 있듯 우리의 평화 또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가장 첨예한 전쟁과 대결을 경험한 한반도에서 시작
되는 평화가 전 세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통일부는 반드시 평화의 빛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상과 함께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갈 것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포럼의 주제를 통해, DMZ와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밝힐 지혜와 관점, 의지가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은 DMZ에서 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수했고,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전사자들의 유해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R. 페렌바크,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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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Greetings to all participants, I am Lee In-young, the Minister of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ivelihood of the residents who have endured for long will be vitalized.

Today, I’d like to congratulate you for successfully hosting the「DMZ Forum 2021」and express my gratitude for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many people.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and deep gratitude to Governor Lee Jaemyung of Gyeonggi Province, who prepared this meaningful event, and Chairman Lee Hae-chan of the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as well as everyone who has devoted their passion and dedic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make efforts to bring about the peace, which has sprung up from the DMZ, closer to
the everyday lives of ordinary citizens.

I'd also like to express my special thanks to Chairman Lim Dong-won of the Let’s DMZ Peace Arts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for his welcoming speech, Chairman Jang Hyun-kuk of the Gyeonggido Assembly for his commemorative address, former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Executive Vice-chairperson Jeong Se-hyu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d Chairman
Ghim Sa-youl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o are here to celebrate the forum.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welcome to U.S. Representative Ro Khanna, who is joining us as a 'friend of peace’
as a keynote speaker via video, Chairman Moon Chung-In of the Sejong Institute,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Lee Jong-seok,
Chancellor Kim Joon-hyung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nd all the experts and scholars who are with us today.
Distinguished guests, DMZ is well-known as a military buffer zone that was created with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Fehrenbach, a Korean War veteran and historian, records this moment as follows:
"At sea, ships retreated from the gray waters of North Korea, and silver planes quietly landed on the airfield. There is no war
anymore. But there is no peace or victory either. This is a ceasefire.”1
Once the most heavily armed space of hostility on the planet and the last symbol of Cold War, DMZ has recently become the
narrative for inter-Korean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ack in 2018, leaders of ROK and DPRK agreed to stop military hostilities in the border area and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based on the new Korean Peninsula peace initiative.
Accordingly, ROK and DPRK withdrew their guard posts (GP) within the DMZ on a trial basis and began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fallen soldiers on the Arrowhead Hill. Joint Security Area of Panmunjom was demilitarized. Inside the DMZ, which has been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enter, a “Peace Trail” is being constructed so tha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an visi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drastically lowered the threshold of field trips to Panmunjom so that Koreans can more easily and more
comfortably visit the historical meeting place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is preparing and promoting the “DMZ
Peace Trail” program, which allows visitors to enjoy the value of peace by walking the scene of division.
Moreover, the Government is also worki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ew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to plan and support the peaceful use of the DMZ.
Through this, we will prepare a system for the pre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the DMZ,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and
implement policies while keeping in mind the uniqueness and various values of the DMZ.
I believe that these preparations and efforts will serve as a cornerston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uture and create
practical outcome for the “DMZ Peace Zone” together.
Distinguished peace-loving guests who are present today, as we see a glimpse of outline of the US policy review on DPRK at its
final stage, Korean Peninsula stands at a crossroad of change and opportunity to further advance the history of peace.
In particular,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hope and support for the ROK-US Summit, scheduled for early
tomorrow morning (KST), which may shape new conditions for both DPRK-US dialogu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serve
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dvance the timetable for resum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s our lives and safety are connected, our peace is also connected as one. This is why I believe that peace that begi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rea that has experienced the worst of war and confrontation, can deliver a strong message of hope for
global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ill kindle the light of peace at all costs.
Through the theme of the forum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I hope that wisdom, perspectives and commitment will reilluminate peace of DMZ and Korean Peninsula today. Lastly, I hope for good health and happiness for all the participants.
Thank you.

After the breakdown of the DPRK-US Summit in Hanoi, inter-Korean dialogue and cooperation has been on hold for a while. But
the moments of small peace realized inside the DMZ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hopeful future of greater co-prosperity and
coexistence.
The Government will preserve the complex meanings and values of the DMZ, pursue common interests of the residents of both
South and North, and develop DMZ into a spac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a sustainable manner to preserve ecology and
environment.
First of all, we will seek to realize community that upholds safety of life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DMZ and the border
area. I believe that the interests of the two Koreas are not so different with respect to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pests,
disasters such as forest fires and floods, and climate and environmental issues.
If the South and North jointly establish infrastructure and cooperation system in the border area, Korean Peninsula will transform
into a safer and more reassuring place to live.
Development of the long sidelined region north of Gyeonggi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has been delayed. From now on, th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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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Congratulations on organizing the 2021 DMZ Forum, which has become the venue for international discourse on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well as the peaceful use of the DMZ.

정세현
JEONG Se Hyun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Executive Vice-Chairperso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국제적 담론 형성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2021 DMZ 포럼>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반도 평화는 답보상태에 머무르며 2년여의 안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기
존의 북미 합의를 참작하는 방향성과 외교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 기
조를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DMZ 포럼의 주제처럼 바로 지금이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 때입니다. 올해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이
기도 합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지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기간 남북관계는 발전과 퇴보
를 반복해왔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큰 흐름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30년의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을 한반도 평화의 새
로운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틀 동안 이어지는 포럼에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전략
을 논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After the North Korea–U.S. Hanoi Summit fell apart in February 2019,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left in a
stalemate for about two years. However, a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cently unveiled its North Korea policy, there have been
movements to restart the clock of peace and advance th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once again. It is a positive sign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ntends to consider the agreement the U.S. had with North Korea and has provided diplomatic solutions. It’s
also expected that, in the South Korea–U.S. Summit,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will discuss closely the keynote of the North
Korea policy and set the direction for advancement.
As suggested by the topic of this DMZ Forum, now is the time to open “the New Horizon of Peace”. This year actually also has
some historical significance in term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 30th anniversary of UN membership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Over these 30 years, there has been a repeated cycle of progress
and regress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but the aim has always been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at
effort, we need wisdom to turn the year 2021 into one of great transi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pefully, you will
discuss some innovative and practical strategies in this two-day forum.
President Moon Jae-in said, “There is no way that we would go back on the peace that was promised through the Panmunjom
Declaration.” We have a strong will to establish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o now is the time for South-Nor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U.S. to start talking and working together once again to lead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is goal
of permanent, irreversible peace.
Once there i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MZ Peace Trail as well as the channel for inter-Korean communication and
exchange will open up again, and ultimately the DMZ will be removed altogether. This forum will hopefully help us gather the
wisdom necessary to open up the new horizon of peace.
Thank you.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
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남북과 북미가 다시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DMZ 평화의 길이 열리고, 남북 간 소통과 교류의 길이 열리고, 궁극적으로 DMZ 비무장지대가 없어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일 것입
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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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Greetings.
I am GHIM Sa-Youl,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d like to sincerely congratulate you on the hosting of the DMZ Forum 2021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which marks
the third anniversary this year.

김사열
GHIM Sa-Youl

I also want to congratulate the co-hosts of the DMZ Forum 2021,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Lee Hae Chan,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Economic Association, and LIM Dong-Won, chairman of the Let’s DMZ Peace Arts
Festival Organization Committee.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Also, with the desire for the peaceful use of the DMZ,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Korean Peninsula peace
economy, I want to say congratulations to all the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attended today's Forum.

Chairman,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안녕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2021 DMZ 포럼을 공동주최하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님과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해찬 이사장님, Let’s DMZ 조직위원회 임동원
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DMZ 평화적 활용과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경제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
을 드립니다.
2017년 7월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베를린에서「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18년 8월15일 경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2019년 6월12일 오슬로에서 ‘남북접경위원회’ 구성을, 2019년 9월24일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이처럼 DMZ와 남북접경, 한반도의 평화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지를 담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DMZ와 한강하구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맞이하는 시대적 과제의
기반입니다.

On July 6, 2017, President Moon Jae-in mentioned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Initiative」 in Berlin. He also declared the
creation of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in his congratulatory speech on August 15, 2018, the formation of the 'InterKorean Border Committee’ in Oslo on June 12, 2019, and the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Initiative」 in his keynote speech at
the 74th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4, 2019.
In this way, the DMZ,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national tasks of the
Korean Government that embody the will of President Moon Jae-in.
The two Koreas must use the border area, including the DMZ and the Han River Estuary, peacefully, and we must lay the foundation
for our tasks of the times to ensur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invigora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border areas, supported by Article 16 of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ave been underdeveloped due
to overlapping regulations, and the pain of division still remains ther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s well, now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viewpoint
of realiz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must participate in
activating inter-Korean cooperation, and thus open up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economy anew.
Currently,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frozen, but I hope that we will have a 'new spring of peace’ through divers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at take place under the theme of this Forum.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hosting of the DMZ Forum 202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접경지역은 중첩된 규제로 저발전되어 있으며, 분단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한반도 평화 실현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의 참여로 남북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어있기는 하지만, 다각적인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이번 포럼의 주제처럼 ‘새로운 평화의 봄’을 맞이하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1 DMZ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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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CONGRATULATORY MESSAGE

한명숙
HAN Myeong Sook
제37대 국무총리
The 37th Prime Minister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2021 DMZ 포럼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와 ‘동북아 평화경제 협회’가 공동주최하여 의
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북한과의 접경지역이 가장 넓게 면해 있는 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평화부지사
를 두고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열정적으로 주도해주시는 경기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방미 중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회담에서 미국은 발표하기를 이 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북한 문제일
것이며 미국은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를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언급대로라면 좀 기대를 해 봐도 좋
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화 만들기라는 가치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주제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
각합니다. 76년간의 남북 분단이 가져온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은 현재 우리가 겪는 정치적 갈등의 뿌리입니다. 한국은 분단으로 인
해 섬나라로 고립되었으며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경제발전에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치’는 앞으로 어
떠한 정권이라도 언제나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가치 계승’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께 던집니다.
2000년에 독일 자유대학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하신 후,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최초 남북합의를 이끌어 내어 6.15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남북의 냉전은 끝났고 평화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 이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 가치를 10.4선언으로 계승
하여 발전시켰습니다. 그 다음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북의 교류협력은 물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UN의 제재에도 들어있지 않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의 많은 기업주들은 모두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남북이 어렵게 만든 평화 만들기의 가치가 계승되지 않고 단절됐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정책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반드시 계승되어야 한다는 점을!! 문대통령은 평화의 가치를 계
승함으로써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고, 또 북미 회담으로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새롭게 미국
과의 회담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만들기의 가치를 국민의 염원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소원을 읽어서 남북미가 평화 협정을 맺을 때까지 ‘한반도 피스 프로세스’를 가동시킬 것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1969년,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다르게 이 동방정책은 그 이후, 정
권이 수없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의 가치”가 변함없이 계승되어 이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1990년 10월 3일, 분단 45년 만
에 독일은 통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1969년,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이 이어져 1990년 독일 통일 때는 기민당의 보수정권
의 헬무트 콜 대통령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한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원하는 평화의 가치를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평화’라는 이
런 가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Let’s DMZ의 이 행사도 큰 틀에서 보면 남북 평화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소원의 일환이
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좋은 성과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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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f, I'd like to offer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21 edition of the DMZ Forum, in spite of the ongoing
COVID-19 outbreak. I think this edition of the forum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is being jointly hosted by Gyeonggi Province
and the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same as last year. Gyeonggi Province is the South Korean province where the
border area it shares with North Korea is the widest in the nation. I'd like to thank th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who has
created a Vice Governor for Peace for the first time in the province and leads the effort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with such great enthusiasm. As we all know, President Moon Jae-in is currently on a trip to the United States. At the South KoreaU.S. talks between Presidents Biden and Moon Jae-in, the U.S. announced that the core issue of the talks would be North Korea
and that the U.S. would handle the issue with maximum flexibility. According to what the U.S. said, it doesn't seem unreasonable
for us to get our hopes up.
I want to emphasize just one thing in this congratulatory message. I think in South Korea, the value of making peace is more
significant than any other issue. The inexpressible pain and conflict brought about by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over
the past 76 years are right at the root of the political conflict we Koreans are currently experiencing. Due to the division, Korea
has been isolated like an island country, running up against limits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its economy, which could have
further flourished. That's why I believe that the mission for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passed on to all
future regimes of South Korea. Today, I'd like to throw the concept of “inheriting the value of peace” at you.
After making the Berlin Declaration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in 2000,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visited Pyongyang to draw
up the first inter-Korean agreement in Korean history and declared the June 15th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That ended
the Cold War between the two Koreas and opened the door to peace. Afterwards, in 2007,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ook succession of that value and helped it to evolve further with the 10.4 Declaration. But what did the successive regimes,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o? Their regimes resulted in 10 lost years of peace making. During their
governance, inter-Korean exchanges, cooperation as well as tourism to Mt. Geumgang were halted,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not even subject to UN sanctions, was closed. As a result, many business owner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nt bankrupt. In fact, the value of making peace that was shaped arduously by both North and South Korea was
aborted, rather than being inherited.
President Moon Jae-in, who was elected thanks to the power of candlelight citizens, made a desperate effort to overcome this
lost decade. In this, we can learn a lesson. That the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ought to be inherited
no matter whose regime takes office. Inheriting the value and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peace, President Moon led three interKorean summits. He also laid a bridge connecting the two Koreas with the North Korea-U.S. talks. Come tomorrow morning, a new
meeting with the United States-ROK will take place, and at that meeting, I think President Moon Jae-in will deliver the value of
peace making without any addition or subtraction, just as South Korean people hope for. I would like to appeal to President Biden
of the United States to take note of the wishes of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o kick-start a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until the two Koreas and the U.S. finally conclude a peace agreement.
In 1969, Germany's then-prime minister Willy Brandt from the SPD party pushed the Eastern policy(Ostpolitik) in the then divided
Germany. However, unlike Korea, the new Eastern policy has since been inherited over numerous regimes, with “the value of
peaceful unification” intact. As a result, on October 3, 1990, Germany achieved unification after 45 years of division. With the
inheritance of the Eastern policy drawn up by Willy Brandt in 1969, unification of Germany was achieved under the conservative
regime of President Helmut Kohl of the CDU party in 1990. The case of Germany, which achieved unification before us, makes us
think about a lot of things. We, too, must keep inheriting the value of peace intact as per the wishes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Therefore, I hope that the values of “Our wish is unification” and “Our wish is peace'” will go on. In my view, in the broader picture,
today's “Let's DMZ” event is also part of our wish to realize the value of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I hope you will continue
to achieve good results right up until the en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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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DMZ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LEE Jaemyung
경기도지사
Governor, Gyeonggi Province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과 북, 해외에 계신 8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2021년 DMZ 포럼에 함께 하시는 내외빈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 DMZ 포럼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마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 후 가난으로 인해 소년공 생활을 이어갔다.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
에 왼쪽 팔을 다쳐 장애인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였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민선 5기와 6기
(2010~2018년) 성남시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되었으며 2018년 7월 민선 7기 경기도
지사에 당선 후 공정, 평화, 복지를 중심으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Governor LEE Jaemyung was born in Andong, Gyeongsangbuk-do, in 1964. After graduating from elementary school, he went on
to work at a factory to help support his family. While working with a press machine, his left arm was injured, which was assessed as
a disability. Undeterred by the injury, he passed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college entrance and entered the College of Law
at Chung-Ang University with a scholarship. After passing the 28th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he began his career as a human
rights attorney and engaged in civil movements. He joined the political scene to bring positive change to society and has worked
as a politician to this day. He served as Mayor of Seongnam from 2010 to 2018. In 2017, while serving as Mayor, he ran in the
Democratic Party’s primary election fo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July 2018, he was elected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hrough the 7th Local Elections. He has strived to build “A Fair World, Innovative Gyeonggi Province” based on the principles of
achieving fairness, peace, and wellness.

이번 DMZ 포럼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해법, 그리고 분단과 갈등을 넘어서는 용기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지
는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DMZ는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함께 품고 있는 역설의 땅입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처럼 대결을 완충하고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군대가 가장 밀집하여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비극의 공간입니다.
68년간 이어진 긴장과 공포를 이제 해소해야 합니다. 대결을 넘어서 DMZ를 평화의 진원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과 분단이 결박한 이
곳을 풀어헤치고 평화의 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한 DMZ’를 ‘안전한 DMZ’로 바꿔내야 합니다.
남북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DMZ에 인접한 남쪽 행정지역에만 약 12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민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68년 동
안 DMZ에서는 숱한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다행히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채택되어 충돌위험을 줄였지만, 대북전단 살포
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일례로 2014년 10월 대북 전단 살포시 북측이 대남 포격을 가하고, 이에 남측이 대응 사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북측이 쏜 포
탄이 경기도의 민간마을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자유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역
사적으로 보수, 진보 정권을 망라하여 남북당국이 남북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작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고 남북합의에 반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지난 1월
경기도는 한반도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 의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해 주도록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DMZ를 생명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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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생태·환경·생명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창조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비전입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향한 출발점이자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는 북방경제
권 창출과 그에 이은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로 나아갈 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분단과 적대의 세월 동안 자연의 놀라운 힘은 역설적으로 DMZ를 생태의 보고로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DMZ의 자연환경을 보호
하면서 이곳에 친환경적인 평화·생태·환경·생명 관련 남북협력기구와 연구소, 국제기구 등을 설치하고 유치한다면 DMZ는 평화와 생명에
관한 연구와 실천의 국제거점이 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과 비전도 실천이 없다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DMZ를 평화생명 공동체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구상도 마찬가지입
니다.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남북관계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매우 어렵습니다. 남북
간 신뢰가 떨어지고 대화가 끊긴 상태가 지속되면서 언제라도 불시에 급격히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 고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남북대화의 복원과 교류협력의 재개가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철저히 지키고 약속된 협력사업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대결을 넘어 경제협력을 할 경우 상호 간에 어떤 이익이 가능한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남북공영의 성공적 실험실이
었습니다. 평화의 증진이 경제협력을 낳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촉진하는 선순환의 남북평화경제시대라는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으로 전격 중단되었습니다. 합리적인 대국민 설명도 없었고, 교류협력법에 의한 어떠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재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분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경제활
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입니다.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한 2013년 남북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과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문제도 남북 공동번영의 지렛대가 되
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 개성공단 재개 등 긴요한 남북협력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상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 사업들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증진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유엔안보리가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허용하도록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으로서 동북아평화경제공동체는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미국 등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협력안보를
통한 평화공동체가 공동의 경제이익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보장하고 경제공동체가 평화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으로 공동의 번
영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추진과 실현은 멀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경제에 또 한 번의 도약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공동번영의 기
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적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중관계의 향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경쟁뿐 아니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은 다
행입니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전략적 경쟁의 요소가 급격히 커졌고, 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사안별, 시기별로 국익 중심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일방적 선택을 강요당해서도 안 되고 굳이 택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 군사, 소프트파워 등 다방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고 더 신장시키면서 우리의 생
존 터전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자주적 입장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실용
적 접근을 통해 지역협력과 국제연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는 강대국 권력정치와 각자도생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과 포용의 질서
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가 배제되고 선택을 강요하는 질서가 아니라 역내 모든 국가들의 이해가 수렴되고 모든 국가들이 참여
하는 포용적 질서가 바람직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을 모색하는 구동존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념과 자국우선주의를 뛰어넘는 다자간 연대와 협력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의 형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이번 DMZ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
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역사적 경험과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 된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의 진전은 매우 어려웠지만, 남
북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증진의 촉매제였습니다. 2018년 북미 간 정상회담과 비핵화협상으로 이어진 평화국면은 남북대화로부터 시
작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다시 북핵문제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방
향입니다.
DMZ의 평화생명지대화와 남북관계 발전은 보다 큰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와 북방경제의 실현, 그리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과 포용의 문화가 지배하는 동아시아가 바로 그 미래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대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건설은 남북 모두에게 평화와 일자리, 경
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정책입니다. 국내외적 대의에 부합하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가장 큰 기회의 창이므로 현실에서 많은 난관
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신뢰가 있다면 북측도 마다할 까닭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믿고 뜻을 모아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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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including the US Congress, which does not understand the specificity of the border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ensure and help them understand the inevitability of prohibiting the sending of balloon messages and to support the ban.

“The realization of a safe DMZ and a peace economy era on the Korean Peninsula”
LEE Jaemyung
Governor, Gyeonggi Province

Next, we must make the DMZ a home to life and peace.
Gyeonggi-do’s vision is to make the DMZ a creative space where both people and nature can come together and harmonize as a
community that focuses on peace, ecology, the environment and of course life.

Fellow citizens of Gyeonggi-do, 80 million Koreans in the North, South and overseas, and ladies and gentlemen attending the DMZ
Forum 2021, I am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time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the amazing power of nature has paradoxically turned the DMZ into an ecological
treasure trove. If the North and South protect this natural environment of the DMZ together, and establish and attract Inter-Korean
cooperative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peace, the ecosystem, the environment and
life here, the DMZ will become an international base for research and practice, and be transformed into a central axis of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people who year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gathered together once again
this year too just as they did last year. Thank you.

No matter how good the concept and vision are, without practice, they cannot become a reality. The same can be said about the plan
to make the DMZ the home of the peaceful community for life.

I hope that this DMZ Forum will be a place where practical solutions for permanent peace and joint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courage to move beyond division and conflict can harmonize.

This is possible through the dialogu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fortunately though, the recent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come somewhat difficult due to the complex international situation. As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has
declined and dialogue continues to be cut off, there is always the risk that tensions rise suddenly and abruptly at any time.

The DMZ is a land of paradox that embodies the past and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oth war and peace at the same time.
As the name suggests, it offers a buffer for confrontation while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a
place of tragedy where two of the most heavily armed armies in the world are even now aiming guns at each other.

The best way to prevent tension and conflicts from rising i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is is why the restoration of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resump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urgent and important.

Now though, it’s time to relieve the tension and fear that have continued for 68 years. We must make the DMZ the epicenter of peace.
We must unravel this place bound by war and division and open the door to peace.

Efforts must be made to strictly observe the existing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faithfully implement the promised
cooperation projects.

To do so, we must first change the ‘dangerous DMZ’ to a ‘safe DMZ.’

In particular, the resump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at it is the pillar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 easing of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 starting point is to certainly guarantee the safety of the residents in the North-South border region.
There are about 1.2 million people residing in the southern administrative area adjacent to the DMZ. Most of them are Gyeonggi-do
citizens. Since the conclusion of the ceasefire agreement, there have been numerous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at the
DMZ over the past 68 years, and there has of course been a heavy toll of lives.
Fortunately, due to the two historical Inter-Korean agreements in 2018,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was concluded, and the
risk of a military conflict was reduced, but the continuing act of sending anti-Communist leaflets is still a spark of concern.
Sending balloon messages is causing military tension in the border region and is in fact a crime that threatens the life and safety of
citizens, and damages peace. For example, when balloon messages were sent in October 2014, North Korea bombarded South Korea
with weapon fire, to which South Korea retaliated. The bomb shells, fired by the North, flew into a private village in Gyeonggi-do.
For more freedom and human rights, acts that threaten such rights must be suppressed. The ban on sending balloon messages is
the minimum inevitable measure aimed at protecting freedom and love by limiting a manner of expression that causes violence and
military confrontation rather than limiting freedom of expression itself. Historically, it also fulfills the promises agreed by the North
and South Korean authorities to end the Inter-Korean confrontation regardless of the conservative or progressive regimes.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a law last year banning the sending of anti-Communist leaflets, which has the potential
for military tension and is contrary to the Inter-Korean agreement. In addition, last January, Gyeonggi-do sent a letter to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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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as a successful laboratory for Inter-Korean co-prosperity that showed in practice what mutual
benefits are possible if the North and the South pursue economic cooperation. It showed a vision of a peace economy era that leads
to economic cooperation, which in turn, promotes peace as part of a virtuous cycl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as illegally halted by unrighteous state power. There was no reasonable public explanation, and
no procedures were followed unde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Entrepreneurs who were running business in the industrial
complex were suddenly deprived of their property rights without knowing the reason, for which the state is now responsible for
the restoration of their property rights and guaranteeing their economic activities. The 2013 Inter-Korean agreement to ensure the
normal opera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must be observed.
Quarantine and healthcare cooperation for an early end of COVID-19, the separated family issue, and connecting railroads and road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tasks that will serve as the lever for the common prosperity of the two Koreas.
Everyone knows that due to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ritical Inter-Korean projects cannot proceed properly, e.g. the
resump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f you change your point of view, however, these projects will ease tension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help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g. progress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must work actively to persuade related countries so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will allow comprehensive and regular
sanctions exemptions for the Inter-Korean agreement to be implemented, including the resumptio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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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nection of railroads and road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It’s not easy, but it’s a must.
Past historical experiences and facts als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had a great deal of difficulties
that led to the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more recent advances in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a catalyst
in promo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clear that the peacetime, which led to the DPRK-US Summit an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n 2018, started with Inter-Korean dialogues.

the power politics and the exclusive nationalism of individual countries. An inclusive order in which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in
the region converge and all countries participate is desirable, rather than an order that excludes certain countries and forces other
countries to make a choice. We need the wisdom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s and yet pursue co-existence.
Multilater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at transcend ideology and national priorities will promote the formation of a fair and
peaceful Northeast Asian order.

The virtuous cycle model in which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promote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progress of the issue again accelerate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direction in which we should be going.

Gyeonggi-do will do its best as we travel down the road to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ealization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 hope that everyone who is attendance at this DMZ Forum will also join us on that road.

Turning the DMZ into a zone of peace and life and develop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make up the foundation that will enable a
greater future. The future lies in the re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Northern Economy, and East Asia, governed
by fair and peaceful cooperation and an inclusive culture.

Thank you.

The Korean Peninsula peace economy era is an era in which peace and economy are in a virtuous cycle. The building of such an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win-win policy that will provide peace, jobs, and economic opportunities. As it is the biggest
window of opportunity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asons and as an opening for our future, we must take this path even if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face in reality.
If there is trust, there is no reason for the North to refuse. It is possible only as long as South and North Korea believe each other and
unite their will to persu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toring trust and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and act as a solid foundation for the era of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ra of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complete when the Northern Economic Zone is created and we move toward becoming a Northeast
Asian Peace Economy Community.
As part of our vision, the Northeast Asian Peace Economy Community, the peace community, based on the cooperativ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 Russia, Mongolia, Japan, and the US, guarantees an economic community for common economic
interests with Northeast Asia playing a central role, while the economic community further strengthens the peace community in
a virtual cycle. We will then be able to pursue common prosperity. Implementation and realization of the Northeast Asian peace
economy community is a long and difficult road, but it will enable the Korean economy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peace, security, and joint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Meanwhile, in response to the grow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e need to ensure that we have a strategic compass in
place.
Concerns over the direction of the US-China relations have been growing recently. It is fortunate that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cknowledge the need for cooperation as well as competition.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ompeti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US-China relations, and it is likely to be a burden on Korea's security and economy.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at we try to focus on ourselves and find balance that is centered on national interest by case and by period
with regard to major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In the face of national interest, we should not be forced to make a one-sided choice.
Korea has already emerged as a country that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across a number of different fields, such as economy,
military, and soft power. We must believe in and expand our abilities to realize peace and share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From the viewpoint of self-reliance, we must demonstrate diplomatic flexibility centering on national interests,
and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through a practical approach.
In the future, Northeast Asia must move toward a fair and peaceful order of cooperation and inclusion, not an order domin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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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께 담대한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해찬

이해찬
LEE Hae Chan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Chairman,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국내외에서 오신 전문가와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은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용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이후 민청련과 민통련 등 재야활동을 거쳐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1995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1998년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참여정부에서는 제36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
당 내 최다선인 7선 국회의원이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당 대표를 지내며 진두지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 역사상 가
장 큰 승리로 꼽힌다. 당 대표 임기를 마친 후부터는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다.
LEE Hae Chan,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was born in Cheongyang, Chungcheongnam-do in 1952
and graduated from Yongsan High School. In his college years, he majored in soc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erved 2 terms
of imprisonment for his involvement in the 1974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and the 1980 KIM Dae-jung Civil Conspiracy
Incident. After being released, he participated in politics to fight against the then government and won the 13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1988. He served in the position of Deputy Mayor for Political Affairs at Seoul Metropolitan City in 1995, as Minister of
Education in 1998, and the 36th Prime Minister during the period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 becam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omeone who has won the greatest number of elections, which is 7
times. Between 2018 and 2020, he led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as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which has become
the greatest victory in the history of the party. After serving his term as the party leader, he joined the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and has led the association to date.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전체의 번영을 위해, 더 넓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DMZ 포럼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올해도 많은 전
문가들과 단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짜임새 있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1년 DMZ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
며,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함께 DMZ 포럼을 주최하시고 기조연설까지 맡아주신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로 칸나 미합중국 하원의원님께도 감
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판문점과 평양의 남북정상회담과 9.19 공동선언, 그리고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보며 한반도 평화의 꿈을
꾸었습니다. 간절한 바람으로서의 평화가 아닌, 현실의 평화가 실현될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판문점의 봄과 싱가포르의 감동은 마치 봄날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기만 합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일종
의 교착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이전과 같은 긴박한 위기의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국제
사회의 제재가 날카롭게 맞섰던 과거와 비교하면, 남북한과 미국 모두 이성적이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의 노력에 비하면 지금의 결과는 아쉽기만 합니다. 지난 4년간 남북미 모두 여러 측면에서 관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 최종 결실을 맺
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실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역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나긴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며, 또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그리 특별한 상황도 아닙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문익환 목사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 오랜 경험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랜 축적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견 헛되보이는 과정 하
나하나가 사실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드는 마름돌입니다. 바다를 향해 가는 강물이 작은 물줄기들을 모아 큰 물결을 이루어 가듯
이, 이 하나하나의 과정이 모이면서 우리는 마침내 한반도 평화라는 큰 대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 DMZ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입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0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51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기조연설 KEYNOTE SPEECH

기조연설 KEYNOTE SPEECH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한반도 평화에서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
이든 행정부가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행정부임을 확신합니다. 강제력을 통한 해결보다는 진지한 대화를 우선하며 동
맹국뿐 아니라, 비록 갈등이 있더라도 상대방 국가를 존중하는 합리적 정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 축, 강대국간 힘 관계의 변화라는 수평적이고 공시적인 축을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의 확고한 목표점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나
아갈 때, 새로운 평화의 지평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면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대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속해 온 평화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대북 정책 기조 확립과 두 정상의 합의를 진심
으로 환영하며,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로 북한 역시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인내와 큰 결단을 마다하지 않는 합리적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미
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지금처럼 인내하는 북한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록 소규모 군사 훈련 수준의 단거리 미사일 발
사는 있었지만, 실제로 국제사회를 위협할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련 국가들을 향해
보내는 인내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북한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있고 적절한 기회만 있으면 열정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의 봄을 이끌었고 북미정상회담을 주선했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1년이면 흔들리지 않을 주춧
돌 한두 개 정도 놓을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1년,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기에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
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다져진 미국과의 동맹 위에서 주변 이해 관계국들과 협의하며,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합니다.
한국과 북한, 미국 정부 모두 새로운 평화에의 의지가 있으며, 시간과 기회도 있습니다. 남은 것은 시간을 앞당기고 뛰어넘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열정 가득한 실천뿐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항상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는 통시적인 수직축입니다. 남북한은 지난 76년간 분단과 전쟁을 겪었고 갈등과 대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분단 극복을 위
한 염원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은 곧 한국인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70년 한미동맹 역시 통시적 수직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을 같이 치른 동맹국이며, 한반도 평화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로 과정 관리에서 의
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항상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갈등을 관리해 왔습니다. 이러한 분단과 한미동맹의 역사
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적인 통시적 수직축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시적인 수평축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양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
의 이해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 역시 한반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란 핵협정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들과 UN과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들 역시 한반도 평화의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미국과 중국
의 관계는 바로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치며, 주변국과 관련 국가, 국제기구들의 이해관계 역시 한반도 평화의 길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
칩니다.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극대화된 현실에서 한반도 평화는 곧 세계 평화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공시적인 수평축을 이루는 국가들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들 간의 협조 관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관계국간 갈등이 있다면,
중립적이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하며, 혹시 이해가 다른 국가가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가 그 나라의 국익에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 양자 대화
와 다자 대화 모두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어렵다는 것은 지난 6자회담의 역사, 남북미간 대화를 우선했
던 지난 4년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공시적 수평축을 이루는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변화를 항상 주시하고, 이 수평축
의 변화 흐름을 한반도 평화에 유용하도록 리드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목표와 방향은 언제나 구체적인 실행으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저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결실 없이 끝난 이후 남북관계 역시 교착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까지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핵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고리입니다. 그
러나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군사적 대결 관계의 완화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수준의 남북간 교류 역시 간과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푸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가 활
발할수록 한국의 대북 설득력이 높아지고, 그 설득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와
교류 확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좀 더 담대한 대북 교류 협력과 긴장 완화책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로부터 일정 수준 자율성
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양해하고 나아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역시 북핵이라는 핵심 고리 해결을 통해 한 번
에 모든 것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가능한 부분부터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남북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9.19 이후 남북간 접경 적대 행위는
거의 없었고, 한국 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문제를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해결했습니다. DMZ의 GP도 일부 철
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자세일 뿐입니다. 이런 소극적 이행을 넘어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서해 해상의 평화 수역화, 그리고 군사적 신
뢰조치 강구를 위한 고위급 군사 회담과 상호 군사 훈련 참관 등은 북핵 문제와 연관 짓지 않고 실행 가능한 일이며, 북핵 문제 해결에 못지
않게 남북 모두에게 안보적 실익이 있습니다.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차 제안했던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
나19 상황은 북한을 비롯해 어느 나라도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내야 합니다. 요즈음 북한이 대중국 국경 교
류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듯한데, 그럴수록 한국의 앞선 방역 노하우와 여력이 있는 방역 물품의 인도적 제공은 유용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산가족 직접 상봉 등 다른 인도적 교류 협력은 진행하기 어렵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화상 상봉 등은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성심껏 말씀드리면서 담대하게 남북간의 인도적 교류 협력을 보다 구체
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 역시 시야에 넣고 차근차근 준비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단순히 경제
협력의 문제가 아닌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이 큽니다.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가동될 때, 서부전선에서 긴장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일부
군대와 장사정포 같은 중요한 전술 무기들은 후방으로 물러나야 했고, 민간인들이 통행하는 길 주변에서 군사적 활동은 자연히 줄어듭니
다.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이 활발할 때, 동부전선과 동해의 군사적 활동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안보적 효과를 무시하고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를 섣부르게 결정한 보수 정부들은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무
지하고 무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좁은 시야와 근시안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더 위태롭게 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 결
정적 실책입니다. 이런 이념적, 감정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적 교류협력의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이 두 사업
의 재개가 주는 효과를 한국은 물론 미국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시적 수직축과 공시적 수평축이 만나는 곳, 그곳에 해법이 있고 한반도 평화가 있습니다. 분단과 한미동맹이라는 역사적이고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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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작금의 북핵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두 사업은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양 사업은
UN의 대북 제재와 관련되어 있어 국제적 합의를 지켜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한 적극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기
도 합니다. 하지만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과 조금씩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길을 논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저는 두 사업의
재개를 위해 남북미간 진지한 협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Let Us Dare to Walk the Road to Peace Together.

마지막으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저의 소견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이 이렇게 어려운 근본적 이유를 상호 불신
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고 각국의 당국자, 전문가들과 대화해 본 결과, 미국은 분명 북한이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면 북
한에 대한 제재 해제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 재건에도 기여할 의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북한 역시 안전과 경제 발전만 보장된다면
핵무장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LEE Hae Chan
Chairman,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그런데도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은 북한을,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질적 강화, 한
국의 대북 설득력 제고가 더욱 필요합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를 중재할 수 있고, 미국과 북한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I am pleased to welcome all of you experts and honor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A wholehearted welcome to everyone here.
My name is LEE Hae Chan, and I’m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실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 확립 과정에서 확인된 한국은 한반도
와 동북아를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이끌 의지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has been three years since the first DMZ Forum was held, aiming to explore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ways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sperity of all of Northeast Asia. Many experts and groups are participating in the forum
again this year, which is becoming better organized and more expansive year after year. I sincerely congratulate my fellow organizers
on DMZ Forum 2021 and wish to express words of welcome and appreciation to all of you participating.

저는 양자 대화와 함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다자 대화틀을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스냅백을 전제로 한 동시 행동을 제안하고 싶
습니다. 물론 입구가 되는 첫 단계를 설정하는 데는 많은 대화와 남북미 정상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핵 합의에서 보듯이
동시 행동과 스냅백은 아주 유용하고 가능한 수단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수준이었던 이란보다 훨씬 더 나아간 주요
핵시설 폐기까지 입구로 쓸 의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복귀할 의향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에 남북미가 솔직하게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면, 이란 핵합의 방식을 원용하되 이란 핵합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평화 프로세
스 입구 합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I would like to particularly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r.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for hosting the DMZ
Forum together with the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and giving a keynote speech again this year. I also would like
to thank Mr. Ro KHANNA, member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his constant interest in and unsparing effor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spectable participants :

존경하는 참가자 여러분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안전과 식량입니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면 인간은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고 나아가 공
동체를 번영시킬 능력이 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
인 조건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바로 한국인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나아가 동북아가 함께 번영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며 기본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토대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하여 담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뿐만 아
니라 지방정부, 민간 역시 이 일에 동참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이 DMZ 포럼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분들 역시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번 DMZ 포럼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틀간 진행될 포럼들의 세션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실행 방안들이 나
오길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뒤를 든든하게 받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 DMZ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발
한 토론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1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 해 찬

Only two years ago, Koreans dreamt about peace finally being realized on our peninsula as we watched the inter-Korean summits
held in Panmunjom and Pyongyang,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and the first-ever US-North Korea summit. Our hearts leapt
at the possibility of actually living in peace, instead of just longing for it.
However, now in 2021, the “spring of Panmunjom” we witnessed and the deeply moving scene in Singapore in 2018 seem distant, like
an unattainable dream in spr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re now at an impasse.
However, there is no sign of urgent crisis in these relationships as there was before. Compared to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unyielding in it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its missile development, the two Koreas and the US remain reasonable and are
exercising patience. Yet, I cannot help but feel saddened by where we are now despite the efforts of the last four years. While relations
between all three parties have improved in different ways, there has been no final, positive outcome.
Nevertheless, I hope this not only for Koreans but also for Americans: that we are neither disappointed nor giving up. The current
situation is part of the long journey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ooking back, we have been here before.
I have walked on this path to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for a long time under Pastor Moon Ik-hwan and former President of the
ROK Kim Dae-jung —people who dedicated their lives to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My years of experience has taught me that
such peace cannot be attained quickly but requires a lengthy, difficult series of efforts. Each and every step in the process, which may
seem futile at a glance, is in fact a stepping stone that constitutes the road to peace. As small streams collect together to become
rivers, which finally go out to the sea, each and every endeavor we make will achieve the final goal of peace here in the end. This is the
roa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I know.
Honorable guests from home and abroad :
The theme of this year’s DMZ Forum is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This cannot be better-t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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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reason I am saying this is that the US, which has a major part to play in achieving peace, has elected in a new administration.
I am certain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seeks peace not onl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round the world. I am well aware that it
is a reasonable government that prefers serious dialogue to resolution through force and respects both its allies and even those with
whom it is in conflic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hat it will build on the Singapore agreement and work closely with
its allies to pursu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This is not different from the road of peac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to pursue. I truly welcome this tenor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ROK and US Leaders. I am sure this will contribute to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we are looking for on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understand well the relations of nations that comprise this synchronic horizontal axis and induce their cooperation. If
they are experiencing strife, we should work together to resolve it with a neutral yet proactive stance. If their interests differ, it would
be wise to persuade them that peace here is beneficial to their national interests. We should also be able to strategically utilize all
approaches—top-down, bottom up, bilateral or multilateral—in the peace process. The history of the six-party talks and that of the
last four years, which prioritized talk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eloquently show that we cannot achieve peace using just one
of these approaches. Accordingly, we should always watch closely the interests of nations along the synchronic horizontal axis and
any changes therein, and lead those changes to serve as advantages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where South Korea
should sit “in the driver’s seat,” taking the lead.

The second reason is that North Korea also has a reasonable leader who does not shy from bold decisions and the exercise of
patience for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you seen North Korea being this patient in the past when
a new administration came into power in the US? There have been a few short-range missile launches, which correspond to smallscale military drills, but no action has been taken that can threaten international society. I believe this is a message of patience that
Chairman Kim Jong-un of North Korea’s State Affairs Commission is sending to the related countries. In addition, the outcomes of the
recent ROK-US summit will surely help create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break from the past and be able to look ahead to the
future instead.

The point where these axes meet is where a solution lies that make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ossible. When we understand
the historical vertical axis regarding national division and the ROK-US alliance and the synchronic horizontal axis regarding dynamics
in relations between the powers, and remain unwavering in fixing our sights on the destination, the new horizon of peace will open
for sure.

Final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continues to aspir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ready to dedicate itself to that
peace at any appropriate opportunity that presents itself. The Moon administration, which led the spring of Panmunjom and arranged
for the US-North Korea summit, still has one full year remaining of its term. One year is enough time to lay one or two foundation
stones that will not be easily brushed aside. One year from now is enough to open the new horizon of peace. I believe the Moon
administration can make the most of this opportunity through consultation with interested countries in the region based on the ROKUS alliance further strengthened through the recent summit talks.
The governments of both Koreas and the US have the will for a new peace and there is both time and opportunity. What remains to
be done is genuine dialogue and dedicated actions that advance and transcend time.
Respectable participants :
I have always said the issues surroun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wo axes.
One is a diachronic vertical axis. South and North Korea have experienced national division, war, and repeated conflict and dialogue
over the last 76 years. At the same time, we have all shared the ardent wish to overcome the division. As such, the journey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arallels the history of Koreans. Concurrently, the ROK-US alliance of 70 years is another key to this axis. South
Korea and the US are allies who endured the Korean War together and who share common interest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always managed to overcome small differences of opinion along the way and worked together from a broad viewpoint to
handle conflicts arising here. This history of national division and alliance is the diachronic vertical axis and should be grasped to
understand the status quo on the peninsula.
The other is a synchronic horizontal axi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oes not only concern the two Koreas. It is deeply connected
to the interests of the world’s two biggest powers, the US and China, while Russia and Japan also have some influence on any events
happening here.
Furthermore, the European nations involved in the Iran nuclear de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UN and the IAEA are also
parties with interest in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US-China relations have direct implications on that peace, as do neighboring
and other relat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ether big or small. This is because, in the reality of maximal
interdependency between natio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direct implications on peace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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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able guests from home and abroad :
Directions and goals can be realized only when backed up by concrete action. I would like to call on my years of experience to address
some of the pending issues.
Since the US-North Korea talks in Hanoi ruptured, inter-Korean relations have remained at a standstill. This is because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have an excessive impact on every aspect of inter-Korean relations. Of cours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the core issue, but it does not define everything about inter-Korean relations. Easing of conventional military conflict is also of great
importance, as well as inter-Korean exchanges that are still allowable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Resolving these issues will help to resolve the problems wrapped up in continued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reveals that the more relaxed inter-Korean military tensions have been and the more active inter-Korean
exchange, the better the South has been able to discuss issues with the North and progress could be made in dealing with the nuclear
concerns. Relieving tension and increasing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will provide synergy in restarting the peace process
dealing with this core issue.
South Korea should propose and execute bolder plan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thawing of tensions.
The US should show some understanding that will give the ROK government some leeway in dealing with some issues without them
being connected to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and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It would be helpful for the US to take a
further step towards working together in this regard. For its part, North Korea should avoid brinkmanship—using the nuclear issue
to gain everything it wants at once. Instead, it can begin easing tensions and engaging i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reas where
potential exists.
More specifically, the two Koreas should first actively enforce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and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Indeed, there have been almost no hostilities on
th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since September 19, 2018, and despite many difficulties, the ROK government succeeded in
banning drops of anti-North Korea leaflets across the border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Joint Declaration. Some guard posts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have also been withdrawn.
However, these are outcomes of an attitude that is passive in nature. There are things that we can do that go beyond this passive
attitude and are not associated with nuclear concerns, such as turn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and the West Sea boundary waters
into a maritime peace zone, while the respective militaries can engage in trust-building efforts through high-level military talks
and observation of each other’s military drills. Such actions can bring security benefits for both Koreas—equal in practical value to
resolution of concerns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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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in health, medicine, and prevention of epidemics, as suggested multiple times by the ROK government, should be
pursued more actively and audaciously. The COVID-19 outbreak cannot be overcome by any one country alone, let alone by North
Korea. Its resolution requires cooperation. It seems that the North is cautiously pushing exchange along the border with China, and if
that is indeed the case, they can use South Korea’s advanced knowhow in handling epidemics and its surplus humanitarian supplies
of materials and equipment against epidemics.

that North Korea intends to enter a peace process by dismantling its main nuclear facilities, a much more committed step than Iran
seems willing to take, in that Iran has only promised to suspend uranium enrichment activities. It is my understanding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ntends to revive the Iran nuclear deal. I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can sit down and speak frankly with
each other, together we can agree on exceptional entrance into a peace process that benchmarks and goes beyond the Iran deal.

Though the current pandemic makes difficult many forms of humanitarian exchange and cooperation like face-to-fac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video conferencing can allow reunions to occur anytime, all while protecting the need to avoid physical contact.
There is a need for the ROK government to be determined in promoting inter-Korean humanitari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more concrete ways, while sincerely briefing the public on related plans and progress.
Moreover, normalizing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Mt. Geumgang tourism programs are two of the things we should
have under consideration and be preparing for step by step. These projects are not just about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the
easing of military tensions. When the industrial complex was in full operation, tensions along the western boundary were greatly
reduced. Some troops and strategic weapons like long-range artillery had to be moved to the rear and military activities along the
roads travelled by civilians naturally decreased. Likewise, while many South Korean tourists visited Mt. Geumgang, military activities
along the eastern boundary and in the East Sea decreased considerably.
Hasty decisions by past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disregarded these security benefits when they suspended Mt. Geumgang
visits and shut dow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erms of military tensions and security, such decisions were completely
ignorant and reckless. Evidence of tunnel vision and short-sightedness, they were decisive missteps, which put South Korea’s security
in greater jeopardy and mad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ore difficult. We should refrain from such actions made
for ideological or emotional reasons. South Korea, the US, and the countries neighboring the Korean Peninsula need to recognize that
normalizing these two projects will produce military and security benefits, as well as promote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Of course,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these two projects right away in the face of the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situation and the
ongoing pandemic. UN-l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lso make it difficult for South Korea, who has to abide by international
agreements, to actively push ahead with these projects without progress in resolving the nuclear concerns. However, patiently
looking for and discussing potential solutions with all involved parties is very different from waiting and doing nothing. There must
be serious discus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if these projects are to normalize.
Lastly, I would like to present a bit of my opin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 believe mutual distrust is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arduous nature of attempts to resolve it. After consideration of different situations and talking with different authorities
and specialists, I have come to believe that the US is willing not only to lift sanctions on North Korea but also help it rebuild its
economy, once it has completely given up its nuclear armament. I am also certain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give up on that nuclear
armament if its safety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guaranteed.

Respectable participants :
The most fundamental necessities for survival are safety and food. History shows that, if safety is guaranteed, humans are capable of
producing food and building flourishing communities on their own. Guaranteeing safety and safeguarding peace are the essential
foundations for people to li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basic condition for Koreans to survive and thrive, and further, for
all of Northeast Asia to flourish together.
We should spend every resource we can muster and boldly do everything in our capacity to lay this foundation.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join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endeavor. As one example of such cooperation, Gyeonggi Province
is hosting this DMZ Forum, showing that a local government is willing and capable of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peace.
The many civic groups and civilian experts here today also have the necessary passion and capabilities. This is why I believe this DMZ
Forum is serving to open the new horizon of peace.
I also have high hopes for the sessions to be held over these next two days. I have suggested some ideas and action plans myself and
look forward to seeing perhaps even better ones. I am here to support you and stand ready to work with you.
Let me once again welcome you to DMZ Forum 2021 and express my hopes that it will prove greatly conducive to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we are looking for on the Korean Peninsula. May our discussions be active, and I wish you all good health in the
times ahead.
Thank you.

May 21, 2021
Lee Hae Chan
Chairman,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Still resolution remain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the US and North Korea do not trust each other. This calls for qualitativ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increasing South Korea’s ability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can arbitrat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suggest and put into practice ideas that can reduce this distrust
between the two, even if only a little at a time. As the proces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defining the tone of its North Korea policy
has recently confirmed, we have the determination and understand how to lead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on the road
to a new peace and prosperity.
I would like to suggest simultaneous actions that create a multilateral framework of dialogue—in addition to bilateral talks—to
increase trust, approach the issues in a step-by-step manner, and presuppose a snapback mechanism. Naturally, setting up the first
step to serve as an entry point into a peace process will require ample dialogue and decisions by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the US. As demonstrated by the Iran nuclear deal, simultaneous actions and snapback are very useful tools. Moreover,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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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 의원은 시카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예일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시카고대 재
학 시절인 1996년 버락 오바마의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첫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 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칸나
의원은 여가 시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Golden State Warriors) 농구팀 응원하기, 영화 감상, 여행 등을 즐긴다. 칸나 의원과 그의 아
내 리투는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로 칸나
Ro KHANNA
미국 하원의원
Congressman, U.S. Congress

로 칸나(Ro Khanna) 의원은 실리콘밸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제17선거구를 대표하는 3선 의원이다. 칸나 의원은 하원 농업위
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이며, 감독개혁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하원의원 모임인 '의회진보
코커스(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의 부총무, 민주당 의원총회(Democratic Caucus) 간사보, 인도와 인도계 미국인에 관한 하원
의원 모임(House Caucus on India and Indian Americans)의 민주당 측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칸나 의원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특히 취약·소외계층을 위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술 분야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1세기를 주도해 나
가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경제 개발 이니셔티브, 미국 노동시장
개혁, 일하는 가정의 미래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채 없는 대학(debt-free college)' 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는 또한 군사적 자제(military
restraint)와 외교적 관여(diplomatic engagement)라는 외교 정책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 칸나 의원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
에 수조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Medicare for All)', '부채 없는 대학', 새로운 21세기 인프라 등과 같은 국내의 우선
순위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헌신적인 정치 개혁가인 칸나 의원은 정치활동위원회(PAC)와 로비스트들의 기부를 거절하는 몇 안 되는 의원 중 하나이다. 또한 그는 연
방의회 의원의 총 재임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및 연방대법원의 시민연합(Citizens United) 관련 판결을 번복시키기 위한 개헌안
을 지지한다.
칸나 의원은 미국 독립 200주년이 되던 해에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1970년대에 아이
들을 위한 기회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부친은 화학공학자이고, 모친은 기간제 교사이다. 칸나 의원이
공공 봉사에 대해 지니고 있는 소명의식은, 간디의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인도에서 랄라 라즈팟 라이(Lala Lajpat Rai)와 함께
활동했으며 인권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몇 년간 감옥에서 보낸 그의 조부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칸나 의원은 의회에서 활동하기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산타클라라 대학에서 법학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미국
법을 가르쳤다. 그는 『기업가적 국가 : 제조업이 여전히 미국의 미래에 중요한 이유』(Entrepreneurial Nation : Why Manufacturing is Still
Key to America’s Future)라는 제목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칸나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
부에서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로 재직했다. 2012년에는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를 캘리포니아 인력투자위원
회(California Workforce Investment Board)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칸나 의원은 또한 미시시피 법률센터(Mississippi Center for Justice)
와 함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공정주택법과 관련된 연방대법원 소송인 '마운트 홀리 대
마운트 홀리 가든스 시민운동법인(Mount Holly v. Mt. Holly Gardens Citizens in Action, Inc.)' 소송의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공
동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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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Ro Khanna represents California’s 17th Congressional District, located in the heart of Silicon Valley, and is serving his
third term. Rep. Khanna sits on the House Committees on Agriculture, Armed Services, and Oversight and Reform, where he chairs
the Environmental Subcommittee. Additionally, Rep. Khanna is the Deputy Whip of the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 serves as
an Assistant Whip for the Democratic Caucus and is the Democratic Vice Chair of the House Caucus on India and Indian Americans.
Rep. Khanna is working to ensure our nation is focused on creating new tech jobs across the country, particularly for American left
behind, and investing in science and technology to win the 21st Century. This includes job training programs,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 re-wiring the U.S. labor market, and debt-free college to help working families prepare for the future. He is also committed
to advancing a foreign policy of military restraint and diplomatic engagement. Instead of spending trillions on wars overseas, Rep.
Khanna believes we should invest in priorities at home like Medicare for All, Debt Free College, and a new 21st Century infrastructure.
A dedicated political reformer, Rep. Khanna is one of only a few members of Congress to refuse contributions from PACs and lobbyists.
He also supports a 12-year term limit for Members of Congress and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overturn Citizens United.
Rep. Khanna was born in Philadelphia, PA, during America’s bicentennial, to a middle-class family. Both of his parents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from India in search of opportunity and a better life for their children. His father is a chemical engineer
and his mother is a substitute school teacher. Rep. Khanna’s commitment to public service was inspired by his grandfather who was
active in Gandhi’s independence movement, worked with Lala Lajpat Rai in India, and spent several years in jail for promoting human
rights.
Prior to serving in Congress, Rep. Khanna taught economics at Stanford University, law at Santa Clara University, and American
Jurisprudence at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He wrote the book Entrepreneurial Nation : Why Manufacturing is Still Key to America’s
Future and worked as a lawyer specializing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Rep. Khanna served in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as Deputy Assistant Secretary at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n 2012, California Governor Jerry Brown appointed him to the
California Workforce Investment Board. He has also provided pro bono legal counsel to Hurricane Katrina victims with the Mississippi
Center for Justice, and co-authored an amicus brief on the fair housing U.S. Supreme Court case, Mount Holly v. Mt. Holly Gardens
Citizens in Action, Inc.
Rep. Khanna graduated Phi Beta Kappa with a B.A.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received a law degree from Yale
University. As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e walked precincts during Barack Obama's first campaign for the Illinois Senate
in 1996. In his free time, Rep. Khanna enjoys cheering for the Golden State Warriors, watching movies, and traveling. He and his wife
Ritu call Fremont, CA, home.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61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기조연설 KEYNOTE SPEECH

기조연설 KEYNOTE SPEECH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도발적 언사와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의 일환으로 북
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실험을 유예하는 대가로 대규모 합동 야전훈련과 군용기의 도발적 비행과 해군들의 활동들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70년간의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평화 우선 접근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
로 칸나
미국 하원의원

오늘 저는 매년 개최되는 제3회 DMZ 포럼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경기도 측과 이재명 지사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재정비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미국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와 평화협정을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
적인 종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에 한국전쟁 종식과 1953년 정전협정을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하원 결의안 152호를 발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위민크로스DMZ(WCDMZ, Women Cross DMZ)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풀뿌리 활동가들의 놀라운 활약 덕분에, 미 하원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외교가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이 그러한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2019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개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평화협정의 부재는 신뢰와 소통이 부족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그러한 환경은 의도적 또는 우발적인 갈등 고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재래식 무기만 사용되더라도 개전 며칠 만에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어느 한 쪽이라도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정부는 4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 육군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2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의 어느 지점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military option)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 의회 내 많은 동료들은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응답으로 주한미군 병력의 한도 설정을 즉각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법적으로 한미동맹 철폐나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미상
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조약과 협정 중 어떤 것도 전쟁을 근거로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평화협정에
따른 향후의 한미관계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해야 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한반도 조성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인 나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자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북한에 다시 만나고 싶은 가족들이 있으며, 북한의 여성, 아동, 그리고 노인들이 처한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
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종전을 원하는 한국 친지들의 염원에 대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한반도를 전
쟁 상태에서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지에 대해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미국은 남북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성
공적인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할 수 있는 외교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평화협정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정치적 의
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하원 결의안 152호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난 의회 기간 중 공화당 의원을 포함해 52명의 공동발의자를 모았습니다. 이렇듯 놀라울 정도로 많은 지지는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동체 그리고 위민크로스DMZ(WCDMZ) 등 수많은 평화 단체의 활동가들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국과 미국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1994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킴으로써 1차 핵 위기를 해결했던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종식이 "한미 양국 국민을 위해 진정
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는 70년간의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모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압박’과 ‘전략적 인내’라는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준수할 것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어야 합니다.
평화는 미국이 비핵화와 같은 오랜 관심 분야에서 진전을 만들어 내고 시급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평화협정을 주창해 왔습니다. 평화 우선 접근법(peace-first approach)은 북핵과 관련된 교착 상태를 완화하고 협상에 의
한 문제 해결 여지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라는 접근 방식을 고수하면서 안
보 위기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에는 상응 조치를 통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동결하는 것과 같은 군축 관
련 조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평화협정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핵심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기에 평화협정을 지지합니다. 정
전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군사적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쟁을 연습을 함으로써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해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연합훈련을] 자국 안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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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e Must Pursue A Peace First Approach to Resolving
70 Years of the Korean War
Ro KHANNA
Congressman, U.S. Congress

Thank you to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Governor Lee Jaemyung for inviting me to address you today at 3rd annual
DMZ Forum.
In this pivotal moment of opportunity for re-shaping US policy on Korea, US should focus on robust, sustained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with a peace agreement.

I advocate for a peace agreement to end the Korean War because it would advance the key goal of the alliance : the security of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maining in a state of war raises the risk of military escalation. By regularly rehearsing for
war through joint military exercises, not only are we wasting valuable resources we should be investing in to make the quality of our
citizens’ lives better, we are further provoking North Korea. According to a recently published research paper, U.S.-ROK joint military
exercises “do not deter North Korea but, instead, incite provocative rhetoric and actions, demonstrating that North Korea views [joint
military exercises] as a serious threat to its security.” As part of our negotiations, we can cancel large-scale combined field exercises
and provocative flights of military aircraft or naval activity in exchange for North Korea’s moratorium on testing long-rang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Many of my colleagues in Congress responded to the Singapore Declaration by immediately calling for the capping of US troops in
South Korea. Let’s be clear : a peace agreement does not legally imply an end to the alliance or a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is governed by the Mutual Defense Treaty and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nd neither
are predicated on the war. The consequences of a peace agreement for the future relationship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should ultimately be determined by the people and should aim to create a peaceful, stable and secure peninsula.

In 2019, I introduced H.Res 152 calling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a binding peace
agreement.

As the Representative of a district with many Korean-Americans, I often hear about the devastating impact of the unresolved war
on their lives. Many have family in North Korea they want to be reunited with and are concerned about the humanitarian conditions
facing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That year, thanks to the incredible work of grassroots activists from Women Cross DMZ and many other group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an amendment to the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recognizing that diplomacy is essential for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plays a critical role toward that goal.

Many have told me about the wishes of their relatives in South Korea who want a final end to the war, and how inspired they were to
watch President Moon and Chairman Kim shake hands at Panmunjom and commit to transforming the peninsula from a state of war
to a land of peace.

The absence of a peace agreement fuels a low-trust, low-communication environment that could trigger an intentional or accidental
escalation of conflict.

The two Koreas have together explicitly called for a peace agreement, and the US should follow what the people of Korea want.
I believe that President Biden and his team have the diplomatic experience to negotiate a successful agreement, but it will take
considerable political will to push for a peace agreement.

If war broke out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some estimates show that as many as 300,000 people in South Korea could die in the
first few days of fighting if only conventional weapons were used. If either chemical weapons or nuclear weapons were used by either
side, millions could die.
Successive US administrations have failed for more than a quarter century to stop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between 20-60 nuclear warheads, according to estimates by the US Army, and its long-range missiles
may have the ability to strike anywhere on the US mainland. There is no military option with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recently announced the completion of its North Korea policy review. While we don’t yet have the details
of this policy, it is encouraging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past approaches of maximum pressure and strategic
patience have failed to achieve US goal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at is why I will be introducing a new version of House Resolution 152 calling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and a peace
agreement. In the last Congress it garnered 52 co-sponsors, including a Republican. This incredible show of support has only been
made possible because of activists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omen Cross DMZ and many peace organizations urging
their members of Congress to push for peace not just for people in Korea or the United States but all over the world.
President Carter, who helped defuse the first nuclear crisis in 1994 by freez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said ending the Korean
War is “the only way to ensure true security for both Korean and American people.” You have my commitment to keep pushing for a
peace agreement that finally ends the 70-year Korean War.

It’s welcome news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honor the Singapore Declaration, but to ensure a durable peace, we must secure a final
peace settlement.
Peace is a crucial foundation upon which the U.S. can make progress on long-standing concerns such as denuclearization and improve
the urgent human right.
I have long advocated for a peace agreement because I believe that a peace-first approach is key to de-escalating the nuclear standoff
and creating space for a negotiated resolution. Insisting on a “denuclearization first, peace later” approach has prolonged the security
crisis. A peace agreement could include disarmament provisions, such as verifiably freez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ith
correspond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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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 :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이종석
Jong-Seok LEE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前 통일부 장관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of the ROK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前 통일부 장관

1. 현실적인 접근을 위한 질문과 답변
□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나?
○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가능

이종석은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북한 및 남북한 관계, 북한·중국 관계가 주요 전
공이며,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한국 외교 안보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현장경험과 함께 많은 관심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Peace on
a Knife’s Edge>,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칼날 위의 평화>, <한반도평화통일론> 등이 있다.

Currently a senior research fellow at Sejong Institute, Dr. Jongseok LEE was Minister of Unification fo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is areas of expertise are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He is also highly interested in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ourse of Korea’s diplomacy and security, in which he has various hands-on experiences.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Peace in a Knife’s Edge>, <North Korea-China Border: History and Site> and <The Theory of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일방적인 (고강도)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나?
○ 강력한 고강도 제재에도 북한 굴복하지 않음
- 북한은 미국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주장했던 ‘선 핵 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체제 붕괴전략으로 인식. 리비아 사례가 이 인식을 더욱 강
한 확신으로 만듦
○ 북한은 이미 유엔하에서 내부 경제개혁과 국가전략의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의 전환을 통해 최소한 하루 세끼 먹고 살만큼의 자력 경
제를 만들어 놓은 상황
※ 위의 사실은 일방적인 대북 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해왔음을 의미
□ 북한정권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 많은 이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 그러나 이는 예단. 북한의 핵포기 의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 북한의 핵포기 진정성 여부는 비핵화 협상의 결정적 순간(진실의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임
- 북미 간 주고받기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제재 해제, 안전보장 등 반대급부가 충분히 주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 필요. 이 프
로세스에서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비핵화 이행을 거부한다면 이는 북한이 핵 포기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반대로 북한이 이
과정에서 반칙을 저지르지 않으면 비핵화 달성.
-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진실의 순간’에 도달해보지 못함. 이 지점까지 가보는 것이 중요.
□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북한정권의 생존에 필수조건인가?
○ 북한정권 존립 75년 동안 핵무기를 제대로 보유한 것은 불과 10년 이내. 나머지 기간은 핵무기 없이 생존
- 이는 핵무기가 북한정권의 생존에 유용한 수단일 수는 있어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시사
□ 김정은의 국가 운영 전략은?
○ 김정은 2018년 4월 이후 ‘군사력건설 중심’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국가발전 전략 노선을 전환하고 그에 따라 국가자원배분의
우선순위도 바꾸었음.
- 이는 군사력 강화를 통해 정권유지와 국가생존을 도모했던 김정일 정치방식(‘선군정치’)과 다름
-- 김정은 정치 방식= ‘인민대중제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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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은 대외경제관계의 발전(즉, 경제개방) 통한 경제발전 도모

○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추진

- 전국에 27개의 외국자본 유치 위한 경제특구 건설. 2021년 4월에도 함경북도 무산에 무산수출가공구 설치
-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핵심 이유가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 도모
- 그러나 제재로 인해 경제개방은 좌절상태
□위
 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북한과 비핵화협상은 의미가 있고, 이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공평한 주고받기가 필요하며, 경
제제재 완화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교환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수 있음

2. 북핵 협상의 방향 : 스냅백(snapback) 조치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
□ 스냅백 조치 전제의 단계적 동시행동 공개 제안
○ 북한의 핵능력, 북미간의 낮은 신뢰, 비핵화 조치 이행검증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접근이 유일한 해법임
○ 스냅백을 전제로 일련의 핵폐기 조치-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3. 성공적인 비핵화 협상과 실천을 위한 보완적 기제
□ 비핵화협상틀의 다층화
○ 북미간 상호위협 인식과 불신은 양자가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화되어 있어 북미 양자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북미 양자협상과 더불어 6자회담을 복원하여 책임 있는 관계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협상도 병행함으로써 북미간 이견 해소와 합의를
촉진할 필요
○ 북한의 과도한 미국위협 인식을 완화하고 미국 입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등의 적극적이며 건설적인
역할 필요
□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남북관계의 활용

- 스냅 백 조치가 있는 한, 중도에 북한이 반칙을 해서 스냅백 조치가 발동하는 경우 북한이 더 큰 손해

○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협상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를 사실상 막았음. 그러나 이는 잘못
된 인식과 판단

- 북한이 기망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한번도 스냅백을 써보지도 않고 이 조치 반대하는 것은 이해불가.

○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북미관계를 개선시킨다는 것이 합리적 인식이며 역사적 사실에 부합

□ 비핵화 1단계 : 기존 논의(혹은 미준수 합의) 내용 일괄 교환

※ 실례로 2018년 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관계 진전 및 비핵화 협상 견인

○ 기본 방향

○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증진 간의 선순환 관계 활용 필요

- 북한의 하노이 회담 제안 내용, 9.19 평양남북공동선언,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관심사 반영
○ 북한 측 조치
-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 영구 폐기
--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북미 공동작업으로 영구폐기(북한제안)
※ 영변 핵단지는 5MW원자로, 원심분리기, 핵연료제조 공장, 재처리시설, 신형 경수로 등 핵관련 시설이 밀집한 북핵 프로그램의 심장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기(9.19 평양공동선언)
- 핵 및 ICBM 개발 동결
○ 미국 측 조치
-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내용(2270호 2375호 등) 중 민수경제 분야 제재 항목 해제
- 북한에 대한 에너지(석유) 지원 : 동결에 대한 보상
□ 이후 단계
○ 북한조치
- 추가 의심 시설, 기생산된 핵물질과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 관련 시설,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단계적 폐기
○ 미국 상응조치
-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완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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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to Denuclearization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
In Search of a New Alternative
Jong-Seok LEE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of the ROK

1. Questions and answers for a realistic approach
□ Is it possible to stage a 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to compel it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 Impossible, as it would highly likely lead to all-out war.
□ Can strong, unilateral sanctions subjugate Pyongyang?
○ Pyongyang has not succumbed even to very heavy sanctions.
- North Korea sees the traditional American approach aimed at making Pyongyang “give up its nuclear weapons first in return for
lifting of sanctions later” as a strategy for regime collapse. The case of Libya reinforced this conviction.
○ Through the internal economic reforms made with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and the strategic transition toward
concentrating all efforts on economic construction, the Pyongyang regime has already achieved a certain degree of economic
autonomy to the extent that it can afford its people three meals a day.
※ These facts indicate that unilateral sanctions eventually ended up strengthening the DPRK’s nuclear capabilities.
□ Will the North Korean regime abandon its nuclear arsenal?
○ Many people are convinced that the DPRK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 However, this idea is just a speculation. Nobody can be certain of the regime’s actual willingness to abandon nuclear weapons.
○ Pyongyang’s true willingness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will be confirmed only when the denuclearization talks reach a decisive
moment (i.e., a moment of truth).
- What is required is a denuclearization process based on mutual give-and-tak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here sufficient
rewards, including lifting of sanctions and granting of a security guarantee, are given in return for Pyongyang’s abandonment of its
nuclear program. If Pyongyang declines to execute denuclearization at a certain phase of this process, it will be obvious that it is not
willing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If, on the other hand, Pyongyang does not violate the rules of the process, denuclearization
will be accomplished.
- We have never reached this moment of truth.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get there.
□ Is the nuclear arsenal indispensable for the survival of the Pyongyang regime?

- This suggests that a nuclear arsenal is not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the survival of the Pyongyang regime, although it might be
a useful one.
□ What is Kim Jong Un’s strategy for governing the nation?
○ Starting April 2018, Kim Jong Un shifte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rom “focus on building of military power” toward
“concentration of all efforts on economic construction”. The priorities in allocation of national resources have changed accordingly.
- This approach is unlike Kim Jong Il’s “military-first policy” aimed at ensuring the regime’s grip on leadership and the survival of the
nation by strengthening its army.
-- Kim Jong Un’s political approach can be called “people-first politics”.
○ Kim seeks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mprovement of external economic relations (i.e., economic opening).
- Kim established 27 Special Economic Zones nationwid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cluding the Musan Export Processing Zone
established in Musan, Hamgyeongbuk-do Province in April 2021.
- The key motivation for Kim to sit at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table was to seek lifting of sanctions to develop the nation’s
economy.
- However, the economic sanctions have caused economic opening efforts to fail.
□ The questions and answers above suggest that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the DPRK are not pointless; that fair giveand-tak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is required for success in the negotiations; and that the economic sanctions are a
powerful bargaining chip for the DPRK’s denuclearization.

2. Directions for denuclearization talks : Phased approach with snapbacks as a precondition
□ Open proposal for phased action-to-action with a snapback precondition
○ A phased approach is the only solution given the DPRK’s nuclear capability, the low level of trus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the complexity of denuclearization verification.
○ With a snapback clause as a condition, a series of nuclear disposal actions and corresponding actions must be executed in a phased
manner.
- As long as there is a snapback provision, North Korea will be on the losing side if it violates the rules and the snapback measure is
activated.
- I do not understand opponents of this idea who simply prejudge Pyongyang’s deception without ever using the snapback provision.
□ Step 1 for denuclearization : Comprehensive exchange of previous discussions (i.e., unfulfilled agreements)
○ Basic directions
- T o reflect the DPRK’s proposal at the Hanoi Summit, Pyongyang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19, 2018, and traditional
matters of interest of the US Democratic Party

○ Practically speaking, the North Korean regime has had nuclear weapons for not even ten years out of its 75-year history. For the rest
of that period, it survived without a nuclear ars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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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Pyongyang must do

○The Trump administration practically halted all further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s it did not approve of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without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This was poor judgement based on a faulty perception.

- Permanently dismantle all nuclear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including plutonium and uranium facilities in Yongbyon
-- Permanent dismantling to be jointly executed by the US and the DPRK with the presence of US experts (as suggested by the DPRK)
※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which houses a 5MW nuclear reactor, a centrifugal separator, a nuclear fuel fabrication plant, a
retreatment facility, a new light water reactor and other nuclear facilities—is the backbone of the DPRK’s nuclear program.
- Permanently dismantle the nuclear engine test site and launchpad in Tongchang-ri (as agreed in the Pyongyang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19, 2018)

○ It is more reasonable and consistent with the historical facts to determine that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helps the
denuclearization talks move forward and helps improve Washington-Pyongyang relations.
※ As witnessed in the spring of 2018,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led to better Washington-Pyongyang relations and
drove the denuclearization talks forward.
○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leverage the virtuous cycle between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and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 Freeze all nuclear and ICBM development programs
○ What Washington must do
- Lift sanction provisions on the civilian economy included in the fiv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sanctions against the DPRK
adopted in 2016 and 2017 (including UNSCR 2270, 2375, etc.)
- Provide energy (crude oil) for the DPRK as compensation for the freezing of programs
□ Steps Afterwards
○ What Pyongyang must do
- Dispose of—in a phased manner—other suspicious facilities, existing nuclear materials and warheads, facilities for long-range
missiles, and long-range missiles.
○ What Washington must do correspondingly
- Lift all sanctions correspondingly to the DPRK’s additional denuclearization measures
○ Normalization of Washington-Pyongyang relations and signing of a peace treaty to be explored in accordance with the
denuclearization progress

3. Complementary elements for the success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actions
□ Making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framework multiple-layered
○ Pyongyang and Washington perceive each other as a threat and distrust each other so profoundly that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two sides can resolve this issue bilaterally.
○ In addition to bilateral US-DPRK talks, the 6-party talks must be restored to have responsible stakeholders participate in parallel
negotiations aimed at narrowing the differences and facilitating agreement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 South Korea, China, and others must play an active and constructive role to alleviate Pyongyang’s excessive perception of
Washington as a threat and allow more flexibility in what the US can do.
□ Leveraging inter-Korean relations to make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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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으로 가는 길 :
새로운 대북 정책 대안을 찾아서
조셉 윤

조셉 윤
Joseph YUN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
Senior Adviso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USIP)

조셉 윤은 폭넓은 미-동아시아 정책뿐 아니라 대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워싱턴 D.C. 소재 전략컨
설팅 회사 ‘더 아시아 그룹(The Asia Group)’과,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해 문제를 연구하는 독립적 및 초당파적 연방기관인 ‘미국 평화연구소
(U.S Institute of Peace)’의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대사는 33년 외교 경력 동안 갈등을 해결하고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진전시
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대면 접촉에 전념해 주목을 받아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아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통합 정책 및 지역 세력 조율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끌었다.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미얀마와의 외교관계 정상
화를 위한 노력을 주도했으며(2011년~2013년), 말레이시아 대사를 역임했다(2013년~2016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철
학석사 학위를, 웨일스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Joseph YUN recognized as one of the nation’s leading experts on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well as broader US-East Asia
policy. Currently, he is Senior Advisor with The Asia Group, a DC-based strategic consulting firm, and the U.S Institute of Peace, an
independent and non-partisan federal institute working on peace and reconciliation issues throughout the globe. YUN’s 33-year
diplomatic career has been marked by his commitment to face-to-face engagement as the best avenue for resolving conflict and
advancing cross-border cooperation. As Special Representative on North Korea from 2016 to 2018, Ambassador YUN led the U.S.
efforts to align regional powers behind a united policy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s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2011-2013), Yun led effort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Myanmar. YUN also served as Ambassador
to Malaysia (2013-16). He holds a M. Phil. Degree from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a BS from the University of Wales.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

트럼프 미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 감소와 한반도 평화 및 안
보 제고 측면에서 이렇다할 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은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입성 당시의 수준을
능가한다. 미국은 이전 접근법들의 실패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근시일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공상에 기반한 맥시멀리스
트(maximalist)적인 정책을 버리고 장기적인 비핵화와 함께 평화와 안정을 동시에 우선하는 보다 실용적이며 공격적인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단기간내 가시적인 안보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호 호혜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북한이 취할 수 있도록 관여(engage)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등 역내 핵심 당사국들의 지지(buy-in)가 성공적인 북
한 비핵화 협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바, 이들 역내국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압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그간 미국이 잠정적으로 적용해온 이론(working theory)은 핵무기와 체제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었
다.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은의 선택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국제사회를 동원한 범세계적인 대북 압박 캠페인을 전개했고, 이어 트럼프 행정
부는 그 압박 캠페인을 더욱 단호하게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화염과 분노로 응답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북한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 접근법은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핵 억지력을 더욱 강하게 추구하
도록 만들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과 핵 실험은 지난 2017년 폭발력 250킬로톤의 핵실험과 미 본토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이는 제재 조치가 북한에 막대한 비용을 야기하기는 했으나, 김정은 정권의 기조, 특히 적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압박을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대체로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북한 정권은 제재 회피와 사이버 해킹을 통한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절도, 주민 완전 통제, 그리고 다수의 제3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
아의 느슨한 제재 집행으로 인하여 글로벌 압박 캠페인을 견뎌낼 수 있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압박만을 전제로 한 접근법은 북한 정권
이 그 압박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막대한 비용과 주민들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려 하며, 압박 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
용할 의지가 없는 제3국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의도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대응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어떤 접근법이 효과가 있을까?
미국의 입장에서 큰 걸림돌은 미국이 정책 옵션을 계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능력(capabilities)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정부의 대북 정책 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첫째, 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한다. 둘
째, 전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셋째,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
기 전에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다.”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지속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의 외연을 확장하여 보다 현
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들을 포함시키야 한다.
비핵화와 함께 평화에 우선순위를 둔다. 첫번째 단계는 모든 당사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당사국마다 평화를 다르게 해석한다. 미 당국은 평화를 비핵화 달성 후 보장되는 관계 정상화로 보고 있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 달성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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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국이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을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협상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
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인정함과 동시에 평화에 대한 양측의 접근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적대’에서 ‘평화’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김정은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성명에서 “완전한 비핵화 달
성 노력에 대한” 북한의 약속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상응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협상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북한은 이전의 합의들과 달리 싱가포르 성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
식적으로 포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호혜 및 비례를 보장한다. 평화와 비핵화 협상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접근법은 북미가 각자의 이익 추구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양보를 호
혜 및 비례 원칙에 입각하여 동시에 교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간 미국은 북한 측에 원하는 비핵화 및 인권 조치 사항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제시해 왔다. 그러나 균형적 접근법은 북한의 주권 인정, 6·25 한국전쟁 종전 공식 선언, 평화 협정 및 관계 정상화 경로 수립을 의미
한다. 초기 신뢰 구축 조치로서 북한 여행 금지 해제, 워싱턴 및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인도적 지원 제공, 민간 교류 증대 등은 북미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 및 비핵화 협상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 정부는 경제제재 해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반도내
미국 핵 및 전력자산 전개 중지 등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보다 어려운 요구사항들에 대해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단기적 이익과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다. 지난 수십 년간 미 정부는 북핵 위협을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달성이라는 성배를 좇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는 오히려 비핵화 진전에
적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자국 유일의 괄목할 만한 성공을 상징하는 “보검(treasured sword)”인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날 점점 더 많은 북핵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시키는 잠정적 합의(interim
deal)는 달성가능하고 검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가 즉각적인 안보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완전한 비핵화가 궁
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년 간의 협상과 수차례의 좌절 그리고 지속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함을 뜻한다.
역내 파트너국들의 참여를 강화한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진실된 노력은 한국 외에, 6·25 한국전쟁의 또 다른 주적이었던 중국의
참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물론 대화 참여국을 확대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나 미국의 대한반도 전
략 목표가 중국의 그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한
반도 평화 및 안보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프레임워크 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와 관련하여 평양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국과 중국을 동 대화에 참여시킬 용의
가 있다는 신호를 대외적으로 보냄으로써 신속하게 대화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행보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안보 프레임워크 구축
으로 가는 실용적인 경로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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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ad to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In Search of New Alternatives
Joseph YUN
Senior Adviso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USIP)

Despite the three meetings between Trump and Kim Jong Un, the Trump administration made little progress in reducing the
nuclear threat and enhanc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n arsenal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greater today than when Trump entered the White House. The United States should earn the right lessons from the failures of past
approaches. It should discard maximalist policies based on quixotic dreams about near-term denuclearization. Instead, the US should
pursue a more pragmatic and aggressive diplomacy that prioritizes peace and stability in parallel with long-term denuclearization.
To accomplish these two objectives,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pared to engage North Korea to take reciprocal and proportional
steps, which are practical in the near-term, with tangible security payoffs. The United States should also seek to involve critical regional
parties, especially South Korea and China, as their buy-in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denuclear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Pressure is not enough
The United States’ working theory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has been to force the regime to choose between nuclear weapons
and survival. To sharpen Kim Jong Un’s choice, the Obama administration enlis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global pressure
campaign. The Trump administration then doubled down on the pressure campaign. President Trump declared that North Korean
threats would be met with fire and fury and warn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totally destroy” North Korea if attacked.
But far from persuading North Korea to denuclearize, the pressure approach only intensified its pursuit of a credible nuclear deterrent.
Kim’s surge in missile and nuclear testing culminated in 2017 with successful demonstrations of a 250-kiloton nuclear bomb and
long-rage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holding the entire continental United States at risk. This is because, despite inflicting heavy
costs, sanctions are largely ineffective in changing a regime’s behavior, especially one that believes it has to respond to pressure with
pressure to deter enemy aggression.
The North Korean regime was able to withstand the global pressure campaign due to its evasion of sanctions enforcement, its cyber
thefts from banks and cryptocurrency exchanges, its complete control over the population, and lax sanctions enforcement by many
third countries, especially China and Russia. Ultimately, a theory premised solely on pressure is futile if the targeted regime responds
adversely to it, actively seeks to circumvent it, is willing to endure high costs and civilian suffering, and is aided by third countries that
are unwilling or unable to apply it effectively.

What Might Work?
A significant impediment for the United Sates is that it continues to narrowly limit its policy options while North Korean capabilities
expand unabated. Washington’s window of discourse on North Korea policy largely consists of: Pressure the Kim regime through
sanctions; don’t legitimize or reward it until preconditions are met; don’t make any concessions until the North takes significant
denuclearization measures first. If we are to see any sustained results, these policy boundaries must be substantially widened to
include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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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ize peace in parallel with denuclearization. The first step is to recognize that the ultimate goal for all sides is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each side regards peace differently—Washington views it as normalized relations granted after
denuclearization while Pyongyang sees it as the absence of “hostile” US actions prior to denuclearization. But getting North Korea to be
a motivated and committed negotiating partner will mean acknowledging its view and harmonizing the two approaches. Pyongyang
has consistently called for a new paradigm that fundamentally transfo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enmity
to peace. In the June 2018 Singapore Statement, Kim insisted that his commitment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must
be matched by a US commitmen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and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current stalemate in negotiations, Pyongyang tellingly has not renounced the Singapore Statement, which it
has done with other previous agreements.
Ensure reciprocity and proportionality. Negotiating peace and denuclearization in tandem requires a reciprocal, proportional, and
simultaneous exchange of concessions that addresses both sides’ interests. The United States has always been comfortable listing all
of the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measures it wants from the North. However, a balanced approach means acknowledging
North Korea’s sovereignty, declaring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and establishing a pathway to signing a peace treaty and
normalizing relations. Earl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uch as ending the ban on travel to and from North Korea, establishing
liaison offices in each other’s capitals, offer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increasing people-to-people exchanges, will help reduce
tensions and provide momentum in peace an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ashington will also have to seriously consider when
and how to address Pyongyang’s more difficult demands, including relief from economic sanctions, the disposition of joint US-ROK
military exercises, and the deployment of US nuclear and strategic assets to the Korean Peninsula. Conventional arms reduction
negotiations would be a good starting point.
Prioritize Short-Term Gains and Stability. For decades, Washington has chased the holy grail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 at the expense of achieving near-term, material reductions in the nuclear threat. But doing so has made the
perfect the enemy of the good. North Korea will not easily give up its “treasured sword,” which represents the only noteworthy success
in its history. Today more and more experts recognize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near future is not possible, but an interim
deal that freeze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can largely be achieved and verified and would have an immediate
security payoff. This is not to say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not the goal, but rather to accept the reality that it will take years of
negotiations, multiple setbacks, and sustained confidence building to get there.
Enhance buy-in from regional partners. A sincere effort at peace and denuclearization will require the participa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the other main belligerents of the Korean War. Admittedly, broadening the talks would introduce complications and
challenges, especially since US strategic goals in the region do not align with China’s. But Washington will not be able to create a
sustainable framework for advanc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partnering with Beijing and Seoul.
President Biden should quickly seize the narrative by signaling that Washington is prepared to discuss both peace and denuclearization
with Pyongyang and open up the talks to China and South Korea. Doing so will help establish a practical path to building a new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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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로부터의 재출발 - 외교와 억지의 균형인가
마사오 오코노기

마사오 오코노기
Masao OKONOGI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마사오 오코노기는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한일포럼 공동 의장과 일본 방위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국제 정치, 한국 정치 전문
가이다. 게이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게이오대학교 교환학생 자격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1972~1974),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와 조지워싱턴대학교 중국-소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1981~1982). 게이오대학교 법
학부와 정치학부에서 조교수, 교수, 학장을 역임했으며, 동 대학교 지역연구센터 소장을 지냈다. 게이오대학교에서 은퇴한 후에는 큐슈대
학교의 연구교수로 일했다. 고이즈미 총리, 후쿠다 총리의 외교 정책 자문단 위원이었으며, 한일 공동연구포럼(1996~2005),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제1차, 2002~2005), 한일 새시대공동연구사업(2009~2013) 등 한일 공동 연구 단체의 일본 측 대표로도 활동했다. 「한국전
쟁 - 미국의 개입」(1986, 게이오대학교상(賞), 「한국 분단의 기원」(2018, 아시아태평양상), 「냉전 기간의 한반도」, 「김정일 통치 하의 북한」
등 수많은 저작을 집필하고 편집했다.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머리말
트럼프 정권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대중 관여를 철회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 바이덴 정권에 계승되었다. 즉각 미중 냉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진핑 정권하의 중국이 경제력과 기술력을 현저히 향상시켜 그것을 군사력으로 전화(転化)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중간의
체제경쟁은 격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반도를 병합한 이후에도 미러관계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공작활동과 미정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해 악화된 상태 그대로이다. 당분간 우리들은 ‘대국간 경쟁의 시대’를
각오하고 이에 주의 깊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미중 대립의 확대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대국간 정치의 레벨에서 미중 대립은 일미 및 한미동맹의 강화와 이
에 대항하는 북중러의 블럭화를 촉진하지만,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을 진행하는 지역의 행위자, 즉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
재 완화와 북미관계정상화를 추구하고 바이덴 정권과의 비핵화 교섭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도 모른다. 또한, 한국의 문재인 정권도 ‘한반
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추구하여 북미 중개외교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양립시
키려 노력하고 있다.

1. 바이덴정권의 출범―세계전략 속에서의 대북정책
Masao OKONOGI is Professor Emeritus of Keio University. He is the Co-chair of Japan-Korea Forum and the Vice-chair of Japan
Society for Defense Studies. He specializ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Korean politics.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from
Keio University. He studied at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as an exchange student from Keio University (1972-74). He
was a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University of Hawaii and the Institute for Sino-Soviet Studies of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81-82). He worked as an associate professor, professor and dean of Department of Law and Politics of Keio
University, and director for Center for Area Studies at the same university. After retiring Keio, He was a research professor at Kyushu
University. He served as a member of foreign policy advisory groups for Prime Minister Koizumi and Fukuda. He also served as a
leader from Japanese side for Japan- Korea joint studies groups, such as Japan-Korea Joint Study Forum (1996-2005), Japan-Korea
Joint Committee for History Studies (the first term: 2002-2005) and Japan-Korea Joint Research Project for New Era (2009-2013). He
has written and edited numerus works, including The Korean War: The American Involvement (1986, Keio University Prize)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Division (2018, Asia Pacific Prize),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Post-cold War Era, North Korea Under the
Kim Jung Il’s Leadership.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앞으로의 미국의 한반도정책, 특히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연히 그 변화의 방향성과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신정권의 세계전략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첫째, 2021
년 2월 4일 국무부에서의 첫 외교연설에서 바이덴 대통령이 “미국과 경쟁하려는 중국의 야심의 증대”와 “민주주의에 손해를 가해 파괴하
려는 러시아의 결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결의를 표명하고 중국을 “가장 심각한 경쟁 상대”라고 정의한 것이 주목된다.
둘째, 바이덴 대통령은 팬더믹, 기후변동, 핵확산 등의 “가속화하는 글로벌한 도전”에도 대항하려는 결의를 표명했다. 여기서 지적된 ‘핵확
산’의 위협이라는 것은 물론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도전이다. 3월 3일 바이덴 대통령이 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잠정지침’에서도 “이
란과 북한 같은 지역주체가 변함없이 게임의 형태를 바꾸는 능력과 기술을 추구하여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를 위협하고 지역적인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경고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전략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러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이덴 대통령이 “세계 속에서 동맹과 피트너십을 다시 활성화하고 현대화한다”는 결의를 명
확히 한 것도 중요하다. ‘잠정지침’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들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불렀다. 다만, 북한에 의한 핵확산에 대해서 ‘잠정지침’은 일한 양국과 협력하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할 뿐
이었다. 바이덴 정권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재검토의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사실 브링컨 국무장관은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북한의 비핵화가 “곤란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안보담당팀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어떤 외교적인 보장(incentives)과 추가
제재의 가능성을 지적할 뿐이었다. 3월 12일 성 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국무차관보대리의 설명을 기다릴 것도 없이 대북정책의 결정에는
일미 양국과의 각료 레벨의 협의, 즉 3월 중순 브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도쿄와 서울 방문(3월 16일-18일)이 필요했던 것이다.

82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83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특별세션 I Plenary Session Ⅰ

특별세션 I Plenary Session Ⅰ

브링컨과 오스틴은 도쿄에서 모테기 외무대신, 기시 방위대신과 일미 ‘２＋２’ 회의를 개최했고, 서울에서는 정의용 외교부장관, 서욱 국
방부장관과 한미 ‘２＋２’회의를 개최했다. 게다가 서울에서 돌아가는 길에 브링컨 장관은 앵커리지에서 설리번 대통령보좌관과 합류하여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 및 왕이 외상과 회담했다. 미중 4인의 고관은 북한문제도 논의했지만 그 내용은 공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브링컨은 회담 종료 후 성명에서 북한문제를 신장, 홍콩, 대만 등의 미중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문제와 구별하여 이란,
아프카니스탄, 기후변동 문제와 함께 미중의 이해가 교차하는 문제로 분류했다.

다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은 예상외의 실패로 끝났다. 북한측에서 보면, 극적인 성과를 기대한 트럼프 대통령
이 영변 핵시설과 경제제재의 대폭적인 완화를 교환하는 ‘단계적 비핵화’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최선
희 외교차관은 북한측이 영변에 존재하는 “거대한 농축 우라늄 공장까지 폐기한다”고 제한했지만 미국측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설
명했다.

이러한 중요한 회담 후에 4월 2일 설리반은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 국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애너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 맞
이하여 다시 일미한의 대북정책을 논의했다. 3인의 고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하고 유엔안전보장이
사회의 대북한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인 이산가족의 상봉과 일본인 납치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합
의했다. 더 나아가 일미한 뿐만 아니라 일한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3국간 조정의 진전을 시사하듯이 바이덴 대통
령 자신은 3월 25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최종적인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는” 어떤 형태의 외
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4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덴・스가 회담에서는 그 때까지 진전된 일미정책협의의 핵심이 정상 레벨에서 포괄적으로 확인되었다. 가
장 중요한 부분은 미일이 한편으로는 (1)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일의 관여를 재확인하고, (2)북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
의 하의 의무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3)국제사회에 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는 (4)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를 강화한다고 한 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4월 28일 미의회 양원합동회의에서의 연설에
서도 바이덴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과 세계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동맹국과 긴밀
하게 연계하여 “단호한 억지와 외교를 통해” 대처한다고 언명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충격적이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일괄타결에 응한다면 경제제재 해제는 가능하지만, 북한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에게 있어 단계적인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즉 북미간의 ‘단계적인 동시행동’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번의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의 축척을 의미했다. 그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
로세스’에 대응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그것은 극적 효과를 결여한 것으로 북한에 ‘속임’과 ‘도중 하차’의 여지를 주는 위험
한 길이었다.
여하튼 하노이 회담 후에도 김정은은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노이회담을 총괄한 2019년 12월의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조미(북미)간의 교착상태는 피할 수 없는 장기성을 띠게 되었다”는 인식을 나타냈고 북미대결이 “자력개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었
다”는 것을 강조했다. 요컨대 장기전을 각오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제재의 압력을 파탄시키는 ‘정면돌파전’을 호소한 것이다. 물론 이
것은 북한 주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또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교묘히 조합시킨다는 대미 전략도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다. 제8차 당대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한편으로 전략
미사일의 다탄두화와 원자력 잠수함 등에 의한 선제 및 보복 공격력의 고도화, 전술핵무기의 개발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조
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북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하에서 미
국을 상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교섭에 기대를 걸면서 북한은 핵억지를 더욱 강화하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한편, 사키 대통령 보도관은 4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외부의 전문가와 과거 정권의 전임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북정책의 철저한 재
검토를 마침내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 전모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사키는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대로라고 지
적했다. 더 나아가 그랜드 바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 정책을 “정밀하고 실천적인 어프
로치”라고 표현했다. 다른 한편, 워싱턴 포스트가 취재한 복수의 당국자는 그것을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단계적 합의”라든가 “주의 깊
게 조정된 외교적 어프로치”라고 불렀다. 그 중 한 사람은 “우리들의 어프로치는 싱가포르 합의와 기타 지금까지의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
다” 라고 언명했다.

다만, 북한에게 있어서 ‘병진’노선의 추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새롭게 시작된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의 기
본도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정의되었다. 종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경제제재에 더해 작년초부터 신형 코로나바이러
스의 방역대책, 그에 따른 중국과의 국경 봉쇄, 게다가 작년 여름 태풍 피해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북한 주재 대사는 이타르팍스
통신의 질문에 “평양에서는 생활필수품을 손에 넣기 어렵고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고 대답했다.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그 가족
이 생활상의 곤난에 직면하여 국외로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불신감과 동맹강화의 관점에서 볼 때, 바이덴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을 부활시키거나
일본을 배제한 4자회담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보다도 대북정책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부로 검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일한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에 기초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기본적인 부분, 즉 외교와 억지의 균형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키가 3월 29일에 명언한 것 같이 바이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북미교섭은 싱가포
르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실무레벨에서의 교섭으로 재개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미국 정부내에서의 대북한 정책의 재검토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반론과 도발이 계속되었다. 브링컨 국무장
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울에 도착한 3월 17일 북한의 최선희 제1외무차관은 “미국의 대조선(북)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어
떠한 조미(북미) 접촉도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바이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던 3월 25일 북한은 ‘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동해안에서 시험 발사했다. 전술핵무기의 운반수단의 개발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을 것이다. 게다
가 바이덴 대통령이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미사일 개발을 지도해 온 이병철 당정치국 상무
위원・비서가 즉각적으로 반론하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또 하나의 ‘외교와 억지’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당시)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채택했을 때, 4년후 로켓 개발의 획기적인 전진을 상상한 사
람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 김정일 당총비서의 사후 1년 반도 지나지 않은 2013년 3월의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2017년 3월 대형 로켓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5월 이후 중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연달아 시행했다. 11월에는 미국 동부 연안에 도달 가능한 ‘화성15호’
를 발사하고 김정은은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병진’노선을 신봉하고 고집하는 것은 군사력의 이의성(二義性), 즉 핵무력의 완성이 억지력 뿐만 아니라 커다란 외교력
의 획득을 의미한다는 예민(銳敏)한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정일의 유훈이기도 했다. 올 1월 조선로동당 제8차 당대회의 보고
에서도 김정은 당위원장은 “강력한 국가방위력은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에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취임한 김정은은 군사력과 외교력의 교묘한 조합을 통해 미국을 외
교적으로 압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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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덴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서는 북한 외무성의 미국담당국장이 짧게 반론하여 바이덴이 주장하는 “외교”는 “허울 좋은 간판”이며
“억지”는 “핵으로 위협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반응의 내용이나 레벨에서 볼 때, 이는 북한에 의한 ‘무응답’ 정책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측도 바이덴 정권의 새로운 정책을 관찰하면서 자신들의 대미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북미관계를 전망한다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3주년이 첫 관문이 될 것 같다. 그 때 북한측은 공동성명에 명기된 원칙의
재확인을 요구하고 그것을 북미접촉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할 것이다. 바이덴 정권이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
화체제의 구축’ 원칙을 확인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무레벨의 비핵화 교섭이 재기되게 된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교훈으로 북한측도 실무교섭의 재개에 반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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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평화체제와 일본의 역할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정상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이 국교정상화 교섭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게다가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채택된 일련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에 더해 일본은 북한 선
박의 입항 금지, 모든 품목의 수출입 금지 등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의 실패에 김정은 위원장만큼 실망한 사람이 있다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개최
는 북미간의 정상외교의 결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개한 문재인 외교의 커다란 성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은 하노이
회담의 성공이 비핵화에 더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도 또한 북미의
하노이 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에 바이덴 정권이 탄생했어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변경되지 않았다.
사실 대북정책의 지속은 문 대통령 자신의 의해 공공연하게 발신되었다. 바이덴 정권 출범 후인 2021년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
인은 “(북미)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
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 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
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되돌아보면, 한국의 중개외교는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평양에 파견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두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의 중개를 의뢰받아 3월 8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
령에게 세가지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 세가지 메시지는 (1)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어 북한체제의 안전이 보증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2)비핵화의 협의 및 북미관계정상화를 향해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이가 있다. (3)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이
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김정은의 서약은 현재도 명확히 파기되지 않았고 그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만일 바이덴 정권이 “완전한 비핵화
에 이르는 단계적 합의” 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브루어(Eric Brewer)와 테리(Sue Mi Terry)가 지적한 것처럼 그 최초의 노력은 미국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게다가 북한이 아직 충분히 습득하고 있지 않으며 단념할지도 모르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제8차 당대회 보고에서 김정은은 다탄두 미사일, SLBM, 전술핵미사일 등의 개발을 선언했다. 그러
나 북한은 아직 ICBM 핵탄두의 재돌입 시험을 마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서약의 제3항목, 즉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의 ‘두가지 중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2018년 봄 당시와는 달리 현재 미국도 북한도 한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쌍방의 외교를 복잡하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교섭이 외교적으로 대남 우위를 보증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관점에서
제8차 당대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하고 한국에 “북남선언을 착실하게 이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요구했을 것이다. 스스로는 전술핵무기의 개발을 명령하면서 한국으로의 첨단 군사장비의 도입과 한미연합군
사훈련의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개시로부터 1주일 후인 3월 15일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북
대화기구의 해산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

단, 이는 반드시 소극적인 어프로치가 아니다. 특히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아베 수상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한다는 결의”를 계속해서 표명하였고, 이를 스가 수상이 계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정부는 트럼프・김정은 간에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관한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 외교의 상황대응형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
령 북일간에 비핵화 교섭이 재개되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타결된다면, 그것은 교착상태에 있는 북일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2002년 9월 고이즈미 수상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북일평양선언은 국교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의도한 것이었다. 평양선언은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 차관 공여,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지원,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융자나 신용공여 등 국교정상화 후에 일본으로부
터 제공될 경제협력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 청구권의 상호포기를 토대로 한 일한모델의 경제협력이며 북한의 경제계획에 맞
춰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었다. 일한조약과 협정과의 커다란 차이는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
죄’를 표명했던 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한의 경제발전을 필요로 한다면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작지 않다.

맺음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두 과정이 합쳐진 것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라고 부른
다고 한다면, 이는 한 세대에 걸친 협력속에서 참을성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70 년에 걸친 ‘분단의 세계’를 ‘공존
의 세계’로 변환시키는 곤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첫번째 단계의 노력은 아마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그것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시설, 즉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시설,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시설 등의 폐기에 모
아질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단계의 비핵화, 즉 이미 무기화 된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의 폐기가 원활하게 진전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통
상 전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북한이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남북간에 군비 관리 교섭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북한
경제의 개방 개혁, 수출 산업의 육성, 민생 안정, 국제 사회로의 진입 등도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본능적으로 한국에 대한 경
제 의존이나 문화 개방을 경계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도 일본은 북한의 유력한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미가 비핵화 교섭을 시작하여 제1단계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두개의 중지’를 계속하는
대가로 북한은 한미측에도 ‘두개의 중지’, 즉 한국으로의 첨단 군사장비의 반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미가 제1단계 합의에 도달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완화된다면 남북관계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평화체제
를 향한 첫 스텝이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즉 바이덴 정권을 설득하여 비핵화 교섭을 재개시키는 정책은 한국의 대일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시
적이라 해도 그것이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에서 유추하여 7〜8월 도쿄올림픽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기회로 삼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1월 8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안부문제에서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일한관계는 한층 악화되어 버렸다. 문대통령은 “(징용공판결문제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또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말하고 2015년 일한합의가 정부간의 정식합의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를 앞두고 그 이상으로 깊이 관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작년 9월에 수상에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첫 국회 연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모든 납치 피해
자의 조속한 귀국 실현’이다. 이것을 전제한다면 대북정책은 ‘일조(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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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Departure from Singapore :
An Equilibrium Between Diplomacy and Deterrence?
Masao OKONOGI
Professor Emeritus, Keio University

Introduction
Despite the end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the U.S. policy of curtailing its direct engagement
with China. This will not immediately lead to a new Cold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since China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has built up its military capabilities leveraging its rapid econom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to intensify. Moreover, after Russia annexed Ukraine’s Crimean Peninsula, the
U.S.-Russia relationship has remained frosty due to speculation over Moscow’s hand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data
breach of multiple U.S. federal agencies. For the time being, we must prepare ourselves for an “era of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uperpowers” and carefully calibrate our responses to subsequent developments.
However, the impact of increasing confront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 simple issue.
In the political landscape, their conflicts have further strengthened the Japan-U.S. and South-U.S. alliances, which has facilitated
the formation of a North Korea-China-Russia bloc as a counter move. However, Pyongyang, the actor in the region driving to build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systems, might call for the easing of sanctions imposed on it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normaliza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U.S. and proactively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on denuclearization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South Korea’s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seeking progress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riving to play its intermediary rol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Seoul is also making efforts to balance its alliance with the U.S.
along with its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1. Launch of the Biden Administration ― U.S. North Korean Policy in Its Global Strategy Context
The election of Democrat Party candidate Joe Biden as U.S. president has heralded changes in the nation’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toward North Korea. However, the direction and extent of the changes must be understood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new administration’s global strategy. In this sense, it is noteworthy that, in his first major diplomatic speech at the State
Department on February 4, 2021, President Biden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take on the “growing ambitions of China to rival
the United States and the determination of Russia to damage and disrupt [its] democracy,” while defining China as the “most serious
competitor”.
Second, Biden has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tackle “accelerating global challenges”, from the pandemic to the climate crisis and
nuclear proliferation. The threat of “nuclear proliferation” pointed out here is, of course, the challenge posed by Iran and North Korea.
Biden’s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released on March 3 also clearly warns, “Regional actors like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pursue game-changing capabilities and technologies, while threatening U.S. allies and partners and challenging regional
stability.” This reveals the U.S.’s strategic concerns about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n addition, it should be noted that he clearly stated his resolution to “reinvigorate and modernize the U.S.’s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ound the world” to counter such challeng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al guidance describe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the U.S.’s alliances with Australi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America’s greatest strategic asset”. Howev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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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 to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the guidance only pointed out that the U.S. would strengthen its diplomatic efforts in
cooperation with both Japan and South Korea. As such,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still in the review
process.
Indeed, U.S. Secretary of State Blinken admitted that convincing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is a “hard problem” even
before he officially took office, while also not hiding the fact that, on the behest of President Biden, the security team had undertaken
a full review of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way to advanc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n asked about whether North Korea should be accepted as a nuclear state during a press conference, he only pointed
out possible measures, including diplomatic incentives and additional sanctions, without giving any affirmative or negative response
to the actual question. The Biden administration needed ministerial-level discussions with Japan and South Korea ― Secretary of
State Blinken and Defense Secretary Austin’s Trip to Tokyo and Seoul (March 16–18) ― to determine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not
necessarily relying on the explanation by Sung Kim, Acting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n March 12.
They held the Japan-U.S. 2+2 with Foreign Minister Motegi and Defense Minister Kishi in Tokyo, and the South Korea-U.S. 2+2 with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ung Eui-yong an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uh Wook in Seoul. In addition, on his way home from
Seoul, Blinken joined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at Anchorage to meet with China’s Communist Party foreign affairs
chief Yang Jiechi and State Councilor Wang Yi. During the U.S.-China High-Level Dialogue, they also discussed the North Korean issue
but did not offer details. Interestingly, however, in a statement released after the dialogue, Blinken classified North Korea as well as
Iran, Afghanistan, and the climate as issues on which the interests of the U.S. and China intersect, separate from the issues of Xinjiang,
Hong Kong, and Taiwan on which the two countries remain fundamentally at odds.
Following the important dialogue with Chinese counterparts, Sullivan welcomed Secretary General Shigeru Kitamura of Japan’s
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NSS) and Director Suh Hoon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Office to the U.S. Naval Academy in
Annapolis on April 2 to once again discuss Japan, the U.S., and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three senior officials
shared their concerns abou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demanded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against North Korea. They also agreed on the importance of the reunions of divided Korean
families and promptly resolving the Japanese abduction issue. Furthermore, they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security cooperation
not only between Japan and the U.S. but also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s if suggesting some progress during the trilateral
coordination, President Biden himself responded that he is preparing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to a question at the first press conference held after his inauguration on March 25.
At the Biden-Suga summit in Washington on April 16, the two leaders comprehensively reaffirmed the core agreements arranged
during the U.S.-Japan policy talks up until then. The most important points in the statement include that Japan and the U.S. (1)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2) urged North Korea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3) called for the resolutions full implement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4)
intended to strengthen deterrence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 addition, in his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April 28, President Biden pointed out that the nuclear programs of Iran and North Korea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S. and the world, stating he would work closely with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the two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Meanwhil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Jen Psaki, at a press conference on April 30, announced the completion of a thorough
review of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 close consultations with outside experts and predecessors from previous
administrations as part of the process. She did not offer details on the findings, but she reiterated that the goal of the new policy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e further argued that the “policy will not focus on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describing the policy as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Meanwhile,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interviewed by the Washington Post have described it as a “phased agreement that leads to full denuclearization” or a "careful,
modulated diplomatic approach”. One of them stated, “Our approach will build on the Singapore agreement and other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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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In addition, the North’s strategy against the U.S. ― skillfully combining military and diplomatic power ― was not mere rhetoric. During
the Eighth Party Congress, Kim Jong-un vowed to advance the country’s nuclear capabilities for preemptive attack and retaliation
by developing multiple-warhead missiles,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At the same time, however,
he reiterated, “the key to establishing a new U.S.-North Korea relationship is Washington’s withdrawal of its hostile policy toward
Pyongyang.” While hinting at his expectation for negotiations with the U.S., he declared that North Korea would upgrade its nuclear
deterrence power.

Considering the U.S.’s distrust of China and Russia and diplomatic approach to strengthen its alliances,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likely not opt for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led by China or the four-party talks excluding Japan to discuss the issue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More important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being reviewed
as a part of its global strategy. Moreover, as the new policy is built upon sufficient prior consultations with Japan and Korea, its
fundamental principles, seeking an equilibrium between diplomacy and deterrence, will not be swayed easily. Also, as Press Secretary
Psaki mentioned on March 29, President Biden does not intend to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Negoti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re likely to resume at the working level based on the agreement reached in Singapore.

2. Kim Jong-un Regime’s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 Another “Diplomacy and Deterrence”
When Kim Jong-un, then First Secretar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adopted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the
approach of building its nuclear arsenal and economy simultaneously, few people imagined Pyongyang’s astounding progress in
missile development in only four years. His declaration of the policy was made in March 2013, less than a year and a half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Kim Jong-il, General Secretary of the WPK. However, Nor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a large rocket engine
in March 2017 and began to conduct a series of test launches of intermediate-range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from May.
In November of that year, Kim Jong-un declared the “completion of national nuclear power” after launching a Hwasong-15 ICBM
reportedly capable of reaching the eastern coast of the U.S. mainland.
Kim Jong-un has adhered to the parallel policy because he is acutely aware that building a nuclear arsenal can make the best of
both worlds ― achieving not only military deterrence but also significant bargaining power in diplomacy. This was also a dying wish
of Kim Jong-il.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held in January this year, Kim Jong-un pointed out that “strong defense capability never
precludes diplomacy but serves as a powerful means to propel it in the right direction and ensure its result.” In other words, Kim
Jong-un, who was promoted to General Secretary of the WPK during its convention, was trying to overwhelm the U.S. with a deft
combination of military and diplomatic power.
However, the North Korea-U.S.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ended without any deal. From the North’s point of view, the no-deal
outcome was attributable to President Trump, who expected a dramatic effect and was not satisfied with the North’s offer of phased
denuclearization ― shutting down the nuclear complex in Yongbyon in exchange for the substantial easing of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Pyongyang. At the press conference after the summit, the North’s the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e Son-hui
stated that the North proposed to “dismantle even the huge uranium enrichment plant” in Yongbyon, but the U.S. “did not respond
at all.”
The outcome of the Hanoi talks came as a shock to Kim Jong-un. If he had agreed to Trump’s grand bargain, the UN economic
sanctions would have been lifted, but the North’s security would not have been guaranteed. Pyongyang and Washington’s phased
and synchronized approach toward denuclearization was essential for the North. This meant a step-by-step small deal, not a take-itor-leave-it big deal. In this respect, Kim Jong-un’s vision was more in line with President Moon Jae-in’s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nitiative. However, this approach lacked a dramatic effect for President Trump, and the U.S. was worried that going down that path
could lead to deception or an abrupt cancellation of an agreement by the North.
Even after the Hanoi Summit, Kim Jong-un did not abandon his parallel policy approach. Inde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WPK’s Central Committee in December 2019, which convened to review the talks, he said, “The deadlock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seems inevitable for a long time now,” while underlining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has been
compressed into a confrontation between self-reliance and sanctions.” In short, he came up with a “front breakthrough battle” to
mitigate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through self-reliance. This policy line will inevitably incur a tremendous burden for North
Korea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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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for North Korea, the economic burden incurred by pursuing the parallel policy is too great to bear. Its newly launched
five-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was also underpinned by two basic strategies ―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In
addition to the economic sanctions imposed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yongyang has been dealt a harsh blow by a series
of hardships, including quarantine measures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since the beginning of last year, the subsequent border
closure with China, and typhoon damage last summer. In an interview with the ITAR-TASS news agency, the Russian ambassador to
North Korea said, “In Pyongyang, it is difficult to obtain daily necessities, and many companies are closing their doors.” There have also
been news reports that diplomats and their families stationed in Pyongyang began to leave the country when faced with hardships
in their everyday lives.
Nonetheless, North Korea’s counterarguments and provocations have continued, perhaps to keep Washington’s re-examination of its
policy toward Pyongyang in check. On March 17, when U.S. Secretary of State Blinken and Defense Secretary Austin arrived in Seoul,
North Korea’s First Deputy Foreign Minister Choe Son-hui released a statement that read, “Unless the U.S. withdraws its hostile policy
toward the North, there will be no North Korea-U.S. contact or dialogue.” On March 25, when President Biden’s first press conference
was scheduled, Pyongyang test fired two new tactical guided missiles into the East Sea. Moreover, when President Biden pointed
out that the missile testing violated UN resolutions, Ri Pyong-chol, Secretary of the WPK’s Central Committee, objected immediately,
reiterating, “We are supposed to have the full-fledged right to self-defense to contain the U.S.’s military threat on its mainland.”
The dir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U.S. Affairs of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lashed out against President Biden’s speech
to the U.S. Congress in a short statement, refuting that Biden’s talk of diplomacy is to cover up its hostility and deterrence is only a
means of posing a nuclear threat against North Korea. However, in terms of his level of expression and content, the reaction does not
deviate from the North’s “no response” policy. Pyongyang must be reviewing its policy toward Washington while observing the new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o project the path of North Korea-U.S. relations,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June 12 Singapore Summit would be the first gateway.
North Korea would demand the U.S. reaffirm the principles stated in the joint statement as a precondition for the resumption of
U.S.-North Korea contact. If the Biden administration affirms the principles of establishing a new U.S.-North Korea relationship and
building a permanent and stable peace regime, working-level negotiations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resumed.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no-deal outcome of the Hanoi Summit, the North Korean side
does not oppose resuming working-level negotiations.

3.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s Role
If there was one other person as disappointed as Kim Jong-un by the no-deal Hanoi Summit, it must b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e Hanoi Summit was not only the fruit of North Korea-U.S. summit diplomacy but also a major achievement of President
Moon’s diplomacy as a mediator. President Moon was convinced that the success of the Hanoi talks would enable denuclear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In this regard, he also made all-out efforts to ensure that the Hanoi Summit
was a success. Therefore, even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Moon administration has not changed its policy goals
regarding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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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act, the continuation of his administration’s policy on the North has been publicly announced by President Moon himself. At a New
Year’s press conference on January 18, when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was only a couple of days away from taking office,
President Moon expressed his candid thoughts, saying, “[Pyongyang-Washington] dialogue, I hope, needs to continue and further
develop the fruit achieved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 believe we could speed up the North-U.S. dialogue and inter-Korean
talks if we negotiate ways to achieve more concrete steps by starting again from the Singapore Declaration.” He added, “We are making
efforts to communicate Seoul’s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ith the security line of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to
make it a priority in U.S. diplomacy, not put on the back burner.”

South Korea deal as an official government-to-government deal. However, given South Korea’s upcoming campaigns fo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t would be difficult for President Moon to get more involved and come up with a solution for improving the
Tokyo-Seoul relationship.

Looking back, South Korea’s mediation efforts were initiated on March 5, 2018, when National Security Office (NSO) Chief Chung
Eui-yong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Chief Suh Hoon visited Pyongyang as Moon’s special envoys. Asked by Chairman
Kim Jong-un to mediate a Pyongyang-Washington summit, the two envoys delivered Kim’s three messages to President Trump in
Washington on March 8: (1) The North would have no reason to possess nuclear weapons if the safety of its regime is guaranteed
and military threats against the North are removed; (2) It has the will to have candid dialogue with the U.S. to discuss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nd the normalization of Pyongyang-Washington ties; and (3) As the talks continue, it would not resume any
strategic, provocative acts, such as additional nuclear tests or the firing of ballistic missiles.
Kim’s pledges have not been explicitly abandoned even today, and rather, their importance is increasing. If the Biden administration
demands “a phased agreement that leads to full denuclearization,” as Eric Brewer and Sue Mi Terry pointed out, it would “focus its
initial efforts on limiting North Korean capabilities that could pose the biggest threat to U.S. security and that Pyongyang might
consider giving up — likely those capabilities that it has not mastered.” As mentioned above, during the Eighth Party Convention,
Kim Jong-un declare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nuclear capabilities, including multiple reentry vehicles, SLBMs, and tactical
nuclear missiles. However, North Korea has not yet completed an ICBM warhead re-entry test. In other words, Kim Jong-un’s third vow
to “stop two things,” namely, additional nuclear tests and ballistic missile launches, carries an important meaning.

As seen in the first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by Prime Minister Suga, who took office in September last year,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Japanese government is the immediate return of all victims abducted by North Korea. In this sense, Tokyo’s policy toward
Pyongyang seeks to comprehensively resolve various issues such as abduction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n accordance with
the Japan-North Korea Pyongyang Declaration and to take measures to move beyond the nations’ unfortunate past and normalize
the bilateral diplomatic relationship. The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se different issues is strongly linked to the resumption of
their negotiations to normalize Pyongyang-Tokyo diplomatic ties. Furthermore, in addition to sanctions imposed by a serie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ed to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Japan has currently taken its own measures
against the North, including bans on North Korean vessels entering Japanese ports and on all imports and exports from the North.
However, Tokyo is not necessarily resorting to a passive approach toward its bilateral relations with Pyongyang. In particular, after the
North Korea-U.S. Summit in Singapore, Prime Minister Abe repeatedly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meet Kim Jong-un without any
strings attached,” with Prime Minister Suga continuing to follow suit. In other words,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preclude the
possibility that Trump and Kim Jong-un would reach an agreement on nuclear weapons and guided missiles. This seems to represent
Japan’s situation-adaptive approach in diplomacy. Therefore, if North Korea-U.S.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are resumed and
concluded in a form acceptable to Japan, thi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orth Korea-Japan relations, which are currently in the
doldrums.
Moreover, the Pyongyang Declaration, signed by Prime Minister Koizumi and Chairman Kim Jong-il in September 2002, was intended
to realize the early normalization of the two nations’ relations. It stipulates economic assistance to be provided to Pyongyang by Tokyo
after the normalization of their relationship, including grant aids, long-term loans with low interest rates,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oans and credit from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clearly depicts a
Japan-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model based on the mutual waiver of claims, which would be promptly provided in line
with the North’s economic plan. 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Japan-North Korea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Japan-South
Korea Treaty and Agreement signed in 1965 is that, in the former, Japan expressed “deep remorse and a heartfelt apology” over its
colonial rule of the past. If achieving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requires Pyongyang’s economic development, Tokyo has much
more than a trivial role to play.

However, unlike in the spring of 2018, neither Washington nor Pyongyang requires Seoul’s mediation today. They may think that the
South’s involvement would only complicate their bilateral diplomacy. In addition, the North must believe that its direct negotiations
with the U.S. will guarantee its diplomatic leverage against the South. Seemingly from this perspective, Kim Jong-un pointed out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Inter-Korean relations have fallen back to the state they were in before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urging the South “to faithfully implement the North-South declarations.” He himself ordered the North to develop tactical nuclear
weapons while calling upon the South to stop bringing in advanced military equipment and conducting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 In addition, on March 15, one week after the start of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Kim Yo-jong, First Deputy Director of
the WPK’s Central Committee, insisted that the North would “examine the issue of dissolving inter-Korean communication channels.”

Conclusion

Therefore, inter-Korean relations are unlikely to improve unless North Korea and the U.S. begin bilateral negotiations on denuclearization
and reach a first-stage agreement. Rather, the North might demand that the South and the U.S. “stop doing two activities” — bringing
advanced military equipment into the South and conducting their joint military exercises — in return for Pyongyang’s continued
suspension of its “two things”. However, if Pyongyang and Washington are able to reach a first-stage agreement and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the North are lifted, inter-Korean relations would improve accordingly. This w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If the combination of the two processes — achieving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building a permanent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is labele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his will require perseverance along with cooperative
efforts for more than a generation. Transforming the 70-year-old world of division into a world of coexistence will certainly be a difficult
task. The first phase of denuclearization efforts will be based more on dismantling North Korea’s facilities used in manufactur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 its plutonium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nuclear test sites, and missile
test launch facilities— than on eliminating its nuclear arsenal itself.

Meanwhile,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 persuading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um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 has also affected its policy toward Japan. Seoul concluded that Japan’s cooperation, even if temporary, would be
essential for achieving its policy goal. Seeking to replicate the success of the PyeongChang Olympics, Seoul could utilize the Tokyo
Olympics scheduled in July and August this year as an opportunity to resume inter-Korean dialogue. However, on January 8,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hall be held legally accountable for the wartime sexual slavery issue,
further straining Japan-South Korea relations. President Moon admitted that he was “a bit thrown off as the ruling on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slavery was added to other matters [including the ruling on the victims of forced labor),” referring to the 2015 Japan-

However, the second phase of denuclearization, the disposal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lready deployed, will not
proceed smoothly. They are necessary for the North, which is inferior to the South in overall military capacity, to maintain its military
deterrence. Negotiations on arms control may be needed between the two Koreas. In addition, it would be essential for the North to
transform its economic model into an open system, foster export industries, stabilize its people’s livelihoods, and act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likely instinctively wary of its economic dependence
on South Korea and mutual cultural opening. In this sense, Japan again has the potential to emerge as a preferred partner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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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관한 해결 방도 및 출로 : 중국의 시각
위샤오화

위샤오화
Shaohua YU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위샤오화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이고, 중국 국무원 특수보조금을 받는 전문가이다. 그녀는 1981년에 길림(吉林)성 연변(延邊)대학
교 중문과를 졸업했고, 1987년부터 중국국제문제연구소에서 근무 시작하여 그 이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소장 직무를 맡았다.
중국 주 북한대사관에서 두 차례 근무했으며, 현재 중국국제문제연구재단 Senior Research Fellow, 상하이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센터장
및 특별 초빙 교수 등을 맡고 있고, 중국인민외교학회 제10차 이사회 이사, Grandview Institution Senior Research Fellow를 겸임하고 있
다. 위샤오화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한 내정외교 및 동북아 안보문제이다.

Shaohua YU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CIIS), which she joined in 1987. Before that,
she worked at the Central Compilation and Translation Bureau as a Korean translator. Since joining CIIS, Ms. Yu has worked as Deputy
Director and later Director of the Department for Asia-Pacific Studies successively. Ms. Yu took two terms of diplomatic service (19901993 and 2002-2006) in the Chinese Embassy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Third Secretary, Second Secretary and
eventually First Secretary. Ms. Yu is also a member of the 10th Council of the Chinese People'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Professor
Shaohua Yu key research areas include the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Northeast Asia
security issues.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최근 4년간 북핵문제 기본 경위
한반도 정세는 다년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주기적인 긴장과 완화를 교체적으로 반복해 왔다. 2017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함
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충돌이 정점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도 통제불능 리스크가 가장 준엄한 시기였다.
2018년 3월 25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
서기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북한의 시종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표명하였다. 동년 4월 21일, 북한노동당 제7기
제3차 중앙 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ICBM 발사 시험을 중지하기로 선포하였으며, 핵실험 중단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북부지역 핵시험
장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후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과 6월 12일에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후 발
표한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였다.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
장이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8년 5월 24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핵시험장에 있는 갱도와 부속 시설을 폭파하고 핵실험장 정식 폐기를 선포하였
다. 이와 동시에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증진 조치도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 독
수리 연합훈련을 연기하였으며 훈련시간을 단축시키고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기간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하였다.
한반도 정세 및 핵문제는 2017년의 가장 준엄한 형세로부터 2018년의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에는 북한이 자체 생존과 발전도로 선
택에 있어서 전략적 조정을 한 결과이며, 문재인정부가 민족자결 원칙에 따라 주동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노력한 외교적 성과이기도 하
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날로 강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직면하여 외교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요도 있었다. 나아가 지역내
관련국가들이 자체의 이익에만 집착한 정책적 추진이 누차 실패한 후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부득이 접근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
서 중국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기본 입장은 최대한도로 각 측의
장원한 이익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세 전환시기가 오면 관련 국가들은 다시 대화
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하지만 관련 국들의 이러한 노력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다.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6월 판문점에서 트럼
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회동”도 하나의 “상징”에만 불과하게 되었다. 비록 그 후에도 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 방
미 시에 북미 사이에 “절충 방안”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019년 4월, 한국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담
화를 발표하였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즉시로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한시기 기대하였던 대화 프로세스가 다시금 중단하게 되었다. 2021년 1월 북
한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핵, 미사일 능력과 전반적 국방력 제고를 선포한 후에 한반도 정세 및 비핵화 전망은 어둡게 되었으며, 일부 미
디어는 심지어 “한반도 정세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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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전 형세의 특점과 변화 원인

한국의 대미 소통, 협조 역할을 이용하였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자체의 안보로 인해 “민족 공조”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
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비핵화 입장이 큰 차이가 없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협조적이 아
닌 것은 결코 상상 외가 아니다.

우선, 중미 간의 전략적 경쟁이 한반도 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켰다.
중미관계는 트럼프 집권 중, 후기에 들어와서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 주요 원인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트
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우선정책이 동맹외교를 포함하여 전반적 외교가 극도의 혼란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및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바이든이 집권한 후에 현재까지는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대항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은 필연적이다”, “임기 내 중국이 미국
초월을 저지하겠다”, “동맹국과 손잡고 지역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 압력을 가하겠다는” 등 대중국 강경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시기 대중국 억제전략을 개변하지 않았으며 동맹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일전에 개최된 중미, 미일, 한미 등 2+2회담 및 한미일 NSC국장급 회담의 내용을 보면, 중국은 비핵화 문제를 중미협력 대상으로 간주하였
지만 미국은 한, 일과의 협조 일치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압력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
는 대중국 압박문제에 있어서 한, 일 양국은 서로 다른 온도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관련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협조가 더 복잡하게 되었다.
두번째,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은 날로 뚜렷해지고 깊어졌다.
북핵문제가 장시기 해결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미 간에 뿌리 깊은 상호 불신이다. 트럼프 집권기간에 비록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신형 북미관계 건립”을 공동성명에 기입하였지만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기본 판단을 개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는 북, 미 양국의 정책 조정은 상기 전술한 준엄한 형세 압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상대방에 대한 오판 결과이기도 하다. 트럼프
는 연속적이고 날로 가중되는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북한은 트럼프의 반제도주의 경향과 독선적 풍격에 대
해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톱 타운 형식을 통한 대미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쌍방은 사전에 준비된 “하
노이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서로를 크게 실망시켰다. 이 결과는 서로가 상대방의 최저선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따
라서 트럼프 정권 후기에도 비록 접촉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협상 동력을 얻지 못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주한 후,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평가 중에 있으며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나타나고
있는 태도나 표시 등을 보면, 쌍방은 같은 방향이 아닌 서로 충돌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와서 북한은 두 차례나 연속 미사일을 발사하였으
며 북한노동당중앙 김여정 부부장과 외무성 최선희 부상은 대미관계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기조는 결코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
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미국도 “비핵화는 미국 대북외교의 핵심”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였으며 다시는
톱 타운 방식의 협상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구체 목표에 있어서는 그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북한의 수요에 대한 고려
도 별로 많지 않다. 기실 이러한 것들이 북미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측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지만, 트
럼프 4년 동안의 굴곡적 과정을 보면 협상을 지탱하는 상호 신뢰나 여론의 신심도 크게 후퇴하였다.
세번째, 남북관계의 취약성은 상호 동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2018년에 남북은 세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한반도 전반적 정세나 비핵화 진척에 적극적 영향을 미쳤다,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
근본적으로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돌파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북미협상이 파탄되자 남북관계
도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이는 이 지역이 아직 냉전 구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남북 간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양측은 “민족 자결”
을 행사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지역 전략적 이익은 남북이 접근하여 미국의 주도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제한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정책은 한국 내 당파 및 여야 간의 쟁점으로 그 어느 정당이나 집권자도 국내정치로 인하여 많
은 제약을 받아 상대적인 약세인 북한에 비해 더 피동적이었다. 북한도 자체의 전략목표 실현 돌파구를 미국을 조준하였으며, 필요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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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기타 요인과 달리 코로나 사태의 영향은 돌발적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충격도 심각하며 북한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에 대한 영향도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곤란상태는 노동당 8차 대회 및 그 후의 일련의 회의에서 나타
난 정책 경향에서도 알 수가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과 외부와의 교류 회복이 어느 일방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이 계속 저애받는 동시에 지역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필요한 실무접촉도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이를테면 미국이
제안하는 비핵화문제에 관한 실무접촉에 대해서도 북한이 정세 관망 혹은 안정적 차원에서는 하나의 선택이지만 코로나사태 및 그로 인해
초래된 곤란은 매우 큰 것으로 점점 감당하기 어렵다.

3. 중국의 문제 해결에 관한 사고와 경로 선택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사고는 근본적으로는 공동안보이다. 2018년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완화된 것도 관련 각 측이 절대안보
목표에 입각한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중국이 제시한 정책에 접근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선
제적, 주동적으로 해결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은 북한의 안보위기감이 제일 강하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긴박감이 가장 절박했기 때문이다. 한, 미 양국에 비해 북한은 문제 해결에 관한 사고 변혁의지가 더 자각적이고 그 조정도 전략적인 것이
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더라도 큰 방향에서는 변하지 않고 있다.
한, 미 양국의 정책 조정은 각자의 고려가 있었지만 압력과 제재, 심지어 군사적 위협을 위주로 하던 기존의 사유 관성에서 벗어나서 접촉
과 대화에로 전환함으로써 비핵화문제 해결진전에 있어서 다년이래 가장 적극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진척을 이
루지 못한 것은 각 측이 초기의 난국을 타개한 후에 기존의 사고에 집착하여 상대방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 관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다. 특히 초강대국인 미국은 절대안보에 관한 제로섬 사유를 포기하지 못했으며 실력으로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북
한으로서는 악렬한 생존환경 정책적 선택 공간이 작기 때문에 협상 카드와 상대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하려 했기
때문에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을 고수하였다. 일단 협상이 실패하면 강경자세로 선회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고 외부의 조정을 거부하였다.
물론 이러한 단계적 반복은 실패만이 아니다. 문제 해결에 성의가 있으면 각 측은 경험교훈을 섭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정상회담이 난
국 돌파에 강한 추동력이 있지만 복잡다단한 여러 모순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실무회담은 비핵화 및 구체 목표 차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각측의 합리적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대화의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각 측은 대화 분위기에 부합
되지 않는 군사적 행동과 기타 자극적 행위를 자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정세를 완화시키고 정치적으로 문제해결을 추동하는 주요한 역량이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발표한 “9.19공동성명”
은 각 측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중대한 성과로서 중요한 이정표로 된다. 이 성명에서 확립된 목표 및 동시, 대등한 해결 원
칙은 각 측의 합리적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원칙적 이념이다. 여기에는 동북아지역의 장구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측이 한반도 평
화체제에 관한 구축 의사도 반영되어 있다. 이는 지금도 중요한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대화추세가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하여 중단된 후에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사기’라고 해석하고 비핵화 전망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
가하였다. 심지어 관련 국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기타 국가들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 중국은 평화적 입장을 견지하고 북미,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관계개선을 보다 명확하게 지지하였다. 나아가 중러 양국은 “대북 제재
결의에 있어서의 가역 조항”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안보에 실질적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대화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다 주였다.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중한 외장 회담후에 가진 기차회견에서 한반도문제 해결의 관건은 북한이 다년간 직면하고 있던 군사적 압력과 위
협을 해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 통합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제 해결
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이니셔티브이고 중요한 경로로써 중국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체현하고 각 측, 특히 중한 양국이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력에 중요한 사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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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ina’s Perspectives
Shaohua YU
Senior Research Fellow,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ended up being a symbol only. To get the dialogue going, President Moon proposed a “compromise plan” during his subsequent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only to be met by condemnation from the North. In April 201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message in celebrat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but no response was received from the
North.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COVID-19 crisis, North Korea immediately closed its borders, causing the highly anticipated dialogue
process to be suspended again. The North’s announcement of its enhanced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nd overall military
buildup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darkened the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some media even stating that “the security clock on the Korean Peninsula is back to zero.”

1.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Last Four Years

2. How and Why the Current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Past

For several years now,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und itself on a repeating cycle of rising tensions and de-escalation ov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conflict over
denuclearization reached its peak in 2017, with risks reaching uncontrollable levels on the peninsula.

Firs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ingly complicated the Korean Peninsula issue.

After his arrival in China on March 25, 2018, North Korean supreme leader Kim Jong-un me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stated that North Korea remain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late President Kim
Il-sung and late General Secretary Kim Jong-il. On April 21 of that same year, it was proclaimed at the third Plenary Meeting of the
Sev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at nuclear test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rocket test-fires would
be discontinued and that the northern nuclear test ground would be dismantled to transparently guarantee the discontinuance of
nuclear tests.
Subsequently, an inter-Korean Summit and a North Korea-U.S. Summit were held on April 27, 2018 and June 12, 2018, respectively.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President Moon Jae-in and Chairman Kim Jong-un af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n the Joint Statement announced by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in Singapore, North Korea “committed itself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May 24, 2018,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molished tunnels and support facilities of the nuclear test site in Punggye-ri, Kilju
County, North Hamgyong Province, and announced the official dismantlement of the site. At the same time, measures were taken to
ease military tensions and restore mutual tru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ostponed the combined Key Resolve and Foal
Eagle exercise during the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period, and decided to reduce it in size and scope. During the TrumpKim Summit, the combined Ulchi-Freedom Guardian exercise was suspended.
After passing the most critical phase in 2017,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entered a cool-down phase in 2018. This is
partly attributable to North Korea’s change in its survival and development strategy, and to the Moon administration actively taking
the initiative and making diplomatic efforts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There was also a need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ease diplomatic pressure in the face of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t is also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stakeholders in the region entertained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s their policies and focus
on national interests continued to fail. Because China’s long-held “principles of denuclearization, peace and stability, and problemsolving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in line with the distant interests of each party concerned and
are irreplaceably and practically realizable, the parties concerned have come to seek dialogue again.
These efforts did not come without challenges, however. The second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February 2019 ended with no outcome, and the surprise meeting between the two in Panmunjom in June the sam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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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a-US relations have rapidly deteriorated during the second half of President Trump’s term. The main reason is that the United
States sees China as a major strategic competitor and Trump’s America First and Trumponomics brought great confusion to US
Alliance diplomacy and diplomacy as a whole. This situation had negative implications on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coming to office, President Biden hasn’t publicly confronted China, but he did take a firm stance against China, making
statements like "competition with China is inevitable,” “will not let China surpass the U.S. on my watch,” and “would work with U.S.
allies to pressure China on regional issues.”
President Biden has not altered the China deterrence policy from the previous Trump administration, but instead has strengthened
its offensive against China on many more fronts by encircling the latter through partnership with allies.
Based on the 2+2 talk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Korea-United States-Japan Trilateral National Security Advisors’ talks, China sees denuclearization as a matter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le the United States is strengthening trilateral cooperation with Korea and Japan to pressure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Korea and Japan have taken a different stance when it comes to the US demand to pressure China.
Against this backdrop, it has become ever more complex for parties concerned to cooperat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ond, the mistrus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running deep.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asn’t resolved for so long is the deep-rooted mutual mistrus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ough the previous Trump administration had held the first-ever US summit with North
Korea and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f new bilateral relations” in the joint statement, the hostile assessment they have for each
other has not changed.
The policy adjustments that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made can be attributed not only to the previously mentioned
pressure triggered by the critical situation, but also to the misinterpretation the two sides had for one another. Trump assessed that
sustained and incr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re effective. Concluding that Trump’s generally anti-establishment views
and self-righteousness could be used to his advantage, Kim sought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th a top-down
approach. However, to their great disappointment, the two leaders failed to sign the pre-arranged “Hanoi Statement.” This outcome
allowed the two sides to better understand the other’s threshold. Though the Trump administration did not give up on engaging with
North Korea during the remaining term, the talks never regained mo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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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President Biden came into office,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been under review and is yet to be launched. However,
based on the stances and signs, both sides are moving in different directions and on a course to collision. North Korea has already
fired two missiles in a row this year, and Deputy Director Kim Yo-jong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e Son-hui issued statements on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stance is that it would not give in to US
pressure, calling for the United States to give up on its policy of hostility towards North Korea.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made
it clear that “denuclearization is key to US diplomacy towards North Korea” and indicated that it would no longer consider a topdown approach. Objectives remained much the same, with not much consideration given to North Korea’s needs. These are the main
reasons why the North Korea-US talks were not realized. In short, though neither side had closed the door for dialogue, the turbulent
denuclearization process during Trump’s four years in office shows that the mutual trust or public trust that gets the negotiations
going has been greatly undermined.

3. China’s Perspectives and the Chosen Path for Resolving the Issue

Third, the vulnerabilities of inter-Korean relations have caused the two Koreas to lose momentum.
In 2018, North and South Korea held three summit meetings, actively impacting the overal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I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the two leaders declared their agreement on “fundamental
resolution of the hostile relations,” allowing a breakthrough in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the failed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sulted in a sudden freeze in inter-Korean relations. This shows that the two Koreas are extremely limited
in exercising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 indication that the region has not yet completely overcome the Cold War
structure and the two Koreas have substantial structural differences.
On the one hand, because US strategic interests in the East Asian region do not allow for close inter-Korean relations to weaken
US influenc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re bound to be limite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policy is a matter of
controversy among factions, and between the lead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South Korea, leaving political parties and leadership,
whoever that may be, greatly limited by domestic politics and, as such, more defensive compared to North Korea. North Korea also
targeted the United States to realize a breakthrough in its strategic objectives, and though it used Korea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hen needed, it did not have high expectations for or trust on the South on matters of
“national collaboration” due to its own security reasons. Also, given that the stances of the Moon and Biden administration are not
very different and there is no efficient resolution, North Korea’s not being cooperative with South Korea is not something beyond
imagination.
Finally, the negative impacts of the COVID-19 situation will continue to go unchecked.
Unlike other factors, the COVID-19 crisis entailed impacts that are both unpredictable and uncertain. The situation has not only caused
serious shocks for North Korea, but its impacts on the regional situation are likely to last for a while. For one, the impacts from the
COVID-19 crisis are evident from the policy trends announced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and other series of meetings. For another,
because the restoration of North Korea’s engagement with the outside world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realized by the unilateral
will of one side, it is likely that economic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be undermined while contacts at
the working level, which are necessary for seeking a political solution to regional issues, will be greatly challenged. Though the United
States has proposed working-level contacts, North Korea is finding it more challenging to accept the offer given the challenges it is
facing from the COVID-19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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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perspectives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are basically based on collective security. The rapid de-escalation of the crisis in
2018 can be attributed to the parties entertaining China’s proposed approach as they were unable to maintain a policy driven by an
absolute security objective. During this course, North Korea was relatively more pre-emptive and active in seeking a solution. This is
because North Korea had the highest sense of security crisis and was most desperate that existing approaches would not help resolve
the challenge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North Korea was more aware about changing its thinking and made
strategic-level policy adjustments. Its overarching directions have not changed, howeve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cently adjusted their policies, moving away from the focus on pressure, sanctions, and even
military threats, towards contact and dialogue, and allowing for a most progressive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However, the
parties have failed to reach more serious outcomes because, once an initial breakthrough was made, they were absorbed in their
original thinking and did not show real interest in the security needs of the other side. The United States continued to cling onto
zero-sum calculations to pursue absolute security, using its force as a superpower to make North Korea surrender. On the other
hand, given the destitute conditions for survival and the resulting limited policy decision space, North Korea insisted on “phased and
synchronous measures” to maintain a bargaining chip and have sufficient deterrence against the threats coming from the other party.
Once negotiations failed, North Korea returned to its strong stance, firing missiles and rejecting external calls for adjustment.
Of course, this is not to say that repeating the process would only fail. If the parties are serious about resolving the issue, they
should absorb lessons learned. A summit may provide a strong impetus for breakthroughs, but it cannot resolve the complexities
and contradictions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working-level interaction can help address differences in denuclearization
objectives, but it should also take the other’s reasonable needs into considerations. Furthermore, in order to keep the dialogue
momentum going, each side have the obligation to refrain from military actions and other provocations that may hamper the
dialogue mood.
China can provide critical competence to mitigate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rive a political solution to the issue.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which was actively led by China, was a significant result for all sides to find a political re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ssue, and as such, serves as a key milestone. The objectives and principle of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established in the statement are significant ideas of principle that reflect the reasonable demands of each side. They also
reflect the parties’ commitment to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will to negotiate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still hold significant directional significance today.
As the dialogue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came to a halt following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some media outlets interpreted
it as a “North Korean scam” and negatively assessed the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Various opinions were expressed, including
one that parties concerned should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build their own nuclear capabilities. Against this
backdrop, China has maintained a peaceful stance in support of continuous dialogue and improved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between the two Koreas. Furthermore, China and Russia have shown real interest in the security of North
Korea and brought new impetus for dialogue by proposing “snapback provisions” in the UN resolutions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t a press conference that followed a recent China-South Korea Foreign Ministers’ Meeting, Chinese Foreign Minister Wang Yi
emphasized that the key to resolving the nuclear issue is to relieve North Korea of the military pressure and threats it has faced for
many years. This is why th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pursued side
by side and as a package. The new Chinese initiative and path embodies China’s argument and offers food for thought for China and
South Korea as they pursue working-level cooperation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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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의 비핵화와 한국의 평화 구상에 대한 평가 :
러시아의 관점과 정책
게오르기 톨로라야
Georgy TOLORAYA
루스키 미르 재단 국장 /
UN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Director, “Russkiy Mir” Presidential Foundation /
Member, UNSC Panel of Experts for Sanctions on North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UN 본부에서 2019년 7월부터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을 맡고 있으며, 트
랙 2 외교를 위한 러시아 국립 BRICS 연구위원회도 이끌고 있다. 톨로라야 교수는 아시아 지역 문제에 대한 수십 년 경력의 장관급 외교
관으로, 과거 두 차례 주북한 외교관(1977~1980년, 1984~1987년)으로 근무했으며, 주한 러시아 대사관 공관차석(1993~1998년), 러시아
외교부 한반도 담당 정책 심의관(1998~2003년)을 역임한후 주호주 러시아 총영사(2003~2007년)를 지냈다. 그 전에는 무역 진흥에 몸
담았다. 그는 1978년에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원을 졸업하고 1984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에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2002년
에 정교수 학위를 받았다.

Georgy TOLORAYA works since July 2019 at the UN headquarters, Panel of Experts of Sanctions committee 1718 of UN Security Council.
He also leads Russian National Committee on BRICS Research, a legal entity created under the auspices of Russian government for
Track 2 activities. He is a professional diplomat (rank of Minister) with decades-long experience in Asian affairs, having served two
postings in North Korea (1977- 80 and 1984-87), then in South Korea as a Deputy chief of the Russian Embassy (1993-98) and later as
the senior Russian Foreign Ministry official (Deputy director-general) in charge of the Korean Peninsula (1998-2003). He later worked
as the Consul General of Russia in Sydney, Australia (2003-2007). Prior to that, he worked for trade promotion agencies related to Asia.
Prof. Georgy Toloraya has graduated from Moscow State Institute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1978, received his Ph.D. in
1984, degree of doctor of economy in 1994 and full professor degree in 2002.

게오르기 톨로라야
루스키 미르 재단 국장 / UN 대북제재위원회 위원

1. 일부 국제 전문가 및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은 파키스탄과 같이 다소 정당한 핵보유국임이 확실하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북
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데 강력히 반발하는 러시아는 한반도의 핵 문제를 다자적 기반에 따라 모든 관련 국가의 타당한 이해관계
를 고려해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2. 그러나 북측의 논리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부여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제10조에 의거하여, 적법한 탈퇴 절차를 통
해 NPT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그러한 조항을 적용한 이유가 핵보유국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
나, 핵 보유국은 단 한번도 북한을 대상으로 핵무기 등의 무력을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선언하거나 무력 사용의 조건을 내 건 적이 없다.
북한은 기회가 될 때마다 법적으로 여전히 미국과 전시상태임을 내세웠으며, 미국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정전 협정을 평화 조
약으로 변경하자거나 어떠한 형태의 종전 선언을 채택하자는 북한의 요청을 고려하려고 하지 않았다. ‘평화 구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의 노력도 미국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몇 차례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가 시도되었으나, 북한이 이 같은 이유를 NPT 탈퇴 사유로 밝혔던
1993년 이후 지금까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3. 북한의

위치는 ‘비핵화’ 개념이 처음으로 선언되었던 1990년대 이후 상당히 변화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가 없었다. 따라서 북한에 외
교적 인정과 경제적 지원(경수로 건설 및 연료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핵프로그램의 (해체가 아닌) 동결을 명시한 1994년 제네
바 기본 합의(Agreed Framework)는 상당히 달성하기 쉬웠다. 그러나 지난 몇 십년간 북한은 열핵 능력과 대륙간미사일 및 기타 운송
수단을 보유한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 그러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따른 ‘값’은 이제 훨씬 커진 것이다.
4.따라서 북한 입장에서 상대국이 비핵화를 위해 제공하는 정치적, 경제적 지원은 여태까지 없었다. ‘비핵화’ 개념 자체가 정의된 적도 없
다. 북한은 주변 지역 전체를 원하는 해결 방안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미국이 원하는 해결 방안은 오직 북한에 의한 모든 혹은 대부분
의 핵/미사일 활동의 종결이었다. 게다가 논란의 사안에 대해 전문가 논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면 막대한 인식 차
이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것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다소나마 구체적인 1단계 행동 순서만이 2007년 2월1 6자 회담 회담에서 합의되었
으나 이 마저도 실행된 적이 없다.
5.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는 199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앞서 언급한 미래 활동뿐 아니라 여러 단계로 구성된 프로세스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비핵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이루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예측하기 어려운 갈등의 소지가 있는 지점을 몇 가지 예로 들자
면, 보유 중인 핵무기 및 핵물질의 운명, 핵산업 및 관련 산업(광업, 농축, R&D 등)의 미래,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과 에너지 생산 등이 있
다. 행동의 제한, 방식, 순서를 협의하려면 상대 측이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는 보유 중인 핵전하 및 탄
두의 저장과 해체, 분열성 물질의 국외 저장 또는 반출, 수백 가지 관련 대상 폐쇄 및 해체, 장비 및 재고 반출, 관련 기술로의 접근 제한(
북한 내 수천 개 미사일 문제 및 핵전문가 등), 검증 및 사찰 방식에 관한 협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수 년, 수십억 달러
가 소요될 것이며, 관련 투자액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1

2007년 2월 13일자 공동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재처리 시설을 비롯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및 봉인하고 필요한 모든 감시와 검증을 실시하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다시 초청한다.
• 이에, 6자 회담의 나머지 5개 당사국은 긴급 에너지 지원의 일환으로 연료용 중유 초기 물량인5만톤을 60일 이내에 긴급 지원한다.
• 직접 관련 당사국은 별도의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 체제에 대해 협상한다.
• 6자 회담의 모든 당사국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및 ‘안보 체제’에 관한 5개의 워킹그룹을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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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사실상 조건부인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 관찰자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석한다.
북한의 약속은 어쩌면 “조속한 일자내의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구할 의무를 언급한 NPT 제6조의 이행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2

13. 그
 렇다면 어떻게 외교 프로세스를 되살릴 수 있을까?
이전과 달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선택안은 군비 통제와 제한이다. 이러한 포용의 예시로서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미국-소련 간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이 유일하다.

달리 말하면, 북한은 범세계적 혹은 적어도 역내 규모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핵 위협 제거를 고려하는 모양이다. 즉, 특히 적대국가를 비
롯한 다른 국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앤다는 조건일 때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가능하다.
7. 오늘날은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안이 없다는 확실한 이해에 기반해 비핵화 가망성을 인식해야 한다. 2017년 갑작스러운 긴장 고조
로 인한 결과는 하나였다. 북한은 ‘불과 분노’를 쏟아내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고 미국의 임박 공격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일한 종류’로 응수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군사력으로 선제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주 분명해졌다. 이제 북한
측은 사실상 미국이나 미 동맹국을 직접 침략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침략으로 인한 국면 전환이 이뤄질 때에
만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모든 의미에서) 값비싼 군사적 옵션이 정당화될 수 있게 되었다.
8.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상황 전개를 미국과 사실상 ‘전략적 평형’을 이룩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2018년 6월 12일자 첫 북미 정상회담
성명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굳건한 평화 체제 구축을 언급했다. [미국 측은] “북한에 안보 보장을 약속하고
[북측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굳은 결의를 재천명했다.” 비핵화 약속은 조건부일뿐 아니라 범세계적 비
핵화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한다(위 6항 참고).
9.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보수 집권층의 의견, 우려, 특이성과 어딘가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분
명하다)
김정은 정권은 지리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북한의 독특한 입지를 이용해 양측 모두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숨 고
르기가 필요하다. 먼저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이익을 얻고, 민감한 주변 지역 내에서 안정을 유지하고하 하는 중국 정부의 군사정치적
관심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다는 대가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여 중국의
팽창주의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관심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큰 그림은 비핵화에 착수하는 대신 결국 (공산당 정권과 패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용인하며 지정학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베트남 같은 국가로 발돋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10. 따라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는 특히 뼈아프고 상징적이다.3 북한에 기나긴 과정 끝에 유형의 이익을 얻고 안보를 보장받을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일 것이다. 북측은 그러한 제안이 속임수의 증거이자 상대가 지닌 악의라고 생각한
다. 또한 북한 정부는 ‘규범에 근거한 질서(rules-based order)’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측은 자신들의 의견을 다른 상대에 관철할 수 있는 강대국들에만 핵무기 독점권을 주는 체계가 부당
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념에 기반한 대화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11. 하
 노이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미망에서 깨어나 북측에서의 양보는 없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핵화의 길을 걷는 것은 곧 양보
하는 것이며, 그러한 양보를 정당화할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체제의 안보와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
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12. 이러한 논리에 따라 북한 입장에서 ‘미래 이익을 대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정식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상대가 그 어떤 ‘당근’을 주더라도 진지하게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 특히 그러한 ‘당근’이 매우 작은 상황에서 협상 상대
국이 제재 완화를 ‘중대거래’로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14. 이에 새로운 선택안을 제시하건대, 5대 핵보유국(P5)을 위 같은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핵무기 및 관련 지식을 핵
무기 비보유국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NPT 제1조의 정신에 의거하여, 핵무기 제조 및 통제에 관한 민감한 기술적 지식을 공개하
는 그러한 협상이 핵무기 비보유국에 금지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5. 따라서 그러한 군비 통제와 핵무기 제한을 비롯한 군비 축소 프로세스는 (중국 연구가 신치앙(Xin Qiang)이 도입한 용어4 인) ‘조건적,
호혜적, 상호적, 점진적 비핵화(CRID)’ 개념에 기반할 수 있다.
16. 아직 상대국과 ‘비핵화’ 의미를 함께 정의할 때는 아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어느 측도 해독하려 들지 말고(정부 인사가 아닌 학자는 예
외) 비핵화를 단지 모토로만 삼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17.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현실 또는 대치 중인 안정인 ‘뉴노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해결책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에게 적합하다. 북한이 새롭게 도발하지 않으면 미국은 심각한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이론적
으로 북한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가 완화되면 만족할 것이다. 남한은 ‘차근차근’ 포용 전략을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주변 지역 내 긴장 완화와 이에 따라 역내 미군 주둔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에 만족할 것이다.
18. 이러한 상태 유지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겠지만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에 기반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공통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
을 벌어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해결 패러다임이 다자주의에 기반해 변화해야 한다.5 이란의 포괄적공동행
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예시처럼, 미국이 (혹은 다른 국가가) 협의한 사항을 철회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의 참
여로 협의가 유지되므로 상황이 재앙으로 치닫는 경우는 예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19. 방법의 예시로는 수년 전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을 들 수 있다. 2017년 7월 4일 중-러 로드맵은 쌍중단(double freeze) 및 행동 대 행동
을 통한 ‘3단계 계획’을 도입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6
1) 이중 중단 – 북한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과 이를 위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2) 북한, 미국, 남한, 혹은 일본까지 포함해 일반적으로 허용된 관계 원칙을 명시한 양국 간 문서 체결
3) 비핵화, 제재, 군사위협, 신뢰구축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시아 안보 체제를 수립하는 6자 회담 7
20. 2
 019년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관련 국가가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취해야 할 모든 단계를 나열한 ‘행동계획’을 추진하였다. 한국 ‘평화 구상’은 이러한 행동 계획의 주
요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
21. 따라서 다자협상에는 장점이 많지만 한 가지 심각한 단점이 있다. 북한의 사실상 핵 지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는 군사적 해결 방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나리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유지에 다른 국가의 인정
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화가 없을 때 그러한 지위를 강화할 자유재량을 갖는다. 이제 이 같은 단계적 확대를 막아야 한다. 포용과 평
화 정책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프로세스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4

신치앙(Xin Qiang) - 중국 푸단대학교 미국학센터 부연구소장. 신치앙 교수는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2018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주최한 ‘동북아 평화·번영으로의 길’ 포
럼에서 ‘조건적, 호혜적, 상호적, 점진적 비핵화(CRID)’ 개념을 소개했다.

5

2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70년 3월 5일,
https://web.archive.org/web/20070807060917/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140.pdf.
3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가 최우선 목표가 아니며, 신뢰 구축은 제재 완화에 동반되는 것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측은 당시 “제재가 있어도 헤쳐 나갈 수 있다. 상황은 1990대가 훨씬 어려웠다.”라며 제재 완화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분명한 것은 제재 완화는 환영이
지만 북한은 완화를 대가로 상호 양보를 할 마음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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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 후 푸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의 6자 형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당사국으로부터 일부 보장을 얻
어내야 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 대상은 북한 안보의 보장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확실하다.”
6

“Joint state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7년 7월 4일,
https://www.mid.ru/ru/maps/cn//asset_publisher/WhKWb5DVBqKA/content/id/2807662.
7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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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Four Years of Denuclearization and Korean Peace Initiative :
A Russian Perspective and Policy
Georgy TOLORAYA
Director, “Russkiy Mir” Presidential Foundation / Member, UNSC Panel of Experts for Sanctions on North Korea

1.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among Russian experts as well as some international experts that North Korea firmly considers itself
a nuclear power, more or less legimate, something like Pakistan.
Russia is strongly against recognizing DPRK as a nuclear power and suggests that the nuclear problem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solved by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taking into account the legimate interests of all the parties involved on a multilateral basis
2. However, the logic of North Korean side is not easy to be overruled. DPRK says, that it has left NPT, at her view, through a proper
legal procedure-it withdrew from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such a right for each
party to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ceptional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content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highest
interests of its country.” The explanation of the motive for using this clause is as follows: the country is being threatened by a nuclear
power, which never declared any intention to conditionalize use of force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nuclear weapons. North
Koreans never miss the opportunity to point out that legally DPRK is still in the state of war with USA and throughout the years USA
never agreed to take into account North Korea’s request for changing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or even adopting some kind of
a declaration on the end of war. Even ROK efforts for a “peace initiative” are blocked by US. So even now, after attempts for summit
diplomacy, politically the situation has not changed since the time after DPRK used this motivation to declare withdrawal form NPT
in 1993.
3. The positions of North Korea now has considerably changed since the time the concept of “denuclearization” was first declared in
1990’s. At that time North Korea had no nuclear weapons. Therefore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which provided for just freeze
(not dismantlement) of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diplomatic recognition and economic aid (such as constructing LWR and
fuel aid) was considerably easy to reach. However, over the last decades North Korea emerged as a power possessing thermonuclear
capability and intercontinental missiles, as well as many other means of delivery. Therefore the “price tag” for forgoing nuclear
programs, in North Korean eyes, is now much higher.
4. Thus denuclearization has, in North Korean eyes, no political or economic backing from its adversaries so far. The concept of
“denuclearization” itself was never defined. North Korea includes the whole of neighboring area in its desired solution, while US
sees it simply as termination all, or almost all,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by North Korea only. Even an expert discission on this
contradictory issue never took place. If such a discussion would begin, a huge gap in perception would surely emerge. The only
more or less concrete sequence of actions at the first stage of denuclearization was agreed in the course of the Six-party talks in
February 20071 , but it was never implemented.

5.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now would have to include not only foregoing future activities, as was the case in 1990-s, but a
whole multistage process. No easy agreement for its contents is in sight. Just let me give examples of inconceivable conflict points:
the fate of existing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the future of nuclear and related industries (such as mining, enrichment, R&D
etc); the civil nuclear program and energy production. The limits, modalities and sequence of action would take years to agree
on even with a goodwill from opposing side: this process should include storing and dismantling of existing nuclear charges and
warheads, storing or taking out of the country of the fissile materials, closure and dismantling of hundreds of relevant objects,
taking out equipment and stocks, limiting access to relevant technologies (including the problem of thousands of missile and
nuclear specialists in North Korea), verification and inspection mechanism. This process would take years and will cost many billions
of dollars, and this investment has to be sourced.
6. Moreover, North Korean promises of denuclearization are in fact conditional, which is not taken into account by US and other Western
observers, or intentionally misinterpreted. These promises should probably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6 of the NPT, which refers to the obligation of the parties “to negotiate effective measures to end the nuclear arms race
in the near future and nuclear disarmament, as well as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2
In other words, Pyongyang apparently considers the elimination of the nuclear threat on a global scale, or at least a regional one,
as a condition for its denuclearization, that is- getting rid of nuclear weapons by DPRK is possible only in line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hostile ones, getting rid of WMD. Although, for tactical reasons, Pyongyang recently abstains from stating it publicly.
Therefore, the parties use some ambiguity in what they mean even when discussing “denuclearization” and adopting statements,
7. Today’s perception of the prospects of denuclearization should be based on the firm understanding that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to the nuclear problem. The tension upsurge in 2017 has one result: North Korea has not succumbed to the “fire and fury”
threats and answered “in-kind” showing no fear of a threat of an imminent US strike. It became crystal clear that the US cannot use
its military force for a first strike. So North Koreans were in fact entitled to do anything short of a direct aggression against the US or
its allies: only such a turn of events would justify a costly (in every sense of the word) military option by the US against North Korea.
8. Pyongyang perceived this development as a proof of the achievement of de-facto “strategic parity” with the US. The first US-DPRK
12 June 2018 Summit Statement mentioned the issue of “establishment of the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US side] “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DPRK
side]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romise for
denuclearization is not only conditional, but also should be interpreted as (see # 6) only as a part of global denuclearization.
9. What were Kim Jong Un’s intentions (which cannot be verified, of course, but obviously were not fully compatible with the opinions,
concerns and idiosyncrasies of the majority of conservative elite – something known as “Gorbachev syndrome”)?
The regime needs breathing space in the hopes to eventually capitalize on the unique position of his country, geopolitically
sandwiched between the US and China, to extract something from both competing sides. That is, first, to get benefits from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from Beijing’s military-political interest in maintaining stability in its sensitive neighboring areas.
Second, exploit the US interest in checking China’s expansionism by soliciting US sponsorship in exchange for not fully entering
China’s sphere of influence. Therefore, the general design might have been like that: in return for the start of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would eventually emerge as something like Vietnam (a country tolerated by US and used for geopolitical purposes
regardless of the communist regime and past war defeat).

1

The Joint Statement of 13 February 2007 provided for the following:
• North Korea will shut down and seal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ncluding the reprocessing facility and invite back IAEA personnel to conduct all necessary monitoring
and verifications
• In return, the other five parties in the six-party talks will provide emergency energy assistance to North Korea in the initial phase of 50,000 tons of heavy fuel oil, to
commence within 60 days.
•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 All six parties agree on establishing five working groups –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malization of North Korea-U.S. relations, normalization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economy and energy cooperation, as well as a joint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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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March 5, 1970,
https://web.archive.org/web/20070807060917/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1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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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herefore, the failure of Hanoi summit was highly painful and symbolic.3 It would be extreme naiveite to offer to North Korea to
wait till the end of a lengthy process before it gets tangible benefits and security arrangements. North Koreans consider such
proposal as a testimony to cheating and evil intent of its opponents. Pyongyang also does not accept the logic that they simply
“must” do it because it has “committed the crime” of breaking the “rules-based order”. North Koreans consider unjust an order
which provide the monopoly on nuclear weapons to big powers, who can dictate their will to others. Based on these diverging
ideologies any dialogue is doomed to failure.

특별세션 I Plenary Session Ⅰ
changed, based on multilateralism. 5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xample of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in Iran shows
that even if the US (or another party) withdraws from a deal, the participation of other countries can keep the agreement alive and
prevent the situation from sliding into catastrophe.
19. A good example of such an approach was suggested several years back by Russia and China. In the Russian-Chinese Roadmap of
4 July 2017, introducing the double freeze and action for action “Three phase plan”, the following was suggested 6 :
1) Suspension for suspension – moratorium on the DPRK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return for the US and ROK suspension of
military exercises.

11. As a result of Hanoi Kim Jong Un was disillusioned and became convinced no amount of concessions on his side as well as moving
along the road of denuclearization would bring along concessions and consequences of the magnitude, that would justify them,
while the security of the regime and international standing of the country would be severely undermined.
12. By this logic “CVID in exchange for future benefits” formula for DPRK is not on agenda any longer and cannot be seriously
considered regardless of any “carrots” from its opponents. Especially if such “carrots” tend to be very small and even easing
sanctions is considered a “big deal” by its negotiation partners.
13. How then can a diplomatic process be revived?
Unlike earlier period, the only viable option to address North Korea’s WMD problem is arms control and limitation. The general
reference for an example of such an engagements may be found in the only in history SALT process between USA and USSR
14. The new suggested option - all the recognized nuclear powers (P5) should be a part of such negoti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spirit of Article 1 of NPT, which prohibits transfer to any recipient of nuclear arms and related knowledge outside the P5, such
negotiations, disclosing sensitive technological information on manufacturing and control over nuclear arms, must be closed to
non-nuclear power.
15. So, such an arms control and nuclear arms limitation and reduction process can be based on the concept of “CRID – conditional,
reciprocal, incremental denuclearization” (the term was introduced by the Chinese researcher Xin Qiang4 ).

2) Signing of bilateral documents among the DPRK, the US, the ROK, and maybe Japan, stipulating the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of relations.
3) The six-party talks dedicated to the creation of the Northeast Asia security system to solve such issues as denuclearization,
sanctions, military threats and confidence-building.7
20. In 2019 Russia and China promoted an “action plan” for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of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lists all the steps that the countries involved must take together and individually to achieve progress not only in the military,
but also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humanitarian dimensions. Korean “peace initiative” should be an important part of such
plan.
21. Thus, there are many advantages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 process, but only one serious disadvantage – the tacit recognition
of the de facto nuclear status of the DPRK. However, this will also happen under any other kind of scenario other than a military
solution. DPRK does not need anyone's recognition to maintain this status, and in the absence of dialogue, it has a free hand to
further strengthen it. It is time to stop this escalation. ROK with its policies of engagement and peace should be essential part of
this process.

16. The time probably has not come when the opposing parties could come to a shared definition of what the term “denuclearization”
means. Therefore, it would be wise just to use the word as a motto, without any attempts from any sides (except for non-official
scholars) to decipher it.
17. So far, it looks like we have reached a “new normal” on the Korean Peninsula – a “neither peace, nor war” reality, or a confrontational
stability. Paradoxically, such a solution would be more or less suitable for everyone: US won’t be much too disturbed if DPRK would
abstain from new provocations; DPRK theoretically could be satisfied if the US pressure would be relieved and some sanctions
eased; for ROK it would become possible to implement its “small steps” engagement strategy; China and Russia would be only
happy to see reduction of tensions in their neighborhood and corresponding non-increase in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18. Such a status-quo might be difficult to maintain for a prolonged period, but the time could be used for working out a coordinated
strategy of further steps, based on reality, not wishful thinking. If we want to move forward the paradigm of settlement should be

5

After meeting with Kim Jong Un in April 2019, Putin stressed: “I don't know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sume this [six-party] format right now, but I am deeply convinced
that if we get to a situation where we need to develop some guarantees from one of the parties, in this case, guarantees of the security of the DPRK, then we cannot do
without international guarantees.”
3

At the Vladivostok summit in April 2019, Kim made it clear to th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hat for him the lifting of sanctions was not a primary goal; it should
accompany trust-building, but not as a condition. The North from that moment on abstained from talking about sanctions relief, stating, “We can manage under sanctions,
the situation was much worse in the 1990s.” To be sure, sanctions relief would be welcomed, but North Koreans do not feel obliged to make some reciprocal concessions
in exchange

4

Xin Qiang -the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American Studies at Fudan University. He introduced the concept of CRID at the conference “The Ways to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held in Seoul, South Korea on November 28, 2018, hosted by the Sejong Institute and the Jeju Peace Institute.

6

“Joint statemen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ly 4, 2017,
https://www.mid.ru/ru/maps/cn//asset_publisher/WhKWb5DVBqKA/content/id/280766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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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메가리전과 서해-경기만 접경권 남북공동경제특구 조성 1
이정훈

이정훈
Junghoon LEE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Director, Center for Peace & Border Studi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I. 왜 한반도 메가리전, 남북공동경제특구인가? 2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이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인적자원과 자본이 집적되는 대도시권역을 지칭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의 공동번영의 중심이자 성장엔진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공간 범위는 남북한의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며, 그 중
서해-경기만·한강하구 연안권역을 중추지대로 설정하고자 한다(그림 1).

이정훈은 현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1999년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박사(사회경제지리학 전공)학위를 취
득하였다. 그는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대한지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기학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주요 저서는
<트윈시티모델에 기반한 남북한 접경지역 분석과 발전 전망>,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구상: 경기만 남북 초광역 도시경제권 비전과 전략
> 등이 있다.

<그림 >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안)

LEE Junghoon is working as a director of Peace and Border Studi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d a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Gyeonggi Studies. He graduated as Ph.D. in the field of socio-economic geograph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 director of
Research Planning Divisi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d a vice president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His major publication
is <The Korean Peninsula Mega Region : Vision and Strategy> etc.

자료 : 이정훈 외, 2020,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구상 : 경기만 남북 초광역 도시경제권, 경기연구원.

1

본 발표문은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구상 II : 서해-경기만 접경권 남북공동경제특구』
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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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메가리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20 DMZ포럼 특별세션의 발표와 경기연구원 보고서(한반도 메가리전 발전구상, 202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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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간 신뢰와 교류협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완성해가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메가리
전의 초기 단계로 접경지역에 ‘공동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남북 경제통합의 실험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주민의 삶의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베트남의 경우처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 사례와 같이 접경지역과 연안 등 국
가 중심지와 멀리 떨어진 곳을 택해 제한된 구역에 경제특구를 설정하고 외국투자와 기업을 유치하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조성 배경 및
주요 추진
경과

•북한은 1991년에 최초의 경제특구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하고 대외 개방
•개방한 이후 지금까지 큰 발전은 없음
•2010년 1월 라선특별시로 승격시키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을 개정
•2011년 북한과 중국은 협정을 맺고 ‘조·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 작성, 기본방향을 설정

•2002년 9월 중국의 홍콩-선전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신의주를 국제적 항구도시이자 21
세기 환경친화형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제6장 101조) 제정

육성 분야

•6대 산업 육성
•- 원자재공업(원유, 화학, 야금, 건재)
•- 장비공업(조선, 자동차, 선박수리)
•- 첨단기술산업(컴퓨터, 통신, 전기전자)
•- 경공업(농식품, 일용품, 피복)
•- 봉사업(물류, 관광)
•- 현대적 고효율 농업(새품종, 새장비 도입)
•4개지역에 배치
•- 나진 : 첨단기술, 장비제조, 창고보관, 물류, 피복, 식료가공 등
4대 공업단지 건설
•- 선봉: 장비제조, 원자재공업, 방직, 농수산물 가공
•- 웅상지역 : 목재가공단지
•- 굴포지역 : 고효율농업

•신의주 – 첨단기술산업, 무역, 관광, 금융, 보세가공
등을 결합한 복합경제개발구
•황금평·위화도 –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

주요 도입기능 및
인프라

•동아시아의 선진제조업기지, 물류중심, 관광중심으로 건설
•중계무역, 수출가공, 금융, 봉사 등 4대 기둥 중심 연해산업지대
•전력, 급수, 정보통신 등 기초인프라 추진
•훈춘-원정-나진 고속도로 추진, 원정교 완공(2012),중국 권하나진 철도 신설 추진
•공항 – 청진 심해리에 민용비행장 신설
•나진항 부두 확장(1선석 --> 4선석)
•선봉항 – 2천만톤 공업항
•웅상항 – 500만톤 목재, 석탄 전용항
•전력 : 단기 석탄발전소 건설, 중장기 – 풍력, 태양열 발전 연구

•금융, 상업, 호텔, 체육, 건강문화오락, 관광, 보건,
교육, 창고 및 물류, 부두
•압록강지역에 유원지 등 관광유람구 조성
•국제비행장, 국제항구, 도로망, 철도망 신규 건설
•최신정보기술산업구, 경쟁력있는 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 및 금융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가 배치되는 종합 경제구,
국제도시

북한이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설치한 국가급 경제특구는 나진선봉 자유경제지대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성공
단과 금강산 지구를 들 수 있다. 이 다섯 곳 모두 남북 혹은 북중 접경지대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과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
치를 추진하였다. 도로·철도 인프라, 전력, 원재료 등은 대부분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졌거나 그러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를 통해 볼 때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이루어질 첫 번째 단계의 사업은 접경지역에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II. 신의주, 라선 경제특구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 개방 및 경제특구 정책 방향
신의주, 황금평·위화도와 라선 경제특구 계획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아직 큰 진척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투자 유치에 관한 북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라선, 신의주, 개성공단 등 북한의 국가급 5대 경제특구는 모두 북중, 남북 접경지역에 있다.

<특구의 기능과 육성 분야>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원자재, 장비, 첨단기술, 경공업, 봉사업, 현대적 농업 등 6대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이 갖추고 있는 항구 인프라와 접경지대의 특장을 살려 국제물류 보세구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의 경우 첨단기술산업, 무역, 관광, 금융, 보세가공 등 복합경제개발구를 지향하고 있다. 압록강 하구의 입지를 살려 유원지 등 관광유람구
를 조성하고 창고 및 물류, 부두를 조성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은 라선 경제특구에는 물류와 원자재, 자동차 조선 등 장비관련 공업, 금속공업 등 중공업 중심의 전통산업과 항만물류 육성에 방
점을 두었다. 반면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에는 첨단기술, 관광, 금융, 무역 등 소프트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라선과 신의주
의 산업구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협력 대상지역의 입지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접경지역의 경제특구를 통해 식품, 현대화 농업 등 북한의 내수 산업과 IT 등 첨단기술 산업, 기계, 화학 등 국가기반산업, 관광, 마
이스 등 서비스 산업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특구를 통해 폐쇄 상태에서는 기술, 부품, 원재료 수급 등이 원활하지 못
해 침체되어 온 전통 제조업 부문과 IT,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수출 임가
공 중심의 경공업 위주였다는 점은 북한이 원하는 국가급 경제특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북한의 중앙급 경제특구는 종합형의 특수경
제지대를 지향한다.3

출처: 자료: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2011.5),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 『북한의 산업』(2015), KDB
산업은행, pp. 60~62에서 재인용. 외국문출판사, 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

<경제특구의 입지와 인프라>
항목

위치, 면적,
투자규모

나선경제무역지대
•함경북도 라선특별시
•면적 : 470㎢
•투자규모 : 100억달러 (약11.3조원)

신의주국제경제지대/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평안북도 신의주시 132㎢(40㎢)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도군
•- 황금평 14.49㎢
•- 위화도 38㎢

라진·선봉,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모두 강 하구와 연안을 품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곳은 북한 개혁과 개방의 실험실이
자 선도지역으로서 홍콩-선전을 모델로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입지여건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요소는 접경지역이
라는 특성과 중국, 러시아로 연결되는 교통로와 부동항 인프라이다. 또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투자설명서는 투자의 매력 중 하나로 국경
지대로서 지리적 위치를 꼽고 있다.
즉 북한이 두 경제특구의 입지 매력으로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은 국경지역으로서 대외접근성, 도로, 철도, 교량, 항구, 공항 등 인
프라이다. 이러한 여건이 제조업과 물류, 금융, 관광 등의 산업 육성에 적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내륙으로 연결하는 교통로가 부
족하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특구를 설치한다면 단거리의 도로, 철도선 연결만으로도 특구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
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

리명숙, 2019, 경제개발구의 중요 특징과 개발 비용, 김일성대학 논문집.

114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115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특별세션 Ⅱ Plenary Session Ⅱ

특별세션 Ⅱ Plenary Session Ⅱ

III. 남북통합과 공동번영의 실험장, 서해경기만 접경권 남북공동경제특구

이러한 입지 조건에 입각하여 기존의 파주-개성공단축에서 확장하는 방안, 김포-개풍축, 강화-연안-강령-해주축 등 3개 축을 특구의 주
요 후보지로 설정할 수 있다.

남북공동경제특구는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교역과 투자의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한의 일정한 구역을 산업 및
관광단지, 국제도시로 개발하여 통합의 실험장이자 공동 번영을 위한 성장엔진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공동경제특구는 남과 북의 기업, 노동력, 자본, 기술, 토지가 투입되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남북한 혹은 외국에 판매하는 공간이
다. 남과 북은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강화와 같은 근본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구의 육성 산업과 도입 기능>
신의주와 라선 경제특구 사례와 서해 경기만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토대로 남북공동경제특구 육성 업종의 후보로 다음과 같은 산업을 들
수 있다.

<특구 조성의 기본 방향>

첫째, 서해-경기만 연안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활용한 산업으로 농식품, 바이오, 해양수산업, 광물금속산업

남북공동경제특구의 성공 방정식은 남북한이 서로 원하는 투자와 협력이 되어야 한다. 북한 정부는 특구 조성의 체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
소화하되, 폐쇄경제로 인해 공급체인과 기술혁신, 자본의 축적이 원활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것
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모델보다는 북한의 산업생태계와 연결성이 더욱 강화된 형태의 투자와 기업의 유치를 원할 것이다. 특구의 생산과
정에서 북한의 기업이 생산하는 원자재와 중간재 활용을 높이는 것과 특구의 생산품이 북한의 부족한 생산물자, 중간재의 공급체인을 보
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희망할 것이다. 또 특구를 북한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통로로 삼아 북의 산업 발전 촉진을 원할 것이다. 그러
므로 전통산업 분야뿐만아니라 ICT, 바이오 등 첨단기술산업과 관광, 물류, 농업도 유치 희망 업종에 포함될 수 있다. 또 북한 근로자의 소
득 증대에 남북공동경제특구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한국의 기업은 남북공동경제특구가 양호한 기업활동 여건을 갖춘다면 입주하고자 할 것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적은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
은 매우 큰 장점이다. 아울러 토지 등 비용의 절감, 북한 시장 진출 기회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것이다. 4경제특구 운영에 필요한 도
로, 항구 및 항만, 철도 등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하고 연계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일부 시설은 새로 구축하고, 일부는 남측의 시설이나 설비
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과 달리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특구의 운영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책이 필요하다.5

<특구의 미래 모습과 ‘분단으로부터의 회복’ 관점의 견지>
접경지역의 남북공동경제특구는 어떠한 모습과 역할을 할 것인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분단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접경지역은 어떻
게 되어 있을 것인가?”를 상상하고 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토대로 남북간 체제의 차이가 엄연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한적 공간에
남북교류의 관문도시와 산업지구, 관광 및 물류지구를 만들고 경제특구로 지정하게 될 것이다. 한강하구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통행할 것
이고,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 위로 차량이 통행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간에 형성된 습지와 조류의 공간을 해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IT, CT, 전기·전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산업
넷째, 북한 입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섬유, 의류, 피혁 등 경공업과 기계, 장비 등 평양대도시권 주변의 전통제조업
다섯째, 특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물류, 해운 산업
여섯째, 글로벌 도시 및 비즈니스 지원시설로서 금융, 법률, 회계, 관광, 유통, 마이스 산업
남북공동경제특구의 상징 부문은 해양바이오, IT 등의 첨단기술과 지역자원, 인력을 결합시키는 신산업, 생태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과 동북아로 연결되는 물류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이익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구의 면적과 인구 규모>
특구의 규모는 최소한 개성공단과 같이 생산단지로서의 역할만을 부여하는 경우 100만평~300만평(3.3㎢~10㎢)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
나 남북접경지역의 주요 특구는 생산기능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특구에는 생산
기능에 더하여 금융, 서비스, 관광, 유통, 물류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특구를 글로벌 복합도시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1천만평(33㎢)~2천만평(66㎢) 정도의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에는 생산, 주거, 교통, 물류, 공원, 여가 등의 복합적 기능
이 형성될 것이다. 관련 사례로 북중 접경지역의 황금평·위화도의 면적이 23.7㎢이며,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의 면적이 66㎢이다. 도시 단
위의 경제특구 규모는 훨씬 커서 라선경제무역지대가 470㎢, 신의주 국제경제지대가 132㎢에 이른다.
도시에 수용되는 인구는 초기 5만 명 정도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10만명 이상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특구의 노동력은 당국의 결정
에 따라 평양권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구의 입지조건>
남북공동경제특구의 입지 조건은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남북 접경지역에 근접하는 것이 좋다. 신의주, 라선, 개성 등의 입지 원리와 유사하다.
둘째, 한강하구와 경기만이 갖는 한반도의 관문으로서 지정학적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 유리하다. 연안과 하구의 자연환경과 수상
교통입지, 지리적 환경의 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셋째, 남과 북을 연결하는 관문적 위치에 입지해야 한다. 남북공동경제특구는 단지 생산단지로서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교류 거점이자 관
문의 역할을 한다.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 교통망과 항구, 공항 등이 특구와 연결될 것이다.
넷째, 습지 등 보전해야 할 생태우수지역과 특구간에 완충지대를 둠으로써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4

이현주 외, 2019,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5

이현주, 2019, 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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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를 상징하는 브랜드 컨셉 : 동북아 통합 그린&디지털 시티>
서해-경기만 접경 남북공동경제특구의 브랜드 컨셉은 동북아 통합 그린&디지털 시티로 설정할 수 있다. 특구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관문인 한강하구-경기만 연안에 입지하고 있어 한반도 메가리전의 중핵지대이다. 이는 남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북한의 시
장경제 개방의 선도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서해경기만 남북공동경제특구의 지정학은 동북아의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고 통
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남북공동경제특구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상에 걸맞게 시대정신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시대정신의 핵심은 그린&디지털로 설정할 수 있다.
생태친화적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도시를 운영하고, 잘 보호된 생태공원과 도시가 공존해야 한다. 전기차 등의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도 중요하다. 친환경모빌리티는 디지털 시티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하다. 아울러 특구에 디지털 기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관리, 이동, 냉난방, 보안 등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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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남북공동경제특구 실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과 기대효과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West Sea-Gyeonggi Bay Border Area 1

<준비해야 할 일>
남북공동경제특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도 많고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Junghoon LEE

첫째, 남북공동경제특구와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구의 배후 대도시, 공항, 항만 등 필수 기간 인프라
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철도, 교량, 수상교통·물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과 용수 등 도시 및 산업단지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구 주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둘째, 남과 북의 국경 관문에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 및 통관 절차를 담당할 CIQ를 설치한다. 이 경우 현재 개성공단 출입국 절차에 군이 개
입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행정적 차원에서의 출입국 및 통관절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구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실정법과는 다른 차원의 특구법을 제정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별
도의 행정 및 거버넌스 기구를 두어야 한다.
넷째, 특구 조성에서 남북한만이 아닌 미, 중, 러, 일 등 동북아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참여하는 ‘국제도시’로 추진한다.

Director, Center for Peace & Border Studi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I. Why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and the Joint Special Economic Zone? 2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refers to a large metropolitan area where human resources and capital are concentrated and the
two Koreas share infrastructure and close economic ties. This mega-region would operate as a hub for South-North joint prosperity
and a growth engine for both economies. It would encompass the metropolitan areas of both Koreas and their border region, and the
West Sea-Gyeonggi Bay border area/Han River estuary should serve as the pivotal center of the mega-region (Diagram 1).

다섯째, 특구의 운영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글로벌 협력지대로서 문화적 토양을 함양하기 위해 특구지
역의 문화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생긴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섯째, 이 모든 준비사항에 대해 남과 북이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서 서로의 생각과 계획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의 장에서 남북공동 번영의 아젠더를 공
유하는 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대효과>
남북공동경제특구는 남북간 경제통합의 실험모델이자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중국의 선전과 홍콩의 경제협력 실험이 중국
개혁개방에 선도적 역할을 했듯이 남북공동경제특구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통합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접경지역의 남북공동경제특구와 한반도 메가리전은 궁극적으로 통합된 한반도의 신정장엔진이 될 것이다. 남한의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
하고 북한의 산업 경제의 새로운 순환고리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북의 협력이 실제 어느 정도 시너지와 효과를 낼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이
남북통합 신성장엔진으로 작동할 경우 현재 남한 전체 GDP 규모에 필적하는 뉴욕 대도시권, 웨강아오(광동-홍콩-마카오) 메가리전과 어
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핵으로서 세계적 메가리전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Source: Jeonghoon Lee et al., 2020, Korean Peninsula Mega-Region Proposal: Gyeonggi Bay Area Urban Economic Zon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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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is paper is a reproduction based o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Proposal II: West Sea-Gyeonggi Bay Border Ar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currently
in joint development by the Northern Region Research Center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d outside experts from universities and other research institutes.

2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please refer to the paper from the special session at the 2020 DMZ Forum and the report released by
Gyeonggi Research Institut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Propos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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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is a long-term project that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continued mutual trus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desirable to designate a pilot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border area as a starting point. It is also critical that the North transforms itself into a market economy,
much like China and Vietnam,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its residents. To this end, the North is now pushing ahead with
an initiative to set up a special economic zone farther away from the central part of the nation, such as in its border and bay area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companies, in an attempt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China.
Existing state-level special economic zones established by the North in an aim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clude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Zone (or simply Rason Special Economic Zone),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Hwanggumpyong-Wihwado
Special Economic Zone, Kaesong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All five of these are located near its borders with
either South Korea or China, and investments were mainly attracted from Chinese and South Korean companies. Most of the road/
railway infrastructure, power, and raw materials are currently being, or will be, supplied by China or Korea.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first step to be taken alongside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establishing a special economic zone jointly run
by the two Koreas in the border area.

특별세션 Ⅱ Plenary Session Ⅱ
Categories

•Rason-si, North Hamgyong Province
•Area: 470㎢
•Investment: USD 10bn (approx. KRW 11.3tr)

•Shinuiju-si, North Pyongan Province 132㎢ (40㎢)
•Shindo-gun, Shinuiju-si, North Pyongan Province
•- Hwanggumpyong: 14.49㎢
•- Wihwado: 38㎢

Reason for
Establishment and
Progress

•Declared R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as its first special
economic zone in 1991 and opened it up to the rest of the world
•Not much progress after opening up
•Promoted in Jan. 2010 as Rasun Special City and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ct amended
•Signed an agreement with China in 2011, drafted the “Outline of the NKChina Comprehensive Plan for Joint Development of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Hwanggumpyong Economic Zone,” and set the basic future
direction

•Designated Shinuiju as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Sep. 2002 with an aim to develop the area
into an international port city and a 21C eco-friendly
city that combines the advantages of the Hong
Kong and Shenzhen SEZs
•Enacted the Shinu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Basic Act (Chapter 6, Article 101)

Promoted Industries

•Promotes 6 major industries
•- Raw materials (crude oil, chemicals, metallurgy, dry materials)
•- Equipment (shipbuilding, automaking, ship repair)
•- High-tech (computers, telecom, E&E)
•- Light industries (agriculture & food, daily supplies, clothing)
•- Services (logistics, tourism)
•- Modern high-efficiency agriculture (new cultivars, introduction of new
equipment)
•Stationed in four regions
•- Rajin: construction of the four major industrial complexes encompassing
high-tech, equipment manufacturing, warehouse storage, logistics,
clothing, food processing, etc.
•- Sonbong: equipment manufacturing, raw materials, textile, agriculture &
food processing
•- Woongsang: woodworking complex
•- Gulpo: high-efficiency agriculture

•Shinuiju: comprehensive economic development
zone combining high-tech, trade, tourism, finance,
bonded processing, etc.
•Hwanggumpyong-Wihwado: IT, light industries,
agriculture, commerce, tourism

Major Functions
and Infrastructure
Introduced

•Develop into East Asia’s advanced manufacturing base and hub for logistics
and tourism
•Coastal industrial zone based on four pillars of intermediary trade, export
processing, finance, and services
•Plans to build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power, water supply, IT, etc.
•Plans to construct Hunchun-Wonjeong-Rajin expressway and Quanhe-Rajin
railways, Wonjeong Bridge completed (2012)
•Airport: constructon of civil airfield in Shimhaeli, Cheongjin
•Expansion of Najin pier (1 berth -> 4 berths)
•Sonbong port – industrial port with cap. of 20mT
•Woongsang port – exclusively used for wood and coal with cap. of 5mT
•Power: construction of coal-fired power station (short-term), research into
wind and solar energy generation (mid- to long-term)

•Finance, commerce, hotels, sports, culture/leisure,
tourism, healthcare, education, warehouse and
logistics, docks
•Build tourist attractions such as amusement parks
near the Yalu River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airfields, ports, and
road and railway networks
•Industrial zone for cutting-edge IT, manufacturing
zone with competitive edge, logistics zone, trade
and finance zone, public service zone, tourism zone,
comprehensive economic zone with bonded port,
international city

Location, Area,
Investment

II. North Korea’s Policy Direction as to Its Economic Opening and Special Economic Zones from the
Perspective of Shinuiju and Rason Special Economic Zones
While no significant progress is seen when examining the plans and implementation of the Shinuiju, Hwanggumpyong-Wihwado, and Rason
Special Economic Zones, they still offer a glimpse of the North’s stance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ll five state-level special economic
zones of North Korea, including Rason, Shinuiju, and the Kaesong Complex, are located in its border areas with the South or China.

<Functions of and Supported Industries in Special Economic Zones>
As shown in Table 1 below,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is designed to support and foster six industries, i.e., raw materials,
equipment, high-tech, light industries, services, and modern agriculture. The North also plans to develop this zone into an international
logistics bonded area, leveraging both its location in the border area and the existing port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Sh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aims to become a complex economic development zone with a focus on high-tech, trade,
tourism, finance, and bonded processing industries. Utilizing the locational advantage of being near the Yalu River estuary, the North
plans to create tourist attractions such as amusement parks as well as logistics facilities and docks.
While the North designated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to nurture port logistics industries and more traditional industries
like logistics, raw materials, equipment-related manufacturing (automaking and shipbuilding), and metal and heavy industries, it
designated the Sh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to focus on softer industries, i.e., high-tech, tourism, finance, and trade.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North has accounted for an array of factors, including Rason and Shinuiju’s industrial structures,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bordering partners such as China and Russia, etc.
Through these special economic zones in its border areas, the North seeks to attract investment in its domestic industries such as food,
modern agriculture, etc.; fundamental industries such as machinery and chemicals; and service industries like tourism and MICE. This
implies that the North aims to nurture both new industries, including IT and bio-tech, as well as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have been stagnant due to the intermittent supply of technology, parts, and raw materials under its closed economy. The
Kaesong Complex was not exactly the state-level special economic zone the North envisioned, as most of its tenant companies dealt
with toll processing for exports and were classified as light industries. The North’s centrally planned economic zones aim to become
more comprehensive special economic zones.3

3

Sh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
Hwanggumpyong-Wihwado Special Economic Zon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Source: Subcommittee on Planning of the NK-China Joint Guidance Committee (May, 2011), Comprehensive Plan on Joint Development of
NK-China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Hwanggumpyong Economic Zone, North Korea’s Industries (2015), KDB, reproduced from p.
60~62.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2018, Major Economic Zones of DPRK.

<Location and Infrastructure of Special Economic Zones>
Rajin-Sonbong, Shinuiju, and Hwanggumpyong-Wihwado are all located in border areas along river estuaries and coasts. These areas,
benchmarking the Hong Kong-Shenzhen model, serve as testbeds for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touted by North Korea are its location in the border area, its transportation routes that lead to

Myeongsook Lee, 2019, Main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Costs for Economic Development Zones, Kim Il-Sung Univers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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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and Russia, and its ice-free port infrastructure. The prospectus for the Sh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also highlights its
geographical location as its core selling point.

<Future of the SEZ from the Perspective of “Recovery from Division”>

As such, North Korea is emphasizing as the core selling point for both special economic zones their locational advantages: easy access
to the outside world thanks to border area location as well as developed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railways, bridges, ports, and
airports. The North is stressing that such conditions make the zones a perfect fit for nurturing industries like manufacturing, logistics,
finance, and tourism. Since adequate transportation routes to the inner regions of North Korea are scarce, it seems that the North has
accounted for the fact that if it establishes special zones in its border areas with China and Russia, it can operate such zones by simply
constructing short-length roads and railways to the inner cities.

What would the South-North Joint Economic Special Zone located in the border region look like? What role would it play? We can
envision the most natural form by imagining and recreating what the border area would have looked like if Korea were never divided.
With this in mind, and considering the stark differences in the systems of the two Koreas, the SEZ will likely be a confined area
designated as a special economic zone that encompasses a gateway city for the exchanges of the two Koreas and an industrial zone
as well as a tourism and logistics zone. Within the Han River estuary, we will see both large and small ships and vehicles crossing over
the bridge that links the two Koreas. One thing to keep in mind, however, is that we must devise a method to maintain a certain buffer
distance from wetlands and the algae ecosystem so we do not put them at risk.

III.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West Sea-Gyeonggi Bay Border Area as a Testbed for
Inter-Korean Integration and Joint Prosperity

<Locational Conditions of the SEZ>

The aim of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is to create a joint testbed and a growth engine for joint prosperity via
developing areas of the two Koreas into an industrial and tourism complex as well as an international city in order to resolve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rade and investment exchanges are suspended due to the two Korea’s disparate systems.

First, proximity to the inter-Korean border is desirable as with Shinuiju, Rason, Kaesong, etc.;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is an area where the companies, workforce, capital, technologies, and land of both
Koreas are invested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to be sold within the Koreas or overseas. The two Koreas can create added value
and jobs, while also strengthening their fundamental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reater corporate competitiveness.

<Basic Direction Forward for Creating the SEZ>
The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is SEZ is a form of investment and cooperation that will satisfy both Koreas. The North would
want to minimize the risk of creating an SEZ system, while also hoping it would substantially help in overcoming its current economic
situation where its supply chain, technological advances, and capital accumulation have all ground to a halt due to its closed economy.
It would therefore prefer a form of investment and tenant companies that have a stronger link to its industrial ecosystem over the form
of the Kaesong Complex model. It would also hope to increase the use of raw materials and intermediate goods produced by North
Korean companies within the production process in the SEZ, while also expecting the goods produced in the SEZ to complement
North Korea’s weak supply chain for products and intermediate goods. The North would also want to utilize the SEZ as a window for
introducing new technologies to promote its industrial development. In this sense, the North might also include not only traditional
industries but also high-tech industries like ICT and bio-tech, as well as tourism, logistics, and agriculture, in the industries it would like
to support. The SEZ would also serve a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increase the income of North Korean workers.
South Korean companies would be willing to join if the SEZ has an environment conducive to business. Being able to utilize quality
labor at a low cost is definitely a major advantage, while the cost savings from cheaper land as well as the chance to tap into the North
Korean market would also be important factors.4 Another important consideration is how the infrastructure required for the SEZ, such
as roads, ports, harbors, and railways, would be built and linked together. While some facilities would be newly built, existing South
Korean facilities or infrastructure would most likely be put to use. What is most critical is that there is a guarantee, unlike with the case
of the Kaesong Complex, that the operation of the zone will not be jeopardized by changing inter-Korean relations.5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can be listed as below:

Second, regions near the Han River estuary and Gyeonggi Province are desirable as their geopolitical advantages as the Peninsula’s
gateway can be leveraged;
Third, it should be located in a gateway connecting the two Koreas. The SEZ goes beyond simply being a production site and must
serve as a hub and gateway of exchanges between the two Koreas. Artery roads connecting the two Koreas as well as ports and
airports will be connected to the SEZ;
Last, the impact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hould be minimized by having buffer zones between the SEZ and ecological
hotspots like wetlands.
Under such conditions, we can shortlist three axes as potential locations for the SEZ: the expanded area encompassing the PajuKaesong Complex axis, Gimpo-Gaepung axis, and Ganghwa-Yeonan-Gangryeong-Haeju axis.

<Supported Industries and Introduced Functions>
Based on the cases of the Shinuiju and Rason SEZs and the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West Sea-Gyeonggi Bay border area, the
following industries can be deemed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supported industries at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First, agriculture & food, bio-tech, marine fisheries, and metallurgy, all of which leverage the local environment and resources of the
West Sea-Gyeonggi Bay border area;
Second, sectors related to new and renewable energy;
Third, strategic high-tech industr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IT, CT, electricity & electronics, and bio-tech;
Fourth, light industries including textiles, clothing, and leather, where North Korea has a competitive edge, and tradit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near the Pyongyang metropolitan area;
Fifth, logistics and shipping industries, which can strengthen the SEZ’s international network;
Last, industries to support the global city and its businesses, such as finance, legal services, accounting, tourism, distribution, and

4 H
 yunjoo Lee et al.,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 for the Realization of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Focus on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5

Hyunjoo Lee, 2019, a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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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be drafted. While utilizing the surrounding infrastructure to the fullest, the limitations of such existing infrastructure should be
addressed with a new plan.

It is most likely that the SEZ’s flagship industries will be new industries that combine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marine biotech and IT, with local workforce and resources; the tourism industry leveraging the area’s ecology and cultural assets; and the logistics
industry as it is a gateway to Northeast Asia. By fully utilizing these industries, the two Koreas will be able to pursue common interests
and joint prosperity.

<Size and Population of the SEZ>
If the SEZ serves only as a production complex, it needs to be around 3.3㎢ to 10㎢, much like the Kaesong Complex. However, such a
major SEZ located in the inter-Korean border area should go beyond merely functioning as a production site to serve as a gateway city
connecting the two Koreas. As such, this SEZ requires, beyond the necessary space for production facilities, areas for various business
services such as finance, services, tourism, distribution, and logistics as well as residential areas. To truly nurture this SEZ into a “global
complex city”, an area of 33㎢ to 66㎢ would be needed. Various functions like production, housing, transportation, logistics, parks,
and leisure complexes will be provided by the SEZ. For reference, the Hwanggumpyong-Wihwado zone in the North-China border
has an area of 23.7㎢, and the Mount Kumgang International Special Tourism Zone is 66㎢. The sizes of city-level SEZs are much larger,
with Rason at 470㎢ and Shinuiju at 132㎢.
A reasonable population for the SEZ is projected to be around 50,000 in its initial stage and over 100,000 in the mid- to long-term. The
workforce for the SEZ could be supplied from Pyongyang or other regions, following the related decision by the authorities.

<Brand Concept for the SEZ: Northeast Asia Integrated Green & Digital City>
We can establish the brand concept for the SEZ as the Northeast Asia Integrated Green & Digital City. The SEZ is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as it centers around the Gyeonggi Bay area and the Han River estuary which is the gateway to East
Asia. The SEZ will therefore serve the roles of the South’s new growth engine and the North’s testbed for transformation into a market
economy. The geopolitical advantages of the West Sea-Gyeonggi Bay area allows the SEZ to link and integrate the major economies
of Northeast Asia.
Leveraging such geopolitical advantages, it is important that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captures the zeitgeist
of the current times. The keywords of the current zeitgeist are “green” and “digital”. To pursue eco-friendly urban development, the
city needs to be powered by new and renewable energy, while coexisting with a well-protected ecological park. The introduction of
eco-friendly mobility, such as electric vehicles, is also critical. Eco-friendly mobility is a core infrastructure that serves as a foundation
for both a Green City and a Digital City. A digital-based oper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create a smart city model that
encompasses energy management, mobility, heating/cooling, and security.

Second, a fast and convenient CIQ to cover immigration and customs processes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inter-Korean border
gates. Unlike the Kaesong Complex, where there is military involvement in the immigration system, this SEZ should institutionalize
the CIQ on an administrative level.
Third, an SEZ act that is separate from the positive laws of the two Koreas should be enacted and enforced for the SEZ to operate
smoothly. A separate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body to enact and enforce the act should be put in place.
Fourth, the SEZ should be developed into an “international city” where not only the two Koreas but also major stakeholder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jointly invest and participate.
Fifth, a talent-cultivation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enhance SEZ operation and business competitiveness. Other related
suggestions include operating a cultural integration program at the SEZ to cultivate cultural understanding in the global cooperation
zone and introducing a program that can help resolve cultural clashes that may naturally arise due to the division.
Last, it is necessary for the two Koreas to first sit down face-to-face to share their ideas and plans for such preparations in order to
move forward together. To this end, the resolution of the NK nuclear issue may be a prerequisite. It might also be possible for the two
Koreas to share their ideas on the agenda of Inter-Korean joint prosperity when they meet to discuss and resolve the nuclear issue.

<Expected Effects>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will serve as a pilot model and an outpost for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The SEZ model will ultimately pave the way for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just as the Shenzhen-Hong Kong pilot test for
economic cooperation played a major role in China’s reform and opening.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border area and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will ultimately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for an integrated Korean Peninsula. It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the joint prosperity of the two Koreas via
strengthening the South’s engine for economic growth and creating a new cycle for the North’s industrial economy.
Last but not least,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level of synergy and effects of such cooperation should be conducted. I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functions as a new growth engine for an integrated Korea, it has the potential to grow into a global megaregion and the cor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circle, boasting an economic size equal to South Korea’s total GDP and economic
power equal to that of the NYC metropolitan area as well as that of the Greater Bay Area (Guangdong-Hong Kong-Macau).

IV. What to Prepare to Create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nd Its Expected Effects
<What to Prepare>
There are many obstacles to overcome and agenda items to prepare in order to realize this plan for the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First, a transportation/logistics infrastructure connecting the SEZ should be constructed. It is necessary to build expressways, railways,
bridges, water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s that link to the core and fundamental infrastructure, i.e. airports and ports, of the
major cities that support the SEZ. A plan to supply resources, such as power and water, to the city and the industrial complex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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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연계 친환경 연안해운 시스템 구축 가능성
이성우

이성우
Sung-Woo LE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장
Director General,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이성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장으로 현재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 겸임교수
겸 한국항만경제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등 다수 부처의 정책자문으로 하고 있다. 이외
100여편의 국영문 논문과 20여편의 국영문 저서가 있다.

LEE Sung-Woo is a director general at the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He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governmental projects, many of which are associated with shipping management, dry port planning, FTZ plan and management, and
port logistics park development. He was previously affiliated with the Centre of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 as a visiting professor. His interests include managerial and strategic aspects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maritime transport, making business model based on SCM, possibility of Arctic logistics system, port competition system in N.E. Asia
and port-city interaction and globalization. He is a member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Economists and also an advisor
for MOF, MLT, MOU, MOFA, MOTIE and so on. Recently, He has published over 20 books and wrote 100 Korean/English articles for
prominent journals in field of logistics industry.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장

최근 국제정세는 과거 이념으로 대립하던 형태에서 경제, 환경, 기술이라는 요소까지 들어오면서 복잡한 형태로 합종연횡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거 이념으로 연결되었던 북·중·러 동맹과 한·미·일 동맹의 대립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대립구도는 미국과 중국
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인도 등이 견제를 하고 이에 중국이 러시아, 이란까지 끌어들
이는 대규모 전선을 형성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한·미·일 동맹과 한·중관계의 중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
져 있는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미·중이 대립하는 전선 중 하나가 한반도이고 이러한
대립이 심해지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전면 봉쇄 제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북제재가 심화될수록 북한이 중국의 우산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점진적인 개방 유도가 필요할 듯해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북한을 설득하고 주변국의 이해를 구해야 하고 한편, 내부적으로 보수와 진보간의 갈
등을 어떻게 상호 이해시키는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한 제재해제와 개방의 논의보다 환경과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되고 북한의 환경개선과 개방을 동
시에 도모할 시작점을 찾아봐야 할 때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통한 연안해운시스템 구축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심
화, 수도권 교통체증과 사고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선 시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를 기반으로 북한의 경기만, 한강하구, 해주물류거점을 포함한 지역을 연안해운물류체계를 매개로 새로운 환경과 기술협력 공간으로 마
련하여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의 위기사항은 그대로인데 글로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과거 경제성장을 희생하던 환경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부상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기반의 새로운 성장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은 이
러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 좁은 공간의 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엄청난 지가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 심각한 교통체증,
교통사고 증가, 교통물류관련 용지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 수도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트럭 등에 대한 전환과 통행금지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시적인 환경 개선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마르코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육상 트럭들을 대신하여 철로와 수운으로 교통·물류수단 전환(Modal shift)을 하여 획기적인 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해당 프로그램은 트럭의 철도 이전으로 195억 tkm, 단거리 해상수송으로 148억 tkm 절감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철로(1936천
톤)와 수운(885톤)을 통해 획기적으로 절감했으며 경제가치로 환산할 경우 대략 463억~890억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대
기오염에 대한 부분이며, 교통사고,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
한 연안해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고 특히 과밀화된 수도권의 문제를 한강하구와 경인운하를 통해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
다. 용량과 기능적으로 제한된 경인운하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한강하구의 경우 남북의 합의만 있을 경우 수도권의 새로운 물류체계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친환경 물류체계는 디지털 기술과 접목을 통해 더 발전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거나 상용화
하고자 하는 기술들의 연결 또한 가능하다.
한강하구 이용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한강하구를 통해 북한
해주항의 기능 제고가 가능하고 예성강 하류와 한강 하류가 연결되는 곳에 새로운 항만과 철도 연결을 통한 개성공단과 서해남북공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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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등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만의 친환경 물류체계가 아니라 남북 접경지역 전체의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경제성장 역시 환경오염 유발형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흐름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필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수도권과 연접한 한강하구 지역에 필수적으로 고려해
야 할 요인이다. 그러기에 한강하구와 경기만을 활용한 남북한의 새로운 협력방향과 이와 연계된 항만도시 기반 서해경제특구 마련이 필
요하고 이 사업의 시작점으로 부산과 한강하구를 연결하는 친환경해운물류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통한 연안운송 재개는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물류거점을 연결하고 우리나라 인천, 평택항 등과 연결을 통한 친환경 물류체계
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개성공단과 해주물류거점 이용을 통해 북한의 대외무역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인천과 해주를 묶어 덴
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의 말뫼항 사례처럼 남북공동항만공사를 설립하여 공동관리를 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수 있다. 한편, 한강하구 공
동이용을 통한 연안 해송은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오고가는 수출입 물동량을 연안으로 분산시켜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오염 개선, 교통
체증과 물류용지 부족 완화로 수도권 과밀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환경오염 유발형, 인건비 의존형 산업에서 벗어
나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국토환경 개선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내륙철도와 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로 인한 중
국 종속형 경제구조를 한강하구의 항만들을 이용한 개방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메가리전 개념으로 우리나
라 수도권의 경제, 환경, 기술적 효과의 스필오버(spill over)를 통해 북한지역 메가리전의 지속가능한 고속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는 북한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물류체
계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한반도를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북한의 경제성장과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연결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한강하구를 이용한 공생방안을 제안하였다. 단순히 철도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과 철도를 동시에 연결하는 해륙복합
물류체계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주변지역으로 경제발전이 확산해 나가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남
북한이 자유롭게 오고갈 시점에 남북한이 유사한 수준으로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이 중국 종속형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라는 대외
여건 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호적인 대외여건만 조성된다고 해서 취약국가로 분류되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발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여기에는 그 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제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
드는 혜안에 기초한 대북정책,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용과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역은 물류 인프
라를 기반으로 한다. 과거 남북교역의 경우 개성공단은 도로, 이외 내륙지역은 항만을 통해 물자가 운송되었고 북중무역은 도로를 중심으
로 물자가 오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구상은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 연결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발전전략 상 우리나라나 중국의 사례
에서 보듯이 철도·도로는 항만과의 병행 발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북한의 수출지향 산업화와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 확대에서 항만 개발과
해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조합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운·항만을 통한 바닷길 회복차원에서 한강하구를 활용한 남북 친환경 연안해운시스
템 구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세션 Ⅱ Plenary Session Ⅱ

Potential Construction of
a Green Coastal Shipping System Linking the Han River Estuary
Sung-Woo LEE
Director General,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Recently, the global political landscape has been underpinned by the formation of more complicated and multifaceted alliances
based on the elements of economy, environment, and technology in addition to ideological segregation. Coupled with such shif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fissure marking deep ideological polarization ―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n one bloc and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n the other ― is showing signs of rearing its head. In particular, a series of recent confrontations between
two competing superpowers, the U.S. and China, is beginning to echo throughout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gion. China,
in the face of a strong bulwark forged between the U.S., Japan, India, and other countries to hold its expansionism in check, might
launch a large-scale front to counter their pressure through its rapprochement with Russia and even Iran. Meanwhile, South Korea is
agonizing over its future direction, stuck between its trilateral alliance with the U.S. and Japan and its relations with China.
Against this backdrop, the two Koreas are left with only limited options, the consequences of which are difficult to predict.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several fronts where Washington and Beijing are at odds. If the tensions between the two parties continue to heat
up, achieving peace on the Peninsula may become a far-flung dream. The current full-scale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may
need to be reviewed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With the recognition that imposing increasingly tight sanctions would
only end up driving Pyongyang under Beijing’s nuclear umbrella, it seem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ke efforts
to induce the North’s gradual opening. At this juncture, South Korea should persuade North Korea to open itself up and seek the
understanding of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premise of peace, while also striving to come up with ideas to reconcile conflicting
views and tensions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side the country.
In this respect, now is the time to explore and specify where to initiate the process that will encourage the North to improve its quality
of environment and open itself up, while also benefiting the South from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perspectives, rather than
simply engage in discussions on sanctions-lifting and economic openness. The coastal shipping system through the shared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delineated in this paper can be first introduced as a solution to South Korea’s problems such as worsening air
pollution, traffic congestion, and increased traffic accid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do this requires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will lay the groundwork for the creation of a new space of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uilt
upon a coastal shipping transport system connecting several areas, including Gyeonggi Bay,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logistics
hub of Haeju in the North. In this paper, these measures will be discussed as ways to further economic growth.
As mentioned above, the crisis on the Peninsula continues unabated amid the seismic shifts that are rapidly altering the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landscape. A renewed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environment is emerging, which previously only came
at the expense of economic growth, and digital transformation is being rolled out around the world as a new engine of growth. At
the center of many of these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s lie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home to
50% of South Korea's total population. This densely populated area suffers from various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severe traffic
congestion, increased traffic accidents, and a shortage of space for logistics facilities as well as skyrocketing land prices. Under the
aim of improving air quality in the area, aggressive policy measures such as traffic restrictions on older trucks and incentives for their
early scrapping have been put into practice, but with few tangible outcomes. On the other hand, Europe launched the Marco P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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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n the early 2000s to fund a modal shift of road freight to rail and waterways, which has led to dramatic improvements in air
quality and emissions.

connecting railroads, and the system’s economic spillover effects on the surrounding areas. The system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shared homeland space for both the South and North when the latter achieves stable
economic growth and people and products come and go freely between them. Meanwhile, on the international front, resolving
Pyongyang’s nuclear program issue and easing or lifting the sanctions imposed on it are the preconditions to inducing its shift away
from economic dependence on Beijing. However, creating favorable external conditions cannot guarantee that the North, currently
branded a fragile state, will become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requires a critical review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uggestion of alternatives and insightful policies, and the North’s acceptance and
determination. Foreign trade, an integral part of the North’s economy, relies on logistics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inter-Korean
trade, goods were transported via road for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or via port for other inland areas, while road freight
is the main mode of North Korea-China trade. However, Seoul’s current transport initiative focuses on restoring the disconnected
inter-Korean railroad. As is eviden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of South Korea and China, railroads and roads should
be developed in parallel with ports. In particular, developing ports and sea transport is inextricably tied with North Kore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and progressive opening through special economic zones. In this sense, a careful and thorough review
must be made on the establishment of a green coastal shipping system leveraging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reby recovering
inter-Korean seaways through sea transport and ports.

The program has led to the replacement of 19.5 billion tonne–kilometers (btkm) and 14.8 btkm of road freight transport to rail and
short sea shipping, respectively. With this, CO2 emissions have been drastically reduced through railroad (1,936,000 tonnes) and
maritime (885,000tonnes) transport, which corresponds to approximately KRW 46.3－89.0 billion in monetary value. These benefits
only include the impact on air quality, without considering the effects on reducing traffic accidents or congestion.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reconsider the adoption of a coastal shipping system, which was halted due to its low economic feasibility, in particular
shedding a renewed light on th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Gyeongin Ara Waterway as a solution to logistics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Han River estuary, which would provide a greater economic ripple effect than the Gyeongin Ara
Waterway of limited capacity and utility, can accommodate a new logistics system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f an agreement is
arranged between the two Koreas. In addition, as ongoing green logistics innovation is evolving further through embracing digital
technology, the system could be connected to the technologies that South Korea is currently developing or ready to commercialize.
Leveraging the Han River estuary will both improve air qual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This will make it possible to enhance the utility of Haeju Port in the North and construct new
port and railway infrastructure along the estuaries of the Yeseong River and Han River, which will pave the way for the developmen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a west coast joint special economic zone envisioned i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The creation of an eco-friendly logistics system encompassing the inter-Korean border region, not only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ll enable the North to promote a form of economic growth consistent with developed countries’ initiativ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rather than one that harms the environment. This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South’s approach to the
sustainable use of the Peninsula as a united whole, in particular th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alo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do so requires the development of a new direction for inter-Korea cooperation leveraging the Han River estuary and Gyeonggi Bay
and the formation of a west coast joint special economic zone based on the connected port cities.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on a green shipping and logistics system linking Busan and the Han River estuary is also needed as a starting point for the whole
program. Resuming coastal transport through the shared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is a way to create an environment-friendly
logistics system that runs between the North’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logistics hub of Haeju and the South’s Incheon Port
and Pyeongtaek Port. Such a network is expected to boost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A benchmark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port authority to co-manage Incheon Port and Haeju Port is the case of the Copenhagen Malmö Port, the doorway to Denmark
and Sweden. Meanwhile, coastal shipping will also help distribute the import and export trade volume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Busan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long the coastal areas, thus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air quality, traffic congestion, and
shortage of space for logistics facil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rogram will enable the North to jumpstart the virtuous
cycle of economic growth through breaking away from its unsustainable and labor-intensive industrial structure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its territory. Its economic opening by accessing the ports along the Han River estuary will also help it balance it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incurred by its inland railway and road-oriented transport system. Moreover, the North can expect
to achieve sustainable and rapid economic growth in its areas included in the Korean Peninsula Mega Region thanks to the spillover
eff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n the North’s economic,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order to usher in a constructive future for the Peninsula amid the profound shifts in the global political landscape, South Korea
should strive to create a sustainable and green inter-Korean logistics system, coupled with promoting the North’s stable economic
growth. In this regard, this paper suggested measures for the shared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centered arou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sidering the Peninsula as a united whole. These measures will help the two Koreas chart a path toward peacefu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on the Peninsula built upon the North’s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inter-Korean connections.
This paper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 maritime-land complex logistics system linking ports and railways, instead of si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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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DMZ 6주년의 의미와 초국적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방향
크리스틴 안

크리스틴 안
Christine AHN
위민크로스디엠지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위민크로스디엠지 사무총장

한반도는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지속되는 상태에 묶여 있었습니다.
최대 압박, 제재, 고립을 택한 미국의 전술은 한반도 위기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크리스틴 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구축에서의 여성 리더십 보장을 위한 글로벌 여성운동 단체인 Women Cross DMZ의 창립자이자 사
무총장이다. 2015년에 30명의 여성 평화활동가를 이끌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DMZ를 통과하여 행진했다. 이들은 DMZ를 경계로 양쪽 모
두에서 남북한 여성 1만 명과 함께 걸었으며, 평양과 서울에서 여성 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크리스틴 안은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초국가 캠페인의 국제 코디네이터도 맡고 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2019년에 Women Cross DMZ가 다른 세 개의 여성주
의 평화단체와 함께 발족한 협회이다. 크리스틴 안은 여성주의 운동을 동력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재구상하는 여성주의 평화 이니셔티브
(Feminist Peace Initiative)의 확립에도 공헌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위민크로스디엠지, 마드레(MADRE), 풀뿌리세계정의연합(Grassroots
Global Justice Alliance)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크리스틴 안은 UN, 미국 의회, 캐나다 의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설했고, 뉴
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칼럼을 기고했으며, MSNBC, Democracy Now!, CNN에서도 정기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내 한국
정책연구원(Korea Policy Institute)과 한국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의 공동창립자이며, 세계여성기금, 유색여성자원센터
(Women of Color Resource Center)와 같은 유수의 여성단체와 협업했다. 하와이 평화와 정의(Hawai’i Peace and Justice) 이사로도 활
동 중이다. 2020년에는 한국전쟁 종식,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 여성의 평화구축 리더십 등에 대한 과감한 행동주의를 인정받아 미국
평화상(US Peace Prize)을 받았다.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국제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Christine AHN is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Women Cross DMZ, a global movement of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and ensure women’s leadership in peace building. In 2015, she led 30 international women peacemakers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DMZ)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They walked with 10,000 Korean women on both sides of the DMZ and
held women’s peace symposia in Pyongyang and Seoul. Ahn is the International Coordinator of the Korea Peace Now! transnational
campaign, which Women Cross DMZ launched in 2019 with three other feminist peace organizations. Christine helped create the
Feminist Peace Initiative, which Women Cross DMZ built with MADRE and Grassroots Global Justice Alliance, to reimagine a feminist,
movement-driven US foreign policy. She has addressed the United Nations, the US Congress, Canadian Parliament and the ROK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er op-eds have appeared in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shington Post, and she is a regular
contributor on MSNBC, Democracy Now!, and CNN. Christine is also the co-founder of the Korea Policy Institute and the Korea Peace
Network, and has worked with prominent women’s organizations such as the Global Fund for Women and the Women of Color
Resource Center. Christine serves on the board of Hawai’i Peace and Justice. She is the recipient of the 2020 US Peace Prize for her bold
activism to end the Korean War, heal the wounds from the war, and women’s leadership in peacebuilding. Ahn has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Policy from Georgetow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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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과 외교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갈등의 근본 원인, 즉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평화를 위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식을 “남북한과 미국의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캠
페인인 코리아 피스 나우!는 평화 우선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지난 2월에 「평화로 가는 길(Path to Peace)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를 평화 프로세스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면 합의에 도달하고 그것
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1991년에서 2017년까지 여성단체들은 71%의 비공식 평화 프
로세스에 참여했습니다. 여성의 참여는 공식 평화 프로세스의 공론화에 기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핵 전문가이자 전 플라우셰어 펀드(Ploughshares Fund)의 대표인 조 시린시오니(Joe Cirincione)는
“Women Cross DMZ의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으로 북미 평화협정 현안을 정책 논의의 뒷전에서 맨 앞으로 옮겨왔다. 그들은 포괄적
평화 없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참여가 어떻게 공식 평화 프로세스를 공론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1.) 고위 관료와 접촉합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매튜 포틴저(Matthew
Pottinger)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부장관을 접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평화로
가는 길」보고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서한을 71명의 유력 한국계 미국인의 서명과 함께 전달했으며,
글로벌여성이슈사무소(Office of Global Women’s Issues)와 공동으로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북한측 UN 파견단, 조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와 소통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2.) 한
 국전쟁 관련 입법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의원들과 협력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우리는 공화당 의원 1명을 포함한 52명의 공동발의
자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하원결의안 152>을 발의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로 칸나(Ro
Khanna) 의원은 다시 신규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서약했습니다.
3.) 풀
 뿌리공동체와 협력적으로 공동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 세대의 한국계 미국인, 참전용사, 학생, 주부, 소상공인과 연대하여 한국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 언론을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확장합니다. 우리는 비핵화, 인권 등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평화 우선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공론장, 라디오, TV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전문성, 훈련, 기술,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평화구축 단체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
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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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화로 가는 길」보고서에서, 또 제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및 그 젠더화된 영향에 관한 2019년 보고서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우리
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와 여성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6.) 여성 평화구축 활동가들을 한 데 모아 평화 프로세스의 비전을 논의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여성 평화구축 활동가들과 함
께 모이는 데 성공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봄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여성 20여명과 수차례 회의를 개
최하여 여성이 반드시 평화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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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 Anniversary of Women Cross DMZ and direction for
the Transnational Women's Peace Movement
Christine AHN

7.)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지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무기에 대한 투자와 전쟁 준비가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안전을 위한 목표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필요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식량, 청정한 환경, 주거, 보건, 일자리입니다.
8.) 마
 지막으로, 모두를 더 안전하게 할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려면 여성 평화활동가인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
성과 군 당국자로 구성된 논의의 장, 즉 외교 정책에 반드시 그리고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Women Cross DMZ는 미국의 외교 정책
을 민주화하고,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종식시키며, 진정한 국내의 안보에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여성주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
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피시 최근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 부분 중국
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에서 기인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비아시아계 미국인 대부분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여타 아시아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인종주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초국적 여성주의 활동가인 우리는 한국전쟁 종식의 중차대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핵 위협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한
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 폭력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산가족에 대한 폭력, 제재 아래 살아가는 무고
한 북한 주민에 대한 폭력, 국가보안법 아래 살아가는 남북한 국민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냉전 시대의 분열은 끈질기
며 역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미군 기지의 점거에 저항하는 오키나와인,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괌 차모로 원주민,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의 섬들을 타격할 거라 진심으로 믿는 제가 사는 하와이의 주민에게도 미칩니다. 한국
전쟁은 미국의 군수산업단지를 출범시켰습니다. 3년 후 미국의 방위비는 네 배로 증가했고, 이는 미국을 세계의 군사경찰로 만들었습니
다. 그 기나긴 전쟁을 끝내는 것은 미국의 오랜 군사주의화 행진의 발걸음을 돌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을 아우르는 모든 이의 삶에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무마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에 여성이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고, 반드시 끝내야만 합니다.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For more than 70 years,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locked in a state of war.
US tactics of maximum pressure, sanctions, and isolation have failed to resolve the crisis. In fact, North Korea has only amassed more
nuclear weapons.
But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When there has been engagement, diplomacy, and an acknowledgment of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 the unresolved status of
the Korean War — there have been steps toward peace.
According to President Jimmy Carter, ending the Korean War is “the only way to ensure true security for both Korean and American
people.” To understand why a peace-first approach i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resolving the security crisis in Korea, the global
campaign Korea Peace Now! released the report, “Path to Peace” in February.
The report also calls for the inclusion of women’s groups and civil society in the peace process. That’s because research shows that
when women are involved in peace processes, an agreement is more likely to be reached and to last. Between 1991 and 2017, women’s
groups were involved in 71% of informal peace processes. Women’s participation helps to legitimize the formal peace process among
the public.
And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According to Joe Cirincione, a nuclear expert and former President of the Ploughshares Fund,
“Through the dedicated, effective work of Women Cross DMZ the issue of a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moved from the backburner of policy debate to the front of mind. They have convincingly demonstrated that we cannot
e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ithout a comprehensive peace.”
How is women’s participation helping to legitimize the formal peace process among the public? We use a variety of tactics:
1.) We engage senior officials. We believe it is important to speak with all side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we engaged
Matthew Pottinger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Stephen Biegun in the State Department.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we sent our Path to Peace report, a letter signed by 71 prominent Korean Americans urging President Biden to end the Korean War,
and held a briefing with the Office of Global Women’s Issues. We have channels of communication with the Blue House and the
DPRK Mission to the UN and the Korea National Peace Committee.
2.) We work with Members of Congress on legislation to the Korean War. In the last Congress, we helped mobilize 52 co-sponsors,
including a Republican, of House Resolution 152 calling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a peace agreement. Congressman Ro
Khanna, who introduced the bill, has pledged to re-introduce a new resolution.
3.) We mobilize grassroots communities to take collective action. From multi-generational Korean Americans, veterans, students,
housewives to small business owners, we are a broad and diverse movement working to raise our voices together to call for a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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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Korean War.
4.) We amplify our message in the media. We regularly publish op-eds, speak in public forums, on the radio and TV, seizing every
opportunity to get our message out there that we must use a peace-first approach to address longstanding issues such as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This takes expertise, training, skill and relationships and that is why it is so vital to be supporting
women’s peacebuilding groups to build up our capacity.
5.) As we’ve shown with our reports, whether the Path to Peace report or the one we released in 2019 on the human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we raise awareness of the human costs of the unresolved war and center the experiences of women.
6.) We bring women peacebuilders together to discuss our vision of the peace process. While we have succeeded in the past to
bring women peacebuilders from northeast Asia, given the pandemic, we haven’t been able to gather, but did hold a series of
roundtables this spring with 20 women from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ly to discuss how women must set the peace table.
7.) We’re redefining what makes us secure. The pandemic has laid bare that all the investments in weapons and preparation for war
won’t protect us, and that what we need is a fundamental reorientation of what makes us secure: food, clean environment, homes,
healthcare, jobs.
8.) Lastly, in order to have the resources to build that just and good society to make us all more secure, we as women peacebuilders
must be willing to step into forums that have been historically made by men and military officials: foreign policy. Women Cross
DMZ launched a feminist peace initiative to democratize US foreign policy and to call for an end to America’s endless wars and
invest in genuine security at home. As many of you have seen, there is growing violence against Asi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very much driven by hawkish US policy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Sadly, most non-Asians don’t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s, Japanese, Chinese or other Asians, so we are all susceptible to racist violence.
As transnational feminists, we recognize that it is critical to end the Korean War, not just because of the threat of nuclear annihilation that
would foremost impact the Korean people. But because the status quo of the unresolved war is violence, violence against separated
families, against innocent North Korean civilians living under sanctions, against Korean people living under National Security Laws
in both Koreas. And this cold war division has long legs and impacts everyone in the region, from the Okinawan people fighting the
occupation of US military bases, the Chamorro indigenous people of Guam who are targets of North Korea as retaliation against a US
first strike and in Hawaii where I live where residents truly believed that a North Korean missile was about to strike the islands. The
Korean War inaugurated the US military industrial complex. In three years, US defense spending quadrupled and set forth the US as
the world’s military police. Ending this longest US war won’t just be symbolic in reversing America’s long march of militarization; it will
have tangible effects on people’s lives throughout the Asia Pacific region and help neutralize the great power competition.
Peace is the only way forward. With women leading the way, we can and must end this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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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전쟁종식과 국방예산 삭감
바바라 리

바바라 리
Barbara LEE
미국 하원의원
Congresswoman, U.S. Congress

바바라 리는 의회 내에서 강력하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하원의원으로, 사회·경제 정의, 국제 평화, 시민의 권리 및 인권 보장을 위해 헌
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캘리포니아주 제9선거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리 의원은 원칙주의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고, 까다로운 사안을 다루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선거구민의 권익, 더 정의로운 미국, 그리고 더 안
전한 세상을 위해 자신의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는 인물이다. 사회복지사 출신인 그녀는 선거구민, 미국의 각 가정, 그 밖에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한결같이 옹호해 왔다. 리 의원은 기아 근절, 환경정의, 보편적 의료보장, 공정한 이민정책, 생활임금제 신설, 생
식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 국민주택신탁기금(National Housing Trust Fund) 조성을 포함한 저렴한 주택 공급 대책 등의 현안을 다루면
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리 의원은 전 세계적인 HIV/에이즈 문제에 관한 모든 주요 법안을 단
독 또는 공동 발의하는 등의 공적을 쌓아 왔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 리 의원은 불특정 단체, 개인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녀는 끝없는 전쟁을 중단시키고
갈등과 불의를 야기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싸워 왔다. 리 의원은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이며, 동 위원회 산하 국무부·해외활동소
위원회(Subcommittee on State and Foreign Operations)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운영·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흑인 의원 모임인 ‘의
회 블랙 코커스(CBC)’ 전임 의장, 민주당 내 진보적 성향의 의원 모임인 ‘의회 진보 코커스(CPC)’ 명예의장, 의회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코
커스(CAPAC) 산하 보건 태스크포스 공동의장, 여성 생식권 보장을 위한 의원 모임인 ‘의회 프로초이스 코커스(Congressional Pro-Choice
Caucus)’ 공동의장 및 다수당 원내대표의 빈곤퇴치 및 기회균등 태스크포스 의장이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인 리 의원은 미국 의회
에서 흑인 여성 의원 중 가장 높은 직위에 있다.
Congresswoman Barbara LEE is a forceful and progressive voice in Congress, dedicated to social and economic justice, international
peace, and civil and human rights. First elected in 1998 to represent California’s 9th Congressional District, the Democratic lawmaker
has a reputation for principled and independent stands, unafraid to take on the tough issues and speak her mind for her constituents,
for a more just America, and for a safer world. A social worker by profession, she has been a life-long advocate for constituents, families
and others accessing government services. Congresswoman Lee has been a strong proponent of safe communities, addressing hunger,
environmental justice, universal health care, just immigration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a living wage, reproductive health care rights
and affordable housing, including creation of a National Housing Trust Fund. Her accomplishments include authoring or co-authoring
every major piece of legislation dealing with global HIV/AIDS issues since she was elected to Congress. After the Sept. 11, 2001 terrorist
attacks, the congresswoman was the lone vote against a resolution that gave the President virtually unlimited authority to use force against
unspecified organizations, individuals or nations for an unlimited period of time. She has consistently fought to stop endless wars and to
reduce conditions that produce conflict and injustice. Congresswoman Lee is a member of 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 and Chair
of the subcommittee on State and Foreign Operations. She serves as Co-Chair of the Steering and Policy Committee, former Chair of the
Congressional Black Caucus, Chair Emeritus of the Progressive Caucus, Co-Chair of the 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Health
Task Force, and Co-Chair of the Pro-Choice Caucus. She also serves as Chair of the Majority Leader’s Task Force on Poverty and Opportunity.
As a member of the House Democratic Leadership, she is the highest ranking African American woman in the U.S.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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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중요한 DMZ 포럼 본 세션에 초대해 주신 조영미 집행위원장을 비롯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DMZ 평화 포럼의 중요한 패널 토의에 초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아버지 Garvin A. Tutt 육군 중령이 참전한 한국 전쟁은 3
만 3천 명의 미군을 포함하여 4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은 1,000만 명 이상의 가족을 갈라놓았고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이 되어서야 정전되었습니다. 정전협정에서 미국과 북한 지휘관들은 양측 정부가 3개월 이내에 복귀해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협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며, 한반도에 사
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주의 확장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불과 3년 만에 미국의 군사 지출을 세 배
나 증가시켰고, 최초의 미군 산업 단지를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백지 수표와 같은 군사력 사용 허가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전쟁의 영구적
인 종결을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국방 예산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를 국방 예산에 쏟아붓고 있지만, 여
전히 의료, 적절한 주택 및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 비방위 외교 지출의 예산
을 승인하는 ‘국내외사업 관련 프로그램 소위원회’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한국전 종전선
언 연방하원 결의안 HRes 152’을 지지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Women Cross DMZ, the Korean Peace Now! Campaign을 비롯한 모든 활동가의 노력이 평화협정을 위한 정치적 순간을 만들고 있습
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시켜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고 저는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군사 예산의 증가와 군사적 우선 안보 접근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두를 위해 더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발걸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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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to End Forever Wars and Cut the Pentagon Budget
Barbara LEE
Congresswoman, U.S. Congress

Thank you, Youngmi Cho and to all of the organizers of this panel for inviting me address you today at this important gathering for
the DMZ Peace Forum.
When my father lieutenant colonel Garvin A. Tutt served in the Korean war, we know the brutal and bloody flighting claimed more
than 4million lives including 33 thousand American soldiers, millions of Koreans were forced to flee their homes separating at least
10 million families. The Korean war was only halted by the cease fire in 1953. In the armistic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n commanders recommended the governments of both sides return within 3 months to negotiate a permanent peace
settlement but that never happened.
The fact that war remained unresolved may seem like technically but let me tell you that it has been a real consequences for millions of
people living on the Korea Peninsula. The Korean War helped assuring a new era of expanded United State’s militarism that continues
today.
In just three years the Korean war quite tripled US military spending and inaugurated the first US military industrial complex. In 2001,
following the attacks of 9.11 I was the only member of the congress to vote against the authorization of to use the military force which
was a blank check in this war.
Today I am not only fighting to end forever war but fighting against oversized defence budge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pour
hundreds and billions dollars to its defence budget annually but there are people still struggling to access to health care, adequate
housing and crucial social services to those most in need. This is unacceptable. As a chair of the House Appropriations Subcommittee
on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 which funds the United States non-defence foreign spending, I am proud to be
the co-sponsor of the House Resolution 152 which calls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the development of the peace agreement.
Thanks to the efforts of advocates like you all in Women Cross DMZ and the Korea Peace Now! Campaign. You are building the political
moments for the peac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has a moral obligation to finally formally b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I am working to make that a reality. We must also end an era of buoyed military budgets and the military first approach to security.
Together we can realize more peaceful, just and equitable world for all. Thank you again so much for the advocacies and please keep
up the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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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 의제 확장판을 기대하며
문지은

문지은
Jieun MOON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Director,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문지은은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로 여성운동을 시작하였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모른채 살아오다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회
원교육, 캠페인 기획, 소식지 제작을 하며 페미니즘 이론과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를 배우고 경험했다. 이후 육아로 일을 쉬다가 2018년
부터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하며 풀뿌리여성운동의 역사와 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에서 활동하기에 여성평화운동이 내삶의 터전과 운동 현장에 공기처럼 존재함을 자각하며 활동하고 있다.
2020년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0주년 기념 [경기여성평화 심포지엄 ‘1325호 경기행동강령 선언의
날]을 총괄하였다.

MOON Jieun initially joined the feminist movement as a member of Women Link in 2011. Once a total stranger to ‘feminism,’ she
learned about feminist theories and experienced the life of a feminist in Women Link, where she trained members, planned feminist
campaigns and published newsletters. Moon gave up her position temporarily to take care of her child, but once again took up the
cause of feminist activism in K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in 2018, where she is now learning the history and civic skills
associated with grassroots feminism. In particular, Moon believes that the women’s movement for peace is closely interwoven into
the fabric of everyday life as well as social movements, as she advances the feminist movement in Gyeonggi Province, much of which
borders North Korea. In 2020, Moon served as chief organizer of [Gyeonggi Women’s Peace Symposium: ‘1325 Gyeonggi Platform for
Action Declaration Day’] to commemorate the 25th anniversary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the 20th anniversary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경기도는 어느 시도보다 평화정책에서의 구체적인 사업들을 펼쳐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평화정책목표에 따른 사업의 추진체계는 평화협
력국을 중심으로 ‘상생과 협력을 통한 평화실현’, ‘통일대비 남북기반조성’, ‘DMZ일원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
적이다. 여기에 DMZ로 상징되는 지리적 특성 또한 반영되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상생과 협력‘을 위해 누가 발화하며 누가 동력이 되고 있는가에 이르면 ’남성‘으로 귀결된다. 경기도 내 여성과 남성간 얼마나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거버넌스하고 있는가, 해당 부서에서의 여성평화에 관한 의제가 그리고 민간단체들에서의 여성단체와 남성조직 간 거버
넌스, 특히 여성평화 이슈를 중심으로, (기존 남성중심의 의제에 여성들이 소극적 결합하는 것이 아닌) 일어나고 있는가에 이르면 ’없음!‘이
다. 지난 2019년 경기도 평화통일사업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조사과정에서 만났던 행정부서의 담당자 반응은 이 ’없음‘을 설
명하는 상징적인 답으로 느꼈던 단락이라 소개한다.
‘평화사업에서 성별을 고려한 적이 없다. 왜 여성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성을 어떻게 참여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였다.
여기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포함 관련 위원회 여성과소 대표성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당
연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전국 조직에서의 한반도 평화논의 구성원은 남성이 되는 것으로 맥락화된다.
휴전 70년을 넘어 종전을 고하게 될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korea pace appeal 서명이 전개되는 캠페인에, 군축과 남북 간 민간교류
와 통일을 위한 많은 의제 다툼에서도 여성이 참여하지만 모든 것은 민족주의 담론으로 수렴되거나 남성의 목소리로 치환하며 여성은 언
제나 부수적이거나 비가시화 된다.
1991년부터 미국에서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9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평화운동가 조디 윌리엄스는 “왜 여성이 평화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왜 누구도 남성이 평화협상을 하는 사실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느냐는 역질문을 했다 한다. 여성이 가시화되는
데 대해 새로운 또는 쉬운 설명을 요구받는 것이 평화 의제, 평화운동에서도 작동되고 있음이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겐 전혀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에서의 ’평화나
비‘운동, 기지촌여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과정에 개입, DMZ여성평화걷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평
화정책 사업 내 여성참여 현황을 드러내고, 사업의 예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밝히며 ’왜 ‘여성이 평화운동을 하느냐는 언설에 대응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지역의 평화운동 방향에 녹아들어 확산될 때 여성의 참여 확대가 그만큼 비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은 시간을 더할수록 깊어진다.
한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1325국가행동계획 3기에 접어들었다. 눈에 띄는 대목으로 ‘지역화’를 이행목표에서 거론하고 있다. 2020년 경
기여성평화심포지엄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지역화’인가였다.
긴 토론 끝에 실행계획이라기보다 선언적 의미를 담은 나름의 행동강령이 모아졌다.
작년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경기여성단체연합의 이정아 대표가 그 배경의 일부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15가지 내용 대부분 전국적
인 여성평화운동에서의 의제와 겹치는 부분들로, 지역에서의 여성평화의제가 별다름 없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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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북아권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경기지역 정례화
2. 남북연합 및 통일시대 대비 경기도 여성평화실행그룹 구축

In Anticipation of Gyeonggi-do’s Extended Version of the Peace Agenda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여성관련 사업비 할당
4. UNSCR 1325 지역행동계획 경기여성으로부터! (선언)

Jieun MOON
Director,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5.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실효적 조치 마련
6. 미군위안부 문제 구체화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
7. 미군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죄와 보상.
8. 경기도 여성평화 인권 박물관 건립
9.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군부대 평화관련 행사 공동진행 및 성인지교육프로그램 운영
10. 군 관계자 및 종사자 대상 성인지교육 의무화
11. 경기도, 경기도 교육지원청, 국방부, 군부대 내 성폭력 예방교육 협의체 구성.
12.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정책결정 구조 여성 참여 확대 및 전문가 양성. -> 소제목2 / 공생의조건 결과 근거
13. 경기도 탈북민지원 사업 내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모니터링
14.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기관 설립.
15. 경기도 평화통일사업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하고 관련 사업 성별영향평가 실시

그럼에도 ‘지역화’ 단기과제로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은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의 실효적 조치 마련과 경기도 내 여성평화실행그룹을 구
축하는 것,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사용에 있어 여성평화의제 실현을 위한 사업비 할당이 우선되도록 하는데 있다. 경기도 여성평화
실행 그룹 구축 가시화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개념확장을 추동하고 남북연합 및 통일시대 대비 평화와 안보 여성 전문인력 구축 측면에서
의 효과성을 기대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활동가인 저로서는 무엇보다 ‘평화사업’ 평화정책이행 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이 적극적 조치
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와 안보 통일에 관한 전방위적인 정책적 고려는 성역할 고정관념, 또는 젠더 구조화된 틀에 균열을 내기
위한 장치가 함께 고려된다. 이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군부대 내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성폭
력 예방교육 확대 및 실효성을 위한 민, 관, 군 간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기존 구축된 체계 활성화 등이 그러하다.
주요 시점마다 ‘여성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가 아니라 ‘여성이 함께 해야 한다’ 로 진전된 이야기가 ‘평화’ 의제에 담길 때 온통 평화는 군축
으로 또는 ‘남북대치’ 상황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일상의 경험이 평화와 통일의 의제에서 함께 다뤄지고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Gyeonggi-do is well known for concrete projects in relation to peace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Its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in line with its peace policy goals is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Peace Cooperation Bureau and consists of concrete
content, such as the realization of peace through co-prosperity and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found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the reasonable preservation and use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When the province’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represented by its iconic DMZ region, are considered, it is also building momentum.
However, when it comes to who is voicing opinions and providing the driving force fo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t is ultimately
men. Is governance achieved between men and women in Gyeonggi-do, and if so, to what extent? Does the related bureau include
any women or a peace agenda? Is any governance taking place between women’s groups and men’s organizations within civic
groups, in particular surrounding women and the peace agenda (not one passively incorporating women into the existing malecentered agenda)?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is “Not in any way, shape or form!” I wish to cite an answer by an official from the
province’s administrative division whom I encountered while I was conducting local research for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and unification projects by Gyeonggi–do, because the official’s reply provided me with a symbolic explanation for the answer
given above. Below is the reply:
“Gender has never been a consideration in the peace projects. We are mulling over why women should be considered and how
women should be engaged.”
This can also explain why women’s under-representation does not improve in Gyeonggi-do’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ommittee and other related committees. In this context, it is no wonder that the inter-Korean Peace and Cooperation Local
Government Consultative Body, a nationwide organization to discus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s only of male members.
Women participate in Korea Peace Appeal, a signature-collecting campaign calling for a peace deal to end the Korean War and finally
go beyond the 70-year-long armistice, as well as in numerous arguments over agenda items, such as disarmament, inter-Korean
civilian exchanges and unification. However, all the discussions converge with a nationalist discourse or are replaced with male voices,
leaving women secondary or invisible the entire time.
Jody Williams, the peace activist who won the Nobel Peace Prize in 1997 for her role in leading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movement in the US beginning in 1991, was once asked why women engage in peace movements. She answered the
question by asking back why nobody raises questions about men’s involvement in peace negotiations. A new or easy explanation for
women’s presence is also being demanded even within the peace agenda and movement.
Such questions are familiar to us. Nevertheless, women take part in the Peace Butterfly movement to address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issue at the local level, intervene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ordinance to support women who served as prostitutes in
US military camptowns, known as gijichon women, and plan and implement the Women Cross DMZ campaign as a main player. They
also showcase the status of women’s participation in Gyeonggi–do’s peace policies and highlight the allocation of project budgets in
a bid to make history by responding to the question as to why women should be included in the peace movement. As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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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s and blends into the local peace movement, we are giving it deeper thought over time as to whether women’s participation
should increase in proportion with this trend.

Despite the similarity, we found a few of them to be meaningful short-term tasks for localization, and these include : providing
effective measures for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gijichon(camptown for the US military) women, creating a Gyeonggi-do women’s
peace working group, and allocating a budget for women-related projects first, under Gyeonggi-do’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unds. Starting a Gyeonggi-do women’s peace working group is expected to drive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concept
of peace and security and effectively develop women experts in peace and security in preparation for South-North confederation and
the era of unification. In addition, as an activist,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a gender responsive
approach as an active step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eace policies under the peace initiative. Policy considerations on peace,
security and unification in all directions accompany considerations of tools that can break down gender stereotypes and genderstructured frameworks. Among the tools, educ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many ways. Examples include enhancing gender
education within military bases, expanding sexual offense prevention education, building an effective private-public-military
governance system and promoting the existing system.

South Korea now enters the third phase of the National Action Plan (NAP) for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UNSCR 1325). It is notable that the NAP includes “localization” in its implementation objectives. This topic was also discussed in
the 2020 Gyeonggi Women’s Peace Symposium, focusing on the meaning of “localization.”
After a long discussion, the symposium created its own platform for action of a declarative nature, rather than an implementation
plan.
I am aware that, last year at this event, Lee Jung-a, standing representative of the Gyeonggi Women’s Associations United, touched
upon some of the background behind the discussion. Most of the 15 tasks below coincide with the agenda items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at the national level, indicating that the national agenda is not particularly different from the local one.

1. Host an international women’s peace symposium for Northeast Asia on a regular basis in Gyeonggi-do.

At every important juncture, it is essential for peace agenda to envision the forward-looking idea that women should come
together, instead of raising questions about why women should be involved. It is only then that peace will not be explained through
disarmament and South-North confrontation only, but instead, peace will be addressed and discussed through the conduit of our
daily experiences in peace and unification agenda.

2. Create a Gyeonggi-do women’s peace working group in preparation for inter-Korean confederation and the era of
unification.
3. Allocate a budget for women-related projects under Gyeonggi-do’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unds.
4. UNSCR 1325 Regional Action Plan starts from Gyeonggi women! (declaration)
5. Provide effective measures for the ordinance to support gijichon women.
6. Conduct inspections of all cases and release findings so as to materialize “comfort women for the US military” issues.
7. Seek an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gijichon women.
8. Build a museum for women, peace and human rights in Gyeonggi-do.
9. Co-organize peace events and provide gender education programs on military bases with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10. Make it mandatory for military officials and those working in the military to receive gender training.
11. Form a consultative body 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within Gyeonggi-do, Gyeonggi-do offices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Defense and military bases.
12.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numerous policy-making structures on peaceful unification and foster experts. -> Subtitle 2 / Conditions, results and grounds for co-existence
13. Monitor supporting programs for women defectors under projects support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Gyeonggi-do.
14. Establish an organization supporting foreign women victims of sex trafficking.
15. Incorporate gender perspectives in peaceful unification projects and conduct gender impact assessment of relat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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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여성평화이니셔티브와 함께해야
조영숙
Youngsook CHO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Chair, International Solidarity Center of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
Ambassador of Gender Equality, Republic of Korea

조영숙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 NGO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의 소장이자 2020년 트랙2의 기반이 되는 양성평
등 대사로 지명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 시작된 더교육플램폼 효재의 대표이사이다. 그녀는 1980년대 중반에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창
립 멤버로 여성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 2005년 정부가 성매매 및 인신매매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소장을 맡기 전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여성운동의 이슈를 글로벌 성평등
규범 및 기준과 연계시키는 활동을 담당해왔다. 국내외의 다양한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경여성행동강
령(BPfA), 유엔안보리결의 (UNSCR) 132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SDGs) 등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여
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유엔안보리결의(UNSCR) 1325 국가행동계획 민관합동점검회의, 그리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주
의 지원활동 관련 다양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조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CHO Youngsook is a long-standing feminist and civil society activist and appointed as the Ambassador for gender equality based
on the track II diplomacy in 2020. She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Incheon Women Workers' Association in 1988. And she has
been working for th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WAU), an umbrella women’s coalition, since 1996. Starting in 2021,
she became the representative of the Gender Equality Training Platform ‘Hyojae’. Her main area of work has focused on realizing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nd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She took the
lead in protecting GBV survivors and changing the existing discriminatory legal systems and social norms. Since the 2000s, she has
sought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global gender equality norms and standards, including CEDAW, BPfA, UNSCR 1325 and
MDGs/SDGs. Since Korea became an OECD/DAC member in 2010, she has conducted many research, analyses and training related to
gender and development. She currently represents women’s voices in several institutionalized governance systems, including UNSCR
1325 NAP Joint Committee under the MoGE, Action with Women and Peace under the MoF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under the MoE, Gender Experts Committee of the KOICA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Experts Committee of the NHRI.
She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women’s studies and studie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litical economy.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 대한민국 양성평등대사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2021년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지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양성평등대사로 이 자리에 선 저에게 오늘은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Women Cross DMZ” 6주년, 무엇보
다도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여성들이 만남과 대화를 시작한 지 30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할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제규범 중에서 여성평화안보 원
칙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특히 평화로 가는 길에 왜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말
씀드리고자 합니다.
돌아가신 제1세대 여성평화운동가 고 이우정, 박영숙, 이이효재 선생님들께서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던 1991년 5월 일본으로 건너가 북
에서 온 여성들과 과감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평양과 서울로 이어진 3년의 대화 끝에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교류인 “아세아의 평
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1993년 개최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시도한 적이 없는 과감한 여성평화이니셔티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후인 오늘 저는 DMZ 접경지역인 경기도에서 여성평화이니셔티브가 이어지는 현장에 와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에서 여성평화이니셔티브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계
십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제사회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국제사회는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복구와 분쟁예방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가 평화해결과정의 모든 단계
와 모든 영역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도 적용되
어야 할 원칙입니다.
국제사회가 여성평화안보를 평화로 가는 길로 강조하게 된 계기는 1993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
니다. 대규모의 집단성폭력이 전쟁의 무기로 (weapons) 사용된 것을 확인한 국제사회는 성폭력은 전쟁범죄의 한 유형이라는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분쟁해결과정에서 성폭력피해를 의제로 포함시키도록 하
였습니다. 그러나 평화건설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가해자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생존자들이 (survivors) 낙
인과 사회적 배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결과 회복적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시행착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의 하나가 바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모든 평화협상과 분쟁해결 과정에 여성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여성의제는 희석되고, 축
소되고, 결국 실종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분쟁해결과 평화협상 과정에 반드시 여성이 대표로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성주의 관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전쟁, 내전, 무력갈등은 남성병사들이 치루는 것이고, 여성들은 전쟁의 피해자 또는 통치의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시각은 쉽게 사라지
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평화과정에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역사적 현장이 국제사회에서 확인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2003년 이후
전개된 나이베리아의 분쟁해결과정입니다. 오랜 내전에 지친 여성들은 남성들을 대신해서 평화행동을 통해 내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이
어 선거로 수립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절반이 여성으로 이루어지면서 평화가 진전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전 세
계는 여성들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상과정에서 참여하면서 남성과 동등하게 평화건설의 주인이 되는 것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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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국제사회가 함께 경험하고 교훈으로 얻은 바에 기초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 결의안을
2000년 채택하였고, 현재까지 채택된 총 10개의 결의안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분쟁이전, 분쟁과정, 분쟁이후에 여성평화안보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성평화안보 결의안은 큰 의미에서 상호보완적인 두 가지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쟁 관련
성폭력을 예방하고, 생존자를 지원하는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은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사례, ISIL에 의해 자
행된 야지디여성에 대한 집단강간 사례, 그리고 보코하람에 의한 나이지리아 소녀들의 납치와 강제결혼 사례 등 모든 분쟁 하 성폭력 사건
의 해결과정은 반드시 보편적인 인권규범 및 생존자중심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성평화안보 결의안 두 번째 원칙인 모든 평화협상 및 복구과정에 여성이 의미 있게 참여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 리더십을 보장해야 하
는 책임 또한 모든 분쟁해결 및 평화건설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는 평화협상단과 대표단에 여
성참여, 평화협상에 여성의제 포함, 여성평화유지군의 확대, 국회와 정부에 여성대표 참여, 여성평화운동가의 활동지원 등의 여성평화이
니셔티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여성이 주체가 된 평화행동, 즉 여성평화이니셔티브에 관해서 매우 앞선 나라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 결의안이 채택된 2000년보다 10년이나 앞서서 선배 여성평화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 치하에서 남북여성대화와 토론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대범한 후배 여성평화운동가들은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DMZ를 건넜습니다. 그 어
떤 집단도 해내지 못했던 과감하고 창조적인 평화행동은 대부분 여성들에게 의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성평화이니셔티브가
DMZ접경지대인 경기도의 여성평화이니셔티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안
보리 결의안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30년의 역사를 지닌 한반도 여성평화이니셔티브는 이제부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여성평화안보에 1325결의안의 원칙대로 모든 평화
협상과정에 여성의제가 반드시 포함되고, 여성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추동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평화
프로세스에 경기여성평화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여성들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
니다. 감사합니다.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Proceed in Tandem with the
Women’s Peace Initiative
Youngsook CHO
Chair, International Solidarity Center of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 Ambassador of Gender Equality, Republic of Korea

For those who year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year 2021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South and North Korea
simultaneously joining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nclus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s I attend today’s event in my
capacity as the Ambassador for Gender Equ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ime for the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on May 24, I would also like to note that this year also marks the sixth anniversary of the Women Cross DMZ campaign
and, more importantly,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irst meeting and dialogue between inter-Korean women after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ouch upon the principle of Women, Peace and Security (WPS) among international WPS
norms that should be universally applied acro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I would also like to
focus on how to apply this principle to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pecifically and, in particular, why it is important to
underscore women’s roles and leadership on our path toward peace.
In May 1991, Republic of Korea’s first-generation women peace activists, the late Lee Wu-jong, Park Young-suk and Lee Hoy-jae, were
bold enough to visit Japan and meet with North Korean women despite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place at the time, which led to
talks for three years in Seoul and Pyongyang. In 1993, the Seminar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s was held, the first inter-Korean
exchange after the division of Koreas. This audacious movemen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women’s peace initiative that no one
had dared to attempt previously. Thirty years later, I stand at the site of the ongoing women’s peace initiative in Gyeonggi-do, home to
the DMZ border area. For the past 30 years, the women’s peace initiative has remained in place, but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initiative have not been recognized by many peopl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affirm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WPS
principles that encompass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beyond.
Throug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underscored the basic principles that stated women’s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 every stage and area of peace processes to recover from the damage caused
by 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and prevent conflicts and peace-building. These principles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war in Bosnia and Herzegovina in 1993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score WPS as a path toward peace. After witnessing brutal mass and systematic sexual violence used as a weapons of wa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systematic sexual violence is a type of war crime. At first, there were calls for
support for victims/survivors, and then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was included as an agenda in the conflict-resolution process.
However, redress for victims was not adequately sought and perpetrators were not held accountable in the peace-building process,
leaving survivors stigmatized and socially excluded. In this proce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lized the fact that restorative
justice had not been achieved. As we are all aware, one of other representative cases is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world war II”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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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facing these issues, it understood that, if women do not participate in peace negotiations
and conflict-resolution processes, in most cases, women’s agenda is diluted, reduced and ultimately disappeared. Then, the global
community started to pay attention to feminist points of view that highlighted the participation of women representatives in all
conflict-resolution processes and peace negotiations so as to ensure the substantive resolution of women’s issues.
Of course,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traditional idea that wars, civil wars, and armed conflicts are fought by male soldiers, and
women are mere victims of war or subjects to be ruled.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able to witness a historic moment
of women participating in peace processes as a main player when Liberia began the conflict-resolution process after 2003. Growing
tired of the prolonged war, women came forward on behalf of men and ended the war through peace action. Liberia made substantial
progress toward peace, as it welcomed the female president of its government, established through elections, as well as women
parliamentarians who made up half of its legislative seats. As the entire world was watching this process, it realized that women could
participate in peace negotiations that aim to end a war and serve as equal players for peacebuilding with men.
Building on the experiences gained and lessons learned over the long haul,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dop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UNSCR 1325) in 2000. Up until the present day, a total of ten resolutions have
been adopted, calling for al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uphold the principle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before, during
and after conflict.
In a larger sense, the resolutions on WPS entail two principles that complement each other. The first principle is, as we are well aware,
the responsibility to prevent 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and support survivors. At the heart of the first principle is that the process
of resolving all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cases, such as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military, mass rape against Yazidi women
by ISIL, and abduction and forced marriage of Nigerian girls by Boko Haram, must apply univers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survivor-centered approach.
The second principle of the resolutions on WPS is also a universal principle that needs to be applied in all conflict-resolving and peacebuilding processes because it concerns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wome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all peace negotiations
and recovery processes and guarantee women’s leadership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o this end, the world is seeing women’s
peace initiatives in operation, including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negotiations and delegations, women’s agenda in peace
negotiations, expansion of female peacekeeping forces. women representatives i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and support
for women peace activists.
Republic of Korea is a leading society when it comes to women-led peace action, or women’s peace initiatives. In 1991, about 10
years before UNSCR 1325 was adopted, Korean women’s peace activists organized inter-Korean women’s dialogues and discussions
despite the strict National Security Law in place. Their successors also crossed DMZ in a situation where inter-Korean dialogue ceased
and confrontation intensified. Bold and creative peace action that no group had previously attempted has been largely carried out
by women. I hope that the women’s peace initiatives will translate into the Gyeonggi women’s peace initiative undertaken by women
living in Gyeonggi-do, home to the DMZ border a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system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t is essential to give impetus to the women’s peace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boasts a history of 30 years to ensure
women’s agenda and women representatives can be included in all peace negoti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UNSCR
1325. In this light, all peace processes pushed forward by Gyeonggi-do need to include the Gyeonggi women’s peace initiative. I am
fully confident that Gyeonggi women’s leadership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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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평화 프로세스의 가능성과 방향
에마 레슬리

에마 레슬리
Emma LESLIE
평화와 갈등 연구소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에마 레슬리는 프놈펜에 소재한 평화와 갈등 연구소(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의 사무총장이며, 호주와 캄보디아 이중 국적
을 보유한 그녀는 아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녀는 1993년 이후 갈등 전환 분야에 종사하면서 무기 감축,
지뢰 관련 분쟁, 지역사회 기반 평화 구축 및 종교 간 대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해 왔다. 또한 캄보디아파나사스트라대
학교(PUC)와 함께 갈등 전환 응용 연구(ACTS) 분야에 대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개설하였고, 3년 전에는 캄보디아평화박물관(Cambodia
Peace Museum)을 개관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국제교섭그룹(International Contact Group, ICG)의 일원으로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
슬람해방전선(MILF) 간의 평화회담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4년에는 방사모로 포괄 협정(CAB)을 성사시켰다. 미얀마와 한반도 갈등에
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미얀마 및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녀는 스웨덴 소재 폴케 베르나도테 아카데미(Folke Bernadotte
Academy)에서 유엔 직원을 대상으로 중재 및 대화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멜버른대학교 평화구축센터(Centre for Peacebuilding)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에는 노벨평화상 여성 후보 1,000인 중 한 명이었고, KACIID(킹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종교 문화 대화
국제 센터)에서 ‘대화 영웅’으로 선정되었으며, 호주 국가 훈장 수여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캔버라에 소재한 호주국립대학교(ANU)에서 정
치역사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호주 배서스트에 소재한 찰스스터트대학교(Charles Sturt University)에서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아울러
호주 질롱대학교(Geelong University)에서 국제 개발 분야 석사 학위를, 찰스스터트대학교에서 국제 교육학 명예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mma LESLIE an Australian - Cambodian,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in Phnom Penh, supports
peace processes across the Asia region. Since 1993 she has been committed to the field of conflict transformation undertaking a
range of initiatives in weapons reduction, landmine related disputes, community-based peace building and interfaith dialogue.
She developed MA and Ph.D. programs in Applied Conflict Transformation Studies (ACTS) together with Pannasastra University of
Cambodia (PUC) and three years ago launched the Cambodia Peace Museum. For the past ten years, she has served the Philippine
Government –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 peace talks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ntact Group (ICG) culminating in
the Comprehensive Agreement on the Bangsamoro (CAB) in 2014. Emma is actively engaged in the Myanmar and Korean Peninsula
conflicts notably visiting both Myanmar and the DPRK on numerous occasions. Emma teaches mediation and dialogue to UN
personnel at the Folke Bernadotte Academy in Sweden, and serves on the board of the Centre for Peacebuilding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Emma was one of 1000 women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in 2005, and was profiled by KACIID as a ‘hero of
dialogue' and is a Member of the Order of Australia. Emma holds a BA in politics and history from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 Graduate Diploma in Education from Charles Sturt University in Bathurst, an M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from
Geelong University, and an honorary Ph.D. in International Education from Charles Sturt University, Bathurst, NSW, Australia.

평화와 갈등 연구소 사무총장

저는 2017년에 북한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북한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은 매우 강렬한 경험이
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자라면서 매년 한국전쟁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전쟁기념식과 호주 현충일(Anzac Day) 퍼레이드에 참가했습니다.
70여 년 전에 싸웠던 전쟁 영웅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저는 한국전쟁이 이미 끝난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러나 한반도에 가 보니 전쟁이 끝난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이라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분쟁에 특별한 종류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
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시기에는 중재자들이 분쟁 조정을 위해 서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날아
가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는 ‘다자트랙 외교(multi-track diplomacy)’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멀티트랙 외교란 분쟁과 관련해 가장 중
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중재자와 함께 최상위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 모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성 대표, 시민사회 대표, 노동계 대
표, 학생 대표, 분쟁 지역 거주민 등 분쟁의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이따금 의견 제시를 위해 협상 자리에 초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
쟁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이고 다분히 상징적인 관행입니다.
여성들은 그러한 배타적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 협상 테이블에 여성참여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1325호를 기안했습니다. 여
성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 중재자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에는 매우 제한된 수의 자리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
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폭력과 너무나 많이 타협해 왔습니다.
저는 복합적인 중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를 모두 불러 문제를 해결하라는 임무를 지닌 채 멀리서 날아오는 거물급 인
사에 의한 조정이라는 방식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행하기 어려운 합의 도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비공개 회의와 은밀한
뒷거래를 통한 멀티트랙 방식의 위계적인 평화 프로세스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미얀마에서 특히 분노한 젊은 여성들이 이끄는 새로운 세대를 목격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70년 동안 경험해 온
구조적 폭력의 해결책으로 중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Z세대는 자신의 국가를 점령한 군사 독재 정권과의 어떠한 타협
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차세대 주역들은 실질적이고 고착적이며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시스
템을 다루는 데 현재의 접근법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Z세대’는 타협을 모르고 창의적이며 활기가 넘치는 세대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
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미래와 조국에 부당한 것이라고 그들이 여기는 것에 맞서기 위해 기꺼이 특별한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홍콩과 미얀마의 거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들은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에 맞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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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는 크지만, 그들은 결코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성주의적 중재(feminist mediation)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때입니다. 여성주의적 중재란 복합적인 분쟁 체제 전체에 걸쳐 다수
의 주요 리더와 이해당사자가 변화를 시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중재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성주의, 다시 말해 페
미니즘은 권력을 폭로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페미니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이고 협의적인 방식으
로 함께 뭉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권력을 폭로할수록 더 많은 권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성주의적 평화구축(feminist peacebuilding)은 자기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
니다. 물론, 폭력적인 분쟁 속에서 살아오고 폭력으로 인해 고립되어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은 평화가 구축되었을 때 그 노고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평화구축을 위해 이러한 모델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동남아, 호주, 그 밖에
다른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정치, 시민사회, 신앙 공동체, 윤리경영 전
반에 걸쳐 가치 주도형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 이상인 것입니다. 평화 협상 공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세계와 단절되어 왔습니다. 한국전쟁은 너무 오랫동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70년은 너무 긴
세월입니다. 우리는 매년 북한이 새로운 살상 무기와 관련된 추가적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된다
면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북한 근해에서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거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무장지대(DMZ)에 미군 수천
명이 주둔하고 있어서 남북 간의 어떤 종류의 교류도 막고 있다는 소식도 거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2021년에도 이러한 냉전 시대와 같은 행동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시도된 6자회담, 그리고 뒤
이어 개최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에서 정상들(모두 남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단순히 두 나라를 재통합하는 방법조차 찾지 못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 것일까요?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권력이
공유되고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협력하며 그들의 노고가 인정되는 여성주의적 접근법이야말로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최고의 기회를 가
져다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정전협정 관련 자료가 전시된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마주 앉아 협상 중인 남성들이 상대방을 노려보며 휴전협정서에 서
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남북한 당사자 모두 그들이 갑자기 싸움을 끝내야
만 하고 한 구획의 땅을 가로질러 38도선을 긋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력에 진정성
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s of Asia Peace Process
Emma LESLIE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I first visited North Korea in 2017. It was a very powerful experience coming to understand that North Korea was not what I have been
told.
Growing up in Australia I had attended every year the war memorial ceremonies and the Anzac Day parades where we pay homage
and salute our Korean war heroes. Many of them of course have already died since they fought over 70 years ago. In my mind as a
young person, I understood that the Korean war was over.
Going to the Korean peninsula made me realize that it was far from over. The Korean war has been ongoing for 70 years.
In 2021 we understand that the complex, systemic and structural conflicts that exist in our world require a special kind of response. In
post-World War II era it was popular for mediators to fly out from the west to other parts of the world to mediate conflicts.
By the 1980s we developed a concept called multi track diplomacy. The idea of multi-track diplomacy is that at the very top level those
most important and influential to the conflict will come together around a table with a mediator. Other stakeholders in the conflict
such as women leaders, civil society leaders, union leaders, student leaders, people who live in conflict areas are from time to time
invited into the space to give their perspective. This has been a tokenistic and largely symbolic practice rather than a serious efforts to
embrace the myriad of perspective of those most affected by a conflict.
In response to this exclusive model, women drafted UN Resolution 1325 demanding inclusion of women at peace tables. This has
given rise to a number of women mediator networks around the world in an attempt to get women to be present at those tables.

전시관 벽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의 노력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와 역량과 자원을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한 주민들과 오늘날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반도가 이 전쟁에서 자유로워지게 되
기 전까지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The notion of those tables is limiting there are only limited number of seats available. Consequently, any kind of real inclusion of the
multiple stakeholders is virtually impossible.

이제는 거물급 인사에 의한 조정과 다자트랙 외교 방식을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고 소수의 견해
만 환영받는 협상 테이블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 정책, 태도, 내러티브, 세상을 바라보는 방
식 등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복합적인 시스템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I believe that a complex system of mediation is required. No more big man mediation flying in from far away with a mandate to bring
the parties together and solve the problem. No more multi track hierarchical peace processes with secret rooms and quiet backdoor
deals which culminate in agreements which are more often than not difficult to implement.

In the world that we live in today we are failing at building lasting and genuine sustainable peace. We have to review the methods that
we use. Structural and systemic violence is all too much of what we have come to terms to live with.

We have seen in Myanmar in the past four months a new generation, particularly led by young fierce women, who have declared
that mediation is an unacceptable resolution of the structural violence that they have experienced for 70 years. Generation Z have
said they will not accept any kind of compromise with the military dictatorship that has taken over their country. The next generation
who have swept across our region are showing us that we have in adequate approaches to resolve real and deeply rooted complex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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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generation Z are uncompromising creative energized and understand that they have to work together to bring about real change.
They’re willing to make extraordinary sacrifices in order to stand up to what they see as a deep injustice for their lives their future and
they country. They are showing us in the streets of Hong Kong and Myanmar and many other places that there are other ways to stand
up to power. To speak truth to power. The cost is great but they will not compromise.
It’s time for us to develop a system of feminist mediation. By feminist mediation I mean the possibility for a number of key leaders
and stakeholders, across a complex conflict, system to work together to try and bring about change. Feminism is about divulging and
sharing power. Feminism is not about holding power for oneself but it is about coming together in a collaborative and consultative
way. The more power we give away, the more power there is.
Feminist Peacebuilding is not about the ego. It’s not about taking credit for the work that we do. Surely those who have lived in violent
conflict, and been isolated and cut off from the world because of violence, deserve any credit for the peace that is built.
In the Asia region we urgently need this new model and approach to building peace. We need networks of people in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China, USA, South East Asia, Australia and in many other places. We need values driven champions across politics,
civil society, faith communities and ethnical businesses to work together to bring this change. It is more than a movement. It taking
back the peace negotiation space.
North Korea has been cut off from the world for too long. The Korean war has divided Koreans for too long. 70 years is far too long.
Every year we hear about how North Korea has prepared some other kind of missile test on new killer weapons. We hear little about
the military operations practicing off the shores of North Korea trying to pretend to invade should the opportunity arise. We hear little
about the thousands of US troops stationed at the DMZ stopping any kind of intera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We cannot imagine that in 2021 this kind of Cold War behavior can continue. in the six party talks that tried for many years, and
the subsequent Singapore and Hanoi talks, top leaders all men set together and failed to find a way to simply reunite two countries
together. Are we so afraid of the Korean people being united as one? I truly believe that those who are willing to engage in a feminist
approach to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power is shared and people collaborate and credit is given to the
people themselves, we have the best chance of ending the Korean War.
When I visited the museum that shows the armistice agreement on the DPRK side I saw pictures of men in negotiations facing each
other staring each other down as they signed the armistice agreement. It did not look like something that they were triumphant
about. They looked angry, both Americans and Koreans, that they have abruptly forced to end their fighting and their only solution to
draw line across a piece of land at the 38th parallel. It did not feel to me like there were sincerity in their effort.
At the same time on the walls were pictures of women putting themselves in harm’s way to show the world that the Korean War must
end. The efforts of such women have never ended. They continue to this day. It’s time that we gave them the full chance and power
and energy and resources to end this war.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and all of us who live in the world today will not be free
until the Korean peninsula is free of this war.
It is time for the end of big man mediation and multitracked diplomacy. It is time for us to no longer use a table where there are limited
number of seats and only a few perspectives are welcome. It is time for us to identify those people with power and energy across the
complex system who can bring about changes in policy, attitudes, narratives, and ways of seeing the world for us to collaborate and
work together. Together we can and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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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국제적 연대 활동
마리아 버틀러
Maria BUTLER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
Director of Global Programmes,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마리아 버틀러는 평화구축, 정책 및 프로그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간의 평등과 존엄 보장 및 평화 촉진을 위한 운동 및 단체의 역량
강화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틀러는 특히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전념하면서 현지 및 국제적 차원의 애드보커시 활동
을 벌이고 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여성 평화 단체인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에 2010년에 합류했으며, 현재 글로벌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으면서 전략적 계획 및 유엔과의 애드보
커시 활동 협력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평화(feminist peace)’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버틀러는 WILPF가 회원으로 참여 중
인 ‘Korea Peace Now’ 캠페인의 핵심 그룹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 평화 및 안보 핸드북(Women, Peace and Security
Handbook)』을 집필했으며, ‘여성, 평화 및 안보’라는 아이폰용 앱을 포함해 다양한 지식공유 도구를 개발했다. 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
이기도 한 버틀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런던정경대(LSE)에서 인권 분야의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여성, 평화 및 안
보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의 아일랜드 행동계획 담당 감독그룹(Oversight Group)
의 일원이기도 하다.

Maria BUTLER works in peacebuilding, policy and programmes. Passionate about making movements and organisations stronger
to promote equality, dignity and peace, Maria is committed to amplifying the work of women and advocates locally and globally. As
the Director of Global Programmes at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the oldest women’s peace
organisation in the world, where Maria has worked since 2010, she directs programme work for Feminist Peace under the strategic
plan and advocacy with the United Nations. WILPF is a member of Korea Peace Now campaign and she serves on the core group of the
campaign. Maria is the author of numerous publications including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Handbook” and she pioneered
new tools for knowledge-sharing, including the first ever Women, Peace and Security iPhone app. Maria is mom of two, an Attorneyat-Law and a member of the New York State Bar and holds a Masters in Human Rights from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mong
other roles she serves, Maria is a member of the Oversight Group of Ireland’s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마리아 버틀러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글로벌 프로그램 총괄

여성의 평화운동은 현실 정치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여성 운동가들은 국제화되고 지역화된 군사주의(militarism) 문제를 다루기를 주
저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세계 도처에서 배제, 차별 및 가부장제와 조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을 맞아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은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여성의 비폭력 투쟁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예멘, 서사하라, 시리아 등지의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기 위해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군복을 입었거나 총을 든 남성들만이 평화 협상에 나설 정당성이 있다는 가정에 도전하고 이를 일축합니다. 평화
프로세스에서 여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WPS, Women, Peace and Security)'
의제를 통해 인정받았는데, WPS는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단순한 수적 증가만이 아닌!)를 요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리아 피스 나우(KPN, Korea Peace Now)' 캠페인 팀과 함께 활동하면서 평화운동 내부에 존재하는 고통, 분열, 유머, 그리고 희망
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북아일랜드 역사의 내부에 존재하는 고통과 희망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아일랜드 여성들은 분단의 선을 넘
나들었고, 준군사단체의 벽화가 아닌 평화의 벽화를 그렸습니다. 또한 '북아일랜드 여성연합(Northern Ireland Women’s Coalition)'이라
는 자체 정당을 결성함으로써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계속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북아일랜드
여성들로부터 평화는 정치적이면서 현실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편 우리는 콜롬비아 여성들로부터 여성의 그러한 활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성 운동가와 단체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을 요구합니다. 2016년 콜롬비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었을 당시, 여성은 1명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운동과 평화운동은 여성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인민군(FARC-EP)이 역
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결집했습니다.1 결국 최종 협상에서 정부 협상팀의 20%와 FARC 팀의 40%가 여성으로 구성되
었습니다. 젠더 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합의안 본문에 젠더 이슈와 관련된 100여 개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무장해
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프로세스인 '트랙 1(Track 1)' 프로세스를 넘어, 여성들은 휴전을 중재하고 게릴
라들에게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도록 설득하고 인질 석방을 협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보 상황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여성들로부터, 그리고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전역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설치된 비공식 지방의회(shadow local
council)들로부터, 인내와 변혁이 지방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모든 측면이 젠더화 되어(gendered)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컨대 지뢰 제거 프로그램은 여성, 소녀, 소년 및 남성이
동원 방식, 폭발 위험에의 노출, 의사결정 권한,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되는 젠더화
된 환경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젠더 고려가 없는 몰성적(gender-blind) 정책과 프로그램은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의 효과성이 떨
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젠더화되고 맥락적이며 상호 교차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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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단적 학습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고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이는 우리가 추진하는 활동
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벽을 만듭니다.2 당면한 도전 과제에 대처하려면 우리는 세계 여성 평화운동을 중요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와 행위 주체에게 그들의 약속과 의무에 대한 이행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 알 수 있듯, 유엔 안보리 결의 1325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 결의로 구상되고 그 통과 운동이 전개된 결
과물”인 것입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여
성, 평화, 안보(WPS)' 의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쟁 예방, 분쟁 및 분쟁 후 상황에 있는 여성에 관한 CEDAW 위원회의 일반권고
(General Recommendation) 30호는 WPS 관련 사안 및 책임성 기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이행이 모든 협약 당사국의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의 채택은 중요하
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10

우리는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에 투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체제는 폭력으로부터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3 오
히려 폭력을 조장하고 번식시킵니다. 군사주의와 기업의 탐욕은 인권 실현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지도록 하기는 커녕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환경에 파괴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군사주의와 무기 거래의 규
모는 매년 수조 달러에 이릅니다.4 전 세계적으로 무기 거래에 2,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5 무기 이전은 전
쟁에 불을 지피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핵무기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비준국이 핵무기를 보유, 개발, 배치, 시험 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6 평화를 진전시키려면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비무장화와 군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국가는 TPNW를 비준하고 이행해야 하며, 군사비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자율무기(autonomous
weapon) 금지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단계는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
다. 북한은 공식적인 안전 보장 없이는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KPN)' 캠페인 팀은 두 건의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9년 발간한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와 여
성에게 미치는 영향(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7 보고서에서는 제재가 어떤 식으로 북한
의 민간인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전쟁의 비폭력적 대안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는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위해를 끼칩니다. 제재는 그저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일 따름인 것입니다. 올해
봄에 KPN에서 발간한 두 번째 보고서인 '평화로 가는 길 :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사례(Path to Peace : The Case for a Peace
Agreement to End the Korean War)'8 는 지난 71년간의 전쟁과 비핵화 및 인권과 같은 오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평화 우선적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PN 캠페인은 여성이 공식 협상팀의 최소 30%를 차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제와 관련 문서의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협상 당사자 및 중재자와의 일관된 양방향 소통에 관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가로
막는 장벽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여성은 단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면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이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분쟁 해결 및 평화 증진
노력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지지하는 국제법의 형성에 기여해 왔으며, 그러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
의 1325호의 이행에 관한 글로벌 연구(Global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9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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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ta.unwomen.org/features/chronically-underfunded-women-peace-builders-need-support-more-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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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Acheson. https://www.wilpf.org/thoughts-for-change/demobilising-war/

4

데이터 참조.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5

데이터 참조. https://www.sipri.org/databases/financial-value-global-arms-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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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achingcriticalwill.org/disarmament-fora/nuclear-weapon-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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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reapeacenow.org/wp-content/uploads/2019/10/human-costs-and-gendered-impact-of-sanctions-on-north-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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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및 실향민 공동체의 여성과 소녀들, 고령 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 그리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분쟁 상황에 처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SCR,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
상 및 그 이후의 이행 과정에서 의무부담자(duty-bearer)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SCR 침해와 관련된 위해가 다루어 지
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며, 이는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11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가정 폭력 발생률이 높
아지고, 무급 돌봄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공식 일자리(informal job)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해지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성에게 불균형적이고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ESCR의 실현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12
우리는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차별 문제에 대처하는 데 계속 실패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구조적이고 젠더화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WILPF는 여성주의적이고 친환경적인 회복(feminist and green recovery)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복은 우리가 자본주의, 가
부장제, 인종주의, 그리고 군사주의에 기반한 현 경제 체제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3
우리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재건하고, 군사화된 남성성에 대항하며, 여성주의적 평화(feminist peace)를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조 여성들로부터 세계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공동체 간의 평화를 필요로 합
니다. 우리 세계의 평화는 '어머니 지구'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운동으로부터 평화 협상이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
기도 하는 대화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WILPF는 모든 국가와 유엔이 맹목적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
치적 의지를 발휘하고 인권 규범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는 다자간 기구가 아닌, 현장에서 도출됩니다. 1915년 창설 당시 WILPF에 동참한 우리의 선
조 여성들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처럼, 우리는 비폭력, 다자주의,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에 둔 중재에 전
념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고, 폭력과 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권력관계에 관
심을 갖고 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권력관계를 들추어내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개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
다. 우리는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층의 침묵에 맞서 우리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 안정과 치유와 평화가 증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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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PF 참조. http://1325naps.peacewom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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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에서는 인권 문제가 립서비스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인권 문제가 협정 본문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자국의 헌법에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협정 내용에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드물다. 경제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은 국제 금융기관, 공여국 회의,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맡겨진다. 그러한 준비 작업은 평화 패키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써가 아니라,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가정(민영화, 긴축재정 등)에 따라 추진된다.”
https://wilpf.org/wp-content/uploads/2015/05/NYU_JILP_48_4_Rees_Chinkin.pdf

https://koreapeacenow.org/wp-content/uploads/2021/02/Path-to-Peace-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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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lpf.org/wp-content/uploads/2020/04/WILPF_OHCHR_submission_April2020_Final.pdf

https://wps.unwomen.org/pdf/en/GlobalStudy_EN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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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lpf.org/wp-content/uploads/2020/11/Feminist-principles-for-a-post-covid-19-settlement-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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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ectional.

International Solidarity on the 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
Maria BULTER
Director of Global Programmes,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omen’s peace movements offer alternatives to realpolitik. Women activists do not shy away from addressing internationalised
and localised militarism. Women everywhere are organising and fighting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patriarchy. On International
Women’s Day Peace and Disarmament,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wishes to honour the
nonviolent struggle of wome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omen everywhere.
Women are mobilising for participation in peace process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Libya, Afghanistan, Ukraine, Yemen,
Western Sahara, Syria. Their work challenges and dismisses the assumption that only men in uniform or men with guns have the
legitimacy to negotiate peace.. Women’s key role in peace processes has been recognis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genda Women
Peace and Security (WPS), which demands full, equa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not just increased numbers!) of women, including
in peace processes.
Working with the Korea Peace Now campaign, I have discovered the pain, divisions, humour and the hope within the movement for
peace. It reminds of the pain and hope within the history of Northern Ireland where women walked across lines of division, painted
murals of peace in the place of those of paramilitaries, where the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eace process by forming their own
political party—the Northern Ireland Women’s Coalition and where they continue to safeguard peace. We have learned from the
women of Northern Ireland that peace is both political and practical.
We have learned from Colombian women that this work is dangerous and we call for more protection for the safety of women
activists and organisations. In Colombia, when negotiations began for the 2016 Colombian peace agreement,1 only one woman
had a seat at the table. The women and peace movement came together to push for increased participation and ensure that the
Columbian government and FARC-EP did indeed come to a historic peace agreement. In the end, 20 percent of the government’s
negotiating team and 40 percent of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 team in the final negotiations were women.
A Subcommittee on Gender was established and led to over 100 provisions on gender issues included in the agreed text and one
of the most successful weapon laydowns in history. Beyond the Track 1 processes, women improved the security situation in local
communities by mediating cease-fires, convincing guerrillas to lift roadblocks, and negotiating the release of hostages.
We have learned from Palestinian women and the women-only Shadow local council that were set up across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ies that perseverance and transformation should happen at the local level first.
We have learned that all aspects of peace are gendered. For example, mine action disarmament programming takes place in
gendered environments, communities where women, girls, boys and men have different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at impact their
mobility patterns, exposure to explosive risks, decision-making power, and access to services and resources. Gender-blind policies
and programmes means less effective policy making and programming. Effective demining must be gendered, contextual and

1

https://www.cfr.org/womens-participation-in-peace-processes/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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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llective learning and the work for peace is persistently undervalued and underfunded which creates significant barriers to our
work. 2 To face the challenges ahead, we must value and resource the global women peace movement, as well as hold accountable
all States and actors to their commitments and obligations.
We live in a world that glorifies and invests in war. Yet, the war system does not protect anyone from violence.3 Instead, it fosters and
breeds violence. Militarism and corporate greed squander valuable resources instead of making financing available for the realisation
of human rights and, indeed, the attainment of the SDGs. War has a devastating and lasting impact on the environment. Militarism
and arms trade amount to trillions each year. 4 Estimated at more $200 billion into the global arms trade. 5 The transfers of weaponry
results in fueling war and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Nuclear weapons are now unlawful to possess, develop, deploy, test, use, or threaten to use for the states that have ratified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6 To advance peace, there must be real and full demilitarization and disarmament.
All States must ratify and implement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must reduce military expenditure, stop arms
transfers, and lead efforts toward a ban on autonomous weapons. A key step towards making this real is by bring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7 The DPRK has made it long clear that, without a formal
security guarantee, they will hold onto their nuclear weapons.
The Korea Peace Now Campaign has produced two groundbreaking reports. In 2019, the campaign released The Human Costs and
Gendered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 which documents how sanctions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ordinary North
Korean civilians. Sanctions are often considered a non-violent alternative to war, but in fact they harm civilia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conomically, socially, and physically. Sanctions are nothing else then war by other means. And this spring, KPN released a
second report, Path to Peace: The Case for a Peace Agreement to End the Korean War8 which documents how we must use a peacefirst approach to address the 71-year War and longstanding issues such as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The Korea Peace Now
Campaign calls for women to make up at least 30 percent of official negotiating teams. It also asks for the creation of a consultative
forum to enable civil society groups to contribute in meaningful ways by engaging in consistent two-way communication with
negotiating parties and mediators – including through advanced sharing of agendas and documents. All parties must help reduce
barriers to wome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Not only do women make up more than half the world’s population, we know now through decades of research that when women
influence peace processes, the resulting peace is more likely to last. And accordingly, all States have contributed to and are subject
to international laws that support women’s inclusion in efforts to resolve conflict and promote peace. As the Global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9 reminds us, the resolution was “conceived of and lobbied for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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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reapeacenow.org/wp-content/uploads/2019/10/human-costs-and-gendered-impact-of-sanctions-on-north-kore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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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resolution that would promote the rights of women in conflict situations.”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is the backbone of the WPS agenda. The CEDAW Committee’s General Recommendation
30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provides detailed guidance on issues related to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the criteria for accountability. It also makes clear that implementing UNSCR 1325 is the responsibility of every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While the adoption of National Actions Plans on UNSCR 1325 is important, it is not enough.10
Women and girls from Indigenous and displaced communities, older women,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those living in
conflict-affected areas, are especially impacted.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ESCRs) of women in conflict are ignored by dutybearers in the negotiations of peace agreements, and subsequent implementation. And this results in harms related to violations of
ESCRs staying unresolved and unaddressed, which in turns contribute towards renewed cycles of violence.11 The realisation of ESCRs
is more urgent than ever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with heightened rates of domestic violence, increase in unpaid care
work, and the disproportionate negative economic effect of the pandemic on women as they are overrepresented in informal jobs.12
The challenges ahead are significant. We see the consequences of continued failures to address gender-based discriminations during
this global pandemic. Its impacts are structural and gendered. At WILPF, we advocate for a feminist and green recovery - which is
only possible if we radically change the foundations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entrenched in capitalism, patriarchy, racism and
militarism.13
Our generation is faced with an opprtunity to build back differently, to counter militarised masculinities and mobilise all for feminist
peace.
We have learned from our foremothers that Peace in the world requires peace in our homes. Peace in the world requires peace
between communities. Peace in our world requires protecting Mother Earth. We have learned from the peace move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peace negotiations are about dialogue, sometimes over decades.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calls on all States and the UN to take bolder actions to counter chauvinistic
nationalism and militarism, as well as to use political will and human rights norms to address and transform inequalities.
Creative and impactful ideas for change will not come from multilateral institutions but from the ground. Like the foremothers of
my organisation in 1915, and the women we work with today, we must renew our commitment to nonviolence, multilateralism, and
medi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t the center,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violence and war. We must be curious and be aware
of the structural power relations within which we function – we must be brave enough to call these out, to address them and work
to reform them. We must be consistent in the face of conflicting interests and insistent in the face of vested silence to foster greater
stability, healing,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wider world.

10

See WILPF http://1325naps.peacewomen.org

11

"Lip service is paid to human rights in peace agreements. Indeed, human rights are often a central part of the text and core to internal constitutional arrangements. But
this rarely extends to the incorporation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to the agreements. Arrangements for economic development are left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onors' conferences, and foreign investors. These arrangements are pursued according to current neo-liberal assumptions (such as privatization and austerity)
and not as an integral part of the peace package." https://wilpf.org/wp-content/uploads/2015/05/NYU_JILP_48_4_Rees_Chinkin.pdf

12

https://www.wilpf.org/wp-content/uploads/2020/04/WILPF_OHCHR_submission_April2020_Final.pdf

13

https://www.wilpf.org/wp-content/uploads/2020/11/Feminist-principles-for-a-post-covid-19-settlement-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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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이재강

이재강
Jaegang LEE
경기도 평화부지사
Vice-Governor for Peace, Gyeonggi Province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경기도는 도정의 핵심가치 중 하나를 ‘평화’로 두고, 대한민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평화정책을 전담하는 평화부지사 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강은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이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지를 맞대고 있고, 70년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지금은 대한민
국의 최북단이지만, 머지않아 남북 평화협력시대가 도래하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 될 곳이다. 이재강은 전국 유일의 평화부지사
로서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은 오솔길을 낸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 방향을 모색하여 남북평화시대의 마중물을 붓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대북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성과로는, 2019년 12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지원물자 152
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이 꼽힌다. 또한 이재강은 개성공단 재개 선언, 종전선언 지지 등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겨울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며 43일간 파주 임진각에 천막 집무실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125개 입주기업을 의미하는 통일대교 1.25km를 3보1배로 건넜다.

오늘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애써 오셨던 전 세계 여성 평화활동가 여러분들과 함께 본 특별세션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성들은 평화운동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 풀뿌리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제적 연대활동으로 쉼없이 평화운동의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열정과 노력, 희생과 인내가 있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성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번 DMZ 포럼의 주제인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마땅
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5월 24일은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LEE Jaegang is Gyeonggi Province’s Vice-Governor for Peace. Bounded by the Demilitarized Zone to the north, the Province has
borne the pain of division over the past 70 years. Although one of South Korea’s northernmost provinces today, it will emerge as the
epicenter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era of inter-Korean peace and cooperation arrives in the near
future. As the nation's only vice-governor for peace, Jaegang Lee is serving as a pioneer in preparing the Province for the advent
of the borderless era. Imbued with the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he is priming the pump of reconciliation and charting a narrow
but meaningful path towards peace on the Peninsula, he is exploring realistic and practical direc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Gyeonggi Province has been acknowledged for its substantial contribution as a local government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ts primary achievement is being granted an exemption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1718
DPRK Sanctions Committee on the 152 materials necessary for the Gaepung Tree Nursery project. In addition, Vice-Governor Lee is
focusing his endeavors on implementing measures to restart the clock of peace on the Peninsula, including support for a declaration
to resum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o end the Korean War. In the winter of 2020, he set up a tent office in Imjingak, Paju,
for 43 days, calling for the resumption of operations at th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e also crossed the 1.25 km-long Tongil
Daegyo Bridge, which symbolizes the 125 tenant companies a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y repeatedly taking three steps
and one bow during his march.

매년 5월 24일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기억하지만, 저는 이중에서도 2015년의 5월 24일을 정말 특별한 날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 날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한 30여명의 국제 여성 평화활동가들이
북에서 남으로 경의선 육로를 걸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여성들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재결합, 대북제재 해제, 군축과 평화 정착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주
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들로 이루어진 ‘Korea Peace Now!’를 결성해 초국적 여성평화운동으로 운동의 깊이
와 너비를 확장해 왔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할만할 일입니다.
오늘의 특별세션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저희 경기도, 아시아, 국제사회 모
두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특별세션이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언’을 담아내는 그야말로 특별한 세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표해 주실 귀중한 제언을 경기도의 평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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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and Closing Remarks
Jaegang LEE
Vice-Governor for Peace, Gyeonggi Province

Greetings, my name is LEE Jaegang,
and I’m the deputy peac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With “peace” being one of its core values, Gyeonggi Province's local government is the only one in South Korea that has a deputy
peace governor position in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Today, as deputy peac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I am glad and honored to take part in this special session with you, women
peace activist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have been working harder than any other groups for peace in this land.
As core actors in peace movements, women around the world have been ceaselessly expanding the horizons of peace movements
through their systematic and organized activities of international solidarity, starting with local grassroots movements.
We are also well aware of the passion, hard work, sacrifice, and patience that countless women have put into the process.
I think those of you who have joined us today could not be more suited as principal agents of the theme of this installation of the DMZ
forum,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This coming May 24th is World Women's Day, which was created for peace and disarmament.
I remember the women's efforts that are presented each year on May 24th, but May 24th of 2015 has particular significance to me.
On that very day, some 30 international women peace activists including Gloria Steinem crossed the Korean Peninsula’s military
demarcation line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by walking the overland route on the Gyeongui Line.
In addition, together with the women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raised their voices for an argument for the end of the
Korean War, for signing a peace agreement, for reunifying separated families, for lif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for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eace and disarmament.
They didn't stop there; they even formed “Korea Peace Now!,” an organization made up of international women's peace movement
groups, thereby expanding the depth and breadth of their transnational women's peace movement.
What they did is truly wonderful and well worthy of respect.
Today's special session was designed to help find practical ways on how Gyeonggi Province,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chieve solidarity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on the premise that women's participation is indispensable i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 am confident that this special session will be truly special and that it will present the efforts of such women alongside suggestions for peace.
I promise to actively reflect on the valuable suggestions you present today in helping to establish a peace policy for Gyeonggi Provinc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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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을 위한 꿈과 기적의 지대 - DMZ 내 인큐베이팅 빌리지”
김영훈

김영훈
Young-Hoon KIM
북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Texas

김영훈은 컨벤션 및 이벤트 경영 분야의 교육자, 컨설턴트, 강연자, 연구자이며, 현재 북텍사스대학교의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
이다. 매년 16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용기를 주고,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동 분야 연구자들과 새로운
발견을 탐색하고 있다. 업계와 학계에서 30년이 넘는 경력을 쌓은 김영훈 교수는 텍사스공과대학교 주립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 박사 학
위를,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호텔외식관광경영학 석사 및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컨벤션뷰로 및 여타 지역사
회 단체가 조성하는 관광 목적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방안이다. 지금까지 약 200개의 기고문, 저서, 장(章), 회의록을 집필하고 출판했
다. 현재는 「관광 목적지 개발 - 한국의 DMZ 사례를 중심으로」, UN 관광기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불교도와 사찰 관광」, 댈러스-포트워
스(DFW) 지역 컨벤션뷰로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스포츠 이벤트와 그 사회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KIM Young-Hoon is an educator, consultant, speaker, and researcher in the Convention and Event Management. He is currently
serving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UNT). He travels
more than 100,000 miles every year to reach out to inspire students, consult with clients, and explore new findings with researchers
in the field. With more than 30 years of industry and academic experience, he holds a Ph.D. in Hospitality Administration from Texas
Tech University, and both Masters and B.S. in Hotel, Restaurant, and Tourism Management from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His
primary research focus is community engagement for the destinations, as structured through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and
other community organizations. He has published approximately 200 articles, book, book chapters, and conference proceedings.
Currently, he is involved in several projects including “A Destination Development; A Case Study of DMZ in Korea,”“and the “Buddhist
and Temple Tourism” with UNWTO, and “Sport Event and Its Social and Economic Impact” with CVBs in DFW area.

북텍사스주립대학교 교수

서론
오랜 세대에 걸쳐 한국인 다수는 자신들을 동일한 관습, 조상, 역사, 언어,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으로 여겨왔다(Campbell, 2015;
Duncan; 1998; Shin, 2006). 이러한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은 남북한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Shin 2006; Ha &
Jang 2016). 오늘날의 상이한 정치 체제와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각자가 ‘단일민족’의 일부라는 민족적 동질성의 신념을 오
랫동안 이어왔다. 그러나 70년의 정치적 분단을 겪으면서 남북한은 상대를 동족이라기보다 유사한 문화와 민족적 특징을 지닌 개별 국가
로 여기게 되었다. 근래의 여러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Kim & Jang, 2007; Lankov, 2006; Ha
& Jang, 2016). 남한 국민들 사이에서 공통의 신념으로 여겨져왔던 “단일민족 두 나라” 인식이 저하되고, 다수는 북한에 대해 부정적 태도
를 갖게 되었으며,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인식도 약해지고 있다(Kim et al., 2015). 비무장지대(이하 DMZ)의 상존은 이러한 정서를 더욱 악
화시킨다. 이에 대하여 DMZ를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의 관광 연
구 성과는 미미하다(Kim & Thapa, 2018).
1953년에 UN과 북한 간 정전협정을 계기로 탄생한 DMZ는 남북한의 완충지 혹은 국경 장벽의 역할을 하는 길이 250km, 폭 4km의 지대
이다. DMZ는 남북 관계의 역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함의, 외세의 개입과 다국적 전쟁의 역사를 내포하는 독특하고 세계적인 다크 투
어리즘 관광지가 되었다(Bigley, Lee, Chon, & Yoon, 2010). 게다가 민간 부문의 활동이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에서 50년 이상 보존되어
풍부한 미개발 자원과 생태계를 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유대 강화의 가교로서 DMZ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새롭
게 해야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사업검토계획은 DMZ 관련 이해당사자의 시각, 관광객의 행동, 관광객의 분류에 대한 질적·양적 사전연구에 기반한다.
사업검토계획은 5단계로 구성되며 달성 가능한 결과가 포함된다. 각 단계별로 환경 분석 및 문헌 검토 - 인큐베이팅 빌리지(Incubating
Village) 조성 여부 결정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 실행모델(working model) 제안 - 모델 검토 - 실행계획 수립 등이 수행될 것이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와 측정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는 전략 계획을 도출할 것이다.

이론 및 사업검토계획
이론의 적용
집단 간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관한 주요 이론 중 하나는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로, 복수의 집단이 평등한 지위를 갖고 상호
협력하며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때, 이들이 보다 상위의 목표를 위해 접촉하게 되면 긍정적 만남이 창출되고 관계가 개선된다는 이론이다
(Gaertner, Dovidio, & Bachman, 1996; Pettigrew and Tropp, 2006; Broockman & Kalla, 2016; Finseraas & Kotsadam, 2017; Scacco
& Warren, 2018; Paluck et al. 2019). 페티그루와 트롭(Pettigrew & Tropp, 2006)의 메타분석 검정에 따르면, 집단 간 접촉이 일반적으
로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내에서의 선입견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는 것이 다수의 논문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간 접촉이 실용적이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관계 개선의 수단일 가능성을 증가시
킨다. 그러므로 이 이론을 사용하여 ‘DMZ 내 인큐베이팅 마을’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남북한의 선입견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 접
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조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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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네 개의 그룹(정부 인사, DMZ 전문가, 거주민, 탈북민), 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
였다. 참가자는 비밀을 보장받고 언제든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결과는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었다. 연구자는 수집한 데
이터를 부호화하고, 이를 풀어서 원고를 작성했으며,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인터뷰를 다시 요청했다. 인터뷰 답변 분
석을 위해 파이썬 3.7 딕셔너리 신택스(dictionary syntax)를 사용하여 답변 내용 중 키워드의 빈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다시 네 그룹으
로 분류하였다(표 1 참조).

DMZ에는 1953년에 정전협정이 진행된 판문점(공동경비구역), 침투 땅굴, 임진각, 도라전망대 등 다수의 관광 명소가 있다(Kim and
Thapa, 2018).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판문점은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세 개의 침투 땅굴도 관광객에게 인
기가 많다. 임진각은 관광객의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이며, 북한 영토와 그 주민의 삶을 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도 인기가 높다. 임진각 평
화누리공원을 따라서는 전쟁 및 교육 자료, 군사 유물(탱크, 비행기 등)을 비롯해 많은 예술품과 기념비가 전시되어 있으며, 과거에 북한으
로 연결되던 철도도 놓여 있다.
지금까지의 DMZ 관광 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Lee & Mjelde, 2007), 유산(遺産) 관광(Kim & Thapa, 2018), 다크 투어리즘 동기(Bigley,
Lee, Chon, & Yoon, 2010)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립되었고 개발되지 않은 DMZ는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되었으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지역 중 하나이다(Brady, 2008; Lee, Yoon, & Lee, 2007). DMZ의 생태적·상징적 가치는 잘 알려져 있지만, 그와 함께 DMZ를 최고의 관
광 명소의 자리에 올려놓을 장기 개발 계획도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 상당수는 관광 개발의 초점을 거주민의 시각에 맞추었다. 예를 들어,
김, 최, 이(2019)는 DMZ 접경 지역 주민들이 DMZ 내 평화공원 건설 제안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바 있다.
DMZ 사업검토계획

표 1. 그룹별 키워드 빈도 샘플
그룹

총 단어 수

키워드(빈도)

전문가

2898

협력(25), 마을(18), 교환(17), 정부(16), 인큐베이터(14), 살다(12), 계획(12), 프로젝트(12),
지역의(11), 관계(9), 회의(8),

정부

785

고성(19), 협력(7), 정부(7), 통일/통일하다(7), 프로젝트(6), 인큐베이커(5), 관광객(5), 마을(4),
철도(3), 거주민(3), 지원(3), 함께(3)

탈북민

957

거주민(8), 함께(8), 희망(7), 탈북민(7), 정부(6), 살다(6), 돕다(5), 인큐베이터(5), 필요하다(5),
통일(5), 마을(5), 교환(4), 만나다(4), 관계(4)

거주민

415

마을(9), 고성(4), 인큐베이터(4), 화진포(3), 소득(3), 땅(3), 사람들(3), 계획(3), 상호작용하다(2),
거주민(2), 자원(2), 관광객(2)

• 본고에서 제안하는 사업검토계획의 목표와 결과는 다음의 5단계로 논할 수 있다.
• 1단계 - 경제·정치·행정·관광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2단계 계획의 수립을 위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 2단계 - 남북한의 정부 인사와 협력하고 UN의 지원을 받아 공학(토목공학 – 도로, 교량, 공항, 항만 등), 지질, 지리, 자연과학(지속가능
성 및 자연 이용), 도시개발 등의 관점에서 DMZ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 3단계 - 인큐베이팅 빌리지 제안. 타당성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잠정 모델을 수립
하고, 일반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의 홍보 관행을 개발한다.
• 4단계 - 모델을 검토하고, 시행 계획과 전략 목표를 수립하며, 측정 가능한 결과를 포함하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안된 모델을 집
단에게 제시한다.
• 5단계 - 전략 계획을 공표한다.

양적 연구 : 관광객의 행동 및 분류*
2건의 양적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동일하며, 해당 데이터는 2019년 12월 DMZ와 평화누리공원에서 서면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은 참가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익명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400명의 개인에게 접근하여 340개의 샘
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91건의 설문이 완료되고 사용 가능했다. 응답자들에게는 사회인구학적 질문과 함
께 관광목적지의 이미지(destination image),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장소에 대한 인식(place dimensions), 향후 방문 의사(future
intention) 등의 질문이 주어졌다.
관광객의 행동 -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 검정하였다(도식 2 참조). 이 모델은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사용하였으며,
(관광객에게 DMZ에 대한 인게이지먼트를 제공하는) DMZ의 관광목적지 이미지가 향후의 방문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긍정적인 관광목적지 이미지를 가진 관광객은 현장 인게이지먼트(on-site engagement)와 향후 방문 의사
가 더 높고, 타인에게도 권유한다. 관광객의 인게이지먼트는 향후 방문 의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관광객의 인게이지먼트가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향후 방문 의사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관광객의 인게이지먼트가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향후 방문 의
사의 관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유는 관광목적지 이미지가 향후 방문 의사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총 효과가 둘 다 컸기 때문이다.

도식 1. DMZ 사업검토계획
방법론 및 사전연구 결과
도식 1에서 제시하였듯 이 부분에서는 사전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이는 사업검토계획의 동인으로 사용될 것이다.
질적 연구 : DMZ,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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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정체성

향후 방문 의사
.319***

.535***
관광목적지
이미지

•질적 연구 I에서는 DMZ 인큐베이터 마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터뷰 반응(마을 조성에 대한 의견, 성공 요인, 최적 위치 등)을 조사
함으로써, DMZ에 인큐베이터 마을을 조성하고 남북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서로에 대한 선입견이 감소하고 상호 신뢰를 회
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소 애착

.396***

•질적 연구 I의 인터뷰 분석 결과는 관광목적지 허브로서의 DMZ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공동체 마을 후
보지들(대성동, 기정동, 고성군 등)을 추천했으며, 자본 조달 측면에서는 주로 남한이, 지원/조력은 북한이 역할을 하도록 조언했다. 인
큐베이팅 마을에 거주할 것을 홍보할 마케팅 계획이 필요하며, 관광목적지 콘셉트(예를 들어 ‘현대식-스마트’보다는 인문적 접근 방식)
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507***
.243***

.525***

.252***

장소 의존성

인게이지먼트

•질적 연구 I 인터뷰 분석에 따르면 정부 인사들은 잘 보존된 생태계와 관광 자원을 갖춘 고성 지역을 적절한 장소로 추천했다. 그러나 인
프라(교통, 철도 등)는 개조되고 보강되어야 한다. 재정적 측면은 남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를 들어 고성군)의 협력을 기반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도식 2. 제안 모델 *** = 유의수준 p< .01
국내/국외 관광객의 분류 - 국내/국외 관광객을 분류한 결과(표 2 참조)를 보면 네 개의 응답자 그룹 가운데 두 그룹은 긍정적 답변, 나머
지 두 그룹은 부정적 답변으로 나뉘며, 그 결과가 뚜렷이 구분된다. 국내 관광객에 대한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각 응답자
집단과 향후 방문 의사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각 응답자 집단의 향후 방문 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Post-hoc analysis)
결과, 특정 응답자 집단 간 향후 방문 의사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서로 인접한 집단(예를 들어 “애착이 있는”과 “은근하게 좋아하는”)의 차
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내 관광객에 대한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각 응답자 집단과 향후 방문 의사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각 응답자 집단의 향후
방문 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특정 응답자 집단 간 향후 방문 의사의 차이가 유의미했다(표 2 참조). “은근하게 좋
아함”과 “무관심함”은 근사적으로 유의미(marginally significant)했다.

표 2 : 국내/국외 관광객 중 응답자 집단별 조사 결과
응답자 집단 분류
국내(n=151)
구분

국외(n = 140)

애착이
있는
(n=47)

은근하게
좋아하는
(n=30)

실망한
(n=39)

무관심한
(n=35)

F***

애착이
있는
(n=22)

은근하게
좋아하는
(n=48)

실망한
(n=39)

무관심한
(n=31)

F***

이미지

6.7

6.5

5.9

5.1

28.13

6.4

6.2

5.1

4.7

41.69

장소에 대한 인식

5.1

5.1

2.4

3.2

101.82

4.9

4.1

2.1

3.7

107.8

동기

5.3

5.3

3.3

4.0

49.57

5.9

4.9

3.3

4.3

60.28

인게이지먼트

5.3

3.2

1.5

4.1

180.14

5.8

3.9

2.1

3.6

95.59

*** 유의수준 p<0.01, 링커트척도(1~7)로 측정.

결론과 함의
두 종류의 사전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DMZ 문헌에 공헌하며, 사업검토계획의 토대를 제공한다. 질적 연구와 두 가지 양적 연구의
결과는 유의미하며, 실용적 가능성(DMZ 관련 수익 창출, DMZ를 방문하는 표적 관광객(target audience)을 대상으로 한 장점 홍보, 공통
의 유산을 통한 유대감 조성 수단 제공 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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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적 연구는 또한 사회적·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는 다양한 문화 유산, 지역 거주민 고유의 사회적 환경, 여러 상징
적이고 역사적인 기념물과 구조물(침투 땅굴, 판문점 등)과 같은 여타 유형의 DMZ 관련 자원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전문가, 정부 인사,
탈북민의 관점은 유사했다. 이들은 인큐베이팅 마을 모델에 지역사회와 인간의 참여를 권했다. 전문가들과 정부 인사들은 거주민의 생
각, 그들의 정서적 통합,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정보를 중요시했다. 탈북민들은 통일 프로세스의 용이한 추진을 위하
여 다양한 교류 활동(문화 교류, 스포츠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남북은 이데올로기, 가치, 생각이 상이하므로 상호 이해를 달성하는 것
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DMZ에 대한 두 가지 양적 연구 : 양적 연구 I은 다크 튜어리스트(dark tourist)의 관광목적지 이미지, 장소에 대한 인식, 향후 방문 의사
를 조사한 개념 모델을 검정했다. 이는 관광객의 인게이지먼트가 향후 방문 의사에 미치는 역할을 혁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지
식을 더하고, 연구 계획의 기반을 마련한다. 양적 연구 II에서는 관광목적지 이미지, 장소에 대한 인식, 동기, 인게이지먼트, 향후 방문 의
사에 대한 인식을 심리학적 차원에서 조사했고, 그 결과 국내 관광객과 국외 관광객이 DMZ 구역과 관련된 몇 가지 기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국내 관광객, 그중에서도 ‘애착이 있는’과 ‘은근하게 좋아하는’ 그룹은 해외 관광객보다 관광목적지 이미지,
장소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중 ‘애착이 있는’ 그룹은 내국인 관광객 중 ‘애착이 있는’ 그룹
보다 동기와 인게이지먼트가 높았으며, 외국인 관광객 중 ‘은근하게 좋아하는’ 그룹은 내국인 관광객 중 ‘은근하게 좋아하는’ 그룹보다
인게이지먼트가 높았다.

사업검토계획 다음 단계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전연구 결과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DMZ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 기반을 제공한다. 최
근의 질적·양적 연구 결과와 수 년에 걸쳐 제안된 이전의 여러 DMZ 개발 프로젝트, 1972년 이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제시된 주요
제안들을 활용하여 1단계 환경 분석을 구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2단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략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
연구 I의 인터뷰 답변에서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빈번하게 제시되었으므로, 2단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UN의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정부 인사가 동의했다는 것은 남북한의 협력이 사회적·문화적·정서적 통합을 가져오리라는 점을 의미
한다. 탈북민 그룹은 “함께” “통일” “교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이는 그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과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동질 의식을 갖
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s)에 따르면 전문가와 정부 인사, 탈북민은 모두 인큐베이팅 마을 모델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인
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2단계에서 인큐베이팅 마을의 개발을 뒷받침한다. 관광객의 행동 및 분류에서 도출된 결과 또한
환경 분석에 가치와 방향성을 더할 것이다. 국내 관광객들이 DMZ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관광목적지 이미지, 인게이지먼트, 동기, 장소
감각(sense of place)을 갖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DMZ를 재방문하고 추천하려는 경향도 강했다. 특히, 국내 관광객들은 타인에게
추천하려는 열망이 있으므로, 적절하고 구조화된 소셜미디어 전략을 통해 2단계 타당성 조사에서 이러한 열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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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eam and Miracle Zone for Two Koreas : Incubating Village in DMZ”

contact to be a practical, applied means of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us, using this theory, it is believed the creation of an
Incubating Village model in the DMZ would be a continual contact space for reducing prejudice and restoring trust between the two
groups.

DMZ (Demilitarized Zone)

Young-Hoon KIM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Texas

Introduction
For generations, many Koreans have considered themselves “one nation” sharing the same customs, ancestry, history, language, and
culture (Campbell, 2015; Duncan; 1998; Shin, 2006). Ethnic and cultural homogeneity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national identity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ns (Shin 2006; Ha & Jang 2016). Notwithstanding the current political differences and the continued
military tension, both the north and south have maintained a long-lasting belief in ethnic homogeneity by regarding each Korea as
part of “one nation.” However, the two Koreas’ political division during the last 70 years has led them to consider each other not as a
co-ethnic group, but two different countries sharing similar cultural and ethnic marks. In recent years, many empirical studies have
suggested such a skeptical perspective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Kim & Jang, 2007; Lankov, 2006; Ha & Jang, 2016). An alleged
common belief in “one nation and two countries” among South Koreans is diminishing, with many South Koreans harboring negativ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with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aning (Kim et al., 2015).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exasperates these feelings. Yet, treating the DMZ as a dark tourism site may be part
of the solution.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directed toward this area of tourism (Kim & Thapa, 2018).
The DMZ was established after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North Korea at the end of Korean
War, is 250 kilometers (160 miles) long, approximately 4 km (2.5 mi) wide area of land separating North and South Korea, serving as a
buffer or border barrier. The DMZ has become a unique and global dark tourism attraction because of its historic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between two divided countries, the interventions from external powers, and the war involving multiple
nations (Bigley, Lee, Chon, & Yoon, 2010). Additionally, it has been a restricted area controlling many civilian activities; thus, it has
abundant untapped resources along with the local ecological system, both preserved for over 50 years. Thus, it is critical to update our
knowledge and thoughts on the DMZ dark tourism site as a bridge to closer 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Proposed Research Plan (the “Plan”) builds on pre-researc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which identified DMZ stakeholders’
views and tourists’ behavior and segmentation (see Figure 1). The Plan has five phases with deliverable outcomes that will perform an
environment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a feasibility study with an incubating village decision, propose a working model, review
a model, and create action plans. The final phase will deliver a strategic plan with actionable objectives and measurable outcomes.

According to Kim and Thapa (2018), the DMZ includes many attractions, including Panmunjom (Joint Security Area (JSA)) where
the Armistice Agreement was administered in 1953, infiltration tunnels, Imjingak, and Dora Observatory. Actively promot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Panmunjom has been utilized for official summi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three
infiltration tunnels are popular with tourist, Imjingak is the most easily accessible for tourists, and the Dora Observatory is a popular
place for tourist to see the North Korea territory and the civilian life in North Korea. Alongside Imjingak Park, there are many artworks
and monuments related to warfare, education, military legacies (e.g., tanks and aircrafts), and the memorial railroad which originally
connected to the North Korea.
DMZ research has focused on sustainable tourism (Lee & Mjelde, 2007), heritage tourism (Kim & Thapa, 2018), and dark tourism
motivations (Bigley, Lee, Chon, & Yoon, 2010). Isolation of the DMZ and the lack of development established it as one of the best
conserved and temperate regions in the world (Brady, 2008; Lee, Yoon, & Lee, 2007). While the DMZ’s ecological and emblematic
values are known, there are long-term development plans developing that will position it to be a destination of choice. A significant
number of prior studies positioned tourism development from the viewpoints of residents. For example, the study by Kim, Choe, and
Lee (2019) examined whether occupants bordering the DMZ favored a proposal to construct a peace park in the DMZ.

DMZ Research Plan
The objectives and outcomes of the proposed research plans five specific phases are discussed as follows:
• Phase I – perform the environmental analysis considering the economy,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and tourism. Result will
provide insights for developing Phase II.
• Phase II – working with the officials from the two Koreas and with UN support, create the feasibility study by considering a holistic
review of the DMZ, from the perspective of engineering (i.e., civil engineering – road, bridge, airport, port, etc.), geology, geography,
natural science (i.e., sustainability and nature use), and urban development.
• Phase III – Incubating Village (IV) proposal; using the feasibility study data, develop the working innovative and sustainable model
for urban city development and management, as well best practices for promotion to public and tourists.
• Phase IV - Model review and create action plan, strategic goals, and objectives, with measurable outcomes, and present proposed
model to group.
• Phase V -Announce strategic plan to public.
•

Theory and Research Plan
Theory Application
One of the leading theories for reducing intergroup conflict is the contact hypothesis (Gaertner, Dovidio, & Bachman, 1996; Pettigrew
and Tropp, 2006; Broockman & Kalla, 2016; Finseraas & Kotsadam, 2017; Scacco & Warren, 2018; Paluck et al. 2019), which suggests
that contact under certain conditions, such as equal status, cooperation towards a superordinate goal, and institutional support, will
create a positive intergroup encounter, in turn, bring about an improvement in intergroup relations. According to Prttigrew & Tropp
(2006), their meta-analytic test found a number of papers confirmed intergroup contact typically reduces intergroup prejudice and
may be useful for reducing prejudice in a variety of intergroup situations and contexts. This result enhances the potential of inte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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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Research Plan

Phas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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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V:
Strategic Plan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

Figure 1. Proposed DMZ Research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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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and Pre-research Proposal Results
As outlined in Figure 1, this section will summarize the pre-research proposal studies completed, which will be used as the drivers for
the proposed research plan.
Qualitative Study : DMZ and Stakeholder’s View
Using four groups (i.e., government officers, DMZ experts, residents, and refugees) twenty participants were selected for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Participants were assured of confidentiality and advised of the right to withdraw at any time, with results stored
electronically.

Figure 2. Proposed Model *** = significance at p< .01

Table 1 : Sample of Keyword Frequency Across Groups
Group

Total word Count

Keyword (Count)

Expert

2898

Cooperation (25), Village (18), Exchange (17), Government (16), Incubator (14), Live (12), Plan (12),
Project (12), Local (11), Relation (9), Meeting (8),

Government

785

Goseong (19), Cooperation (7), Government (7), Unification/Unite (7), Project (6), Incubator (5), Tourist
(5), Village (4), Railway (3), Resident (3), Support (3), Together (3)

Refugee

957

Resident (8), Together (8), Hope (7), Refugee (7), Government (6), Live (6), Help (5), Incubator (5), Need
(5), Unification (5), Village (5), Exchange (4), Meet (4), Relation (4)

Resident

415

Village (9), Goseong (4), Incubator (4), Hwajinpo (3), Income (3), Land (3), People (3), Plan (3), Interact
(2), Resident (2), Resource (2), Tourist (2)

by researchers, described into manuscript, and with any missing data, participants were asked to interview again. To analyze interview
responses, the Python 3.7 dictionary syntax was used, with results providing the frequencies of keywords which were then further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see Table 1).

Quantitative Studies : Tourism Behavior and Segmentation
Both studies used the same survey data, collected utilizing a paper-based questionnaire in December 2019 at the DMZ and Imjingak
Park. Participation was voluntary and anonymous, with consent from participants given if they agreed to participate. The researchers
randomly approached 400 individuals systematically with 340 samples collected. After reviewing the data, 291 surveys had complete
and usable data. Participants were asked a series of questions, such as destination image, engagement, place dimensions, and future
intention, including socio-demographic questions.
Tourist’s Behavior - Based upon the literature review, a proposed conceptual model was put forth and tested (see Figure 2).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model examines whether tourist’s destination image of DMZ, providing the propensity of
engagement between tourists, would influence their future intention. The overall results demonstrate tourists who have a greater
positive destination image have greater on-site engagement and future intention to revisit and recommend to others. Tourist’s
engagement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future intention with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tourist’s eng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tination image and future intention. Tourist’s engagemen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stination image and future intention because both 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of destination image on future intention wer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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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segmentation - The clustering output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see Table 2)
suggested a distinct four-cluster solution with two positive and negative groups, respectively, resulting in distinctive profiles.
One-way ANOVA for domestic tourist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lusters and future intention with future intention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lusters. Post-hoc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uture intention between certain clusters.
The differences between “Engaged” and “Shy Lover” and “Disappointed” and “Apathetic” were not significant.
One-way ANOVA for international tourists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lusters and future intention with future intention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lusters. Post-hoc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uture intention between certain cluster
(see Table 2). “Shy Lover” and “Apathetic” was marginally significant.

TABLE 2 : Cluster Profil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urists
Cluster Category
Domestic (n=151)

Construct

International (n = 140)

Engaged
(n=47)

Shy Lover
(n=30)

Disappointed
(n=39)

Apathetic
(n=35)

F***

Engaged
(n=22)

Shy Lover
(n=48)

Disappointed
(n=39)

Apathetic
(n=31)

F***

Image

6.7

6.5

5.9

5.1

28.13*

6.4

6.2

5.1

4.7

41.69

Place

5.1

5.1

2.4

3.2

101.82

4.9

4.1

2.1

3.7

107.8

Motivation

5.3

5.3

3.3

4.0

49.57

5.9

4.9

3.3

4.3

60.28

Engagement

5.3

3.2

1.5

4.1

180.14

5.8

3.9

2.1

3.6

95.59

*** Significant at p<0.01 level; Measured on a Likert scale from 1 to 7.

Conclusion and Implications
The two pre-research studies contribute to the existing DMZ literature in many ways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proposed research
plan.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d two quantitative studies are significant and offer practical outcomes (e.g., generating revenue
for DMZ, promoting the benefits to target audiences of visiting the DMZ, and provide tools to create a common heritage bond). The
more specific contributions are:
• The qualitative study one found, by examining the interview responses from stakeholders regarding the DMZ incubator village (e.g.,
main idea, success factor, best location, etc.), that establishing an incubator village in the DMZ, with continued contact between
Korean people, could reduce prejudice and restore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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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qualitative study one interview analysis showed various perspectives on the DMZ as a destination hub. Experts recommended
several areas for the inter-Korean community village (e.g., Daeseong-dong, Gijeong-dong, and Goseong-gun (County)), recommending
the capital funding aspects could be mainly by South Korea, with support/help from North Korea. There should be a marketing plan to
promote living in the incubating village clearly defining the destination concept (e.g., humanistic instead of modern-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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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방문객의 관광경험과 평화관광의 과제
안희자
Hee-Ja AN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Associate Research Fellow, Tourism Industry Research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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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자는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연구본부 관광산업연
구실(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8년 한양대학교 관광학과에서 DMZ 관광을 주제로 관광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
는 관광정책, 관광산업 혁신, 관광숙박업 등이며 ‘DMZ 평화관광 정책로드맵 구상 연구’를 수행하였다.

AN Hee-Ja worked in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KCTI),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rom 2012, and is now serving (as a deputy research commissioner) in the Tourism Industry Research
Division of the KCTI Tourism Research Bureau. She received a doctoral degree in tourism studies for DMZ tourism programs from
the Department of Tourism in Hanyang University in 2018. Her academic interests encompass tourism policies, tourism industry
innovations, tourism, and hospitality services, etc., and she worked on a ‘Study on Policy Roadmap for DMZ Peace Tourism.’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1. 서론
DMZ는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손꼽힌다. 그동안의 DMZ 관광은 장소적 특수성, 군사적 이유 등으로 공공이 주
도하는 안보관광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DMZ는 평화관광의 정책 방향 아래 다양한 계획과 구상이 논의되고 있
다. DMZ 일원에는 6·25전쟁과 남북 분단, 냉전의 역사를 지닌 유산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의 가치를 살리고, DMZ와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글은 DMZ와 안보관광의 현황과 특징을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를1 기초로 살펴보고, DMZ 안보관광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심층인
터뷰 자료를2 근거로 방문객의 관광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DMZ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관
광객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평화관광의 과제를 도출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DMZ 안보관광의 현황과 특징
우리나라 안보관광은 1980년대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한 전적지, 전쟁과 관련된 유적, 기념관 등을 역
사적으로 보전하고 방문객에게 안보와 관련된 교육 및 역사적 기록을 보여주기 위한 관광상품으로 정의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안
보관광지는 2011년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까지 매년 약 2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201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최근 3년 이내 DMZ 관광에 참여한 사람은 약 16%
로, 향후 방문의향은 85.5%로 나타났다. DMZ 관광의 참여 이유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가 55.8%로 가장 높았고, DMZ의 이
미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 ‘민족 분단의 아픔을 상징한 곳’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DMZ 관광의 주요 활동은 안보관광(62.1%), 박물관 및 전시관 관람(41.3%), 생태관광(3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DMZ
관광에서 경험하고 싶은 관광 활동은 경관감상(78.2%), 생태탐방(72.3%), 도보관광(67.9%), 교육 프로그램 답사(64.9%) 등으로 조사되
었다. DMZ의 가치는 현재와 향후 모두 ‘생태적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DMZ 평화관광 발전방향으로는 생태관광, 교육(학습)관광,
도보관광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DMZ를 대표해 온 ‘생태계의 보고’ 이미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DMZ가 남북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관광객들의 주된 방문동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는 세대 간 DMZ 관광에 대한 인식차이를 보여주는데, 전쟁의 기억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는 세대와 전후의 지나간 세대간 관광경험
의 차이는 안보관광에 참여한 관광객과의 인터뷰 결과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관광수요는 더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추세로, 향후 DMZ의
역사적 가치, 생태적 가치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 교육(학습)관광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3. DMZ 방문객의 관광경험 분석
DMZ 관광이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는 관광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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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조사는 201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19).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2

심층인터뷰는 2017년 철원 DMZ 안보관광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명의 관광객과 진행한 개별 인터뷰 결과임을 밝힌다. 출처 : 안희자(2018). DMZ 관광객의 다크투어리즘 경
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189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기획세션 Ⅰ Parallel Session Ⅰ

기획세션 Ⅰ Parallel Session Ⅰ

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DMZ 안보관광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에서 도출한 DMZ 방문객의 관
광경험은 다음과 같다.

Tourism Experience of DMZ Visitors and Tasks for Peace Tourism

첫째, 생생한 현실감이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생생한 현장감은 ‘생생함’, ‘현실감’, ‘리얼한’, ‘진짜 체험’ 등으로 표현되는데 관광경
험의 진정성과 연결된다. 이러한 생생한 현장감은 또한 남과 북의 긴장감을 느끼고 안보 상황에 대한 위험 지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는 DMZ의 공간적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방문객들이 방문 전까지 DMZ에 대해 갖고 있었던 단편적 이미지는 생생한 경험과
살아있는 현장 방문을 통해 변화하였고, 스스로 관광경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각하는 관광’, ‘꼭 필요한 관광’, ‘진지한 관광’, ‘무
게감이 있는 관광’ 등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세대 교체에 따른 기억의 차이이다. 전후의 지나간 세대에게 분단은 직접적인 아픔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전쟁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DMZ의 역사는 후세대에게 중요하게 알려야 하는 것이며, 세대를 넘어 기억을 전달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
이한다. 이 때문에 방문객들은 DMZ 안보관광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며, DMZ 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활용
가치를 이야기한다. 참여자들은 DMZ의 생태적 가치, 학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이다. DMZ에서 개개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잊혀진 기억에 대한 추모를 경험한다. 또
한 방문객들은 DMZ 안보관광에서 갈등과 대립의 혼란을 경험하고, 안보와 통일을 생각한다.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통일의 문제
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을 한다. 남북의 갈등과 북한의 위험성에 대한 경험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소로서 DMZ의 의미
를 강조한 반면, 분단의 상처에 대한 공감의 경험은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DMZ에 의미를 부여한다. 방문객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으로서 DMZ의 의미이다. DMZ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장소로, 세계 평화의 중심
이라는 국민적 자긍심과 긍지로 상징된다.

4. DMZ 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서 DMZ 관광의 현황과 방문객의 관광경험 분석을 토대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크게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의 전환이다. DMZ와 접경지역이 보유한 역사, 생태, 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체험함으로써 평화의 가치
를 경험하는 관광이다. 평화관광으로의 전환은 관광객의 경험을 통한 새로운 의미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갈등과 대립의 상징이었
던 DMZ를 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재이미지화하고, DMZ를 남북한 평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세계인과 공유하는 평화의 장소로 확대해 나
갈 필요가 있다.
둘째, 다크투어리즘 명소화 전략이다. 이는 그동안 문화유산 활용의 스펙트럼 확장을 의미한다. 어둡고 무거운 과거를 안고 있는 유산의 경
우, 문화유산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자원, 주목받지 못했던 유산, 소외된 기억의 유산으
로 문화유산 활용의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 DMZ의 다크투어리즘 명소화 전략은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와 중
요성을 일깨우는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과제이다.
셋째, 교육관광 목적지화이다. 정책적으로는 DMZ를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DMZ 관광경험을 고려할 때 교
육관광은 DMZ 본래의 가치와 희소성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의 대표적인 영역이다. 현재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이
벤트성·단발성 관광상품 운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래관광객 유치와 양질의 품격 있는 관광상품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뿐 만
아니라 예술, 박물관, 영화, 공연 등 다양한 융합영역에서 DMZ 관광에 대한 관광상품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Hee-Ja AN
Associate Research Fellow, Tourism Industry Research Division,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1. Introduction
The Demilitarized Zone (DMZ) is a popular attraction among visitors to Korea. Thus far, DMZ tourism has operated mostly in the form
of public sector-led security tourism due to the zone’s unique location and military importance.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dopted in 2018, there has been extensive planning and discussion
on the DMZ under the policy direction of peace tourism. The DMZ region is dotted with historical heritage sites associated with
the Korean War,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Cold War. Against this backdrop, now is the time to explore ways
to promote the value of such heritage and the utilization of the DMZ’s tourism resources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Based on the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1on the topic,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MZ and
security tourism while analyzing the experience of tourists who have visited the DMZ through in-depth interviews2 . Through such
efforts,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direction DMZ tourism should take moving forward. Understanding the experience of DMZ
tourists on a deeper level will provide meaningful insights into future tasks to advance peace tourism.

2.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DMZ Security Tourism
Korean security tourism traces its origins to the 1980s as part of national security education. A security tour is defined as a tour
product aimed at promoting the conservation of mainly Korean War-related battlefields, war sites, and memorial halls as well as at
providing tour participants with education on national security and opportunities to see historical records for themselve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Since 2011, security tourism sites had witnessed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until
2019, welcoming more than two million visitors every year.
According to a national survey conducted in 2018 by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ome 16 percent of the Korean people
surveyed had participated in DMZ tourism within the previous three years (2015–2018), with 85.5 percent of the respondents willing
to undertake such tours again. Regarding the reason for their participation in DMZ tour programs, 55.8 percent of them cited the
“desire to experience the reality of Korean division.” The survey also found that images associated with the DMZ include its status as
“an inaccessible place,”“a place with a well-preserved ecosystem,” and “a place symbolizing the pain of national division.”

넷째, DMZ와 접경지역 기억의 기록화에 대한 필요이다. DMZ의 기억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기록화 작업이 시
급하다. 특히,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사라져가는 기억문화에 대한 수집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는 또한 DMZ의 관광콘텐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이다.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부처에서 DMZ와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된다. DMZ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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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2018,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urveyed some 1,500 Korean people from across the country. Sour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9. Tiemji p'yŏnghwagwan'gwang hwalsŏnghwarŭl wihan chungjanggi rodŭmaem surim yŏn'gu [A Study on Establishing a Mid- and Longterm Roadmap to Promote DMZ Peace Tourism]

2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dividually with 14 participants of the 2017 Cheorwon County DMZ security tour program. Source: An, Hee-ja. 2018. “A
Phenomenological Study of Dark Tourism Experiences of the DMZ Tourists in Korea.” PhD diss.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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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urvey, main activities featured as part of DMZ tour programs include security tours (62.1%), visits to museums and
exhibition halls (41.3%), and ecological tours (37.9%). On the other hand, activities the respondents wished to undertake on future
DMZ tours included the appreciation of landscapes (78.2%), ecological site visits (72.3%), walking tours (67.9%), and educational
program tours (64.9%). In terms of the value of the DMZ, its ecological value for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was its most highly
regarded aspect among respondents. As for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DMZ peace tourism, ecological tourism and educational
(learning) tourism were the most commonly cited answers, a result influenced by the representative image of the DMZ as a “treasure
trove of ecosystems.”

4. Direction for DMZ Tourism

The survey indicated that tourists visited the DMZ primarily because it is the most symbolic place representative of the reality of
Korean division. The survey also reveale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DMZ tourism. Generations that share, directly
and indirectly, the memories of war and postwar generations cited differences in their tourism experiences, and the differences were
also manifest in the interviews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security tour programs. Since demand for tourism is diversifying and
increasing, these circumstances signal the need to develop ecotourism and educational tourism content that takes advantage of the
historical and ecological value of the DMZ.

3. Analysis of DMZ Visitors’ Tour Experiences
To meet the goal of providing visitors with unique tourism experiences, DMZ tour programs must be designed based on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actual nature of visitor experiences. The key experience elements shared by DMZ visitors as identified from our
in-depth interviews are as follows:
First, a vivid sense of reality. Interviewees described their sense of being at the scene using such expressions as “vivid,” “authentic,”
“realistic,” and “a real hands-on experience,” terms that manifest the genuineness of their tour experiences. This vivid sense of being a
witness to unfolding history allowed DMZ visitors to experience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heightened their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risks — a result highlighted by the distinct spatial quality of the DMZ. Furthermore, DMZ tour programs changed
visitors’ fragmentary preconceptions about the zone by offering vivid experiences that come from visiting a land where history is still
unfolding. The programs also allowed them to assign a special meaning to their tour experiences and recognize them as “thoughtprovoking,”“a must-take,”“serious,” and “imbued with gravitas.”
Second, differences in memories due to generational differences. For postwar generations, the division of Korea is not perceived as
direct, tangible pain but a fading memory. Nevertheless, they share the recognition that the history of DMZ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past that must be passed down to posterity and that there should be a link that can convey memories across generations. As
such, visitors agree o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DMZ security tourism as well as on the application value of the DMZ, including
the promotion of DMZ tourism and the resultant benefits for local economies. In this light, DMZ tourist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making use of the DMZ’s ecological, academic,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s tourism resourc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current status of DMZ tourism and visitor experience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five
directions to be taken to promote DMZ tourism.
First, transition from security tourism to peace tourism. Peace tourism, in this context, is tourism that allows tourists to experience
diverse resources (e.g., history, ecosystems, and culture) of the DMZ and border areas and therefore helps to realize the value of peace.
Such transition to peace tourism is expected to create new meanings by offering tourists novel experiences. In this regard, we need
to reimagine the DMZ, previously a symbol of strife and confrontation, as a symbolic space for peace while also expanding the DMZ
from a site for inter-Korean peace to that of global peace.
Second, transformation of the DMZ into a dark tourism attraction. This refers to the broadening of the application spectrum of cultural
heritage. When it comes to cultural heritage sites with a dark and tragic past, what matters most is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contexts associated with them. Now, we need to expand the application spectrum of cultural heritage into the realms of invisible
resources, neglected cultural heritage, and heritage that has been lost from our memories. The strategy of transforming the DMZ into
a dark tourism destination is a meaningful task that can help us remember how modern history unfold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vide tourism experiences that remind visitors of the value and importance of peace.
Third, transformation of the DMZ into an education tourism destination.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policies that
promote the discovery and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content associated with the DMZ.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DMZ
tourism experiences of most visitors, educational tourism programs are representative high value-added tourism products that
can best utilize the DMZ’s inherent value and uniquenes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operation of event-based, one-time tour
programs in border areas are limit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their ability to attract foreign tourists and provide decent
quality tour products. As such, new strategies are required to create novel DMZ tourism products, not only in the realm of education
but also in diverse realms of convergence, including the arts, museum venues, cinema art, and performances.
Fourth, the need to record memorie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To establish a culture of memory associated with the DMZ, it is
necessary to maintain records of relevant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In particular, as indicated by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urgency of collecting resources to protect the DMZ memory culture that has been fading with the progression of each generation is
becoming ever more apparent. As such, the issue must be tackled prior to expanding the utilization of DMZ tourism content.
Finally, tourism driven by local communities. We need to implement projects to stimulate local economies that can bring tangible
benefits to local residents and also establish a relevant support system. In particular, with diverse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expanding projects aimed at developing tourism resources in the DMZ and border areas, the importance of steady
management and operation has been highlight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DMZ tourism,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where local communities actively participate as main players in DMZ tourism projects.

Third, mourning and remembrance for war victims. At the DMZ, visitors come to recall the noble sacrifices made by each individual
during the war and forgotten memories. DMZ security tours also allow them to experience the inter-Korean conflict and confrontation
and to think about security and unification. They also come to discover the importance of security education and contemplate
the issue of unification. Visitors’ encounter with inter-Korean strife and the potential threat posed by North Korea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the DMZ as a place that raise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whereas their experience of empathy
toward the scars of Korean division manifests the value of the DMZ as a space that symbolizes peace. What all DMZ visitors agree
on and emphasize is the significance of the DMZ as a symbol of peace. A site that highlights the past and pres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the DMZ represents the Korean people’s self-respect and pride as a central player in the
cause of global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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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안
이은엽

이은엽
Eun Yeob LEE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Senior Research Fellow, LH Institute Urban Climate Environment Research Center

이은엽은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이며, 국가 국토도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가 온
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환경복원기술학회 기후변화대응 공동연구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2000년 청주대학교 환
경조경학과에서 조경 및 공간환경계획 분야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접경지역 계획 및 관리, 기후변화적응 공간계획, 탄
소저감 공간계획 및 관리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조성, DMZ 평화어울림지대 조성
방안 등이 있다.

LEE Eun Yeob is the Director of the Urban Climate Environment Research Center at 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 and is the
head of the Research Team for the Develop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for National Land and Cities. He is a
member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Statistical Management Committee, and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Climate Change
Response Joint Research Council of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Society. He received a Ph.D. in Landscape Architecture
and Spatial Planning from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at Cheongju University in 2000. His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border area planning and manage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space planning, and carbon reduction
space planning and management. His major research includes the creation of the DMZ Ecological Peace Park, the creation of the DMZ
Ecological Peace and Security Tourism District, and the creation of the DMZ Peace Harmony Zone.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기후환경연구센터 센터장

1. 서론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4km, 길이 248km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냉전의 산물이자 남북한 대결의 상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존재
해 왔으며,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은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 배치되어 대치 및 대결의 장소가 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
로 한 접경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남북교류의 중심지대였으며, 한반도 평화협력의 중심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냉전체제가 해
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민족분단과 갈등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남북 대치 공간으로 인한 군사적 통제
와 행정적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었고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설정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해 볼 수 있어 정체된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고 공존과 공영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접
경지역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좌표를 찾아보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해 나가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
기 위한 매개체로 접경지역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접경지역을 공간으로 하여 적용가능한 과제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
던 남북교류 추진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접경지역의 남북교류 여건을 파악해 보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침체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냉전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평화기반의 남북 관계 형성을 위해 접경지역을 평화적 이용공간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해 보고 실행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남북교류 변화 양상과 특징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북측의 교류 목적이 변화하면서 분야별로 교류 정도와 성사에 차이가 있었다. 남북 간 교류
가 추진된 1981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주요 사회문화교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시기별로 남북 교류 현황을 보면, 80년대에는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90년대에 들어서 분야별
교류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남북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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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예술문화 분야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교류되어 왔다. 2018년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교류
가 증가하다가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다시 정체되고 있다. 추진 주체별 남북교류 추진현황을 정리해 보면, 정부 등 관주도 보다는 민간교류
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정부의 지원 아래 민간단체가 사회문화교류를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기
별 남북교류 추진 장소를 정리해 본 결과, 남북한 직접 왕래와 접촉을 꺼리는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로 북한에서 교류가 추진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개성과 금강산, DMZ 일원 등 거리와 비용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부담이 적게 작용하는 경계
지역에서의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사회문화교류 협력 사업

3. 접경지역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DMZ와 그로 인해 공간적으로 형성된 접경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긴장 지대이나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간으로 한반도의 평화기반 정착을 위한 매개체로서 역할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의 경색
된 남북관계는 북핵문제 해결이 가시화 될 때까지는 교착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여져 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을 공간으로 한 평화적 이용 합의와 평화협력 사업의 공동 추진을 통해 남북한 신뢰 재구축과
상호 공동 이익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환점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쟁 및 냉전의 공간구조에서 평화와 협
력을 위한 교류의 공간구조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 접경지역은 향후 남북이 본격적인 교류 협력 단계에 접어들
면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공간전략의 중요지대로 역할을 부여 받을 것이다.

그림 2. 평화 및 경제협력 거점지대로서 접경지역의 새로운 역할

최근 북한의 경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우수한 IT 기술 등을 토대로 북한의 IT 기술 현대화 기반 마련을 위
한 기술 지원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바세나르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협력사업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고 남한의 대중가요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민족문화 유산과 유적발굴 및 복원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
적으로 거부감이 덜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역사문화유적 공동발굴 및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패션, 뷰티,
헤어 부분도 교류해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상황과 관계가 적은 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
요하다. 아울러,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구 강국 건설과 연관지어 축구 부문도 교류해 볼 수 있다. 국내의 축구센터를 공동 활용하거나
접경지역에 체육교류 시설지구를 조성하여 남북 간 축구 훈련, 기술 교류, 세미나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남북한 주민들을 위한 체
육 관련 콘텐츠도 공동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평화기반의 교류협력 사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접경지역 일원에서 비정치적이면서 남북 공통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접경지역 일원에 평화교류 협력지구를 조성하여 평화거점 지대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지구 내에 평화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구
제역과 돼지열병 등 남북 공동으로 대처가 필요한 초국경 질병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건위생 대응센터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
를 방지하고 DMZ 등 접경지역 일대의 산불 발생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재난공동 대응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남북이 협력해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접경지역 일원을 세계 평화의 발신지로 명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3.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공동체 네트워크 구상
그림 4. 평화교류협력지구 공간구상 예시

4.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상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한반도 전체의 지속성 있는 발전을 고려하여 중장기 차원의 거시적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은
세계 유일의 분단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을 고려하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용밀도가 높
은 시설은 DMZ 보다는 배후의 접경지역에 설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남북 간에 합의했거나 공동 선언
에 담겼던 내용 중 접경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 호응하고 참여를 이
끌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이 상호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문별 교류협력 사업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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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MZ 세계평화공원의 단계적 조성 전략 예시

3) 경제기반의 교류협력 사업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및 영양부족 해소를 지원하고 북측의 청정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하는 등 남북한 농산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남
북 농산물 공동시장을 접경지역 일원에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산물 공동시장과 농산물 가공공장, 농작물 재배 및 생산기술
보급과 교육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등을 연계해 운영해 볼 수 있다.
대북제제가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개성공단 재가동 및 제2 개성공단 확장 사업 추진이 예상되므로 이와 연계한 산업 네트워크 형
성을 위해 접경지역 일원에 남북경제협력 단지를 조성해 볼 수 있다. 단순한 임가공 단지가 아니라 산업 인프라를 보다 확장시켜 남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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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기능과 시설을 도입하여 남북 산업교류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함께 신변안전 보장,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 조정 등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자체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주요 행위자(실천자)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법 마련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관광기반의 교류협력 사업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광부문 교류사업으로 개성관광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성과 경기
권역에 분포해 있는 민족공통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평화역사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 공
동으로 접경지역 남북 역사문화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 하에 역사문화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6. 맺음말
한반도의 허리이자 남북이 마주하고 있는 공간지리적 범주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따른 시간적 범주가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된 접경
지역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잘 활용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이벤트 또는 단발성으로 그친 경우
가 많았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단계적이며 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 여건상 대북제제로부터 예외이거
나 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군
사적 민감도가 높은 접경지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김영란(2021), 「남북교류 어떻게 해야 할까?」, 솔과학.
그림 6. 남북 농산물 공동시장 구상 예시

그림 7. 남북평화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예시

민주연구원(201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1차 토론회 발표자료.

5.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방안

이은엽(2019), 「DMZ 등 남북 접경지역 공동사업 구상」, 북한토지주택리뷰, 3권 2호, pp.28-47.

위에서 제시한 부문별 남북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물론 국제정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제제 국면을 고려하
여 단계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전담
할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기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통합·운영관리 할 남측 전담기구로 「(
가칭)접경지대 평화관리위원회」 설치와 지자체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거버넌
스를 구성·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거 지원중심의 남북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등을 통한 상호이익 모델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북측의 호응과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장용운(2005), 「접경지역 평화지대론」, 도서출판 연경문화사.

이러한 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울러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의 정책사업과 교류협력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DMZ 등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측은 유엔사로부터 대북협상에 대한 양해 내지 권한위임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DMZ에서 상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공동관리구역과 유사한 특별구역인 「평화교류협력특구」를 설정하여 관리권 행사 및 안정적인 출입절차를
보장 받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과 북 양측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북 간 3통(통행, 통신, 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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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for Promoting Inter 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e Border Area
Eun Yeob LEE
Senior Research Fellow, LH Institute Urban Climate Environment Research Center

1. Introduction
The 4km-wide and 248-kilometer-long Demilitarized Zone(DMZ), which crosses the Korean Peninsula center, has been a symbol of
the Cold War inter-Korean confrontation for the past half-century with the concentration of military forces between South-North
Korea. The border area centered on the DMZ has historically been a center of inter-Korean exchanges. Its importance is highlighted
as a center for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Cold War system's dismantling, the border area remain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for national division and conflict.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stagnant due to military contro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from the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residents have been experiencing inconveniences in their
lives. However, the two recent inter-Korean summits will allow us to grasp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new South-North Korean
relations, so we need to restore the stalled inter-relationship and lay the foundation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It is necessary
to build mutual trust through joint efforts to find new inter-Korean relations coordinates in the border area and expand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border area as a medium to establish a new paradigm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is regard, for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we would like to explore practical tasks setting the border area
as a target space. To this end, we will look at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outh-North Korea exchanges that have been
pursued so far, identify the conditions of inter-Korean exchanges in the border area, and seek new roles based on them. Also, we will
explore cooperative projects that can be pursued to restore the sluggish inter-relations and develop the border into a peaceful space
for the formation of peace-based South-North Korea relations.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South-North Korea exchanges by timeline, it can be seen that the performance was minimal in the
1980s and that discussions in each field expanded in the 1990s when exchanges began in earnest. The inter-Korean conversations were
most active from 1998 to 2007, indicating the spread of exchanges in various fields. Among them, the arts and culture sector has been
relatively dynamic. Since 2018, inter-exchanges have increased after the South-North Korea summit. But have been stagnant again
due to the breakdow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The summarized current status of inter-Korean exchanges by each proponent
shows that civilian exchanges are relatively higher than government-led exchanges. It can be seen that private organizations primarily
le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under the government's support. Next, by organizing the venue for inter-Korean exchanges by time,
most exchanges were held in North Korea due to North Korea's reluctance to direct travel between South-North Korea. However,
since 2000, contacts in border areas(Kaesong, Mount Geumgang, DMZ) have been expanding, with advantages and convenience in
terms of distance and cost, and less burdensome even if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 are strained.

3. New Role and Phase of the Border Region
The DMZ and the border area are tight areas with so many troops stationed unlike anywhere else around the world; however,
the border region is considered as a medium for establishing a peace founded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space that must be
physically passed to overcome the division of South-North Korea. The currently strained inter-relations are expected to remain stalled
until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resolution becomes visi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South-North Korea exchanges
centered on the border area to improve relations. It is essential to jointly promote peaceful use agreements and peace cooperation
projects in the border area and use them as a turn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Korean trust reconstruction and mutual benefit. It should seek change from a space structure
of the competition and the Cold War to a space structure of exchang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is regard, the border area
will be considered an important area for the Korean Peninsula's space strategy for peace settlement when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enters a full-fledged exchange and cooperation phase in the future.

2. Changes in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Its Characteristics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iffered in the degree and success of exchanges in each field as the
purpose of interactions in the North changed depending on inter-Korean relation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ajor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promoted from 1981 to 2018, when inter-Korean exchanges were promoted, are shown in Figure 1
below.
Figure 2. The new role of the border region as a base
for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Figure 3. Planning of south-north korea economic
community network centered on the border area

4. Study on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e Border Region
The following matters need to be considered in promoting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o restore
strained inter-relations and create developmental relation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find macro tasks at the mid- to long-term
level to consider sustainable development of future generations and the entire Korean Peninsula, not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Considering that the border area holds the world's only preserved ecosystem, conservation is considered, but an approach that a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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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public interest activities should be considered. Facilities with a high density of use should be installed and used in the border
area instead of the DMZ. In the cas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specify projec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border area among the contents agreed between the two Koreas or included in the joint declaration so far. Also, it is necessary
to discover projects that North Korea can respond to and participate in, to enhance its execution. Considering all of the above, the
following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for each sector can be proposed that the South and North Korea can cooperate:

3) Economic-based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1)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Cooperation Project
Given that North Korea recent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will be possible to exchange technology
suppor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modernization of North Korea's IT technology based on superior IT technology in South Korea.
However, the scope of the cooperation project should be determined after careful examination of whether the Wassenaar Agreement
is violated or not. Also, we will be able to focus on the music sector, given the increasing acceptability of pop culture and the high
interest in South Korean pop songs. In particular, North Korea will be able to promote joint excavation and academic exchanges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lics that are relatively less objectionable and can form a consensus, given that North Korea is pushing
for a massive national cultural heritage and excavation and restoration project. Fashion, beauty, and hair designing can also be
exchanged, and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foundation and infrastructure for steady exchanges in areas with fewer political situations
and relationships. It is possible to interact with the soccer sector since North Korea is constructing a solid soccer powerhouse. Soccer
training, technical exchanges, seminars, etc. between can be operated by jointly utilizing domestic soccer centers or by creating a
sports exchange facility district on the border area. Furthermore, sports-related content for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can be
jointly developed.

Creating a joint inter-Korean agricultural market in the border area can strengthen farm exchange and cooperation by
supporting North Korea's chronic food shortage and supplying clean agricultural products to South Korea. It is possible
to operate a joint agricultural market, a processing plant of farming products, and a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to
disseminate and educate crop cultivation and production technology.
If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eased, and South-North Korea relations are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ill restart. The second Kaesong Industrial Complex will be expand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reate
an economic cooperation complex in the border area to form an industrial network. It is not just a forestry complex, but an
industrial infrastructure needs to be expanded to introduce industrial functions and facilities that are required in common
between the two Koreas, making them a successful model for industrial exchanges.

4) Tourism-based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f South-North Korea relations improve, cooperation projects linked to Kaesong tourism can be considered as a tourism
sector exchange project that can be promoted first. It is required to discover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ordinary
people distributed in Kaesong and Gyeonggi-do areas and establish a "Peace History Culture and Tourism Belt." Therefore,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along the border should be established jointly with the two Koreas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2) Peace-based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exchange projects that are non-political and be of common interest to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border area. In this regard, a peace exchange and cooperation zone may be created around the border
area and used as a peace hub. Health and sanitation centers can be established to attract peace-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jointly cope with trans-border diseases such as foot-and-mouth disease and swine fever. A joint disaster response center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event flood damage caused by climate change ad quickly respond to forest fires in the border areas. It
can be considered that South and North Korea will work together to create a DMZ World Peace Park to make the border area a popular
destination for world peace.
Figure 6. An example of the design of a joint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two Koreas

Figure 7. Example of establishment of the North-South Peace
History and Culture Tourism Belt

5. Study on the Promotion of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Figure 4. An example of the space concept of the Peace
Exchange and Coopera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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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step-by-step strategy for the DMZ World Peace
Park

There are several prior considerations to facilitate South-North Korea exchange projects by sector suggested above.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have a complex impact on the two Koreas' political situation and factors in the international cas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ject with step-by-step procedures and contents considering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and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moting the project
and establish governance for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gencies so tha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can
be revitalized and gain driving forc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exchange and Cooperation Promotion Organization in the
Border Area (tentative name)」 may be established as a dedicated South Korean organization to integrate, operate and manage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Governments such as the 「Local Government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an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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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aradigm away from the support-oriented inter-Korean exchange method
in the past and to a mutual benefit model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to lead exchange and collaboration successfully. It can be
said that North Korea's response and participation are essential her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ersuade tha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is a project that can pursue beneficial
interests as well as improving awareness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provide incentives by linking
policy projects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on the border area, including the DMZ, the South must carry out the projects with understanding or delegation
of authority on North Korea negotiations from the UN. A special zone similar to the joint management ar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Exchange Cooperation,"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management rights and stable access procedures to promote joint
collaborative projects in the border area. Consistent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South and North Korea are needed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sign an agreement to promote the projects and proceed with the project based
on the contract. Also, legal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personal safety, investment security, prevent double taxation, and
mediate disputes, along with three inter-Korean communications (transit, communication, and customs clearance). Furthermore,
related support laws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be recognized and established as major actors (activators)
of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6. Closing Remarks
Various efforts need to be made to restore South-North Korea relations through the border area formed by combining the spatial
geographical, international, and inter-Korean situations. It is necessary to use the border area's geopolitical peculiarities to restore
trust in inter-relations and look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ind various ways to continue and stabl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hich have often been limited to events or short-lived.
Fo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o succeed, they must be based on mutual trust and implemented in a step-by-step and
complex manner.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it may be an exception from or not subject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and carry out projects that benefit both Koreas and those in desperate need. Moreover, considering the border
area's location characteristics with high political and military sensitivity, a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rivate and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exchange project.

Reference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Initiative」, 2017.
Young Ran, Kim, 「What should we do with South-North Korea Exchanges?」, SolScience(솔과학), 2021.
The Institute for Democracy(민주연구원), 「New Paradigm for South-Nor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in Local Governments」,
1st debate presentation materials, 2018.
Yongun Jang, 「Peace Zone Theory at the Border Region」, Yeongyeong Cultural Publishers(연경문화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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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지대 및 공동 경제 지역에서의 협력과 공영 —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황금 삼각 지대에 관한 고찰
베른하르트 젤리거

베른하르트 젤리거
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베른하르트 젤리거는 서울 소재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로서 통일 정책을 주제로 여러 NGO와 학문 및 공공 기관 컨설팅을 맡고
있다. 그는 북한을 왕래하며 역량 강화와 삼림 관리, 생물 다양성, 유기 농업, 그리고 청정 개발 체제와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한 학술지 ‘노스 코리아 리뷰’와 협력하였고, 웹사이트 www.asianintegration.org의 초기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젤리거는 15년간 대한
민국 국경 내 지속 가능 발전 이슈를 다루었고, 2015년 2월에는 DMZ 전문가로서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활동에 참
여했다. 그는 1998년에 독일 크리스티안-알브레히트대 경제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Bernhard SELIGER is currently representative of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based in Seoul, consulting NGOs, academic and
public institutions in questions of unification. He frequently travels to North Korea, where he implements capacity-building projects,
among others in forestry, biodiversity, organic agricultur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He serves
as associate of North Korean Review as well as founding editor of the website <www.asianintegration.org>. For 15 years, he has
also work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in the inner-Korean border area and in February 2015 participated as an expert on
the DMZ for UNESCAP. Dr. Bernhard Seliger received a doctorate (Dr.sc.pol.) at the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Christian-AlbrechtsUniversity at Kiel (Germany) in 1998.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1991년 김일성이 북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나진-선봉 지역이 ‘동아시아의 싱가포르’가 될 것이라고 야심 차게 주창한 이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간의 상호 번영을 목표로 하는 ‘황금 삼각 지대’에 대한 꿈은 부상해 왔다. 북한 내 특별 경제 구역의 역사는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지역, 나진과 선봉이 나선 경제특구로 통합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에 위치하고 부동항이 있는 나선 경제
특구는 미래의 물류 허브가 될 만한 이상적인 지리적 여건(위험한 남쪽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웃 국가와 가까운 위치, 러시아가
가진 적이 없는 부동항이라는 매력적인 요소)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아시아의 싱가포르’를 건설한다는 원래 구상이 급속히 퇴색
하고, 지난 십 년간 경제 특구 관련 사업의 진행 속도는 매우 느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까지 나선 경제특구는 외국의 참여(주로 중국
의 투자 및 무역을 통한 참여)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나선 경제특구는 설립 후 처음 몇 년간 홍콩 재벌
에 의해 건설된 황제 호텔(구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카지노 호텔로 유명했는데, 중국의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 지대)’ 개발에 따라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항구가 없는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및 지린성(소위 동북 3성)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
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훈춘까지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 철도를 건설하고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를 지어 일제
강점기 시절에 건설되었던 오래된 다리를 대신했으며, 나선 경제특구 내에 국경 검문소가 있는 원정리와 나진을 연결하는 48km 길이의 구
식 도로를 현대식 도로로 대체했다. 이를 방관하고만 있기를 바라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또한 나진 항구 내 3개 부두를 장기 임차
하고 자율 석유 발전소와 현대식 크레인을 설치했으며, 러시아의 철도 차량을 수용할 목적으로 국경에서 나진 항구까지 철도를 건설했다.
2015년 11월에 북한은 나선 경제특구 내에 150개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다고 발표했다(출자 형태의 합자 기업 4개, 계약 형태의
합작 기업 30개, 외국 기업 103개, 외국 기업의 대표 사무소 13개). 중국 회사의 관광 사업과 소규모 국경 무역이 활황을 누렸으며, 심지어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사업가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나선 경제특구에 출입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나선 경제특구는 섬유, 해
산물 가공 및 기타 산업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인근 중국 도시(예: 훈춘, 옌지, 투먼)에 인력을 수출했다. 그러
나 핵무기 개발과 그에 따른 제재 조치로 인해 인프라 개발은 한동안 중단되었다. 많은 기업이 공식적으로만 소유권을 변경한 것으로 보
이지만 합자 투자가 위법이 되었고, 러시아가 임차한 부두는 2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이론적으로는 치외법권 영역이고 명시적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부두를 이용하는 러시아 기업이나 다른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 의한 ‘2차’ 제재를 우려할 수 있기 때문), 2017
년 초부터는 관광 사업도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2018년부터 남북한 간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관광 및 소규모 국경 무역이 다시 활성화
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얼마 가지 못했다. 게다가 유형을 불문하고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불법이다. 한때 중국건설은
행과 같은 중국 내 거대 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하여 여러 중국 은행들이 있었던 곳에는 지역 은행인 골든 트라이앵글 은행 하나만 살아남
았다. 인력 수출 금지 조치 또한 대규모 산업 단지를 훈춘에 구축하여 3,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및 중국 기업에서 근로하게 한다
는 계획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렇다면 양자 및 삼각 협력을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나선만이 북한 내 유일한 경제 특구는 아니었다. 휴전선 가까
이에 위치해 정치적 색깔이 짙은 두 지역(금강산관광특구와 개성공업지구) 외에 압록강 유역의 한 지역(황금평 섬)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계획되어 있었고, 농업에서 관광 및 첨단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24개 이상의 경제 개발 지구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지구 중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다. 코로나19 위기와 이들 지구에 대한 모든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제재 조치뿐 아니라 외국인 투
자 유인 요소의 부족이 원인이다. 이들 지구를 북한 내 나머지 지역과 차별화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초기 경제 특구(SEZ)는 북한 내 나머
지 지역과 확실히 분리된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지역에 경제 시범 지구를 만들려는 시도였음이 명백하지만(다른 지역과 차단되어 북한 내
부에서는 접근이 힘든 국경 지대나 강 위의 섬에 위치),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경제 개발 지구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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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성공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는데, 제재 조치가 주요 원인이다. 그러나 NK News의 경제 분석가인 피터 워
드(Peter Ward)는 북한 내 다른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특구화 현상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관료 중 한 명은 “투자가 이루어
지면 북한 내 모든 지역이 경제특구화될 수 있다”고 사적으로 밝혔다. 북한 내 규정은 경직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경제 특구나 다른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
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모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예: 통일교에서 설립한 평화자동차, 이집트인이 소유한 이동 통신 기업인 오라
스콤)가 최초 투자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것이 현실이다.

참고 문헌

문제는 북한의 경제 개발 지구가 다른 국가의 유사한 특구에 비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접근이 가능하지만 자
유롭지 못하고 그마저도 쉽지 않으며,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비싸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현지 직원에게 바로 연락할 수 없
으며 지정된 공무원을 거쳐야 한다. 금융 시스템은 이용할 수 없고 정치적 위험(예: 북한 당국, 유엔 및 미국에 의한 자산 몰수) 또한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경제 지구에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나선 경제특구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실하고 향
후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바로 태평양에 대한 접근성이다. 이는 석탄과 같은 대규모 화물을 나선 경제특구를 통
해 중국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으로 직접 수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중국에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치적 위험도 북한 입장에서 존재하고는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덜하다. 한 번에 수십 명의 중
국 사업가들이 북한 내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기본적인 밀착 감시도 받지 않은 채 옌지에서 차를 타고 경제 특구로 몰려오는 것은 확실히
위험해 보인다. 이는 또한 중국인의 유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옌지 지역의 경우 조선족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남한의 정보, 음악, 영화 등이
함께 들어오는 사례가 흔하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겪게 될 영향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해결책은
나선 경제특구 주위에 방벽을 구축하여 북한 사람 및 외국인이 국경을 넘는 것만큼이나 북한 주민의 나선 경제특구 출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미치는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나선 경제특구로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나선 경제특구는 다양한 측면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8,800만 명의 소비자가 거주하는 만주 지역과 중요 산업 도시 전체에
대해 나선 경제특구는 물류 측면에서의 고유한 이점(태평양에 대한 접근성), 음식 문화를 포함한 제한적인 관광 가치(예: 해양 리조트에 대
한 접근성), 해양 자원(특히 생선 및 해산물), 제한적 가공 무역 기지(다만 중요성을 가진 적은 없음) 및 기타 서비스(예: 건설 산업 등)를 제
공한다. 그러나 나선 경제특구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중국 내 경제 특별 지구처럼 대규모 산업 단지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가격 자유화, 노동 시장 자유화, 용이한 진입 및 퇴출과 같은 시장 경제 전반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어떤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점이 더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 나선 경제특구를 통한 북
한과의 철도 교통량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이를 위한 상당한 수준의 투자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이 아닌 러시
아가 나진항의 부두를 임차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전문가는 의아해했다. 지정학적 움직임이거나 성수기에 러시아 선박들이 저렴한 비
용으로 정박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현재까지 그와 같은 용도로 활용된 적은 없다)라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나진항
에 대한 투자는 손해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 중심지로서 2012년 APEC 정상회의로 상당한 발전을 이룬 블라디보스토크는 아직까
지도 나선 경제특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건설 및 벌목 현장 등에서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지
만, 공동 성장 구역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Seliger, B
 ernhard (2020).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Hybrid economic institutions and the contributions of German order
policy(Ordnungspolitik), Discourses in Social Market Economy, no. 2-2020, Ordnungspolitisches Portal, Internet file: http://
ordnungspolitisches-portal.com/wp-content/uploads/2020/03/2020-2-SELIGER-Nordkorea.pdf
Seliger, B
 ernhard (2018). “The 8th Rason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in North Korea,” in: KORUM (Korea Unternehmen Märkte),
Journal of the German-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no. 77 (October 2018), pp. 24-27.
Seliger, B
 ernhard (2017). Keukdonrossijaeui kyongjae (The Economy of the Russian Far East), in: Segeshimin (The Global Citizen),
no. 9, summer 2017, pp. 114-119.
Seliger, B
 ernhard (2014). Cooperation in the Golden Triangle - Bird protection and Green Tourism development in Rason, The 6th
International Forum For NEAR Cooperation 2014, One Northeast Asia Region, One Community: Challenges & Opportunities,
NEAR (Northeast Asian Association of Regional Governments), Khabarovsk, August 28, 2014.
Seliger, B
 ernhard (2006). (2006). Towards a North Korea Boom?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and their Effects on the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es, in: Seliger, Bernhard (mit Oh Yean-Cheon, Lee Dalgon, Park Sung-Jo), The Unification
Research and Strategy in Korea and Germany: Affinity and Specificity, Seoul: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 93-122.
Seliger, B
 ernhard (2003). Die nordkoreanischen Sonderwirtschaftszonen – eine Wiederholung des chinesischen Erfolgsmodells?
(North Korean spezial economic zones – a repetition of the Chinese success model?), in: Patrick Köllner (ed.), Korea 2003
– Politik, Wirtschaft, Gesellschaft,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pp. 262-285.

이와 같은 사실이 남한과 남북 협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나선 지역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북 협력을 위한 잠재적
장소로서 가지는 가치는 확실히 제한적이다. 특별 지구의 전반적인 정치적 한계(특히 남한과의 협력 관련)를 감안할 때 개성공업지구 또
는 금강산관광특구와 같은 모델이 북한 입장에서 필요한 정치적 기준(한국인 격리)을 충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원산의 갈마 해변 리
조트를 이러한 모델의 잠재적 예시로 들 수 있겠다. 훈춘에 구축 예정인 물류 센터 및 생산 허브의 경우와 같이, 황금 삼각 지대 내에서 남
한의 영향은 당분간 간접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남한 자본의 영향력은 이미 연변 지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으며 조선족의 남한 왕래
를 통해 남한의 생활 양식이 미치는 영향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보다 직접적인 영향, 즉 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직접 투자는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 및 기타 지역 이니셔티브와 같은 실현성 있는 제도/시책의 강화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북한(특히 나선 경
제특구)이 이러한 시책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행정부, 특히 북중투자공동위원회를 제외하면 나
선 경제특구를 관장하는 기존 기관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나선 지역 개방을 목적으로 삼는 추가 기관의 설립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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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operation in Border Zones, Joint Economic Zones and Co-prosperity –
The case of the Golden Triangle betwee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Bernhard SELIGER
Representativ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Ever since the bold claim by Kim Il-Sung in 1991 that the Rajin-Sonbong area in the utmost Northeast of North Korea would become
the “Singapore of the East”, there has been a dream of a “Golden Triangle” of co-prosperity betwee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The
history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dates back to that year, when the two remote counties of Rajin and Sonbong where
merged into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Located at the border to China and Russia and equipped with an ice-free harbor, the
zone seemed ideally located as a potential logistics hub of the future: far from the dangerous Southern border, close to the neighbors
and with one attractive feature, the ice-free harbor, neither of the neighbors had. Though the original idea to create a "Singapore of
the North" quickly evaporated and for ten years progress on the zone was very slow, ironically until today Rason SEZ is the only zone,
where real progress in terms of foreign involvement, overwhelmingly through Chinese investment and trade, can be seen. While in
the first years of its existence, Rason was mainly famous for a casino-hotel, the Emperor (now Imperial) hotel built by a Hong Kong
tycoon, with the Chinese development of the former "rust belt",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Heilonggang, Liaoning and Jilin,
from the late 2000s also the interest in Rason rekindled, since these provinces lacked a harbor connection to the Pacific. China built
a motorway and high-speed train to Hunchun, built a new bridge over the Tumen river to substitute the old bridge from Japanese
colonial times and also substituted the 48 km dirt track between the border post Wonjong and Rajin in the Rason SEZ with a modern
road. Russia, which under Putin's presidency did not want to stand by, negotiated the long-term lease of pier 3 of Rason harbor and
equipped it with an autonomous oil power plant and modern cranes as well as modernized the railway tracks from the border to Rajin
harbor to accomodate Russian railway carts.

however, are not only not operating due to the Covid-19 crisis and sanctions virtually forbidding any investment in them, but are also
besides difficult to imagine as magnets for foreign investment. What makes these zones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country? While
the first SEZ obviously tried to create controlled, closed islands of economic trial areas strongly disconnected from the rest of the
country (in border areas fenced off from the rest of the country and only to be accessed with difficulty from inside the country or on
islands in the river), the new economic development zones under Kim Jong-Un seem to be quite equally spread around the country.
Ironically, until today they had almost zero success, mostly due to the sanctions, but also, as Peter Ward, an economic analyst for NK
News service observed since the rest of the country becomes more and more similar to the SEZ. As one North Korean official once
in private said, "every part of the country can become an SEZ, once there is investment"... Rules in North Korea are not fixed but can
be bent according to economic needs. Tragically, beside that flexibility North Korea direly lacks a track record of successful foreign
investment in SEZ or elsewhere. Instead, all larger investment projects - like Pyongwha Motors built by the "Unification church" or
Orascom, the Egyptian-owned cell-phone business - ran into economic difficulties, after initial investment was done.
The fact is that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zones do not really offer an attractive deal compared to similar zones in other
countries: access is possible (but not free, and not easy), 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connections exist (but are expensive,
unreliable and cannot connect directly to local staff, but only to selected officials), there is no financial system available, and political
risks (as well from inside the country, like expropriation, as from the UN system and the US) is high. Who should invest then in these
zones? Rason is basically the same, but at least Rason has one tangible, and in the future maybe highly profitable, advantage, namely
its access to the Pacific. This already now makes it profitable for China to direct bulk shipments like coal from Northern China to
Southern China via Rason, and could in the future become a tangible competitive advantage. At the same time, also political risks,
though existing for North Korea, are lower than everywhere else in the country. For sure, the fact that at a time dozens of Chinese
business people from Yanji region drive through the zone, basically not closely monitored like the rest of foreigners in the country,
seems risky. And, certainly, this leads to the inflow of Chinese, and often also South Korea information, music, films etc., the more
so, since Yanbian region is ethnically largely Korean. But this is incomparable in effect to the same degree of openness, would it be
practiced inside the country. The North Korean solution was to build a fence around Rason Special Zone, making the trip to and from
the rest of North Korea to Rason almost equally difficult for North Koreans and foreigners alike as the trip across the country borders.
By this, the negative effects of capitalism encroaching on North Korea can be relatively well isolated in Rason.

In November 2015, North Korea claimed that there were 150 foreign invested firms in the zone, including 4 equity joint ventures, 30
contractual joint ventures, 103 foreign companies and 13 representative offices of foreign companies. Tourism by Chinese operators
and small-scale border trade were blooming and business people from Yanbian autonomous Korean Prefecture in China could even
enter the zone in their own cars. At the same time, the zone exported workers to the nearby Chinese cities of Hunchun, Yanji and
Tumen, where they were sought after as reliable, cheap labor in textile, seafood processing and other companies. The development
of the nuclear program and sanctions however, for the time being stopped that development: joint ventures became outlawed,
though many seem to have only formally changed ownership, the Russian pier since at least two years ceased to work, though it is
theoretically exterritorial and explicitly not covered by sanctions (by Russian or other international firms using it might fear anyway
“secondary” sanction by the USA), and since early 2017 even tourism came to a halt. With the thawing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from 2018 tourism and small-scale border trade rebounded, but this was short-liv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oreover,
all kind of larger-scale investment is still illegal. Where there were once several Chinese banks, including subsidiaries of Chinese
giants like the China Construction Bank, only one local bank, Golden Triangle bank, survived. The ban on labor exports also severely
hampered ideas to built a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 in Hunchun, where 3.000 North Korean workers were supposed to work for
South Korean and Chinese companies.

For China, the attractiveness of Rason has various facets: for the Manchurian region with 88 million consumers and important
industrial cities as a whole, Rason offers a unique logistical advantage (access to the Pacific), a limited touristic value (the same,
access to seaside resorts), including some culinary highlights, a source of maritime products, in particular fish and seafood, a limited
base of processing trade, though that has never been very important, and other services, e.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tc. It will
not be likely to become a larger-scale industrial base, like the Chinese economic zones had been in the 1980s and 1990s. For this,
experimentation with the market economy as a whole was necessary, i.e. liberalization of most prices, liber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easy entry and exit etc. All of this is not given. And for Russia? Here the advantages seem to be even more elusive. Certainly,
there is a minimum amount of railway traffic in- and outcoming to DPRK via Rason, but for that any substantial investment in Rason is
not really necessary. Indeed, many observers were puzzled by the fact that Russia went through with its determination to rent a pier
in Rajin harbor, but China not. Speculations are that it is more a geo-political move or that the harbor might in busy times be a cheap
anchor place for Russian ships (though it has never really been used as such until now). Business-wise, the investment in Rajin harbor
seems to be rather loss-making. And, Vladivostok as an economic center, which took an enormous upswing with the APEC summit
in 2012, does not diffuse so far into the neighborhood to affect Rason. There is a certain need for North Korean labor, maybe, in Far
Eastern Russia for construction sites, forest labor etc., but there is no viable plan for a joint growth area.

Is there still a chance for making bilateral and trilateral cooperation viable? Rason did not remain the only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Besides two zones of a more political nature at the South Korean border, the Kumgangsan tourism zone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other zone in Yalu river (Hwanggeumpyo) was planned for Chinese investment, and at least 24 new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side the country cover various sectors from agriculture to tourism to high-tech. All these zones,

What does that mean for Sou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Rason should not be left out of view, but it certainly has a limited
value as a potential pla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Given the political restrictions to special zones in general,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n particular, models like Kaesong Industrial Complex or Kumgangsan Special tourism zone were much more likely
to fulfil necessary political standards (of isolation of South Koreans) from the North Korean point of view. Kalma beach resor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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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san might be another potential example for that. In the Golden Triangle, for the time being the South Korean influence could
just be indirect, as in the planned logistics center and production hub in Hunchun. 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capital is already
clearly visible in the Yanbian region, and more so 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lifestyle, through the migration of “Chosonsok” (ethnic
Koreans) to and from South Korea. A more direct influence, namely direct investment in Rason Special Zone, seems not to be likely in
the future. South Korea can, however, have a different positive influence, by strengthening viable institutions for exchange, like the
NEAR (North East Asian Association of Regions), the GTI (Greater Tumen Initiative) and other regional initiatives. South Korea could also
try to ease the way of North Korea, and in particular Rason, into these initiatives. Given the weak existing institutions governing Rason
(beside North Korean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joint North Korean-Chinese Investment council), every additional institutional
structure aiming at opening Rason could be very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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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DMZ
전성우

전성우
Seong-Woo JEON
고려대학교 교수
Professor, Korea University

전성우는 고려대학교 교수이다. 그는 약 30년간 환경계획 및 정책분야 연구를 국책연구소 및 대학에서 수행한 전문가이다. 199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근무하며, 50여건 이상의 환경정보 및 시스템 구축, 자연환경분야, 기후변화대응 분야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5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며, 환경영향평가, 자연기반 환경모델링을 기
반으로 과학적 환경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반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 약 30년간 100여편이 넘는 SCI 및 KCI 논문을 국내외 유명 학회지
에 게재하였다.

JEON Seong-Woo is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He is an expert who has conducted environmental planning and policy research for
about 30 years a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and university. From 1993 to 2015, he worked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where
he served as a research director to establish more than 50 national policies such as big data, nature based environmental planning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Since 2015, he has been working at Korea University and has conducted basic research necessary
for scientific environmental policy establishment based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nature-based environmental
modeling. He has published more than 100 SCI and KCI papers in fam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over the past 30 years.

고려대학교 교수

Ⅰ. 서론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이나, 한국전쟁이후 1953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고 DMZ라는 인위적인 장벽이 설치되면서 섬처럼 고립된 형태가
되었다. 그나마 서식하고 있었던 야생동식물들은 1960-7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질 악화, 서식처 훼손, 개체 및 종수 감소, 희귀
동식물의 멸종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0년대 말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서식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2005년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수립을 통해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백두대간, DMZ, 도서 연안의 3개 핵심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한강수도권, 태백강원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의 5대 광역권역별 광역생태축을 지정하였다. 또한 이를 도시 내부까지 연결하기 위한 도시생태축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SARs, H1N1, 메르스, 에볼라와 COVID19 등을 볼 때 인간의 과도한 자원이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생물종다양성 감소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져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이 대발생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따라서 새로운 팬데믹을 사전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고립된 생태계에서 한반도의 생태계, 동북아와
연결된 살아있는 생태계로 연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동북아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추진
이 필요하며, 한반도 허리에 위치하며 장벽 및 생물서식처 역할을 수행 중인 DMZ의 의미를 파악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Ⅱ.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연계방안
1. DMZ생태계의 의미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는 한국전쟁이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남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에서부터 남북으로 2km 폭으로 설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DMZ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10km에 걸쳐
민간인통제선(민통선, Civilian Control Line, CCL)을 설정하였으며, 민통선이북과 DMZ남방한계선 사이에선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DMZ일원(DMZ내부와 민통선 남방한계선 북쪽지역)은 60여년간 군사활동을 제외하고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생태계가 잘 유지보전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인 백
두대간과는 남북으로 연곌되고 도서연안지역과는 동서로 연결되는 한반도 핵심생태축이며 생태계의 중요지역이다.

<그림 1> DMZ의 환경관련보호지역위치도(좌), 멸종위기종분포지도(우)
자료 : 환경부(2009), DMZ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환경부(2016), DMZ일원의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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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또한 2021년 1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국가환경보전계획의 내용”에는 환경보전을 위해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
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생태의 연결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27
조의 3(남북간 환경부문 교류·협력)에서는 “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향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유라시아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역차원의 생태네
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2015년 12월 1일 개정)에 의거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2005년 수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한반도를 3대 핵심축과 5대권으로 나누어 환경보전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추
진해야 함을 명시하였다.(그림 1 참고)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을 정부계획으로 발표하였다.

3.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연계방안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서 제안된 범유럽 생태네트워크 구상도는 국제적 핵심지역, 국가적 핵심지역, 각 핵심지역 주변에서 생
물적으로 중요한 완충지역, 국제적 생태적 코리더, 생태적 연결성의 방향, 강과 호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NATURA2000은 유럽에
서 위협받는 서식처 및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결망이며, 유럽연합조약 제174조에 의한 유럽환경정책의 한 부분으로
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동 네트워크의 주요대상은 유럽전역의 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류 보호를 위한 특별보존지역과 특별
보호지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은 국가단위의 생태네트워크 추진만으로는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막지 못한다는 인식
에 기반한 것이다.

< 그림 2 > 3대 핵심생태축(좌), 5대 광역관리권역(중), 광역생태네트워크 결과도면(우)
자료 : 환경부(2005),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환경부(2010),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광역생태축의 연결성 확보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단절된 구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국가-광역-기초지자체가 복원을 수행해야 할
지역들을 위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복원해야 할 1,013지점에 대해 선정하였다.(표 1, 표 2 참조)

< 표 1 > 광역생태축 단절지점의 복원우선 순위 선정
복원주체

선정 사유

국가

지자체

1순위

국토의 3대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비무장 지대, 연안·도서 생태축에 속하는 지점

2순위

정맥·기맥을 단절하는 지점

3순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에서 핵심-핵심지역간의 단절 지점

4순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에서 핵심-완충지역간의 단절 지점

5순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에서 완충-완충지역간의 단절 및 기타 지점

< 그림 3 > Natura 2000 Network Viewer
자료 : https://natura2000.eea.europa.eu/

자료 : 전성우외(2009), 낙동강영남권 및 금강호남권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p.172

< 표 2 > 복원대상지점 선정 결과
복원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합계

한강수도권

43

52

60

16

24

195
275

금강충청권

4

78

114

10

69

태백강원권

14

3

46

16

32

111

낙동강영남권

36

50

140

72

14

312

영산강호남권

12

46

31

6

25

120

합계

109

229

391

120

164

1,013

< 그림 4 > 핵심지역(단기적 기준-4,000㎢)(좌), 핵심지역(장기적 기준-20,000㎢)(중), 결과 및 이동회랑(우)
자료 : 전성우외(2008),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자료 : 전성우외(2009), 낙동강영남권 및 금강호남권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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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핵심지역으로 역할이 가능한 지역을 찾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NOAA AVHRR 약
2,500장의 위성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식생지수 및 토지피복지도를 구축·분석하였다. 동북아 지역을 대표하는 우선종이며, 멸종위기에 직
면한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서 대단위 서식처 제공이 가능한 여우, 삵, 표범, 호랑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동북아 지역
에서 한반도로 생태네트워크가 연결되기 위해선 백두산으로부터 백두대간 북한쪽 부분을 거쳐 DMZ로 연결되고, 다시 남쪽의 백두대간을
따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독립핵심구역으로 역할이 가능한 20,000㎢ 면적을 기준으로 분석
한 결과 백두대간과 지리산 인근지역이 중요 핵심으로 역할가능한 것으로 도출되었다.(그림 4 참조) 남한의 지리산은 백두대간과 연결성
이 없음에도 독립적으로 양호한 서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주요 이동회랑이 연계되다면 남한에
만 고립된 서식처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생태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자료
전성우 외(2007),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성우 외(2008), 금강충청권 및 태백강원권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성우 외(2009),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성우 외(2009),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성우 외(2012), DMZ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2005),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Ⅲ. 결론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의 목표는 생물종 멸종위기에 대처하
고 이를 통해 인간의 생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고립된 남한의 생태계가 DMZ를 통해 북한의 백두대
간에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여년간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통해,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방사한 결과 안정적으로 개체수가 증
가하여 민주지산-덕유산-수도산-가야산으로 서식처를 확산한 것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인제 부근과 DMZ안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되고
있어 지리산부터 백두대간을 거쳐 DMZ 내부까지 양호한 서식처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DMZ일원의 인공장애물들
을 제거한다면 지리산부터 DMZ를 넘어 북한까지 서식영역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고립된 생태계가 아닌 연결된
생태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속히 남북한 환경협력사업의 일환으로 DMZ일원 남·북생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UNDP가 참여하고 있는 TumenNET사업에서의 국경간 진단분석(TDA)과 UNESCO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
워크(EABRN)와 같은 사업을 통해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생태네트워크 추진이 멀기만한 꿈은 아닐 것이다.(그림 5 참조)

환경부(2010),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환경부(2016), DMZ일원의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

< 그림 5 >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제안
자료 : 전성우 외(2008),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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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and the DMZ
Seong-Woo JEON
Professor, Korea University

Figure 1. Location map of DMZ environmental reserves (left); endangered species distribution map (right)

Ⅰ. Introduction
Although Korea is a peninsular country,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divided the nation into two Koreas and set up artificial
barriers between them, leaving the Republic of Korea a virtual island. In the 1960s and 1970s, native wild fauna and flora faced
diverse threats, including the aggrav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damage to habitats, reduction in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per species, and extinction of rare flora and fauna. To cope with such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ducted a series of Natural Environment Surveys since the late 1980s to thoroughly examine living natural resource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National Environment (2006–2015) was established in 2005. The Plan defined
three core ecological axes (i.e.,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DMZ, and coastal & island ecological axes), the Basic Plan for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five regional ecological networks (i.e., Hangang River/Seoul Capital Area, Taebaek
Mountains/Gangwon, Nakdonggang River/Yeongnam, Geumgang River/Chungcheong, and Yeongsangang River/Honam ecological
networks). Furthermore, to create urban ecological networks that connect the aforementioned ecological axes into inner urban areas,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establish a relevant legal foundation by amending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Establishing a Basic Plan for the Creation of the DMZ Ecological Peace Park.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Biodiversity of the DMZ Region.

2. Korean Peninsula Ecological Network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mended on Dec. 1, 2015),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ust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National Environment every 20 years. One such plan established in 2005 stipulated that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plans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country consisting of three core
ecological axes and five regional ecological networks (see Figure 1). As a consequence, from 2008 to 2010, the government conducted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ecological network and announced a plan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ecological
network.

Outbreak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2000s, such as SARS, H1N1, MERS, Ebola and COVID-19, raise suspicions that the massive
outbreak of novel diseases may have been caused by the upsetting of ecological balance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and
decreased biodiversity engendered by excessive use of resources. In this respect, to prevent the outbreak of a new pandemic an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solated South Korean ecosystem must be actively connected to the broader Korean Peninsula
ecosystem and the Northeast Asian ecosystem. To this end,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which involves not only the two
Koreas but also China and Russia, must b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significance of the DMZ as a barrier and habitat situat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identified, and strategies to reinforce its role must also be prepared.

Ⅱ. Strategy for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1. Significance of the DMZ Ecosystem
Established by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July 27, 1953, signed at the closure of the Korean War,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strip of land that stretches 2 km north and south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The Southern Limit Line (SLL)
exists 2 km to the south of the MDL, with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extending 5–10 km south of the SLL. The area between the SLL
and CCL is off limits to civilians to ensure high-level military activities. For this reason, over the past 60 years, the DMZ region (inside
the DMZ and the area between the SLL and CCL) has experienced minimal human interference except for some military activities,
which has made it a high biodiversity region with a well-preserved ecosystem. Moreover, the DMZ region is a critical ecological region
and one of the three core ecological axe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connects to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ecological
axis in the north–south direction and to the coastal & island ecological axis in the east–wes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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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ree core ecological axes (left); five regional ecological networks (middle); national ecological network (right)
Source: Ministry of Environment. 2005.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National Environment (2006–2015).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A Strategy for Establishing the Korean Peninsula Ecological Network.

To ensure connectivity among regional ecological networks and to promote their functions, the government conducted research on
disconnected sections. Based on this research, a total of 1,013 restoration areas, which must be restored hierarchically by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designated (See Table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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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toration priority for disconnected sections of regional ecological networks
Restoration Authority

Reason for Selection
1st Priority

Disconnected areas that belong to the three core ecological axes (Baekdudaegan
Mountain Range, DMZ, and coastal & island ecological axes)

2nd Priority

Disconnected areas on the branches and sub-branches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network of protection areas designed to protect threatened animal and plant species and their habitats in Europe. Founded on Article
174 of the EC Treaty, Natura 2000 is part of the EU’s broader environmental policies and seeks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The network consists of Special Areas of Conservation (SACs) for birds and Special Protection Areas (SPAs) to protect other species
and their habitats. The formation of this network was driven by the awareness that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national ecological
networks cannot resolve the problem of decreasing biodiversity.

National Government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3rd Priority

Disconnected areas between core regions within a regional ecological network

4th Priority

Disconnected areas between core and buffer regions within a regional ecological
network

5th Priority

Disconnected areas between buffer regions within a regional ecological network

Source: Jeon, Seong-woo et al. 2009. A Study on Establishing the Nakdonggang River/Yeongnam Regional Ecological Network and the
Geumgang River/Honam Regional Ecological Network, 172.

Table 2. Restoration area selection results
Restoration Priority

1st Priority

2nd Priority

3rd Priority

4th Priority

5th Priority

Total

Hangang River/Seoul Capital Area

43

52

60

16

24

195

Geumgang River/Chungcheong

4

78

114

10

69

275

Taebaek Mountains/Gangwon

14

3

46

16

32

111

Nakdonggang River/Yeongnam

36

50

140

72

14

312

Yeongsangang River/Honam

12

46

31

6

25

120

Total

109

229

391

120

164

1,013

Figure 3. Natura 2000 Network Viewer
Source: https://natura2000.eea.europa.eu/

Source: Jeon, Seong-woo et al. 2009. A Study on Establishing the Nakdonggang River/Yeongnam Regional Ecological Network and the
Geumgang River/Honam Regional Ecological Network, 173

Furthermore, Article 15 (Details of Comprehensive National Environmental Plans)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
article amended in January 2021, stipulates that phased measures must be included in a Comprehensive National Environmental
Plan to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in terms of biodiversity, ecosystems, ecological axes (which are defined as ecologically
important regions to promote biodiversity and maintain the continuity of ecological functions or as ecological habitats that connect
regions that need to maintain ecological functions), landscapes, and other aspects.” Similarly, Article 27-3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of the same Act, an article that aims to secure ecological connectivity of the Korean
Peninsula, states: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sector
through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tatus surveys, joint research, and other types of cooperation.” In this regard, a solid institutional
basis that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ecological networks must be built to develop these networks into constituents of
the Northeast Asian and Eurasian ecological networks in the future.

3. Strategy for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The Pan-European Ecological Network,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stipulates the
direction of ecological connectivity and consists of key international regions, key national regions, biologically crucial buffer zones
situated near each key region, international ecological corridors, rivers, lakes, and other ecological elements. Similarly, Natura 2000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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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re regions (short-term standards; 4,000 km2) (left); core regions (long-term standards;
2,000 km2) (middle); results and ecological corridors (right)
Source: Jeon, Seong-woo et al. 2008. A Study on Establishing an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To identify core regions of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we utilized more than 2,500 Advanced Very-High-Resolution
Radiometer (AVHRR) satellite images produced by 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to analyze
vegetation indices (VIs) and create land cover maps. We analyzed endangered priority species that represent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at can be endowed with large-scale habitats, namely, foxes, wildcats, leopards, and tigers. Our analysis found that link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requires ecologically linking Baekdusan Mountain to the northern
part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to the DMZ, and then to the southern part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Moreover, an analysis of a 20,000 km2 area that can play the role of an independent ecological core over the long term suggests that
the regions surrounding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nd Jirisan Mountain can serve as core ecological regions (See Figure
4). According to the analysis, Jirisan Mountain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is home to favorable habitats independently, desp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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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ing connected to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s such, if major wildlife corridors are established from Baekdusan
Mountain to Jirisan Mountain, South Korea will be able to be transformed from an isolated habitat into part of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References

Ⅲ. Conclusion

Jeon, Seong-woo et al. 2008. Kŭmgangch'ungch'ŏnggwŏn min t'aebaekkangwŏn'gwŏn kwangyŏksaengt'aech'ung kuch'ukŭl wihan
yŏn'gu [A Study on Establishing the Geumgang River/Chungcheong Regional Ecological Network and Taebaek Mountains/Gangwon
Regional Ecological Network]. Sejong: Korea Environment Institute.

In this age of climate crisis, where radical climate change continues to put a strain on biodiversity,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can protect endangered species and eventually help ensure the survival of humanity. To that end, fir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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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suggested cooperation system to establish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Source: Jeon, Seong-woo et al. 2008. A Study on Establishing the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the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136. Sejong: Korea Environ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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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패트릭 맥키천

패트릭 맥키천
Patrick MCEACHERN
윌슨센터 前 연구위원
Former Research Fellow, Wilson Center in Washington D.C

패트릭 맥키천은 19년 간 서울(2010~2014), 도쿄(2014~2017, 2021~2025), 워싱턴 등지에서 미국의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본 행사에
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미 국무부를 대표하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윌슨센터 외교관계국제문제위원회 연구원을 지
냈고, 2006년부터 2008년에는 그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에서 팻 로버츠 정보연구원(Pat Roberts Intelligence
Scholar)을 역임했다. 패트릭 맥키천은 세 권의 북한 관련 저서를 출간하고 여러 학술적, 정책적 기고문을 집필했다. 주요 저서로는 「붉은
상자의 내부 - 전체주의 이후의 북한 정치(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totalitarian Politics)」(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북한과 이란, 그리고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North Korea, Iran, and the Challenge to International Order)」(재클린 매키천 공저,
Routlege, 2017), 「북한에 관하여 모두가 알아야 할 것(North Korea: What Everyone Needs to Know)」(Oxford University Press, 2019)
이 있다. 2009년에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Patrick MCEACHERN has been a U.S. diplomat for 19 years with postings in Seoul (2010-14), Tokyo (2014-17;2021-25), Washington,
DC and elsewhere. He is here in a personal capacity and is not representing the Department of State. He was 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ternational Affairs Fellow at the Wilson Center from 2017-2018 and a Pat Roberts Intelligence Scholar from 2006-2008
at Louisiana State University where he earned his PhD. Patrick McEachern is author of three books on North Korea and multiple
academic and policy articles.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totalitarian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with Jaclyn McEachern) North Korea, Iran, and the Challenge to International Order (Routledge, 2017), and
North Korea: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He earn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Louisiana
State University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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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구축은 직관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숭고한 목표이나 다소 모호해질 수 있으며 원하는 최종상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먼저 추구하는 바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이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면 이 같은 이론적 목표를 현실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면전을 벌
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평화 선언을 채택한다고 해서 평화 구축에 대한 열망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평화는 모든 상대가 서로 악의를 품
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정책을 마련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다.
평화를 향한 장기적 비전은 국가, 지방, 민간,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한반도 평화 구상은 대부분 한국인들의 생각에서 적절히
비롯된 것이다. DMZ 생태보전, 접경지역 평화 공원, 공동 운영 낚시터 및 상업 지구, 이산가족상봉, 스포츠 교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제
안은 적대감을 줄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반도 밖의 국가들은 이러한 구상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남한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도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국은 다른 동맹국의 우려와 정책 욕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야 한다. 만약 평화 구상으로 인해 안보를 희생해야 한다면 동맹국은 진실된 대화를 통해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 협정을 맺었다고 평화가 자동으로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 조약, 평화 체제, 평화 선언의 가치는 각자 어떤 협의를 이루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예측된다. 단순히 종전을 선언하는 상징성 성명 그 자체가 상대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속에 살아갈 환경을 구축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 협정이 양국 간 혹은 다자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이름에
걸맞게 진정한 평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실체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노력이 되어야 한다. 평화 협정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
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기다려서도, 핵 사안에 대한 전진을 이루기에 앞서 북한이 역내 압박 완화나 병력 재배치에 관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된다.
북한이 미국 등 주변 주요국 간 신뢰 관계가 두텁지 못하다는 점에서, 각 단계마다 상대국의 핵심 우려를 해결하는 기본 거래 관계 구축의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한 거래 협정이 지켜진다면 더 야심찬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관료적 조치에 대
한 단계별 상호 행동을 이행함으로써 안보, 나아가 평화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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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atrick MCEACHERN
Former Research Fellow, Wilson Center in Washington D.C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intuitively important and noble goal, but it can also be somewhat vague and lead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desired endstate. Operationalizing this theoretical goal into an actual reality benefits from first
establishing concretely what we seek to achieve and then charting possible paths forward. Absence of general war or adoption of a
peace declaration is not ambitious enough to establish peace. Peace means that all sides are confident that the others do not hold
ill-will toward them and can craft policy based on that premise.
A long-term vision for peace has roles for multiple actors at national, provincial, civic, and individual levels. Most Korean Peninsula
peace initiatives have stemmed from Koreans, appropriately. Proposals for ecological preservation in the DMZ, trans-boundary peace
parks, jointly operated fishing zones and business parks, family reunions, sports exchanges, and humanitarian aid are examples of
efforts to reduce enmity and transform relationships. Non-Korean countries have an interest in these initiatives, but the United States
does not and should not have a veto over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the North. Allies must actively listen to one another’s
concerns and policy desires to support them where they can. If a peace initiative does involve security tradeoffs, the allies need to
have an honest conversation and find a joint way forward.
Peace agreements do not necessarily or automatically promote peace. The value of a peace treaty, peace regime, or peace declaration
is predicated on what is agreed to by each side. A symbolic statement that simply declares the war over does not do the hard work
of making sure that this opportunity sets up an environment where each side can live in confidence that the other will not attack it. A
peace agreement does not need to resolve all bilateral and multilateral issues between the state parties, but it should be an effort to
at least lay out a tangible and comprehensive roadmap to a genuinely peaceful relationship if is to be worthy of its name. We should
not have to wait for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before beginning to discuss a peace agreement, nor should we have
to wait for North Korea have its major demands met on pressure relief or restructuring military forces in the region before moving
forward on the nuclear issue.
Given the lack of a thick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major states around it,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e
need to begin with trying to create a basic, transactional relationship of phased steps that address one another's main concerns.
Transactional agreements, if upheld, can help build confidence for more ambitious steps. Phased and reciprocal actions on
technocratic measures is a means to inch towards security, and ultimately,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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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협력의 개념과 DMZ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추진방안
고상두

고상두
Sangtu KO
연세대학교 교수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연세대학교 교수

I. 접경 협력의 개념과 이론에 관한 논의
(1) 제2외교정책 개념

고상두는 세계정치학회 연구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외교부 한독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소장을 맡아 한국사회의 갈등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연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KO Sangtu served as the chair of the research sub-committee of the IPSA and also as an advisor to the Korean-German unification
foreign polic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o the NUAC. Currently, he is the director of CARIFS at Yonsei University and is
conducting research on the subject of conflict and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Professor Sangtu Ko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Yonsei University and received Master and Ph.D.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경의 기능이 국가를 분리하는 역할에서 국가를 연결하는 역할로 변하고 있다. 즉 국경선이 경계의 문제에서 접경의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접경협력의 촉진자로서 지역 행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
서 국가 이외의 행위자에 관심이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지역 행위자들의 역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Simmons, 2003).
지방정부와 현지 주민은 국경의 개방으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접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에, 국경을 획정하고 관리하는 권한
을 가진 중앙정부는 접경지대의 개방과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중앙정부 보다 접경협력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제2외교정책 개념이 생겨났다. 이 개념은 국경을 더 평화롭고 개방적으로 바꾸려는 지역 행위자의 역할과 노력을 부각하
고 있다. 과거에는 접경정책이 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지역 행위자의 역할이 등한시되었는데, 제2외교정책이란 국경을 군사안
보적 방어차원에서 다루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인접국가와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노
력을 뜻한다(Mahapatra 2017).
중앙정부의 제1외교정책과 지방정부의 제2외교정책은 보완적이면서 충돌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외교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국경의 군사화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접경협력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접경협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지역 행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제2외교정책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은 수직 및 수평으로 연계된다. 수직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국경정책과 조율하고, 중앙정부가 결정한 접경협력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노력한
다. 수평적으로는 지역의 주민들과 협력한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불확실한 접경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는 지
방정부는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접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시점은 국경
에 평화가 도래하면 이득을 얻고 평화가 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체적인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되는 단계부터이다. 그러므로 평화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에 국경통제를 완화하는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된다(Meadwell 2009).
이때 지역 행위자들이 접경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3가지인데, 첫째는 이익의 조직화이다. 접경협력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행
위자들은 자신들을 조직화한다. 이것은 개인보다 집단이 더 효율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화된
접경지역의 이익단체는 중앙정부가 접경협력에 우호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둘째는 그들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을 통한 우호적 여
론 형성 작업이 있고, 중앙과 지방의 각종 정책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지역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
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소통의 노력은 제3국의 행위자와 연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국제평화기구 및 단체와 회의를 개최하
고 논의의 결과 및 정책제언을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 전달하는 것이다. 접경협력의 논의단계에서 참여한 해외 단체들은 실행단계
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카슈미르 지역의 접경협력은 제2외교정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분쟁은 1940년대에 시작되어 70
년 이상 지속되었고, 1990년 말에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였으나, 2005년에 양국을 연결하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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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개통되었다. 초기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통행만 허용되었으나, 지역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2008년에는 접경
교역도 허용되었다. 카슈미르 사례는 지역주민들이 접경정책의 수용자에서 형성자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2014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경충돌이 발생하면서 접경협력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역의 행위자들은 중앙정부가 온건한 타협노선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Mahapatra 2017).

국경의 단절성 극복이라는 접경협력의 목적은 접경통합과 접경거버넌스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접경통합이란 국경으로 분리
된 지역 간의 격차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접경통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경장벽을 낮추어 이동의 흐름의 속도를 높이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행과 통상을 위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접경지역 간의 영토적 특성이 서로 수렴하는
동질화이다. 이것은 환경보호, 문화재 발굴 등과 같은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Medeiros 2017).

(2) 다층적 거버넌스 개념
거버넌스란 행위자들의 관계가 조직화되고, 정책결정과 실행에 필요한 원칙과 규정이 마련된 관리방식인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
회 등 많은 행위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다층적 거버넌스(MLG: multi-level
governance) 개념이 생겨났다. MLG 개념은 유럽연합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국가, 국가, 지방 수준의 다층적
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Marks 1992).
그런데 MLG 연구의 한계는 규범적인 분석에 치우쳐서 분권화는 좋은 것이라는 결론을 전제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적의 분
권화 수준을 찾는 분석적이며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최근에는 규범적 접근에서 탈피하려는 의도에서 MLG를 공간적으로 개념
정의하는 실태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MLG의 개념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연구는 분권화, 국제화, 민관협력이라는 3개의 축을 활
용하여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을 설명하는데, 중앙과 지방은 수직축이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수평축, 국제화는 외부축에 해당한다
(Piattoni 2010).
MLG를 간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대립적인 이상형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유형 제시에 따르면 통제형 거버넌스란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하향식으로 실행되며 수평적으로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분리적인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참
여형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의 의도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잘 반영되는 상향식이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통제
형과 참여형이라는 2가지 양극적 거버넌스 유형 사이에는 다양한 혼합적 유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Hooghe and Marks 2003).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분류와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평적으로는 지방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수준을 바탕으로 집권적, 분권적, 다층적, 분산적 거버넌스라는 4가지 유형이 개발되었다. 이에 의하면 집권적 거버넌스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위계적이며 정책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규정과 정책 비전을 따르는 역할을 한다. 정책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접경관련 의제와 정책을 추종하
면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불필요하다. 분권적 거버넌스는 상향식 관계이며, 정책 권한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 즉 원칙적
으로 접경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간주하고, 지방정부가 해낼 수 없는 영역을 중앙정부가 떠맡는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단순한 정책
실행이 아니라 의제설정과 정책수립까지 담당하며, 이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 정보 및 의견 교환을 하고 협력한다. 다층적 거버넌스는 수
직과 수평적 관계가 모두 협력하는 유형이다. 중앙과 지방 간에 정책조정을 위한 포럼이나 네트워크가 존재하여, 지방과 지방정부도 서로
동반자적 파트너로서 협의한다. 분산적 거버넌스는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서로의 정책이 상충함으로써 접경정책
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아울러 지방과 지방 간에도 협력이 부재하다(Scholten 2016).

II. 접경 거버넌스의 유형과 성공조건
유럽은 접경협력의 전통이 오래된 지역이다. 전 세계적으로 집경협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유럽에서는 지역통합으로 인해 더욱 활성
화되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재정적인 지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접경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다(Perkmann 2003).
접경지역은 그 특성상 다양한 행위자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공간이기 때문에, 접경협력은 네트워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접경협력을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접경지역의 기능적 상호의존성이다. 이것은 국경으로 분리된 접경지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단절로 인한 피해의 극복 필요성, 접경지역의 통합으로 얻게 되는 시너지 효과 등이다. 그러므로 접경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의
식, 이익과 선호의 일치, 단절극복을 위한 의제의 설정, 인식공동체의 영향력 등이 중요하다(Frick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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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협력은 이러한 접경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과 절차를 말하며, 제도화 수준에 따라 공식적 협력과 비공식적 협력이 있다. 그런데 이
러한 접경협력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즉 접경 거버넌
스는 접경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접경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접근방식에 속한다.
유럽의 성공적인 접경협력 사례로는 콘스탄츠 호수협력과 라인강 상류협력이 있는데, 두 사례를 살펴보면 협력의 조건과 협력 거버넌스
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활발하게 접경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사례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접경 거
버넌스 개념은 두 가지의 결정요인을 사용함으로써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첫째 요인은 협력의 지향성이며, 둘째 요인은 협력
의 제도화 수준이다(Zumbusch and Scherer 2015).
협력의 지향성은 영토적 협력과 기능적 협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토적 협력이란 상호 명확한 영토적 경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협력이며, 중앙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협력이 하향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만, 기능적 협력은 영토적 경계를 뛰어넘는 탈 국경
적이며, 지방정부, 시민사회, 국제단체 등도 참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적이며, 협력이슈도 참여자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정
해진다.
제도화의 수준은 강한 제도화와 약한 제도화로 구분되는데, 강한 제도화는 가입이 폐쇄적이며, 협력을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명확하며, 조
직이 복잡다단하며, 정책은 다수결로 결정되고 구속력을 갖고 장기적으로 실행된다. 반면에 약한 제도화는 가입이 개방적이며, 법적 규정
이 없는 느슨한 네트워크형이며, 조직 구성이 단순하고 정책은 합의로 결정되며, 구속력 없이 단기적으로 신축 적용된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콘스탄츠 호수협력은 기능적 지향성을 가지며 약한 제도화의 수준을 보이는 거버넌스 유형에 속하고, 라인
강 상류협력은 제도화 수준이 높고 영토적 지향성이 강한 공식적 거버넌스에 가깝다.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콘스탄츠 호수협
력에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서로 기능적 연계성이 강한데, 특히 고용과 관광영역의 상호의존성이
강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호수를 공동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여, 호수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접경협력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늘
어나 1991년 약 100개 단체에서 2011년에는 약 500개 단체로 늘어났다. 제도화 차원에서는 국제 콘스탄츠 호수 협의회(IBK)가 1972년에
조직되었는데, 접경협력에 관심이 있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느슨한 형태의 대표조직이다. IBK는 산하에 다수의 위원회를 두
고, 공동사업을 수립하고 협의하며,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인강 상류협력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가 참여하고, 경제, 교육, 고용 차원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지만, 강에 의해 영토적 분리가 명확한 가
운데 소규모 구역협력에서 시작해서 대규모 협력으로 발전한 사례이다. 접경협력은 높은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제도구축 단계에
서 라인강 상류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거대 협력프로그램이 수립 실행되었다. 대표적인 공동사업으로 공동공항을 함께 건설
하였다. 그리고 접경협력을 구역화하여, 4개의 소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구역별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3국 메가지역 조정위원회를 설
립하였다.
좋은 접경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거버넌스이다. 즉 접경협력이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접
경통합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거버넌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경 거버넌스의 성공조건은 다음 4가지로 요
약할 수 있다. 첫째, 다층적 연결망 모델이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하며, 고유한 자원과 역량을 갖
춘 참여자들이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수직과 수평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안정성이 있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접경에 대한 공동의 정체성과 의제가 접경협력의 핵심 동기로 작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위자들의 명확한 자기
역할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접경협력은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어서 다양한 협력경로가 마련되어야 원활한 진전
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강한 제도화 보다는 약한 제도화가 유리하며,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협력의 가능성을 혼합한 제도적 다양성이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핵심 조정자가 필요하다. 접경 거버넌스를 대표하여 협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장단기 전략을 마련하며, 행위자들의 역
할을 배분하고, 참여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Grindl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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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협력의 국제화는 접경 거버넌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협력 정체성의 국제적 확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
자면, 접경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가가 증대해야 접경협력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서 솅겐협약이 초기에는 독
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3국이 만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국경통과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이에 공감하는 협력 정체성이 생겨나면
서 점차 많은 유럽국가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전 유럽의 국경개방으로 발전한 협력사례가 되었다(Veema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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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border coop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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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사점
(1) 남북한의 접경협력은 대북제재와 병행하면서 가능하다. 그동안 남한은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찾았고, 주로
인도적 지원사업 중에서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찾았지만, 미국이 반대하거나 북한이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무산되었다. 따라서 협력의
가능성을 영역 차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과정 차원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접경협력은 논의단계, 합의단계, 실행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대북제재 하에서도 협력의 논의와 합의는 가능하며, 실행은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비
핵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2) 남북한의 접경협력은 정책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 협력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 지자체, 그리고
싱크탱크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행위자별로 정책결정자, 정책실행자, 정보확산자, 참여자 등 다양한 역할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협력네트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조직이 필요하므로 접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도가 핵심조정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해관
계가 있는 시군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전문가 집단이 공동의 접경협력 의제를 도출하는 인식공동
체를 형성하게 될 경우, 접경협력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3) 지방정부가 접경협력을 주도하는 경우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접경협력정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집권적 성
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분권화를 통한 거버넌스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유리되면서 다른 지방정부와 협
력하지 못하는 분산적 거버넌스로 가는 것은 오히려 역행적이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는 만큼 다른 지방정부와 협
력함으로써 수직과 수평적으로 잘 연계된 다층적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접경협력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접경 정체성을 외부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접경 거버넌스의 발전단계를 보면 먼저 형성단계에서 접경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공동인식이 생겨나고, 지역화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중심성이 지방정부와의 균형성으로 발전하면서, 접경
협력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국제화 단계에서 접경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제단체와 기구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fessor, Yonsei University

I. Discussion of the Concept and Theory of Border Cooperation
(1) The concept of a secondary foreign polic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function of the border is changing from the separation of countries to the connection of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borderline is moving from a boundary issue to a border issue. In addition, the role of the local actor as the facilitator
of border cooperation is emphasized. In particular, liberalists, interested in actors other than states affecting international relations,
are showing a great interest in the role of local actors (Simmons, 2003).
A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benefit from the opening of borders, they actively support border cooperation, whereas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the authority to decide and manage borders, is showing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 opening of
borders and cooperation. Accordingly, to explai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at are more active in border cooperation than the
central government, the concept of a secondary foreign policy emerged. This concept highlights the role and effort of local actors
to change borders more peacefully and openly. In the past, border policies were mostly made by the state, and the role of local
actors was overlooked. A secondary foreign policy means the effort of local governments, active bridges connecting to neighboring
countries from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as opposed to central governments handling borders from the viewpoint of military
security defense, to form policies (Mahapatra 2017).
The central government’s primary foreign policy and local governments’ secondary foreign policy may be complementary yet
conflicting. The central government can use their superior position in foreign affairs to reinforce the militarization of borders and
neutralize the border cooperation efforts of local residents. So the continuous invigoration of border cooperation requires the
active role of local actors. Actors involved in secondary foreign policies are connect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Vertically, local
governments coordinate border polici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strive to receive as much authority as possible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border cooperation policy determ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Horizontally, they cooperate with local
residents. However, in the early stage in which local residents are not actively participating in uncertain border cooperation, local
governments need to engage local residents by special measures. Local residents become actively supportive of border cooperation
when they become specific stakeholders who gain an advantage if there is peace at the border, and sustain a loss if peace is broken.
Therefore, if peace comes in earnest, local residents will pressure the central government to enforce a liberalization policy to loosen
border control (Meadwell 2009).
Local actors exercise their influence on border policies at this time in three ways. The first method is the organization of interests.
Those actors who benefit from border cooperation organize themselves. Groups can exercise their influence on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more efficiently than individuals. Organized interest groups in border areas seek to prevent their economic
interests from being violated by exerting their influence so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ill make and maintain policies amicable to
border cooperation. Second, they form communication channels to deliver their opin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is includes
the formation of favorable public opinion through the media and participation in various policy committees of central and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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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As a result, major policy makers can listen to local voices. Third, these communication efforts may be made in alliances
with actors in a third country. That is, they hold meetings with international peace organizations and groups, and deliver the results
of discussions and policy suggestions to the policymak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Overseas groups participating in the border
cooperation discussion stage are highly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sta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consult with each other as partners. In distributed
governance, there is no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ized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in some cases, as their policies
contradict, the effectiveness of border policies will decline. In addition, there are cases of no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Scholten 2016).

Border cooperation in the Kashmir region i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successful case of a secondary foreign policy. The border
dispute between India and Pakistan started in the 1940’s, and has continued for more than 70 years, with the peace process beginning
at the end of 1990. At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led the process, but a passageway connecting the two countries was opened in
2005. In the early days, only the passage of the local residents of border areas was allowed, but local actors actively exercised their
influence, resulting in cross-border trade from 2008. The Kashmir case demonstrated that local residents can transform from border
policy recipients to shapers. Of course, surges in border conflicts since 2014 have threatened border cooperation, but local actors are
pressuring the central government to take a moderate conciliatory attitude (Mahapatra 2017).

(2) The concept of multi-level governance
Governance is a management method with organized relations between actors and principles and regulations for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As many actors, e.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so emerged the concept of multi-level governance (MLG), which explains the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actors. The MLG concept
appeared in studies that explain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European Union, and focused on analysis of the interactions among
multi-level governments, i.e., transnational, national and local (Marks 1992).
However, MLG is limited in that as it leans to normative analysis, it assumes that decentralization is good. Accordingly, it tends to lack
analytic and empirical studies explaining the optimal level of decentralization. Recent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hich
spatially define the concept of MLG, with the intention of breaking from the normative approach. These studies, which implement
the conceptual space of MLG three-dimensionally, use three pillars, i.e., decentr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to explain the cooperation among various actors, plac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vertical
axis,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on the horizontal axis, and internationalization on the external axis (Piattoni 2010).
Some studies present two opposing ideals to conveniently explain MLG: controlled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In controlled
governance,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re executed vertically top-down, and horizontally,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seem separated from each other. However, in participatory governance, the intentions of local governments are reflected well
in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bottom-up, and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 Various
mixed types may exist between the two bipolar types of governance (Hooghe and Marks 2003).
Unlike this classification of governance types,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ur types of governance, i.e.,
centralized, decentralized, multi-level and distributed governance, were developed based on the level of ver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ized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level of horizontal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is classification, in centralized govern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hierarchical, and policies are made top down. Here, the central government control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follow
the regulations and policy vi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policies are made top down, local governments follow the borderrelated agendas and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o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ot necessary. Decentralized
governance is a bottom-up relationship, and policy authorities follow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hat is, in principle, the border
policy is regarded a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has jurisdiction over the area outside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re not simply in charge of executing policies, but also agenda setting and
establishment of policies, while exchanging information and opinions and cooperating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Multi-level
governance includes the coexistence of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There is a forum or network for policy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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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ypes and success conditions of border governance
Europe has a long tradition of border cooperation. Border cooperation is increasing around the world, but particularly in Europe,
border cooperation is all the more invigorated due to regional integration.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European Union plays a big
role as well. In this situation, European countries are conducting important studies on border governance while looking for ways to
reduce the gap between regions (Perkmann 2003).
As the border area is a space where various actors cannot but be involved due to its characteristics, it is desirable that border
cooperation should be done in the form of a network. The factor driving border cooperation is the functional interdependency of
the border area above all things: the need to overcome damage due to the disconnection faced by the separated border areas, and
the combinatory effect of the integration of the border areas. Therefore, for border cooperation, common awareness of the problem,
agreement between interests and preferences, agenda-setting for overcoming disconnec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epistemic
community (Fricke 2015).
The objective of border cooperation, viz. the overcoming of border disconnection, becomes clea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
integration and border governance. Border integration is a process of overcoming the gap between regions separated by the border.
There are two types of border integration. One is to increase the flow speed of movement by lowering the border barrier.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passage and trade. The other is homogenization, i.e., the convergence of the
territorial characteristics of border areas. It can be achieved by carrying out common project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xca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Medeiros 2017).
Border cooperation refers to the strategy and procedure for achieving border integration, and depending on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it is divided into official cooperation and unofficial cooperation. Ensuring this border cooperation lasts stably
over the long-run requires a governance structure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e. In other words, border governance is the
most representative approach to border operation necessary for achieving the goal of border integration.
Successful cases of border cooperation in Europe are the Lake Constance Cooperation and the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Upper
Rhine Region. These two cases had something in common: although they had different cooperation conditions and cooperation
governance, border cooperation was done actively for a long time. The concept of border governance, used to analyze these cases,
uses two determinants, and it is divided into four types. The first determinant is the directivity of cooperation, and the second
determinant is the level of institution of cooperation (Zumbusch and Scherer 2015).
The directivity of cooperation can be divided into territorial coope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Territorial cooperation
is cooperation while mutually maintaining clear territorial boundar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plays an important role, and
cooperation is done broadly top down, but functional cooperation is trans-border, i.e., transcending territorial boundaries, and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participate. It is horizontal and network-like, and cooperation issues are
determined by the interest and competency of participants.
The level of institution is divided into strong and weak institutionalization. For strong institutionalization, subscription is closed, the
legal basis stipulating cooperation clear, the organization complex, and policies binding, eventually executed, and decided by a
majority vote. By contrast, for weak institutionalization, subscription is open, its network loose and without any legal regulation, the
organization simple, and policies decided by unbinding agreement, executed summ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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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se classification criteria are applied, Lake Constance Cooperation is a governance type with a functional directivity and a weak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and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Upper Rhine Region is close to official governance with a high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trong territorial directivity. Looking at the cases more specifically, Germany, France, Austria,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 participate in Lake Constance Cooperation, and it has strong functional connectivity. In particular, it has a high level
of interdependency in terms of employment and tourism. The residents of the border areas have a strong tendency to regard the
lake as a common asset, with the number of organizations interested in border cooperation for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lake
increasing from about 100 in 1991 to about 500 in 2011.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International Lake Constance Conference (IBK)
was organized in 1972, as a loos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comprised of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IBK has a number of
committees under its umbrella, establishes and discusses joint projects, and draws financial support from the European Union.

III. Implications

Germany, France and Switzerland participate in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Upper Rhine Region. It has a high level of
interdependency in terms of economy, education and employment, but it started from small-scale zone cooperation with territorial
separation clearly defined by the river, and developed into large-scale cooperation. Border cooperation was done through a high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e institution building stage, the Upper Rhine Conference was organized, through which a large-scale
cooperation program was established and executed. The construction of a joint airport was the representative joint project. Border
cooperation was divided into 4 small zones, and the trilateral mega-regional coordination committee, supporting the cooperation
projects of each zone, was established.

(2) Border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done based on the cooperation network with a focus on actors,
not policies. The central government,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think tanks and civic groups must participate
and various roles must be assigned to actors, e.g., policymakers, policy executors, information spreaders and participants. A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cooperation network, a border cooperation committee must be
organized, and Gyeonggi-do must play the role of a core coordinator, and induce interested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and civic
groups to participate. In particular, if North and South Korean expert groups form a joint epistemic community that derives border
cooperation agendas, the likelihood of the success of border cooperation will be very high.

Turning to discussions of good border governance, good governance is effective governance. In other words, good governance
helps effectively achieve the goal of border integration by ensuring that border cooperation is maintained efficientl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uccess conditions for border governan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must be a multi-level network
model. It must be open so that various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and participants with unique resources and competencies
must understand and trust each other, and connect to each other vertically and horizontally. Second, it must be stable so that it can
be maintained. To this end, the joint identity and agendas regarding the border must be the core motives of border cooperation.
In addition, actors must be clearly aware of their roles. Third, it must be flexible. As border cooperation has many obstacles, there
must be various cooperation paths before it can progress efficiently. Therefore, weak institutionalization has advantages over strong
institutionalization, and institutional diversity, which mixes the possibility of official and unofficial cooperation, is the most desirable.
Fourth, a core coordinator is necessary. There must be an organization that can set up the goals of cooperation, prepare long-term
and short-term strategies, distribute the roles of actors on behalf of the border governance, and continuously monitor and provide
feedback to increase the accountability of participants (Grindle 2007).

(3) If local governments lead border cooperation,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Korea’s border cooperation
policy has a strong centralized nature, i.e., the central government makes deci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governance through decentralization. In this case, if local governments are isola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do not
cooperate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i.e., if they adopt distributed governance, it is rather retrogressive. So it is desirable that
local governments establish multi-level governance well-connect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by cooperating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empow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1) Border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possible in parallel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outh Korea has
been looking for areas wher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possible und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t mostly looked
for possible business items from among humanitarian support projects, but as the US objected to them or North Korea refused
to accept them, they fail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look for the likelihood of cooperation not at the level of areas, but at
the level of processes. In general, border cooperation goes through the discussion stage, the agreement stage and the execution
stage. Accordingly, even und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iscussion of cooperation and agreements are possible, and if
execution is done step by step after North Korea begins denuclearization, it will motivate denuclearization.

(4) For internationalization of border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pread the border identity outside. Looking at the development
stages of border governance, a common awareness of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border assets will arise first in the formation
stage, and as the centra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develops into a balance with local governments in the localization stage,
border cooperation will commence, and lastly, it is necessary to steadily secu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roups that share
the border identity in the internationalization stage.

Internationalization of border cooperation is a method of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success of border governance. To this end,
internationally spreading the spirit of cooperation is paramount.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agree on the necessity of
border cooperation must increase so that border cooperation is internationalized. A representative case is the Schengen Agreement.
In its early days, it was prepared to allow the residents of the border areas where three countries, Germany, France and Luxemburg,
meet to freely cross the border, but as the identity of cooperation sympathetic to it arose, many European countries gradually decided
to participate in it, and it developed into the opening of all European borders (Veema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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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한강하구에 대한 평화적 활용계획과 비전
정하영

정하영
Ha-Young JUNG

김포시장

Ⅰ. 들어가며

김포시장
Mayor, Gimpo City

Ⅱ. 한강하구의 의의와 역사
1. 한강하구, 할아버지의 강
2. 중립수역, 한강하구는 Free-Zone
3. 정전 이후, 변화하는 한강하구

정하영은 대한민국 김포시 시장이다. 2018년부터 민선7기 김포시장을 역임하면서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라는 시정목표를 가
지고 소통과 상생을 통해 공정한 김포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접경도시 김포에게는 ‘평화가 밥’이라는 생각으로 김포시의 미래 100년은
평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아 접경지역 지자체의 지역발전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활동하였고, 현재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Ⅲ. 김포시의 한강하구에 대한 평화적 활용계획
1. 단기사업 : 남북협력 이전단계
1) 철책 제거를 통한 한강하구 수변공간 활용
2) 한강하구 평화의 물길 열기 (신곡수중보 철거)
3) 한강하구 거버넌스 및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Elected the 7th Mayor of Gimpo City in 2018, JUNG Ha-Young has fostered fairness in Gimpo by focusing on communication and a
win-win spirit under the theme of "Double the happiness of citizens and double the values of Gimpo!" Believing that "peace is rice
and bread" for the inter-Korean border city of Gimpo, he asserts that Gimpo City will be able to grow on peace in the 100 years to
come. To that end,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Border Area Mayors and County Magistrates' Association in 2018 for various local
development initiatives and deregulation measures, currently playing his part as the vice chairman of the Gyeonggi Province Mayors
and County Magistrates' Association.

2. 중기사업 : 남북협력 초기단계
1) 한강하구 남북공동 람사르습지 등재 및 관리
2) 조강생활문화권 포구마을 복원사업
3. 장기사업 : 남북협력 발전단계
1) 남북공동 평화시장 플랫폼 설치
2) 평화경제특구 조성
3) 남북간 서해안 교통망 구축, 김포~개성간 도로 건설
Ⅳ. 마무리

Ⅰ. 들어가며
○ 김포시는 한반도 중심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을 제외하고는 동서북쪽 3면이 한강과 염하강으로 둘러싸인 반도이다.
동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고양시와 파주시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염하강을 사이에 두고 강화군과, 남쪽으로는 인천광역시와 서울
특별시가 접해 있다.
또한, 북쪽으로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이 있고,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개풍과 접해 있다.
김포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전선 안보의 요충지로서 다가올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남북교류의 거점도시이
자 평화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Ⅱ. 한강하구의 의의와 역사
1. 한강하구, 할아버지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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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하구의 원래 이름은 '조강(祖江)'이다. '할아버지 강'이라는 이름에서 큰 강의 넉넉함과 한결같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조강은 세 줄
기가 모여 바다로 들어가는 포용의 강이기도 하다.

Ⅲ. 김포시의 한강하구에 대한 평화적 활용계획

○ 한편, 조강은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다. 김포시의 월곶면에 '조강리(祖江里)'라는 지명이 있고 김포시의 조강과 마주하고 있는 강 건너 북
쪽, 개풍군 임한면에도 조강이라는 지명이 있다.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지로 가장 상징적인 곳이 조강인 이유다.

2. 중립수역, 한강하구는 Free-Zone
○ 한강하구는 육상의 DMZ와 함께 정전협정 상 남북의 경계를 규정하는 접경지역으로 임진강 탄현면 만우리에서 강화도 말도에 이르는
약 70km의 물길을 말한다. 정전협정 제1조제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지역이며 남북 어느 일방에 속한
공간이 아닌 공동의 공간으로서 남북협력의 상징성이 높은 곳이다.
○ 그러나,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군사적 긴장감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이유로 민간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고 있고, 군사분계선이 있는 DMZ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다.

3. 정전 이후, 변화하는 한강하구
○ 정전 이후, 남북의 민간선박이 중립수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횡행하고 일반인의 인적이 드문 것을 이
용해 탈북, 월북의 주요 이동경로나 대북전단 살포장소로 이용되는 등 한강하구는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
었다.
○ 또한, 1980년대 한강의 신곡수중보 설치로 인해 한강하구와 서울간 뱃길이 끊어지고 물의 흐름이 느려지며 퇴적물이 쌓이면서 수중생
태계의 교란과 하상변동, 토사 퇴적량 증가로 홍수를 걱정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김포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유일한 지자체로서, 북한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군사분계
선이 아닌 남북공동이용지역인 ‘한강하구’라는 것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 한강하구는 남북 공동의 공간이기에 서로의 의지만 있다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김포시는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나누어 구상하
고 있다.

1. 단기사업 : 남북협력 이전단계
1) 철책 제거를 통한 한강하구 수변공간 활용
○ 김포는 반도모양의 지형으로 동, 서, 북 3면이 한강과 서해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아라뱃길로 접해 있어 풍부한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
으나, 국방안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수변공간이 철책으로 막혀있다.
경계철책은 50년 넘게 김포의 주변경관을 차단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과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등 부정
적인 영향을 야기했다.
○ 최근 첨단화된 감시 장비와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김포시는 국방부와 2.3km의 경계철책의 제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철책이
사라진 한강에서 시민들이 평화를 느끼고, 자연과 만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 1997년,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는 ‘평화의 소’ 구출작전이 일어난 곳도 이 곳이다. 1996년 여름, 북측의 홍수로 인해 유
도로 떠내려 온 황소 한 마리가 겨우내 굶주리고 지뢰에 발목을 다쳐 5개월째 고립되어 있던 것을 1997년 1월, 해병대가 위험을 무릅쓰
고 구출해 온 사건이다. 이후 중립수역 내 유도에서 구출된 ‘평화의 소’는 제주도의 ‘통일염원의 소’를 신부로 맞아 ‘평화통일의 소’를 생
산하는 등 남북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일화를 남기고 있다.
○ 2018년, 평화의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70년 만에 최초로 중립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가 진행됐다.
○ 현재, 한강하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상, 환서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연결하는 주요 거점이자 평화경제의 핵심지역이며,
한반도 메가리전의 중심지다. 앞으로 한강하구, 김포의 조강은 남북교류의 교두보로 평화경제의 핵심도시로 급부상해 나갈 것이다.

2) 한강하구 평화의 물길열기 (신곡수중보 철거)
○ 한강하구, 조강은 수운의 요충지로서 배의 왕래가 활발했던 곳이었으나 분단이후 강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갇힌 공간이 되었다.
정전협정에는 민간선박의 항행을 허용하고 항행에 대한 방침도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우려하여 선박
의 항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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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는 한강하구의 물길을 열기 위해 매년 중립수역을 향한 평화의 항행을 추진하고 있다. 강의 물길이 열릴 때 비로소 강은 분단의
상징을 벗고, 연결, 회복, 상생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비록 현재는 유엔사와 국방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중립수역 항행은 불가하지만, 다
시 물길이 열리고 한강에 요트와 배가 가득 떠올라 서해로 그리고 평양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평화의 항행은 계속될 것이다.
○ 한강의 뱃길은 북쪽으로만 막혀있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의 물길을 열기 위해서는 한강상류에서 중립수역까지의 뱃길 복원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러한 한강 물길의 회복을 위해서 신곡수중보는 전면 철거되어야 한다.
○ 수중보는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막아 한강 바닥에 매년 엄청난 양의 토사를 쌓이게 하고 있다. 신곡수중보 상류 쪽인 서울지역은 매년
11만㎥의 토사를 준설하고 있으며, 수중보 하류 쪽인 한강하구 지역은 준설조차 할 수 없어 수심이 극도로 얕아진 상태다. 또한 생태계
를 단절시키고,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등 한강의 회복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3) 한강하구 거버넌스 및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 한강하구는 분단이후 오랜 기간 민간의 접근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나마 연구된 자
료들도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를 찾아내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한반도 평화시대에 한강하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가능성에 비해 투자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한강하구에 대한 생태, 수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연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 따라서 한강하구 연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연구기관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강하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한강하구에 대
한 평화적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다.

2. 중기사업 : 남북협력 초기단계
1) 한강하구 남북공동 람사르습지 등재 및 관리
○ 김포시는 개발 중심의 남북협력사업과 함께 한강하구를 통해 환경과 생명을 중시하는 새로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신, 예성강의 벽란신과 함께 어울려 노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분단 이전 조강지역 사람들은 남북 경계 없이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조강생활문화권을 이루며 살아왔다.
○문
 화의 동질성 회복이야 말로 평화교류의 기본이다. 남북의 문화교류는 수준 높은 문화영향력으로 이어져 새로운 한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강하구에 옛 포구마을을 복원하고 남북한 문화컨텐츠 창작스튜디오 등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화를 꾀할 수 있
을 것이다.

3. 장기사업 : 남북협력 발전단계
1) 남북공동 평화시장 플랫폼 조성
○ 오랫동안 유지된 남북간 긴장 상황을 사람의 교류와 물건의 교역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남북공동으로 운영하는 평화시장이 필요하다.
○ 또한, 북측 개성의 인삼 재배기술과 남측의 인삼 가공・유통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나, 한강하구 어족자원 확보를 위한 남북공동 수산
종묘 배양장 설립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이처럼 물리적인 평화시장을 마련하고, 남북 공동어로, 공동 수산물시장, 남북 농축산품 유통센터 등을 조성하여 남북한 주민이 함께 생
산, 소비하며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는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
2) 평화경제특구 조성
○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안을 기반으로 경기연구원에서는 한반도 메가리전을 구상했다. 한강하구-서해 연안 접경
지역에 남북 공동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여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메가리전 구상에 따르면, 남북간의 트윈시티 개념의 도시를 연결하여, 남북 산업협력의 중핵밸트로 조성하고 그간 사용하지 못했던 해
상교통, 물류를 활성화하여 남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그 구상안에서 김포-개풍간 IT, 바이오, 에너지, 스마트 농업 등 첨단,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하며, 남북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제
시했다.

○ 한강하구는 서해에서 유일하게 하굿둑 없이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 열린 하천으로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자연형 하구습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0년 간 사람의 인적이 닿지 않아 생태계 보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한강하구는 동북아에 서식하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로 매년 수많은 새들이 찾아오며, 이 중에는 멸종 위기종도 많다. 특히 개
리(Swan-Goose)는 북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문덕지구에서도 많은 수가 관찰되고 있어, 남북 생태계의 유사성과 공동연구의 필요성
을 알려주고 있다.
○ 김포시는 이러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한강하구를 남북한 공동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여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
획이며, 현재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석 조사 및 기본계획안 마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평화경제의 그린뉴딜사업을 모범적
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2) 조강생활문화권 포구마을 복원
○ 세계 4대 문명이 강을 끼고 발전했듯이, 강은 단순히 물만 흐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와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김포는 지
명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한강의 물길을 따라 포구가 번성했던 지역으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대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의
물길이 열리게 되면, 수로를 따라 뱃길이 열리고, 사람과 문화가 교류하게 될 것이다.
○ 조선 인조때 기록된 장만 선생의 ‘장단적벽선유일기’에 보면 김포 상포리를 출발하여 조강과 임진강을 거쳐 연천 고랑포까지 유람하는
내용이 나오고,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 있는 ‘용궁부연록’에는 개성에 사는 서생이 용궁에 초대되어, 한강의 조강신, 임진강의 낙하

<한반도 메가리전 산업협력벨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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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김포시는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김포형 평화경제특구를 구상하였고, 2020년 4월 기술용역을 통해 약 200
만평 특구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김포 평화경제특구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에서 제시하는 유치업종을 분석하여 김포시 미래 산업
기반에 초석으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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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po City's Plan and Vision for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 기존 개성공단 및 김포지역 내 양촌·학운산단, 대곶 E-city 개발과 상호 보완적 관계도 고려하여,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였던 개성공단
과는 달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남측에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에 따른 공단 운영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계획이며, 4차 산업
을 이끌어갈 적정 업종 및 시설 배치로 경쟁력을 갖춘 특구가 될 것이다

Ha-Young JUNG
Mayor, Gimpo City

3) 남북간 서해안 교통망 구축, 김포~개성간 도로 건설
○ 한강하구 “조강”을 열면 도로·해상 중심의 한반도 환서해 물류 대동맥이 흐른다. 개성과 서울의 최단거리 도로 노선 연결이 가능하고,
개성과 인천항·인천공항·김포공항 및 서해안고속도로(평택항 등)로 연결되는 환서해 벨트가 완성된다. 이에 따라 김포는 남북화해의
시대에 한강하구 “조강”을 도로를 통한 남북교류의 입지적 중심이자 남북평화 시대에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갈 전략적 요
충지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남북도로 교통로는 개성-김포 노선을 중심으로 ①개성↔김포↔서울 또는 ②개성↔김포↔인천↔서해권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성을 기
준으로 IT-BT-CT 중심의 남북경협에 대한 김포의 입지적 위치는 파주보다 우위에 있다.
IT-BT-CT 중심의 첨단산업은 상품이 작고, 고가이며, 물류의 신속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및 서울과의 접근
성이 중요한 만큼 서해안 축[인천(삼성바이오-현대제철-GM자동차), 서울마곡(LG그룹), 평택(삼성전자)]으로 형성된 환서해 경제벨트
확장을 위해서는 김포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I. Introduction
II. The Meaning and History of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1. Han River Estuary, Grandfather’s river
2. Neutral waters, the Han River Estuary, is a Free-Zone.
3. The Han River Estuary changing after the ceasefire
III. Gimpo City’s plan for the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1. Short-term project : before inter-Korean cooperation
1) Using the waterfront of the Han River Estuary by removing the barbed-wire fences
2) Opening the Han River Estuary peace waterway (demolition of the Singok Weir)

Ⅳ. 나가며
○ ‘평화가 밥 먹여주냐?’ 는 민선7기 김포시의 화두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바야흐로 평화가 밥 먹여 주는 시대가 왔다. 김포의 5,000
년 전부터 근대화 이전까지 먹거리는 쌀이었고 근대화 이후 지금까지의 먹거리는 아파트, 공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먹
거리는 분명히 한강하구다.
○ 분단과 단절의 상징이었던 한강하구를 연다면 한반도 평화시대는 조금 더 빠르게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김포시는 2019년
4월,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간 민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던 한강하구를 열었다.
비록 그 날, 지난 북미회담의 여파로 남북관계가 잠시 숨을 돌리는 상황에서 중립수역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한강과 임진강, 조강이 만
나는 시암리 앞 세물머리에서 배를 돌리긴 했지만 그 간절한 움직임은 김포가 중립수역 한강하구를 열어야 함을 알리는 울림이 되었다.
○ 한강하구를 열어야 평화가 살고 경제가 산다. 이제 한강하구는 평화와 경제, 공동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김포를 포함한 한강하구의
남북접경지역은 한강의 수운이 활성화될 경우, 물류거점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국제분업 체계를 구축하여 남한의 우수한 인력과 자본,
기술, 북한의 우수 인력이 결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자유무역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한강하구를 활용한 경협단지 조성과
남북을 잇는 교통체계 구축이 빠르게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이유다.

3) The establishment of the Han River Estuary governance and a joint research platform
2. Mid-term project : early stag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1) North-South joint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Han River Estuary as the Ramsar wetland
2) Restoring the port village in the Jogang Life Culture Zone
3. Long-term project : development of inter-Korean cooperation
1) Creating a common peace market platform for North and South Korea
2) Creating the special peace economy zone
3) Building an inter-Korean West Coast transportation network and a road between Gimpo and Gaeseong
IV. Conclusion

Ⅰ. Introduction
○ Gimpo City is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lso a kind of
peninsula surrounded by the Han River and the Yeomha River on three sides, east, west, and north. It adjoins Goyang City and Paju
City to the east along the Han River, and Ganghwa-gun to the west along the Yeomha River. It also adjoins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Seoul Metropolitan City to the south. To the north, there is the Jo River where the Han River and the Imjin River meet, and
it also faces Gaeseong, North Korea with the Jo River in-between. As an important point of security for the Western Front located
closest to North Korea, Gimpo City is the focal loc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in preparation of the era of peace to come, and
is becoming a key player of peac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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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The significance and history of the Han River Estuary
1. Han River Estuary, Grandfather’s river
○ T he original name of the Han River Estuary is 'Jo River,' which means 'Grandfather's River.' You can feel the generosity and consistency
that comes of a large river. Jo River itself is also a river of inclusion as three streams gather to combine and flow into the sea.
○ Jogang is also the name of the region. Wolgot-myeon of Gimpo City has a place called 'Jogang-ri,' and Imha-myeon of Gaepunggun facing the Jo River from the north has a place called Jogang. This is why the Jo River can be a symbol of common prosperity
between the two Koreas.

2. Neutral waters, the Han River Estuary, is a Free-Zone.
○ The Han River Estuary is a border that defines th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gether with the DMZ on land. It refers
to the approximately 70km-long waterway from the Imjin River at Manu-ri, Tanhyeon-myeon to Maldo, Ganghwado. According to
Paragraph 5 of Article 1 of the Armistice Agreement, free navig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civilian ships is guaranteed there.
As a common space, which belongs to neither to North Korea nor South Korea, it is highly symbolic of inter-Korean cooperation.
○ Although free navigation for civilian ships is guaranteed, in reality, it is off-limits to civilians in the name of preventing military
tension and accidental collision, and as such, it is managed in much the same way as the DMZ, which ha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3. The Han River Estuary changing after the ceasefire

Ⅲ. Gimpo City’s plan for the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 After the ceasefire, North and South Korean civilian ships have no longer been able to enter the neutral waters.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has become rampant, and ordinary citizens seldom visit the Han River Estuary. As such, it is now used as the
main route for defection to North Korea or South Korea or as a place for sending anti-Communist leaflets. Whenever there has been
an accident or incident, military tension has likewise built up in the Han River Estuary.

○ Gimpo City is connected to Seoul,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the only local government in direct contact with North
Korea. The unique point of the city is that what it shares with North Korea is no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but the ‘Han River
Estuary,’ which is an area jointly used by North and South Korea.

○ The waterway between the Han River Estuary and Seoul was cut off due to the installation of the Singok Weir in the Han River in
the 1980s, and the slower flow of water and the accumulation of sediment have been causing various problems, e.g. disturbance
of the aquatic ecosystem, and flooding due to river bed variation and increased soil sedimentation.
○ It is here that the ‘Peace Cow’ Rescue Operation, which has now faded from many people’s memories, took place in 1997. In the
summer of 1996, an ox floated down to Yudo of Gimpo during the flood in North Korea, starved throughout the winter, hurt its
ankle and was stranded for 5 months. In January 1997, the Marine Corps rescued despite their apparent peril. Afterwards, the
‘Peace Cow,’ which was rescued from Yudo in the neutral waters, married the ‘cow of unification wishes’ from Jeju-do, and gave birth
to the ‘Peace and unification cows,’ which became a symbol of the peac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In 2018, a warm breeze of peace blew. Thanks to the Joint Declaration in Pyeongyang on September 19, 2018, North and South
Korea conducted a joint survey of the neutral waters for the first time in 70 years.
○ Currently, according to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Han River Estuary is a key point that connects the West
Sea Rim economic belt and the peace belt in the border area, making it a core area of the peace economy, and the center of the
mega-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Jo River will quickly emerge as the bridgehead of inter-Korean
exchange, and Gimpo will be the the core city of the peac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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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Han River Estuary is a common space for North and South Korea, if both sides are willing, it can be the best place for realizing
the value of peace through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Gimpo City has the following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plans for the peaceful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by North
and South Korea:

1. Short-term project : before inter-Korean cooperation
1) Using the waterfront of the Han River Estuary by removing the barbed-wire fences
○ Gimpo has a peninsula-shaped topography. As it is surrounded by the Han River and the West Sea on three sides, east, west, and
north, and adjoins the Ara Waterway to the south, it has plenty of waterfront land, but most of the waterfront is blocked by barbedwire fences for the sake of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The barbed-wire fences have blocked the surrounding landscape of Gimpo
for over 50 years, thus hindering local development, leading to a number of negative factors for the region, e.g. inconveniencing
local residents and causing military tension.
○ Due to the availability of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he creation of an atmospher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Gimpo
City recently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remove 2.3km of barbed-wire fences and is planning
to transform it into a waterfront space where citizens can feel at peace and enjoy the natural environs along the Han River without
the barbed-wire 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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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ed to the importance and potential of the Han River Estuary in the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vestments have
been sparse. Research and surveys of the ecosystem and waterways of the Han River Estuary must be conducted, and a platform,
which can stably support various research in the long term, needs to be implemented.
○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for research on the Han River Estuary, and a system for
enabling research institutes and related civic groups to organize themselves and conduct joint research is necessary. If the Han
River Estuary is surveyed and researched systematically, a specific and possible way to use the Han River Estuary peacefully will
become available.

2. Mid-term project : early stag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1) North-South joint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the Han River Estuary as the Ramsar wetland
○ Gimpo City is conceiving a new method of cooperation placing value on life and the environment along with developmentcentered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 The Han River Estuary is a brackish water zone, and the open river in the West Sea is where the fresh water and sea water meet
without an estuary bank. It boasts of excellent biodiversity, and a natural estuarine wetland due to having a large tidal range, and
its ecosystem is well preserved as it has been out of the reach of people for around 70 years.

2) Opening the Han River Estuary peace waterway (demolition of the Singok Weir)
○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Jo River were key areas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ships traveled through there quite briskly.
However, after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area became a closed space, not functioning as a normal river.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came later allowed free navigation of civilian ships, and prescribed detailed guidelines for navigation,
but the navigation of ships has been prohibited for fear of contingencies.
○ To open up the Han River Estuary waterway, Gimpo City is carrying out peace navigation toward the neutral waters every year. It is
not until the waterway of the river is opened that the river will discard the symbol of division, and become a symbol of connection,
recovery and joint prosperity. As the UNC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fuse to approve this though, navigation in the
neutral waters is impossible for now. However, peace navigation will continue until the waterway reopens, and the Han River will
be filled with yachts and boats, and they will be able to go to the West Sea and Pyeongyang.
○ The waterway of the Han River is not blocked only to the north. To open the waterway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waterway
from the Upper Han River to the neutral waters must be restored first. To restore the waterway of the Han River, the Singok Weir
must be demolished completely.
○ As the weir blocks the natural flow of water, a huge amount of soil builds up at the bottom of the Han River every year. Seoul in the
upstream of the Singok Weir dredges around 110,000㎥ of soil every year, and the Han River Estuary area in the downstream of the
weir is now too shallow because it can’t even be dredged. It also disconnects the ecosystem, causes the proliferation of pollutants,
and overall, is a big obstacle for the restoration of the Han River.

3) The establishment of the Han River Estuary governance and a joint research platform
○ As access to the Han River Estuary has been restricted for civilians since the division of the country, popular interest in and studies
on the area are relatively insufficient. Even research data are scattered like fragment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and u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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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an River Estuary is also a major route of migratory birds in Northeast Asia. Many birds visit it every year, among which there
are some endangered species. In particular, many swan geese can be observed in the Mundeok area designated as the Ramsar
wetland of North Korea, demonstrating the similarity of the ecosystem of the North and South and the necessity of joint research
on the ecosystem.
○ Gimpo City is planning to find a way for North and South Korea to jointly register the Han River Estuary, which has outstanding ecological
value, as a Ramsar wetland to manage it peacefully, and carry out the Green New Deal Project for a peace economy by conducting a
feasibility study for the establishment of a Han River Estuary Wetland Center and for consultation to prepare a master plan.

2) Restoring the port village in the Jogang Life Culture Zone
○ As the world's four major civilizations all developed near rivers, it is obvious that a river is not simply a place where water flows, but
a place where people, culture and history coexist. As the name Gimpo (golden harbor) suggests, it is an area where ports flourished
along the waterway of the Han River. As promised in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s in Pyongyang, if the waterway of the
Han River Estuary joint use waters is opened, boats will be freely navigating along the waterway, promoting cultural and human
exchanges.
○ “Jangdan Jeokbyeok Seonyu Ilgi (Diary of Boating through Jangdan and Jeokbyeok),” which was written by Jang man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of the Joseon Dynasty, describes boating from Sangpo-ri, Gimpo through the Jo River and the Imjin River to
Gorangpo, Yeoncheon. Also, “Yonggungbuyeonrok (Tour to Banquet in Sea God's Palace),” contained in Kim Si-seup’s Geumosinhwa,
includes a story about a young Confucianist living in Gaeseong who was invited to the Sea God’s Palace, and had a good time with
Han River’s Jogang God, Imjin River’s Nakha God and Ryesong River’s Byeokran God. In this way, before the division of the country,
the people around the Jogang area shared the Jogang life culture zone without any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center of which was the Han River Estuary.
○ The restoration of cultural homogeneity is the foundation of peace exchange.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will lead to a higher
level of cultural influence, and thus open a new Korean wave period. To this end, we can create tourism resources by restoring the
old port village in the Han River Estuary, and by opening a creative studio for inter-Korean cultural content.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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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ng-term project : development of inter-Korean cooperation

○To this end, Gimpo City conceived a Gimpo-type special peace economy zone, which will play a central role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established the plan for the creation of a 2-million-pyeong special zone through the technical consulting in April
2020. The industries to be attracted to the Gimpo special peace economy zone according to the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will be analyzed, and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Gimpo City will be laid.

1) Creating a common peace market platform for North and South Korea
○ In order to address the prolonged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required to restore trust through exchanges of
people and material resources, which will naturally pave the way toward peace. To this end, a peace market operated jointly by
North and South Korea is necessary.
○ Also, a project for combining the Gaeseong ginseng cultivation technology of the North with the ginse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 technology of the South, 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inter-Korean marine hatchery to secure Han River Estuary
fishery resources will be a good example.
○ In this way we are going to create a place where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produce and consume together, and meet each
other by preparing a physical peace market, and by making an inter-Korean joint fishing area, a joint fish market, a North and South
Korean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etc.

2) Creating the special peace economy zone
○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Map and the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plan,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as created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It will lay the foundation for the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ies by creating an inter-Korean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s well as a free trade zone in the Han River Estuary-West Sea
coastal border area. According to the mega-region plan, North and South Korean cities will be connected as twin cities, and a
core belt for industrial cooperation will be created, and marin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which haven’t been used in the past,
will be invigorated, and a way for mutual development and coexistence for the two Koreas will be found. In this plan, Gimpo and
Gaeseong will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 focus on high-tech and green industries, e.g. IT, bio, energy and smart farming, and
they will serve as the outpost for inter-Korean exchange.

○In consideration of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Yangchon and Hakun
Industrial Complex in Gimpo, and Daegot E-city development, Gimpo City will attract high-tech industries unlik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focused on a labor-intensive light industry, and create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South in order to
prepare for the uncertainty of industrial complex operation affected by the political situation. This industrial complex will become
a special zone with the right industries and facilities, which will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3) Building an inter-Korean West Coast transportation network and a road between Gimpo and Gaeseong
○If the Han River Estuary “Jo River” is opened, the main artery of road- and sea-centered Korean Peninsula West Sea Rim logistics
will flow. It will be possible to connect the shortest-distance road between Gaeseong and Seoul. On top of this, we will also
see the completion of the West Sea Rim Belt, which connects Gaeseong to Incheon Por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nd Seohaean Expressway (Pyeongtaek Port, etc.). As a result, it will be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Han River
Estuary “Jogang” as the central loc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along the roads in the era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as a
strategic location that will lead the new chang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ge of inter-Korean peace.
○The North-South road traffic route will be ① Gaeseong↔Gimpo↔Seoul or ② Gaeseong↔Gimpo↔Incheon↔West Sea area with
the Gaeseong-Gimpo line playing a central role. From the viewpoint of Gaeseong, Gimpo’s location in regard to IT-BT-CT-center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advantages over Paju. As IT-BT-CT-centered high-tech industries have small, high-priced
products, and the speed of logistics is of great importance, accessibility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Gimpo International
Airport and Seoul is of equally high importance. As such, to expand the West Sea Rim economic belt, consisting of the West Coast
axis [Incheon (Samsung Biologics-Hyundai Steel-GM), Seoul Magok (LG Group) and Pyeongtaek (Samsung Electronics)], it is
essential to build a transportation network with Gimpo at its center.

Ⅳ. Conclusion
○ ‘Will peace feed you?’ is the biggest topic of discussion in Gimpo City.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peace will indeed feed you
in this day and age. It can be said that the growth engine of Gimpo has been rice from 5,000 years ago right through to the period of
modernization, and since then, the city’s growth engines have been apartments and factories. The present growth engine moving
forward though is clearly the Han River Estuary.
○If the Han River Estuary, symbolic of division and separation, is opened, the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ay become a reality a little
earlier. In April 2019, Gimpo City opened the Han River Estuary, which civilians had not been able to visit for 70 years ever since the Korean
War. As inter-Korean relations were taking a breather for a while in the aftermath of the DPRK-US talks that day, we could not enter the neutral
waters, turning the boat at the Semulmeori (the point where three rivers meet : i.e. the Han River, the Imjin River, and the Jo River) in front of
Siam-ri. This desperate movement though clearly showed that Gimpo needs to open the neutral waters of the Han River Estuary.

<Korean Peninsula mega-region industrial cooperation bel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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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 River Estuary must be opened for peace and the economy to live. Now, the Han River Estuary is the symbol of peace,
economy, and co-prosperity. If the water traffic of the Han River is able to be invigorated, the North-South border area of the
Han River Estuary, including Gimpo, can serve not only as a logistics base, but also help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for North and South Korea, and grow into a new type of North-South Free Trade Zone where the
manpower, capital and technology of South Korea will be combined with the manpower of North Korea. This is why the crea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Complex using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building of a transportation system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must be discussed and realized quickly.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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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준영

신준영
Joonyoung SHIN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Peace Cooperation Bureau General,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Ⅰ 2020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성과
1.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
□ 대북전단 살포방지 선제적 대응 및 법제화

신준영은 경기도 평화협력국 국장이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월간말 북한담당기자, ㈜민족이
십일 편집국장, (사)남북학술교류협회 사무국장,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남북교류 및 한반도 평화문제 전문가이다. 신
준영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경기국제평화센터’ 4개과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평화협력정책을 총괄
및 조정한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과 ‘DMZ의 평화
적 활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2021 DMZ 포럼’을 포함한 렛츠디엠지(Let’s DMZ)평화예술제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 위험구역 지정(5개 시군) 등 지방정부 최초 대책 발표(6.12)
○ 살포단체 수사의뢰(6.22) 및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호소 서한 발송(‘21.1.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 본회의 통과(12.14) → 공포(12.29) → 효력발생( ‘21.3.30)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SHIN Joonyoung is the director of the Peace and Cooperation Bureau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she is an expert on inter-Korean exchang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o has worked as a journalist dedicated to North Korean issues in the Monthly Mal (Words) magazine,
editor-in-chief of the Minjok (Nation) 21, secretary general of the South-North Academic Exchange Association,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South-North Historians Council. Directing four divisions, including the Peace and Cooperation Division, Peace Infrastructure
Development Division, DMZ Policy Division, and Gyeonggi International Peace Center under her Peace and Cooperation Bureau,
she oversees and coordinates the peace and cooperation policies of Gyeonggi Province. Director Shin of the Peace and Cooperation
Bureau focuses on "peaceful utilization of waters share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t the mouth of the Han River" and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rea" to sustain Gyeonggi Province’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itiatives. The Let’s
DMZ peace art festival, accompanied by the 2021 DMZ Forum, is one such initiative.

○ 가축전염병 남북공동방역, 보건의료협력 등 인도적 협력사업 추진
○ 유리온실 관련 품목 UN대북제재면제 지자체 최초 단독ㆍ직접 신청 및 승인(8월)
□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분위기 확산 주도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52개 지자체 참여, ′21.2월말 현재)
○ 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베트남 고엽제피해자ㆍ캄보디아 등 5개국 지원, 국제산림협력

2.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계획 수립 및 평화(통일)경제특구 추진
○ 한강하구 포구 및 뱃길 복원, 남북 도보다리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과제 확정
○ 평화(통일)경제특구 법안의 조속한 입법 건의(7회, 국회ㆍ통일부) 및 북부유치 추진
□ 개성공단 재개선언 공감대 확산 및 도내 입주기업 판로 지원
○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 평화부지사 현장(임진각)집무실 운영(11.10~12.22)
※ 1인 시위, 지지방문(120개 기관·단체 약350명), 인터뷰(19회), 토론회(1회), 삼보일배(1.25km)
○ 기술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등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23개사 2억원)
□ 평화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
○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2020~2024) 및 평화통일교육단체 등 지원(15개 단체)
○ 도내 초·중·고 학생 평화통일교육 지원 및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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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창구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위한 협의체 구성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MASK 문화예술대전(전국최초, 코로나19 극복ㆍ심리안정), 종합상담서비스 제공(道상담센터 2개소)
○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취업교육 126명, 인턴십 연계 33명 취업),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능력 향상 지원(198명)

○ 전국 광역·기초 등 53개 지자체 참여(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타 지역 21개)
※타
 지역 : 인천(연수구), 울산(울주군), 충남(당진시, 부여군, 논산시, 공주시), 경남(거제시, 합천군, 고성군, 통영시), 부산(금정구,
남구, 동구, 연제구), 서울(중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성동구, 영등포구, 노원구)
□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확산

3. DMZ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 및 국제적 명소화
□ DMZ 일원의 생태·역사·문화를 반영한 거점시설 조성
○ 軍 대체시설(캠프그리브스, 마정중대) 조성공사 추진,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운영

○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 ‘2021 경기평화콘서트’ 개최(4.27, 실내·비대면)
○ 평화정책 과제 발굴 및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 추진(15회)
○ 도민 관심 유도 및 아이디어 활용을 위한 ‘평화정책 UCC 공모전’ 개최(3월~7월)

○ DMZ 아트하우스(연천) 조성과 지역문화 행사 및 관광서비스 교육 기획ㆍ운영
□ DMZ의 가치와 평화적 활용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내 공연장 조성 및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20. 12월 착공)
○ 도라산평화공원내 태풍전망대 개선, 전시관 리뉴얼, 남북정상회담 도보다리 코스 재현
□ 「Let’s DMZ」를 통한 한반도 평화 염원 확산
○ 통합브랜드 확립으로 DMZ 대표 축제브랜드로 육성
○ 2020 DMZ 포럼(9.17~9.18), 「LIVE in DMZ」 콘서트(10.23), 「DMZ 빌리지」 전시·체험행사(10.23~10.25)
○ DMZ 가치와 평화누리길 홍보를 위한 로드다큐 제작·방송(JTBC, 총120분 / 2부작)

2. 평화협력기반 구축 및 도민공감대 확산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시행 가능한 분야의 용역·포럼․토론회 등 추진
- 「한강하구 포구복원 및 보행교량 기본계획」 수립 중(’20.12 ~ ’21.10)
⇒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중심지로서의 중추적 역할 담당
□ 평화(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추진
○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 접경지역에 유치, 남북경제교류 중심지로 조성
- 100만평 조성시 생산유발 9조원, 취업유발 7만명(GRI, ’15)

Ⅱ 2021년 경기도 평화통일정책 추진계획
1. 남북교류 활성화 및 평화협력정책 확산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 코로나19 이후,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 남북 공동방역사업, 남북 보건의료협력사업, 접경지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등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 정부의 협조 아래 경기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산림, 문화, 체육, 보건 등 타 부서와 협업체계마련으로 전문성 확보
○ 남북관계의 획기적ㆍ전면적 개선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
-대
 북제재 완화 및 해제, 남북관계 개선 등 급격한 정세변화 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기금 확충 등 사전
준비 철저
- 북한농촌지역에 안전한 돼지고기 공급을 위한 자동화 양돈장 지원 사업 추진
※ UN 대북제재 영향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북 반출품목 제재면제 승인 추진(’21. 상반기)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출범(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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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요 역할 담당
- 경의축(비지니스 특구, 기계, 전자 등) / 경원축(관광, 에너지, 농축산 등)
⇒ 국회에 계류 중인 ‘평화경제특구’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활동 지속 추진
□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입주기업 지원
○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운동 연대회의 출범(2.9)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정·관계, 시민단체, 종교계 및 학계, 유관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범국민 공감대 확산
○ 개성공단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공동협약, 판로개척, 기술지원, 컨설팅 등) 추진
□ 경기도민 평화통일 인식 제고와 실행역량 강화
○ 민간 평화통일교육단체 지원 강화를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민간의 참신한 사업의 발굴·추진 및 통일교육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참여와 체험 중심의 통일미래세대(청소년, 대학생)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청소년 접경지역 현장체험 및 대학생 평화통일교육 참여기회 확대
- 경기도와 도교육청 협력, 학교(초·중·고)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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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연내 준공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도보길·자전거길 앱(APP) 서비스 제공 및 종주 인증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소통 화합
- (인식개선ㆍ화합)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통일한마당, 시군 소통·화합사업

○ DMZ 평화의길(인천~경기~강원도) 및 체류형 거점시설 조성
- 민통선 내 도보길(테마노선)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시·군별 프로그램 운영

- (적응지원) 하나센터(6개소), 道 돌봄상담센터를 통한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노선과 인접한 유휴건물(軍막사,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거점시설로 활용

○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취업교육) 돌봄서비스 전문인력양성, 경리사무실무 등 2개 과정(140명)
- (인턴십) 3개월 인턴 종료후 360만원(기업 240, 인턴 120) 지원(50명)

3. 삶·자연이 공존하는 DMZ 보전·개발

4.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산
□ 국제 평화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모색
○ 한반도 평화 관련 이슈화 등을 위한 ‘국제평화토론회’ 개최(연5회)
- 관련 전문가와 토론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방안 모색 및 경기도의 역할 제시

□ DMZ 일원 및 한강하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 지정범위 : 파주일원 ~ 한강하구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 및 국제평화교류 추진
- 동북아 지식공유 플랫폼 추진을 통한 동북아 다자틀 구축

※ DMZ일원 연천군 및 강원도는 ′19. 6. 19. 지정
○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및 파주·김포·고양 등 관련 시·군 의견수렴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추진 민관협의체 구축·운영
□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으로 거점 관광 경쟁력 강화

평화예술제」 개최 통한 한반도 평화 염원 확산

□「

○ (시기/장소) 2021. 5월 ~ 12월 / 파주 DMZ 일원 및 고양 킨텍스 등
○ 주요내용

○ 캠프 그리브스 반환공여지 보전 및 역사공원 조성(′12~′23년)

사업명

구분

DMZ 포럼

학술

전시
체험

산출내역

개최시기

개최장소

한반도 및 세계 평화, DMZ의 활용에 관한
석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운동의 장

5.21.(금)~22.(토)
*사전행사 :5.20.(목)

킨텍스(고양)

DMZ 전시·체험 행사

5.20.(목)~6.15.(화)

임진각 평화누리

5.22.(토)

임진각 평화누리

하반기

도내 시·군

- 캠프 그리브스 軍 대체시설 조성공사 준공(′21.6월) 및 재산교환 절차 완료(‘21년 하반기)
- 반환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 통일부 판문점 투어, 파주시 임진각 평화곤돌라 등 변화하는 민통선 평화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
발·운영

DMZ 빌리지

□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 평화 상징과 메시지를 담은 DMZ 문화․관광․체험 콘텐츠 확충
-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內 소규모 공연장 조성(‘21.5월 예정)
- 태풍전망대 안보체험시설 개선 및 평화관광 콘텐츠 도입(‘21.4월 예정)
○ 애기봉, 열쇠 전망대 스마트(VR·AR 장비) 체험존(DMZ 희귀동물 구현) 설치
○ 도라산 평화공원의 거점 관광지 역할 강화를 위한 신규 콘텐츠 도입
- 휴게공간, 도보다리 내 포토존, 노후 산책로 개·보수 등
□ 최북단 여행길 조성을 통한 DMZ 일원 접경지역 활성화 도모
○ 평화누리길(도보/자전거길)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공

Live in
DMZ

DMZ
콘서트

음악과 공연으로 전하는 평화의 콘서트
공연

찾아가는
Let’s DMZ

도내 시군을 찾아가 DMZ 가치 확산 및
Let’s DMZ 홍보 소규모 공연 개최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증진
○ ‘청년 해외봉사단’ 파견으로 국제평화 기여 및 글로벌 인재 양성
- (′20)경기도 청년 온라인 해외봉사단 225명 참여 완료(해단식 4.10.)
○ 평화 ODA를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양화 추진
- 민간자유제안, 현지 조사사업, 플랫폼 구축사업, 지뢰제거 등(선정절차 진행 중)
○ 기후변화 대응 및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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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 Proposing the rapid enactment of a law related to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Peaceful Unification seven time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Ministry of Unification) and pushing ahead with the opening of the zone in northern Gyeonggi-do

Major Outcomes and Aims of Gyeonggi-do’s Peaceful Unification Policy
Joonyoung SHIN
Peace Cooperation Bureau General,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Ⅰ Gyeonggi-do’s Efforts and Achievements i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n 2020
1. Expanding Gyeonggi-do’s Roles in Cooperation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Taking preemptive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 floating of leaflets into the North
○ Releasing related measures (June 12) for the first time among local governments (designation of five cities and counties as
dangerous zones, etc.)
○ Requesting an investigation on the organizations distributing leaflets (June 22) and sending letters urging support for the antileaflet law* (January 29, 2021)
* Amendment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Legislative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December 14)
→ Law promulgated (December 29) → Law enforced (March 30, 2021)
□ Promoting stable and sustainabl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 Pushing ahead with humanitarian projects such as the joint infection control of animal diseases and healthcare cooperation
○ Directly requesting the lifting of U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for glass greenhouse items for the first time among local
governments and gaining approval (August)
□ Taking the initiative in boosting the mood for peacebuilding on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improving Gyeonggi-do’s
international status
○ Pushing ahead with the formation of a council of local government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peacebuilding (participated
in by 52 local governments as of the end of February 2021)
○ Dispatching global youth volunteers, providing support for five countries including Vietnam (victims of defoliant exposure) and
Cambodia, and engaging in inter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2. Preparing for the Era of Lasting Peace and Seeking Social Consensus on Advancing Peaceful Unification
□ Establishing the plan for the peaceful use of the restricted waterway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pushing ahead with the opening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Peaceful Unification
○ Finalizing 15 tasks in four areas, including the restor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port and waterway and the construction of
an inter-Korean foot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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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king social consensus on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 complex’s resident
companies based in Gyeonggi-do to find new marketing channels
○ Operating the office of the Vice Governor for Peace at Imjingak (November 10-December 22) to urge the declaration of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One-person demonstrations, visits to each resident company (about 350 supporters from 120 organizations and groups),
interviews (19), discussion (1), and “three steps, one bow” pilgrimage (1.25km)
○ Providing support for the complex’s resident companies based in Gyeonggi-do for technology, marketing channel development,
consulting, etc. (KRW 200 million for 23 companies)
□ Offering advanced, systematic education on peaceful unification to better prepare for the era of lasting peace
○ Establishing the framework plan for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2020-2024) and providing support for 15 related
organizations
○ Offering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in the province and establishing
a plan to offer such education to public officials
□ Providing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tably settle in the local community
○ Holding the Culture and Art Festival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achieve psychological stability amid the COVID-19 situation
(for the first time among local governments) and providing comprehensive counseling services (at two locations)
○ Operating personalized vocational training courses (126 trained and 33 recruited for internships)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courses for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born in a third country (198 trained)

3. Preserving the Pristine Nature of the DMZ, Ensuring Its Peaceful Use, and Promoting Its Value as a Must-Experience
Destination
□ Creating tourist facilities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 ec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the DMZ
○ Pushing ahead with the construction of tourist facilities on the former Camp Greaves and Majeong Company sites and operating
the ecological exploration path along the Imjin River
○ Creating the DMZ Art House (Yeoncheon) and operating local cultural events and tourist services
□ Building tourism infrastructure for promoting the significance of the DMZ and ensuring its peaceful use
○ Creating a facility for stage performances within the Gimpo Aegibong Peace and Ecology Park and constructing the Pyeonghwa
Nuri Path Hub Center (groundbreaking in December 2020)
○ Upgrading the Typhoon Observatory, renovating the exhibition hall, and reproducing the footbridge at Panmunjeom from the
inter-Korean summit within the Dorasan Peac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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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 Highlighting the need to establish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Let’s DMZ”
○ Fostering “Let’s DMZ” as a leading and integrated DMZ-themed festival brand
○ Staging DMZ Forum 2020 (forum, September 17-18), LIVE in DMZ (concert, October 23), and DMZ Village (exhibition and handson experience, October 23-25)
○ Producing and airing a documentary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DMZ and Pyeonghwa Nuri Path by JTBC (two 120-minute episodes)

Ⅱ Aims of Gyeonggi-do’s Peaceful Unification Policy in 2021

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inter-Korean summit in 2018
○ Setting peace policy tasks and holding 15 seminars to seek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measures on the local
government level
○ Holding the Peace Policy UCC Contest (March-July) to collect the creative ideas of local citizens

2. Laying the Foundation for Cooperation for Peacebuilding and Reinforcing the Empathy of Gyeonggi-do Citizens on This
Issue
□ Promoting the peaceful use of the restricted waterway of the Han River estuary jointly by the two Koreas

1. Promo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Expanding Policies for Cooperation for Peacebuilding

○ Pushing ahead with forums, seminars, and project implementation in feasible areas

□ Achieving sustainabl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 Establishing the Framework Plan for the Restoration of the Port and the Construction of a Footbridge at the Han River Estuary
currently in progress (December 2020-October 2021)

○ Develop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hich directly concern the wellness of citizens, for the post-COVID-19
era
- Developing feasible projects such as joint infection control, healthcare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 to disasters in the interKorean border areas
※ Implemen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at well reflect the strengths of Gyeonggi-do in collabo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 Expected to help Gyeonggi-do rise as the center of the West Coast Joint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mid-to-long term
□ Working to open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Peaceful Unification in Gyeonggi-do
○ Striving to open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Peaceful Unification within Gyeonggi-do near the inter-Korean border and
nurture it into the center of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 Ensuring expertise through systematic cooperation with the fields of forestry, culture, sports, healthcare, etc.

- A special economic zone measuring 3.3km2 anticipated to create 70,000 jobs and a production effect worth KRW 9 trillion (GRI;
2015)

○ Prepar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possible dramatic and comprehensiv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 Helping Gyeonggi-do serve as a pivot in the central government’s New Economic Map Initiative for the Korean Peninsula

- Making thorough preparations (securing related funds, etc.) to readily launch planned projects in accordance with drastic
changes in the situation such as the easing/lifting of sanctions against the North,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etc.
- Promoting the hog farm automation project to ensure the safe supply of pork to rural communities of the North
□ Launching the council of local government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peacebuilding (April 27)
○ Forming a council to serve as a joint platform of dialog for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o build a cooperation system
○ Participated in by 53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governments of Gyeonggi-do and its 31 cities and counties as well
as 21 other regions)
※ Other regions: Incheon (Yeonsu-gu), Ulsan (Ulju-gun), Chungcheongnam-do (Dangjin-si, Buyeo-gun, Nonsan-si, and Gongjusi), Gyeongsangnam-do (Geoje-si, Hapcheon-gun, Goseong-gun, and Tongyeong-si), Busan (Geumjeong-gu, Nam-gu, Donggu, and Yeonje-gu), Seoul (Jung-gu, Gangdong-gu, Gwanak-gu, Geumcheon-gu, Seongdong-gu, Yeongdeungpo-gu, and
Nowon-gu)
□ Creating and dispersing the mood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Staging the contact-free, indoor 2021 Gyeonggi Peace Concert on April 27 in celebration of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April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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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ongui Belt (special business zone, machinery, electronics, etc.) / Gyeongwon Belt (tourism, energy, agriculture and livestock,
etc.)
⇒ Taking action to accelerate the enactment of the currently pending bill concern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Peaceful
Unification
□ Seeking social consensus on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 complex’s resident
companies based in Gyeonggi-do
○ Launching the Nationwide Solidarity Council for the Declaration of the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February
9) and seeking related social consensus
- Aiming to seek social consensus on the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Zon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politicians, public
officials, civic groups, religious and academic circles, and relevant organizations
Seeking ways to normalize the operation of the complex’s resident companies (joint agreements, marketing channel
development, technological support, consulting, etc.)
□ Enhancing the awareness of local citizens on the significance of peaceful unification and improving the local government’s
activities and performance in relation to peaceful unification
○ Building social consensus on the significance of peaceful unification by stepping up support for private organizations engaging
in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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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 Developing and promoting innovative projects in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nd reinforcing the network of related
organizations

- Operating a panel of experts to establish the plan to utilize the returned site and collaborating with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 Promoting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ed on participation and hands-on experience for future generations (youth
and college students)

○ Developing and operating related tourism programs to take the lead in peace tourism within the Civilian Control Line
represented by the Panmunjeom tour offer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Imjingak Peace Gondola by the city of Paju

- Offering on-site programs in inter-Korean border areas for youth and opportunities to take part in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 Improving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cooperation with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 Providing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tably settle within the local community

□ Building tourism infrastructure for the peaceful use of the DMZ
○ Expanding content related to the culture, tourism, and experiences of the DMZ, which delivers the message of hope and peace
- Creating a small-scale stage performance venue within the Gimpo Aegibong Peace and Ecology Park (scheduled to open in May
2021)

○ Eliminating bias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and helping them more effectively join local communities

- Improving the national security experience facility of the Typhoon Observatory and expanding content related to peacepromoting tourism (by April 2021)

- (Awareness and communication) Operating Affiliation of Families from the North and South, Tongil Hanmadang (Ground for
Unification), and other communication and solidarity-promoting projects of cities and counties

○ Installing the smart experience zone at the Key Observatory on Aegibong (exploring rare species found in the DMZ through VR and
AR)

- (Adjustment support) Providing comprehensive services through Hana Center (at six locations) and care counseling centers of
Gyeonggi-do

○ Introducing new content to reinforce the role of the Dorasan Peace Park as a hub tourist attraction

○ Enhancing capabilities for employment to ensure financial independence
- (Vocational training )Fostering care service specialists and operating two courses for bookkeepers (140)
- (Internship)Providing KRW 3.6 million for 50 interns after completing three months of internship (KRW 2.4 million for the company
and KRW 1.2 million for the intern)

3. Developing the DMZ in a Manner That Preserves Its Pristine Nature
□ Taking action to promote the designation of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DMZ and the Han River estuary as a Biosphere Reserve
by UNESCO
○ Target area: From Paju and its surrounding areas to the Han River estuary
※ Yeoncheon-gun and Gangwon-do designated on June 19, 2019

- Creating rest areas and a photo zone on the footbridge and renovating dilapidated walking trails
□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surrounding and adjacent areas of the DMZ by creating the northernmost area exploration path
○ Expanding convenience facilities and services for users of Pyeonghwa Nuri Path (pedestrian and bicycle roads)
- Completing the Pyeonghwa Nuri Path Hub Center within this year (scheduled)
- Offering services via the pedestrian and bicycle road app and operating a program certifying path completion
○Creating the DMZ Peace Route (connecting Incheon, Gyeonggi-do, and Gangwon-do) and accommodation facilities (for visitors
and staff members)
- Operating programs for different cities and counties, which connect the themed pedestrian road within the Civilian Control Line
with nearby tourist attractions
- Remodeling unused buildings near the route (barracks, village halls, etc.) into accommodation facilities

○ Based on opinions of related cities and counties (Paju, Gimpo, Goyang, etc.) and UNESCO’s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4. Eliciting Greater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Operating the private-public council for the designation of the areas as a Biosphere Reserve

□ Building a global network for peacebuilding cooperation and seeking joint projects

□ Reinforcing Gyeonggi-do’s foothold as a tourism hub by creating a history park on the former Camp Greaves site
○ Preserving the returned Camp Greaves site and creating a history park (2012-2023)

○ Staging the International Peace Forum to bring attention to the issu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tc. (five times a year)
- Seeking measures and proposing Gyeonggi-do’s role to advanc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scussions with
experts of related fields

- Completing the construction of tourist facilities on the former Camp Greaves site (by June 2021) and the asset exchange
procedures (by the second half 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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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Ⅴ Parallel Session Ⅴ
○ Establish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for peacebuilding
- Establishing a multilateral framework of knowledge-sharing for Northeast Asia by building a relevant platform
□ Shedding light on the aspiration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staging “2021 Let’s DMZ Peace Arts Festival”
○ (Time and Venue) May-December, 2021 / Surrounding areas of the DMZ in Paju and KINTEX in Goyang
○ Overview
Project

DMZ Forum

DMZ Village

Area

Details

Time

Venue

Academic
event

Forum for scholars, experts, and civic
groups to discuss the peaceful use of
the DMZ and the advancement of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May 21 (Fri.)May 22 (Sat.)
*Pre-forum event:
May 20 (Thu.)

KINTEX

Exhibition and hands-on experience
related to the DMZ

May 20 (Thu.)June 15 (Tue.)

Imjingak Pyeonghwa
Nuri Park

Concert delivering Korean people’s
aspiration for peace through music

May 22 (Sat.)

Imjingak Pyeonghwa
Nuri Park

Exhibition
and hands-on
experience

DMZ Concert
DMZ-themed
performances
Stage
performance
Let’s DMZ

Small-scale stage performances brought
to audiences in different cities and
counties to promote the significance of
the DMZ and publicize “Let’s DMZ”

Second half of
2021

Cities and counties
within Gyeonggi-do

□ Promoting the peace and coprospe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join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 Contributing to world peace and fostering global specialists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Global Youth Volunteers
- 225 young local citizens of Gyeonggi-do joining the online global volunteering group in 2020
○ Promoting the diversification of join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ODA for peacebuilding
- Receiving project proposals by citizens and conducting on-site inspections, platform-building, landmine removal, etc. (screening
procedures in progress)
○ Pushing ahead with inter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achieve the prosperity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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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
TOP-DOWN 방식과 남북미 플랫폼 평가를 중심으로
김성배

김성배
Sung Bae KIM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Chief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김성배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통일연구원 연구원(1994-1999), NSC 선임행정관(20022005),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2006),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2017-2020)을 거쳐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국제정치와 한국외교가 주요 연구분야이다. 주요 연구로는 “미중시대 북한의 국제정치 읽기와 대응”(2014), “한국의 근대국
가 개념 형성사 연구”(2012) 등 다수가 있다.

KIM Sung Bae is a Chief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In that position, Dr. Kim provides advice
to government on Foreign Affairs and Korean Peninsula issues. Prior to this position, Dr. Kim served as an Assistant Director of NIS
and a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of National Unification and also worked as a Senior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Korea.
He is the author of many scholarly articles,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n Identity politics in 2006”(2012),
“North Korean reading international politics in G2 era”(2014), “Transformation of Modern State Concept in Korea”(2012), etc.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의 유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정확히 1년에서 열흘이 부족하게 남았다. 당선자의 시간인 두 달여의 대통령직 인수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10개
월 남은 셈이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다. 세상을 놀라게 만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
한 동향,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 정세에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
이 현실적 판단일 것이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를 중간 점검해 볼 필요성
은 있을 것이다.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합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및 평양 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포함), 그리고 남북미 판문점 회
동,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남기게 될 가장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할 것이다. 남북미 정상들간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굉장한 역사적 이벤트들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
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70년간 적대 관계였던 북미 정상의 만남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심
지어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과 경험은 언제가 될지 모르
지만 후일에도 이러한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선의’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가 중단되고 풍계리 핵실험장이 폭파되기는 했지만 비핵화의 첫단계이자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되는 영변 핵시설의 동결/
폐기에는 진입하지도 못했다.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간주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의 해제/완화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경협의 꽃인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면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종전선
언도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의 이정표였던 9.19 남북군사합의도 자칫 사문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화려한 이벤트
에 비해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임기중 최소한의 목표로 내심 설정한 것은 비핵화 분야에서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 과정 진입, 평화체제 구
축 분야에서는 종전선언이었다고 본다. 남북미 최고지도자들 간의 정상회담도 어디까지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이지 그 자
체가 목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였으며 거의 손에 잡힐 듯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모든 것이 중
단되어 버렸다.
특히 아쉬운 점은 남북관계가 비핵화 협상과 강하게 연동되다보니 북미협상이 결렬되자 남북관계도 속절없이 경색되어 버린 점이다. 이
는 의도적으로 연계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린 측면이 있다. 빅딜이건 스몰딜이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떤 수준에서든
타결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그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무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역설적
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면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두지 않고 뚝심 있게 밀어부쳤을 지도 모를 일이다.

2. TOP-DOWN 방식과 남북미 플랫폼의 재평가
성과나 업적과는 별개로 전략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아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
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정상을 중심축에 두고 TOP-DOWN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전례 없는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이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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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TOP-DOWN 접근법과 남북미 플랫폼의 유용성을 되짚어 보기에 적절한 시점이
기도 하다.

리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꼬박 사흘을 달려간 하노이에서의 결렬이 남긴 훗과가 너무 컸다. 하노이
노딜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비단 북미관계의 악화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지고 오늘날까지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2019년 사이 남북미 정상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반도 정세의 역동적 전개는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
상치 못하거나 우연적 요소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엄밀히 말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2018년이 아니라 2017년 11월 29일 북
한의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에서부터였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거의 6년간 4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ICBM 시
험발사를 이어가면서 핵능력 고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미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북한이 2018년 평창 올
림픽을 앞두고 대미·대남 행보에 나설 징후가 있다는 정보 보고가 있었으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실제로 확인되
었다. 주지하듯이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 특사단, 김영철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 있었으며 3월초 우리 특사단의 방북으
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봄이 시작되었다.
보기에 따라서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의 최초 설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권 이후 핵능력 고도화에 올인하다
시피하여 평창 올림픽을 목전에 앞두고 이를 극대화하였으며 2018년초 파격적인 대남 접근을 통해 한반도 정세 대격변의 물꼬를 텄기 때
문이다. 화성-15형 발사 이후에도 전문가들이 의문시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은 굳이 그것을 과학
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미 그 시점에서 협상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인내심을 가지고 대
응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전략적 기회를 놓지지 않고 이를 확대한 것은 오롯이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몫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넘어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이벤트까지 가능하게 된 데에는 트럼프-김정은 두 지도자의 독특한 캐릭터
와 특이한 캐미가 한 몫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특사단의 방북을 앞두고 놀랍게도 – 사실 이제와서 보면 그리
놀랍지도 않지만 -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특사단 방북시(2018.3.5)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이것이 다시 우리 특사단 방미시(2018.3.8)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지면
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에 이른다. 물론, 북미 정상간의 의사 타진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까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
할은 결정적이었다.
북미 1차 정상회담은 성사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북미간 새로운 관계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의 합의를 담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공약이 담
겼다는 의미는 적지 않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졌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였으며,
그 상태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이다.
소위 하노이 노딜을 돌이켜보면 결렬이 예고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때처럼 단지 선언적 합
의에 그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뭔가 구체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1차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북미간 고위급 접촉은 겉돌았
으며, 2차 정상회담 직전에 판문점, 하노이에서 이어진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미국은 소위 ‘영변+α’에 집착하며 사실
상 ‘빅딜’을 요구했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큰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회담이 정
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은 예정대로 정상회담 개최를 강행했다.
돌이켜 보면 설마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기야 하겠는가 하는 안일한 정세 인식이 있지 않았나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서 “걸어
나갈 수 있다(walk out)”는 언급을 평소에 자주 하기는 했지만 실무회담도 아닌 정상회담에서 결렬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
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합의를 하기보다는 ‘멋있는’ 결렬을 선택했다. 아니 처음부터 한번은 ‘walk out’을 하겠다
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가 결렬의 리스크를 질 수 있다고는 더욱 상상하기 어려웠다. 남북관
계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수령제라고 하는 북한의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가 나서면 통큰 결단을 통한 획기적 진전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로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만 쥐고 있었으며 이것이 먹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말하자면 fall back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보다는 고위급 접촉이나 실무협상을 통해 좀 더 분위기가 성숙하기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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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이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과 관계없이 북미 정상간의 친서 교환은 트럼프 행정부 후반부까지 꾸준히 이어졌
다. 때로는 인편으로 때로는 전문으로, 때로는 판문점을 통해 때로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모두 32건의 친서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
다. 우드워드 기자의 저서를 통해 알려졌듯이 친서의 내용은 대부분 두 정상 간의 신뢰 유지를 위한 의례적인 것들이었다. TOP-DOWN 방
식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치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실질 진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노이 노딜의 주된 책임은 협상 당사자들인 북미 양측에 있지만 중재자 혹은 촉진자를 자임했던 우리의 협상팀이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우리가 중재안이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북미 양측이 협상장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디브리핑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재완화를 요구하면서 스냅백 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미국을 통해 듣지 못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귀국 후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
진다. 2018-2019년 시기에 남북미 플랫폼이 활발히 가동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 레벨이 아닌 실무 레벨에서는 우리의 역할을 찾기 쉽지
않았으며 사실상 북미 양자에 의존적인 구조였다. 이는 남북미가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기 전에는 벗어나기 쉽지 않은 한계로 보인다.

3. 결론에 대신하여: 향후 전망과 전략적 제언
향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데 있어서 최대 변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의 반응도 변수이지만
‘강 대 강’ ‘선 대 선’이라는 북한의 완고한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우선순위를 부
여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만 보면 단계적 접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협상을 서두
르거나 섣불리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존중 여부도 불확실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 단기간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임기말을 맞아 정책 추진 동력
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향후 1년 내에 비핵화의 커다란 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남북미 정상 사이에 채택된 3개의 공동성명을 되살리는데 전략적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조만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중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그리고 평양
공동성명의 유효성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훗날 보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잊힐 수 없는 커다란 유산과 함께 성찰의
과제를 던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주고 많은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몇 가지 교훈도 주는 것 같다.
첫째, 비핵화의 진전과 평화정착을 보장하고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징적 이벤트 못지않게 어떤 수준에서든 구체적 합의
를 창출하여 실질적으로 가동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목전에 두었던 영변 핵시설의 동결/폐기 미진입은 가장 아쉬운 대
목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발전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연동시켜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세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
확인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전략적 현실 하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한반도 정세의 종속변수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적어도 북한의 핵능력 증대가 차단되는 조건 하에서는 확고
한 입장을 가지고 남북경협에 대한 포괄적 제재 유예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변수에 영향받지 않으려면 북미 또는 남북미 협상틀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며 중국을 포함한 다자틀(4자, 6자)
이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해야만 비핵화 조치이건 상응조치이건 구속력이 생기고 미중관계의 유동성에 상관
없이 연속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6자회담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다자틀 속에서 우리의 역할 공간이 오히려 증대되는 경
향이 있었다. 남북미 3자가 한자리에 모이기 용이하지 않지만 4자나 6자는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게 자연스럽다. 대북제재에 대한 각국
의 입장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에 대한 포괄적 제재면제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다자틀이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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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uclearization of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Centering on the Assessment of the Top-Down Strategy and
South-North-US Platform of Dialogue
Sung Bae KIM

Regretfully, the Hanoi summit collapse led to rifts between the two Koreas as the turns in inter-Korean relations largely rest on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It is believed that the South chose not to push the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excessively
based on its strong belief that the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talks would undoubtedly lead to a deal of any scale or form and
that inter-Korean relations would naturally propel forward once the path to denuclearization was paved. Conversely, the South may
have pushed ahead with its outreach efforts with greater perseverance, instead of waiting for the Hanoi summit, had it foreseen the
ensuing collapse.

Chief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2. Reassessment of the Top-Down Strategy and South-North-US Platform of Dialogue
1. Lega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eace Process
As of toda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maining term is exactly ten days less than a year. Considering the two-month period
of transfer of duties to the next president-elect, the term is further reduced to ten months. Although seemingly short, it is in fact
long enough to bring a historically significant turning point. Admittedly, based on North Korea’s latest developments, the Biden
administration’s stance, and the COVID-19 pandemic, it appears difficult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drastically turn the situation
around during the remainder of its term. Although slightly premature, I believe it is critical at this point to perform an interim review
of the outcomes and shortcomings of the peace process for the Korean Peninsula implement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The two North Korea-US summits and the joint statement of Chairman Kim Jong-un and President Donald Trump;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including
the September 19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and the Koreas-US DMZ Summit can be said to be the major legacies left by
the Moon administration through its peace process. Opinions are split over whether the agreements reached through the summits
remain effective, but these events were undoubtedly awe-inspiring and epoch-making, at least externally. The Moon administration
deserves positive evaluations for bringing such events into reality. During its term, the summit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wo countries that have maintained hostile relations over seven decades, brought Chairman Kim and President Trump to the same
table together, and the three heads of state of the two Koreas and the US held a historic meeting at the DMZ. These events and related
experiences will surely be valuable assets and help us evolve in history.
That said, it is undeniable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fallen somewhat short of expectations in accomplishing substantive
progres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nuclear tests and ICBM test
launches were suspended and the Punggye-ri Nuclear Test Site was demolished based on the North’s “goodwill”, the freezing and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which is assessed the first and foremost step for denuclearization, could not even
be initiated. No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the exe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Zone and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the two most notable outcom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rom sanctions, not to mention the lifting/easing of the U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s a reciprocal measure for denuclearization. The push for a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 which was
expected to serve as a driver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remained deadlocked. The September 19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was touted as a milestone for inter-Korean military trust-building but is now on the verge of degenerating into a
dead letter. It is hard to say that any tangi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and a permanent peace regime.
The Moon administration’s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authorities seem to have aimed for the initiation of the dismantling of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for denuclearization and the end-of-war decla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ermanent peace
regime during its term. The summits between the heads of state of the two Koreas and the US were the stepping stones towards
these goals and not the goals themselves. These goals appeared feasible enough, and it felt as if steady progress was being made.
However, this progress came to a sudden halt after the Hanoi summit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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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the reassessment of the Moon administration’s peace process itself, apart from its outcomes and achievements, holds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y design. The Moon administration took the unprecedented approach of pursuing a topdown strategy with the heads of state of both Koreas and the US at its core. As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has recently replaced the
Trump administration, it is deemed timely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top-down strategy and the South-North-US platform
of dialogue.
The string of dynamic events from 2018 to 2019 led by the heads of state of the two Koreas and the U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may appear to be the product of elaborate planning in advance, but it was, in effect, driven by many unexpected elements. To be
exact, the peace process for the Korean Peninsula was first ignited by the North’s flight test of the Hwasong-15 ICBM on November
29, 2017. The North has focused all its resources on advancing its nuclear program through four nuclear tests and several ICBM test
launches over the period of six years since Chairman Kim came to power in 2012. After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Hwasong-15
ICBM, which is claimed to have a sufficient range to reach all of the mainland US, the North proclaimed that it had finally completed
its nuclear arsenal. This was interpreted as a declaration of its readiness to resume talks with the US. An intelligence report at that
time stated that the North displayed signs of reaching out to the US and the South with the 2018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just around the corner, and this was further supported by Chairman Kim’s New Year’s message for 2018. The North Korean high-level
delegation led by Kim Yo-jong and Kim Yong-chol visited the South for the opening ceremony of the Winter Olympics, followed by
the visit of the South Korean envoys to Pyongyang in early March, thus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spring of the Korean Peninsula”.
Some argue that Chairman Kim is the de facto initiator of the “spring of the Korean Peninsula” as he succeeded in completing the
North’s nucleur arsenal in the lead up to the Winter Olympics in PyeongChang, drastically shifted his stance towards the South in
early 2018, and served as a catalyst for the ensuing twists and turn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hairman Kim is also
said to have remarked that it was unnecessary to present any scientific proof to address the doubts of many experts about the
North Korean ICBM’s ability to re-enter the atmosphere. This signifies that he was already determined to return to negotiations at
that point. However, it would not be fair to undervalue the Moon administration’s contributions. The South’s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authorities should take credit for patiently responding to the North’s ceaseless provocations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administration in 2017, remaining attentive to the North’s moves, and making the most of each strategic opportunity.
Admittedl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nd odd chemistry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realizing the notable, first-ever North Korea-US summit. President Trump is said to have requested that the South set up a meeting
with Chairman Kim right before the South Korean envoys’ visit to Pyongyang (which was considered a sensational move). Chairman
Kim gave a positive response to this request during the South Korean envoys’ visit (March 5, 2018), which was delivered to President
Trump by the South Korean envoys to the US (March 8, 2018). Hence, the North Korea-US summit began to take shape. Undeniably,
the South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promote its role in the tangible outcome of fixing the date after sounding out the two sides’
willingness to talk.
The first North Korea-US summit in Singapore was significant enough simply by being staged successfully, let alone that it concluded
with the joint statement reaffirming the two countries’ commitment to establishing new North Korea-US relations, build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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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covering
POW/MIA remains. The fact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specified in the joint statement signed by Chairman Kim holds many
implications. However, despite the ensuing series of high-level meetings,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corresponding measures
remained deadlocked. The second North Korea-US summit was held amid this entanglement.

3. Conclusion: Future Outlook and Strategic Proposal

The “no deal” outcome of the Hanoi summit was predictable in many aspects. As it was the second summit, it had to present a more
concrete outcome than the declaratory statement of the first summit. However, high-level talks following the first summit did not
produce a deal, and working-level talks, which took place at Panmunjeom and in Hanoi prior to the second summit, also reached a
stalemate. The US demanded “a big deal” that included “Yongbyon + α”, while the North continued to reiterate that Chairman Kim
would return with an impressive gift. Normally, it is difficult for two sides to sit at a negotiation table under such circumstances.
However, the second summit was held as scheduled.

The main variable for the Moon administration’s reactivation of the peace process is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The
North’s response is another variable, but its unyielding stance of “responding to power with power and goodwill with goodwill” will
remain for the time being. As such, the key to success is whether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prioritize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ill be willing to demonstrate strategic flexibility. Reading into its moves so far, the Biden administration
appears to recognize the need to take a phased approach but remain discreet about resuming negotiations or easing sanctions. It is
uncertain whether it will honor the joint statement signed in Singapore. As long as the Biden administration holds fast to this position,
no breakthrough can be expect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n addition to this, the Moon administration’s drive for its policy
implementation continues to wane as the remainder of its term is only about a year.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it will not be easy to
achieve any notable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in the next year or so.

Retrospectively speaking, I believe the South overlooked such signs and was unprepared for the worst-case scenario of the North-US
summit failure. Although President Trump frequently mentioned that he could “walk out” of the meeting, many still thought he would
not risk the breakdown of the summit. However, he chose to end it without a deal rather than accepting one that could incur criticism
from his political opponents. He might have been toying with the idea of at least one “walkout” from the beginning. As for Chairman
Kim, it was even harder to imagine that he would take the risk of a breakdown. Based on past experiences in dealing with the North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s regime, it was expected as a given that a breakthrough would be reached as the North’s Supreme
Leader himself stepped forward. The result was the opposite. Chairman Kim had no Plan B to fall back on when his only card, the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was played.

It will be desirable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focus on reviving the three joint statements adopted by the three heads of state. I
sincerely hope that the validity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will be reaffirmed through the imminent South Korea-US summit and, if possible, through a
fourth inter-Korean summit before the end of the Moon administration’s term.

It might have been better to wait until the situation ripened through more high-level meetings and working-level talks instead of
pushing ahead with it against the signs of an impending breakdown. Above all else, the summit’s “no deal” outcome had a detrimental
effect on Chairman Kim, who arrived in Hanoi after a three-day train journey. It aggravated North Korea-US relations and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It also served as a major setback that resulted in the North remaining hesitant about returning to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o this day.

First, in order to guarantee continued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regime, it is
imperative to draw specific agreements on any level possible and put them into action in addition to staging symbolic events. In this
context, the failure to initiate the freezing and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which were almost within reach, is
all the more regretful.

The exchange of handwritten letters between the heads of state of the North and the US continued throughout the latter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regardless of the stalemate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and the Hanoi summit breakdown. Reportedly, a total
of 32 handwritten letters were exchanged in Panmunjeom, Washington DC, and New York City by telegram and in person. As revealed
by journalist Bob Woodward in his book, the letters were filled with flowery language. This clearly shows that the top-down strategy
may be effective in managing the overall situation and maintaining political trust, but it does not always guarantee substantive
progress.
While the concerned parties of the North and the US are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 summit, I cannot help but think about what
change of direction would have been possible had the South been able to more aggressively play the role of arbitrator or facilitator.
It seems that the South has not received a sufficient briefing on w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alked about behind closed
doors, let alone the opportunity to arbitrate or mediate. It is said that the North’s proposal to accept the “snapback” clause in exchange
for sanctions relief was not shared by the US but learned through the press release of Choe Son-hui,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North, after Chairman Kim’s return to Pyongyang. Although the South-North-US platform of dialogue seemed to have
been operating smoothly during the period of 2018-2019, it was hard for the South to clearly define its role on the working level. In
fact, it was heavily dependent on the North and the US. It will not be easy for the South to overcome this limitation unless all three
countries gather together and discuss the situation through three-way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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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t will be re-evaluated in the context of history after many years, the Moon administration’s peace process is deemed to
leave a series of legacies with lasting impact as well as tasks to be unraveled. While the Moon administration’s peace initiative has
expanded our horizons and provided inspiration, it has also offered several lessons to learn.

Second, it is, in effect, impossible for the South to bring any changes to inter-Korean relations in an independent manner as long as
they are tied to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The existence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is an
undeniable fact, and no one can predict when the North will become willing to take substantive steps for denucleariza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inter-Korean relations cannot be expected to move forward, and the South will remain a dependent variable.
As far as the proliferation of the North’s nuclear force is contained, the South needs to adhere to its position and carry its point of
postponing the comprehensive sanctions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rd, in order to remain unaffected by the China-US strategic competition, the South should refrain from solely relying on the North
Korea-US or Koreas-US negotiation framework and opt for a multilateral framework (four-party or six-party) that includes China. The
engagement of both the US and China is essential to ensure the binding force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and any corresponding
measures and secure continuity regardless of the variability of China-US relations. The South’s past engagement in six-party talks also
reveals that a multilateral framework often works to expand its role even further. It can be much less challenging to bring four or six
countries together at one negotiation table than trying to realize the three-way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As different
countries have varying stances and interests regarding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 multilateral framework could prove to be more
advantageous for advancing the comprehensive lifting of sanctions regard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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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어디까지 왔나?
양문수

양문수
Moon-Soo YANG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양문수는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교학부총장 겸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기자,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장(2019년) 등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북한경제, 남북경협, 남북경제공동체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개성공단 사
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YANG Moon-Soo is the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and the professor a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is B.A. is on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85, and M.A. and Ph. D. are on Economics, University of Tokyo; Japan in 1997 and 2000,
respectively. Reporter at Maeil Economic Daily Newspaper in 1988-1991, Research Fellow at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20002002. He was also a Policy Advisor of Ministry of Unification and w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2019).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published some books and articles: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n Econom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Reformulating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머리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일, 당시에 100주년을 맞은 3.1절의 기념사를 통해 향후 100년간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로서 ‘신한반
도 체제’를 제안했다. 이는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를 양대 축,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화
경제’를 제시했다. 즉 ‘평화경제’는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이 선순환구조를 형성해 성장/발전해 가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이 때부터 평화경제론은 신한반도체제론과 함께 대북정책의 핵심 담론으로 부상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신한반도체
제론은 공식무대에서 당분간 내려오게 되었고, 평화경제론이 신한반도체제론을 사실상 대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 담
론으로 자리잡았다.
이 글은 2019년 3월에 등장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년 여 동안 평화경제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정리하고 이를 간단히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평화경제론의 전개 및 평화경제 실현 노력을 담론 차원과 정책구상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현 단계에서 정책구상 차원에서 평화경제의 실현은 남북경협의 복원/활성화와 유사하다.

2. 담론 차원의 평화경제
평화경제론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등장한 바 있다. 평화경제론은 엄밀히 따지면 경
제통합 이론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 그리고 국제환경을 포괄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는 평화와 경
제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즉 경제를 통한 평화추구를 한 축으로 하고,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의 발전을 다른 한 축으로 한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이 남북경제협력의 발전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환경변수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경제협력의 지속과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과 안보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김연철(2006)1 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교류협력의 확대가 평화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초기
입장에서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는 신 기능주의적 입장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즉 평화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
경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의 진전이 있었다.
달리 보면 평화경제론은 기능주의적 접근에 토대를 둔 경제평화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였다. 따라서 평화경제론은 경제를 통한
평화 추구라는 경제평화론을 한 축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평화를 통한 경제의 발전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두 관계의 상호 선순환을 이론
의 기본 축으로 한다.
이러한 평화경제론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2019년 다시 등장한 이후 정부, 국책연구기관, 일부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에 의해 담론의 발전/
체계화 노력이 전개되었다. 특히 이들은 평화경제론의 담론 차원의 약점뿐 아니라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 본 정책구상으로서의 약점을 극

1

286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김연철,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1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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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위해 노력했다.2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대통령은 개성,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의 적극적 전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4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돌이켜 보면 하노이 회담 이전에도 대북 제재 완화/해제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강경했지만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경해졌다.
북한 스스로,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제재의 효과를 입증해 주고, 시간은 미국의 편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정철(2020)은 평화경제론의 시작점으로서 ‘국민을 위한 평화,’ 즉 손에 잡히는 평화를 구체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평화가 가져다주
는 분명한 편익들을 확인할 때 평화만들기가 경제행위로 작용하고, 국민들은 평화가 신성장동력이 된다는 논리를 지지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평화는 단순히 두 개의 상이한 경제단위(예컨대 남북한경제)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
운 경제행위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국민들이 이해/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평화경제론을 단순히 경제통
합론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조한범 외(2020)는 현재 평화경제론의 과제는 끊어진 평화와 경제협력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평화와 경제협력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인과관계의 딜레마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으로서의 평화를 재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고, 본인 또한 동의했다. 따라서 초기에 주어진 평화의 크기가 작
다면, 이로부터 얻어지는 교역의 이익은 작을 뿐 아니라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그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의 관계가 지속되
기 위해서는 초기조건과 함께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화, △경제적 의존성이 상호대칭적일 것, △
교역의 참가자들이 교역을 통해 미래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등이다.3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평화경제론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분야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제관계이론과 경제이론
의 토대 위에 한반도 및 남북관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인 것이다.
정치외교군사 분야와 경제 분야의 상대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요체이다. 여기에
서는 일정 수준의 평화 구축이 선결적 과제인 바, 이는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의 노력과 경제 분야에서의 노력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분야에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의 노력, 즉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상호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각자
의 경제력 잠재력의 충분한 발현을 통한 남북한 동반성장, 공동번영이라는 목표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의 토대 마련이라는 목
표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조한범 외(2020)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면, 주어진 초기조건 하에서 교역의 지
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제의 영역이라고 본 것과 다소 유사하다.
평화경제론은 기존의 남북경제공동체론과의 연계성 하에 평화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진데다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지만,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평화경제론은 특히 구체성의 면에서 여전히 채워져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서 어떤 평화를 추
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흔히들 이야기하는 소극적 평화냐 적극적 평화냐 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하나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즉 방법(how)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현실 정책구상 차원의 평화경제 : 남북경협
현재 북한을 옥죄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남북한 정상은 지난 2018년, 11
년 만에 개최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판문점 선언(4.27)을 통해서는 동해선
과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9.19)을 통해서
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했다. 남북한 당국은 이처럼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합의 사업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이완에 대한 미국정부의 강한 우려가 작용해 결국 남북한 당국은 교류협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경제 분야의 교류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심지어는 인도적 지원조차 제재의 벽에 막혀 있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남북교류는 유
엔 제재위원회의 면제조치를 받아야만 실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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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2020년 초, 북한지역 개별관광 문제가 제재국면에서 추진 가능한 새로운 남북경협 방안으로 등장했다. 이는 그 해 1월 문재인 대
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식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라며 북한 개별관광을 대표적인 남북협력방안으로 꼽으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별관광이 대
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통일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구체
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
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당시에도 개별관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
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한데다 개별관광은 단체관광과는 달리 대규모 현금수입 확보의 가능성이 없어 그다지 매력
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 제안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신변안전 보장 문제 때문에 북한 개별관광을 꺼릴 사
람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었다.
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는 한국정부가 개별관광을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과 겹쳤
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말부터 국경차단조치를 단행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중단시켰다. 물론 한국정부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그동안 남한이 제안했던 개별관광에 대해 방역 협력, 인도
주의적 협력과 함께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북한 개별관광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한 상
태이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되면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부터 준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이른바 ‘작은 교역’ 이 또다른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는 주류·생수·가공식품 등과 같이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닌 물
품을 남북한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하자는 아이디어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를
피하는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구상을 밝혔고, 장관 취임 후 적극 추진했다. 북한에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술이나 물은 유엔
이 지정한 북한 수출금지 물품도 아니므로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이 장관의 논리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남측(남북경총통일
농사협동조합)의 설탕 167톤과 북측(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술 35종을 맞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사업 파트너
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이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통일부는 이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통일부는 올 들어서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북한과 ‘작
은 교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4. 평화경제론의 평가 및 과제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2019년 3월에 등장한 직후부터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정책구상으로서의 평화경제론에 대해 적
지 않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그 해에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 더 큰 군사적 대결로 이어지는 한반도 안보딜레마가 부각되었다. 남한
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첨단무기 도입과 같은 군비증강으로 나서고, 북한은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다. 남
북한간 군사적 신뢰를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새로운 길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9·19 군사합의는 2018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
담 결렬 이후 이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종의 동결 상태에 돌입했다.
또한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핵문제는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대화는 끊어지고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
로 접어들었다. 결국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단되었다. 게다가 일본과의 관계는 오랜 기간 악화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주변국과
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더욱이 미중갈등은 첨예화되면서 신냉전의 가능성조차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평화경제론이 등장한 이후의 한반도 정세 및 최근의 여건은 평화경제 구상의 실현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평화경제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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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엇박자는 예고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돌이켜 보면 한국정부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을 내
다보며 신한반도 체제 구상과 평화경제론을 발표한 것은 바로 직전의 하노이 북미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그 날 기념사 하루 전날인 2월 28일 개최되었던 하노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예상
과 달리 노딜로 끝나자 다음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주요 내용의 수정 여부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고민과 토론이 이
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비전과 기조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표하되,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은 삭제하
는 것으로 되었다고 한다.4
이렇듯 정책구상으로서의 평화경제론이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고 하면 담론으로서의 평화경제론도 적지 않은 아
쉬움을 남겼다. 앞에서 보았듯이 평화경제론은 구체성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내용과 논리의 면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따라
서 이론으로서의 완결성에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경제론이 하나의 이론으로서 성
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 평화경제론이 등장한 이후 몇몇 전문가들이 담론의 발전/확장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
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시된다. 사실 평화경제론은 전문가 집단 내부에서 그다지 활발히 논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 일
부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논의되었을 따름이다.
물론 현실적 여건이 워낙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평화경제론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평화경제론은 현
실적 여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현재는 남북경협은 완전 중단되었고, 남북관계는 초경색 상태이다. 더욱이 사상 최대의 초강력 대북제
재가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에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다양한 사업에 합의
했지만 고강도 제재의 벽에 막혀 합의는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이 미국 눈치 보느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
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는 2020년에 들어서야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허용 발표를 통해 그 첫 발
을 내딛었다. 일각의 지적처럼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북한의 호응도 없었지만 때마침 코로나 19라는 악재도 겹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북미관계에 연동되어서는 곤란하며,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최
소한 발 발자국 또는 한 발자국 앞서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따라서 남북관계의 자율성/독자성 확보가 우선적 추진 과제로 설정되
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한편 평화경제 구상은 기존에 발표되었던 여러 비전과 구상들을 연계하여, 혹은 아우르는 식으로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그랜드 디자인
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우리가 원하는 미래상을 제시한 것이다. 달리 보면 신한반도 체제 및 평화경제 구상은 향후 100년의 한반도 질서
를 가 리키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현실, 동북아 지형,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 북핵문제 등 중단기 현안보다는 훨씬 호흡이 긴 장기적 비전이
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현재로서는 방향성 수준의 논의이다. 따라서 구체성과 현실성의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과 논
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향후 100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에 대한 고찰, 우리의 비전 실현을 둘러
싼 각종 제약요인, 극복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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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face
President Moon Jae-in called for a shift to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s a new South Korea-led order of peace for the next 100
years in his commemorative speech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on March 1, 2019. This regime
is built on the two axes of a peacebuilding cooperation community and an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It proposes the peace
economy as the core strategy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peacebuilding cooper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in turn create
a virtuous cycle leading to the advancement of the peace economy.
Since that speech, along with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peace economics emerged as the main discourse on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South. However, due to various limitations, the vision for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has been scrapped and in
effect replaced with peace economics, which is now positioned as the Moon administration’s representative discourse on its North
Korea policy.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peace economics has evolved over the past two years since March 2019 and briefly
assess its current status. More specifically, it seeks to shed light on the developments of and efforts to realize peace economics both
as a discourse and a policy initiative. The process to bring about the peace economy on the policy initiative level at this stage appears
similar to the restoration and promo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2. Peace Economy as a Discourse
The Moon administration is not the first to harness peace economic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lso employed this initiative.
To be exact, peace economics is closer to an attempt to comprehensively theorize the interaction of politics and economic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n an economic integration theory. It places importance on the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y, which is built on the dual axes of pursuing peacebuilding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peacebuilding. While recognizing that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issue is
a critical environmental variable for progress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community,
it also believes that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economic cooper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pending security issues.
According to Kim Yeon-cheol (2006),1 this initiative shifted from its initial functionalist stance of believing that the expans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could help advance lasting peace toward a neofunctionalist stance of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the
complementary interaction between peacebuilding and economic cooperation. In short, it moved forward to recognize that the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the advancement of peacebuilding.

1
4

이정철, “신한반도체제와 평화경제론,” 『POCTECH· POSRI 코리아 리포트』, Vol. 05, 2020,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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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Yeon-cheol, “Peace Economics for the Korean Peninsula: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Newsletter, 1st issue of vol.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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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way, peace economics was an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conomy-led peacebuilding based on the functionalist
approach. As such, peace economics centers on forming the virtuous cycle of peacebuilding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as one
axis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achievement of peace as the other.

Peace economics has yet to be more clearly specified and supplemented in terms of its content. In the virtuous cycle of peacebuilding
and economic cooperation, the definition of peace being pursued is still ambiguous (e.g., peace from a passive perspective or an
active perspective). In addition, if this virtuous cycle is a goal,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discuss the specifics of how to achieve
this goal.

Since the Moon administration brought forward peace economics again in 2019, the governmen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and some pro-government experts have strived to develop and systemize it into a discourse. In particular, they have
concentrated on making up for its shortcomings not only as a discourse but also as a policy initiative based on current political
conditions.2
Lee Jung-chul (2020) underlined the need to define “peace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or “peace with substance”, as the starting
point for peace economics. According to Lee, peace works to drive economic activities, and the public is persuaded by the argument
that peace can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when the benefits of peacebuilding are clarified. H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to understand and advocate that peace is not only a prerequisite to integrate two disparate economic systems (i.e., the
economies of the North and South) into a single market but also a driver for new economic activities and a new growth engine in
itself. He also stresse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peace economics simply as an economic integration theory.
Jo Han-beom et al. (2020) argued that the challenge fac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s peace economics is the restoration of the
severed link between peacebuilding and economic cooperation and that the dilemma of which to prioritize must be unraveled
first. According to Jo, the Moon administration’s peace economics highlights peacebuilding as its initial condition. Advocating this
perspective, he emphasized that, if the scale of peacebuilding cooperation in the initial stage is small, the gains from the trade based
on such peacebuilding cooperation will also be small and unstable. He viewed the following three steps as critical in sustaining the
virtuous cycle of peacebuilding and economic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institutionalizing all agreements to ensure their
legally binding force, creating mutual symmetry in economic dependence, and ensuring future gains of trade for all participants.3
Most experts agree that peace economics encompasses politics, foreign affairs, and military affairs in addition to economics. This
concept incorporates the politics, foreign affairs, military affairs, and economics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economic theories.
The gist is to create the virtuous cycle of peacebuilding and economic cooperation while recognizing the North’s independence in
terms of politics/diplomacy/military and economics. To this e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to a certain extent is essential, which
requires double-tiered efforts from the political/diplomatic/military aspects and the economic aspect simultaneously. Economic
cooperation alone is not suffici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lso holds the objectives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maximizing the mutual economic gains of both Koreas, and ensuring their
cogrowth and coprosperity by tapping their economic potential. This is similar to the argument of Jo et al. (2020) that, if the building
of “unwavering peace” falls into the area of politics, the seeking of sustainability of transactions under the given initial condition falls
into the area of economics.
Peace economics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peace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initiative for the formation of the Korean
economic community. It goes beyon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already well known, and elaborates on the critical need of peace for promoting economic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2

The shortcomings of peace economics not only as a discourse but also as a policy initiative based on current real-world conditions will be dealt with in detail in the latter part.

3

Jo Han-beom et al., Comprehensive Study to Promote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 Concept and Strategies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Sejong: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0),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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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ace Economy as a Practical Policy Initiativ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currently imposed on the North is the most stringent of its kind in history. After 11 years without
contact, the heads of state of North and South Korea sat together at two summits held in 2018 and arrived at a consensus in many
areas including economics. Through the Panmunjeom Declaration (April 27), they agreed to take substantive measures to modernize
and connect roads with the Donghae and Gyeongui railways. Through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September 19), the two
sides agreed to normalize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as soon as the
situation was ripe and to form a west coast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nd an east coast joint special tourism zone. The authorities
of the two Koreas displayed their will to exp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implement the envisioned projects.
However, due to the US government’s strong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undermining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ll initiatives
came to a halt.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support have been scrapped due to the sanctions,
not to mention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At present, inter-Korean exchanges are possible only by gaining approval for
exemption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on a case-by-case basis.
Right after the Hanoi summit collapse in February 2019, President Moon revealed the South’s plan to push ahead wit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and railway and road connection,
but this was met with concern by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delivered a negative response to the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in the South Korea-US summit in April. The US had remained uncompromising
toward sanctions relief prior to the Hanoi summit, but its stance hardened even further afterwards. Through the Hanoi summit, the
North, by way of Chairman Kim Jong-un, ended up affirming how effective the sanctions were and how time was on the side of the
US.
Then, in early 2020, the permission for individual tours to the North emerged as a solution to br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ck on track despite the sanctions regime. This surfaced as President Moon mentioned the plan in his New Year’s press conference
in January 2020. President Moon remarked, “We will not remain tied to the progress of North Korea-US talks. We will help promote
North Korea-US talks by seeking to expan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proposed the plan for individual tours to the North to
drive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He added that such a measure was feasible as it was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After a week,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ficially announced its detailed plan to pursue individual tours to the North. The
Ministry stated, “The applicants will be allowed to visit the North after the North’s intention to invite them is confirmed through nonprofit organizations or travel agencies of third countries, instead of taking part in a group tour arranged through existing partners.”
At that time, many pointed out the considerable number of obstacles. First, the US was likely to step i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o
prevent any attempt that may undermin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North. Second, the North was unlikely to find the South’s
offer attractive as it had already demanded the demolition of the South’s facilities on Mount Kumgang as instructed by Chairman Kim
and individual tours could not rake in as much cash as group tours. Third, not many South Korean citizens were expected to join such
tours due to personal safety fears.
Most importantly, the global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began just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vealed its plan for
individual tours to the North. The North banned the entry of international tourists from the end of January last year by blocking
cross-border traffic, and it did not give any official response to the South’s plan for individual tours. Then, in January this yea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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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ly defined the South’s offer as one of “the non-essential problems” along with infection control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turned it down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us, this proposal has yet to be put into acti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announced several times that it would prepare for the resumption of individual tours to Mount Kumgang
once the COVID-19 pandemic subsides.

While peace economics as a policy initiative has aroused considerable criticism due to its failure to reflect real-world conditions, peace
economics as a discourse also fell short of expectations. As mentioned earlier, peace economics has its own set of shortcomings in
terms of content and logic and thus presents many challenges to be perfected as a theory. There are also those who doubt whether
peace economics can constitute an independent theory, and this has yet to be proven. Some experts have struggled to develop
and expand peace economics as a discourse, but it is questionable if they have reaped any notable outcomes. In fac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peace economics has been actively discussed among groups of experts in the field. It has been dealt with only by a limited
number of researchers a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and pro-government experts.

Last July, the Ministry revealed its plan to proceed with so-called “small-scale transaction projects”. The plan involves barter transactions
of items not subject to sanctions (liquor, bottled water, processed food products, etc.) between the two Koreas. Minister of Unification
Lee In-young had been voicing this plan since his candidacy for the post, saying that it can avoid violating international sanctions,
and aggressively sought its implementation after he took office. He argues that, as liquor and water are not included in the list of
items prohibited from export to the North and no bulk cash is sent to the North, such transactions are not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In this contex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a barter transaction to exchange 167 tons of sugar from the South
(Agricultural Cooperativ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Unification) for 35 categories of liquor from the North (Kaesong
Koryo Insam Trading Company). Then, after the media report last August that Kaesong Koryo Insam Trading Company of the North
is also subject to international sanctions, this project came to hal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rgues that this project has not been
thwarted, but no progress has been witnessed. This yea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gain announced its plan to launch “small-scale
transaction projects” with the North once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ubsides.

4. Assessment of Peace Economics and Future Tasks
The Moon administration’s peace economics has faced challenges of diverse scales and on different levels since its introduction in
March 2019. Many criticized the government’s take on peace economics as a policy initiative. The security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one military confrontation possibly leading to an even greater one between the two Koreas, also emerged as a major
issue the same year. The South resumed joint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and accelerated its military buildup by adopting
cutting-edge weaponry, while the North pushed ahead with back-to-back test launches of short-range missiles. The September 19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which had been touted for paving a new path of peacebuilding based on inter-Korean military
trust, fell into a stalemate as its implementation came to a halt after the Hanoi summit collapse in February 2018.
After the Hanoi summit collapse, North Korea-US talks broke down,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issue has shown no
progress. Inter-Korean relations were strained as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fell through. The entire peace process was suspended.
The South’s relation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have also aggravated, especially with Japan. What is worse, the US-China conflict
continues to escalate, stirring concerns over the outbreak of a new Cold War.

This has largely been due to the aggravating political conditions. The political conditions experienced by the Roh administration
at the time of presenting its peace economics greatly differed from those of the Moon administration. At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fully suspended, and the rifts in inter-Korean relations continue to widen, not to mention the imposition of
the most stringent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North in history. In 2018, the two Koreas exp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agreed to push ahead with various projects through their summits, but no progress
has been made due to the barrier of sanctions. The North is harshly criticizing the South for failing to fulfill its promises because it
is walking on eggshells out of fear of displeasing the US. The North’s criticism may be exaggerated, but it is not entirely groundl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gan to hint at the possibility of its more aggressive engagement only after the beginning of 2020.
The first step was taken by announcing its plan to permit individual tours to the North. However, as some pointed out, this felt
belated. While the North showed no response to this move, the COVID-19 pandemic also began to spread. Thus, this plan was not
implemented. After the Hanoi summit collapse in 2019, which consequently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many voiced the need to
separate inter-Korean relations from North Korea-US relations, ensure that the former remains at least a few steps ahead of the latter,
and prioritize the independence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roused criticism for missing the right
timing despite such prevailing opinions.
The peace economy initiative was proposed as a grand plan for the next century by weaving together and drawing upon multiple
visions and initiatives tried and tested in the past. In short, it offers a vision we have aspired to. As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peace economy initiative are aimed at shaping a new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next 100 years, they deal with longerterm issues rather than short-to-mid-term issues such as the current obstacles to inter-Korean relations, Northeast Asia’s political
landscape, the widening gaps in South Korea-Japan relations,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y should be pursued from a
mid-to-long-term perspective, and their direction is being sought at present. It is only natural that they should be further enhanced
and supplemented to reflect more specific, real-world needs. Thus, we need to project the trajectory of changes that may affect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next 100 years and contemplate obstacles to the realization of our vision and ways to overcome them.

In summary, the political conditions on and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ve continued to proceed in a direction that is
unfavorable to the realization of the peace economy initiative. Thus, the initiative has encountered much criticism for failing to keep
up with the latest political developments.
This inconsistency was predictab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aid to have scheduled the announcement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peace economics through the presidential speech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in 2019 based on the optimistic assumption that the Hanoi summit held one day earlier on February 28 would be an
unquestionable success. When it ended without a deal, contrary to this assumption, arguments continued at Cheong Wa Dae over
whether to modify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nitiative before its announcement the next day. In the end, it was decided to
release the long-term vision and key points without modification and scrap the specific policy proposals.4

4

Lee Jeong-cheol,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Peace Economics,” POCTECH·POSRI Korea Report, Vol. 05, 2020,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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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전략노선 전환과 8차 당 대회와 한반도 평화체제 1
김상기

김상기
Sang Ki KIM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김상기는 현재 통일연구원에 재직중이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김상기 연구위
원의 주된 연구영역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이다. 그는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중앙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공학사를 취득하였다.

KIM Sang Ki is currently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served as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from May 2019 to June 2020. His key areas of research are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US relations, South KoreaUS relations,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e earn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Iowa, as well as a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and a master’s in political science at Chung-Ang University.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최근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2019년 10월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그리고 이후에도 북미정상 간, 남북정상 간 친서교환이 있었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재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다시 대북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없었다. 특히 2021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한의 대남·대미 비판 담화와 더불어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 발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가 있었고,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
일 시험을 유엔안보리 논의에 회부하면서, 남북 간, 북미 간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표출되기도 하였다.
한반도 정세의 전망이 불확실성에 쌓여있는 가운데,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요인은 북
한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북한의 국가전략노선을 검토하고 지난 1월 8차 당 대회를 통해 드러난 대남정책과 대미정책 그리고 북
한의 최근 전략환경 변화를 분석하면서,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북한의 국가전략노선과 8차 당 대회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표한 경제건설 총력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추진해 왔지만,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
언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병진노선 승리 선언의 중요한 배경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
사일(화성 15호) 시험발사 직후 천명한 핵무력완성 선언이었다. 즉 ‘4.20 전원회의’ 이후 북한은 과거의 군사 혹은 국방력 우선 국가전략에
서 탈피하고, 인민생활 향상 목표를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하면서 경제 우선 전략으로 노선을 전환하였다.2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밝힌 국가전략의 방향도 2018년 ‘4.20 전원회의’에서 밝힌 경제중심 전략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2019년 12월 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강조된 자력갱생 정면돌파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기존과 유사하게 ‘인
민대중제일주의’ 기치 하에 ‘자력갱생’ 전략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종자, 주
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밝히면서, 환경적 요인 혹은 객관적 난관(제재,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이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
가 되지만, 주체역량 강화를 통해 난국을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3
8차 당대회에서 전략무기 개발 성과 및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국방력 강화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지만, 기존의 경제발
전 중심 노선에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방력 강화의 강조는 우선 미국의 적대정책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군사적 억지력 강화 목
적과 더불어 향후 가능할 수 있는 북미협상에 대비하여 협상력을 강화할 의도를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무
력 강화 계획과 더불어 외교를 배제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또한 국방력을 강조한 배경에는 경제발전 목표 미달로 인
해 국방력 강화 성과를 상대적으로 강조할 국내정치적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8차 당대회에서의 국방력 강화 강조를 과거와 같은 병진

1 이 글은 다음을 참고하여 재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 김상기, “북한의 대남전략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 가능가능성,” (2021 북한연구학회 춘계 학술회의 발표 자료,
2021.4.9.); 김상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07, 2021.2.25.), pp.1-8; 김상기, “2021년 북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과제,” (
통일·외교·안보 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발표 자료, 2021.1.22.).
2 북
 한의 전략노선 전환 관련하여 다음 참조. 정영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4호 (2020), pp. 205-236; 김병로, “북한
신전략 노선의 형성배경과 전망적 구상,”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2호 (2019), pp. 1-29.
3 『노동신문』 2021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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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1 Peace Movement Session Ⅰ- 1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1 Peace Movement Session Ⅰ- 1

노선으로의 회귀로 보기는 어려우며, 북한은 여전히 2018년 ‘4.20 전원회의’ 결정의 연장선에서 경제 우선의 전략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월 30일 별도의 담화를 통해 격한 비난을 표출하였다. 앞으로도 북한은 적어도 당분간 남한과의 대화 복원 및 교류·협력 재개에 부정적
인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미정책과 대남정책

미중관계와 북한의 전략환경 변화

북한의 경제발전은 대외관계의 개선과 제재의 해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전략노선은 사실 핵협상의 성공 추구 그리고 대미
관계 및 대남관계 개선정책과 친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의 완화/해제를 위해 ‘자주권’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
본적 입장이다. 4이러한 입장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한 발전의 추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미정책과 대남정책 방향에도 반영된다.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북한의 전략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중관계는 협력보다 경쟁
이 더욱 심화되는 추세이며, 경쟁의 영역도 안보와 경제 중심에서 가치 차원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중국견제 정책은 동맹
규합(미일동맹,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등)과 군사적 억지 강화를 포함하며, 이러한 정책은 대북 압박·억지 정책과 구분되지 않으면서, 북
한이 추구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
은 중국이 북한과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에 맞대응하려는 동기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때 중국은 미국이 대북제재 추가 강화를
시도할 경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의 대미정책 입장은 상당히 뚜렷하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라고 밝혔다. 5향후 북미관계는 미국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2019년 10월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
렬이후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2020년 7월 10일 김여정은 대미 담화를 통해 북미협상의 기본주제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가 아니라
‘적대시 철회 대 북미협상 재개’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철회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지 여부가 핵협상
재개의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대북적대정책 철회의 내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 신뢰 조성 조
치들로 해석되며, 대표적인 예는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대미정책 원칙으로 이어진다. 6만약 미국이 제재와 압박 중심의 강경책으로 나온다면 북
한도 비타협적으로 강경책을 취할 것이며, 미국의 압박 혹은 위협 수위에 따라서는 정세의 격화 및 긴장 고조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미국이 관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전향적 조치를 취하면서 대화·협상에 나선다면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중경쟁의 심화가 북중협력의 강화를 추동하면서 북한의 대남정책 및 대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9미중경쟁과 연동되는 북중협력의 강화는 북한의 실리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 동기의 상대적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대미
관계에서 협상 레버리지의 상대적 강화 혹은 협상 동기의 상대적 약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협력의 강
화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를 야기함으로 인해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경제우선 전략노선은 여전히 비핵화 협상 및 대외관계 개선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미중경쟁의 심화가 북한의
전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중국견제 정책이 추동할 수 있는 북중협력의 강화가 북한의 대미관계 및 대남
관계 개선에 대한 동기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 3월 17일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을 앞두고도 북한은 최선희 부상의 대미담화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접촉 시도를 공개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여건 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여건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임을
다시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전망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대남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남한의 첨단무기 반입 문제를 제기
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남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남한이 그동안 제안해왔던 방역협력, 인도적 협력,
개별관광 등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문제라 평하였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이 자신들의 “요구에 화답
하고 남북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
였다7 . 북한은 남한이 대북 대화·교류·협력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을 실행하고 대규모 군비증강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이중적
태도로 인식하며, 남한이 남북합의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입장은 단지 최근의 일은 아
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일관되게 남한의 대미의존, 한미연합훈련, 군비증강 등을 비난하면서, 남한과 마주앉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
고 남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해왔다.8

최근 남북관계는 대화·교류가 중단된 경색국면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남정책 입장을 견
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적어도 당분간은 남북대화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사실상 남북관
계 개선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가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 실행 여부가 남북대화 재개 여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
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여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여부와 관련된 조치라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개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1월 당 대회에서 밝힌 대남정책 입장을 재확인한다. 김여정 부부장은 3월 15일 대남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실행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3년전의 따뜻한 봄
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담화에서 김여정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필요성이 상실된 상황이므로 조
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며, 만약 남한이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도 파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월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남한의 비판적 입장에 대해서도 김여정 부부장은

21

정영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4호 (2020), pp. 205-236

22

『노동신문』 2021년 1월 9일.

23

위의 글.

24

위의 글

25

예를 들어, 2020년 6월 17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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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비핵화협상의 진전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평화협정의 체결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우선은 현재 교착
국면에 놓여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언제 다시 재가동될 수 있을지, 특히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언제 어떻게 재개될 수 있을지가 관
건이다.

현재 북미관계는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 간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요구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북한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무리 단계
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향후 북미관계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철회 관
련 조치들을 취하면서 단계적·동시적 방법론으로 북한에 접근할 경우, 북한의 호응과 북미대화의 재개가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대
북적대정책 철회 관련 조치 없이 제재·압박을 지속하고, 북미대화 부재 기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북한은 대미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전략무
기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 경우 북미관계는 악화되고 긴장고조 상황을 거쳐서 장기적 교착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202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8월 한미연합
훈련 실행 여부, 그리고 북한의 전략무기 실험 가능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변수들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재개 가능성, 그리고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대화 복원이 당분간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대미 협의·설
득을 통해 미국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남북관계 상황관리 노력으로 긴장고조를 방지함과 더불어,
8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를 통해 남북대화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관계 개선 동력으로 핵협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9

김연철, “한반도의 새봄을 위해: 남북관계의 성찰과 해법,” (창작과 비평, 2021년 봄, 통권 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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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switching,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and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1
Sang Ki KI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After the DPRK-USA Hanoi Summit collapsed in February 2019,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has been in a deadlock. The June
2019 South Korea-North Korea-US Summit at Panmunjeom, October 2019 working-level DPRK-US negotiations in Stockholm, and
letters exchanged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and Moon Jae-in and Kim Jong-un produced no tangible results. After
the star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2021, the US contacted North Korea, with no response. In particular, after the ROK-US joint
training in March 2021, along with North Korea's statements critical of South Korea and the US,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North
Korea's announcement: a new tactical guided missile) was test-launched, the US referred to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 to the
UN Security Council for discussion, and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North and South and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ere
also clearly shown.
The forecast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hrouded in uncertainty, and one important factor that can influence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rth Korea’s strategy. This article will review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analyze the recent changes in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South and the US and its strategic vision as revealed in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last January, and discuss the outlook on resum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and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North Korea is continuously pushing its all-out concentration policy on economic growth, which it announc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n April 20, 2018.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North Korea adopted and
implemented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in March
2013, but declared victory of the parallel policy and said it would switch to the all-out concentration policy for building a socialist
economy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in April 2018. An important background to the declaration of the
victory of the parallel policy was the declaration of the completion of nuclear force on November 29, 2017, immediately after the test
launch of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Hwaseong 15). That is, after the plenary session on April 20, North Korea broke from
its past national strategy that prioritized military or national defense power and switched to an economy-first strategy while further
emphasizing the goal of improving people's lives. 2
The direction of its national policy, announced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in January 2021, did not deviate from the
economy-centered strategy it announced at the plenary session on April 20, 2018, and it is in line with the head-on breakthrough

1

2

This article has been reorganized, corrected, and supplemented with reference to the following. Kim Sang-gi,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restor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Presentation materials at the 2021 spring conference of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April 9, 2021); Kim
Sang-gi, “North Korea-US relation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utlook and challenge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CO
21-07, February 25, 2021), pp.1-8; Kim Sang-gi, “Outlook on North Korea-US relations and our challenges in 2021,” (Presentation materials at a joint academic conference
with research institutes for unification, diplomacy, and security, January 22, 2021).
In relation to North Korea’s change of strategy, refer to the following: Jeong Yeong-cheol, “North Korea's strategic selection in the Kim Jong-un era: the Road to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in the 21st century,” Korea and International Politics Volume 36 No. 4 (2020), pp. 205-236; Kim Byeong-ro, “Background of New Strategic
Line in North Korea and its Policy Prospects,” North Korean Studies Review Volume 23 No. 2 (2019), p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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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for self-reliance, which was emphasiz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in December
2019.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promote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banner of the "people-first principle" and "self-reliance" strategy as it has before. In particular, North Korea said “the basic elements
and subjects of the new 5-yea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are still self-reliance and self-sufficiency,” and environmental
factors or objective difficulties (sanctions, natural disasters, COVID-19, etc.) are serious obstacles to national development, but
emphasized that they must break through the difficulties by reinforcing subject capacity.3
The strategic weapons development result and plan were specifically presented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and
the reinforcement of national defense power was relatively emphasized,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North Korea deviated from
its existing strategy focused on economics. Emphasis on reinforcement of national defense power most likely has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military deterrence in preparation for a long-term battle against the hostile policies of the US and the intention of
reinforcing its bargaining power in preparation for possible DPRK-US negotiations.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North
Korea did not exclude diplomacy and left room for negotiations with the US while planning on nuclear force reinforcement. Also,
a possible background of emphasizing national defense power may be the domestic political necessity of emphasizing the results
of reinforcement of national defense power as North Korea failed to meet its economic development goal. It is difficult to view the
emphasis of reinforcement of national defense power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as a return to the parallel policy of the
past, but rath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North Korea is still maintaining the economy-first strategy in line with the decision it made
at the plenary session on April 20, 2018.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US and South Korea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requires improvement of external relations and lifting of sanctions. Accordingly, North Korea’s
current strategy is in alignment with the pursuit of successful nuclear negotiation and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with the US and
South Korea improvement policy. But North Korea's basic position is that it cannot undermine its sovereignty for the easing or lifting
of sanctions4 . This position manifests itself internally as the pursuit of development through self-reliance and reflects itself in the
direction of its policy toward the US and South Korea.
Currently, North Korea’s policy toward the US is quite clear. North Korea said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that “the key
to the establishment of new DPRK-US relations is the US’s withdrawal of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5” That is, North KoreaUS relations depend on what the US does. This position has continued consistently since the breakdown of the Stockholm DPRK-US
working-level negotiations in October 2019. On July 10, 2020, Kim Yo-jong said in a discourse to the US that the basic subject of
the DPRK-US negotiations is not "denuclearization measures vs. lifting of sanctions," but "withdrawal of hostilities vs. resumption of
DPRK-US negotiations." That is, North Korea argues that whether the US takes any measure that can be considered a withdrawal of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key to the resumption of nuclear negotiations. North Korea did not specifically say the scope
of the withdrawal of the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but it is considered to be measures taken to build trust reflecting the will
to improve relations, and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cessation of the ROK-US joint training, which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requested over the years.
This position of North Korea leads to the “tit for tat” principle of its policy toward the US6. If the US takes a hard line centered on
sanctions and pressure, North Korea will take an intransigent hard line, and depending on the level of pressure or threat from the US,
it is ready and willing to aggravate the situation and heighten tensions. On the contrary, however, if the US is willing to improve the

3

Rodong Newspaper, January 9, 2021.

4

J eong Yeong-cheol, “North Korea's strategic selection in the Kim Jong-un era: the Road to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in the 21st century,” Korea and International
Politics Volume 36 No. 4 (2020), pp. 205-236.

5

Rodong newspaper, January 9, 2021.

6

Se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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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y taking proactive steps and starts dialogue or negotiations, North Korea will also respond positively.

China, it may affect North Korea’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he US. 9Reinforcement of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linked to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may lead to the relative weakening of North Korea’s motivation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practical interests and cause the relative reinforcement of the negotiation leverage or relative weakening
of the motivation for negotiation in its relations with the US. On the other hand, reinforcement of North Korea-China cooperation may
also be a burden on North Korea by causing the intensific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y on China.

Ahead of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and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s visit to Korea, North Korea disclosed the Biden
Administration’s attempt to contact North Korea through the discourse to the US, made by North Korean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e Son Hui, and said any dialogue must be preceded by the right conditions, emphasizing again that the condition is the
US’s withdrawal of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North Korea clearly expressed its position on its policy toward South Korea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It requested
that South Korea stop the ROK-US joint training, took issue with South Korea's purchase of state-of-the-art weapons, and said that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depends on South Korea's attitude. North Korea said quarantine cooperation,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individual tourism, which South Korea proposed, are non-essential problems, and argued that fundamental
problems must be solved first, and said if South Korea “responds to their request and takes measures to implement inter-Korean
agreements, they can soon return inter-Korean relations back to the state from spring 3 years ago. 7” North Korea regards South
Korea’s proposal of dialogues,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yet carrying out the ROK-US joint training and Massive
armament reinforcement at the same time, as an ambivalent attitude, and believes that South Korea is not sincere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and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t is not recently that
North Korea began to have this position. North Korea has been consistently criticizing South Korea’s dependence on the US, the ROKUS joint training and armament reinforcement since 2019, and saying there is no reason to sit down and talk with South Korea, urging
South Korea to change its position.8
North Korea’s reaction to the ROK-US joint training last March reconfirms its policy toward South Korea disclosed at the Workers’
Party Congress in January. Kim Yo-jong harshly criticized the ROK-US joint training through the discourse toward South Korea on
March 15, and stated emphatically, “War practice and hostilities cannot be compatible with dialogues and cooperation, and the warm
springtime of 3 years ago can hardly come back.” Reaffirming this, Kim Yo-jong said that as the necessity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lost, North Korea is considering shutting down the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and the Moun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m Bureau, emphasizing that if South Korea “acts more
provocatively,” it will abrogate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as well. Regarding South Korea’s criticism of North Korea’s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est launch on March 25, Kim Yo-jong expressed fierce criticism through a separate statement on March 30.
North Korea is expected to maintain a negative position on restoration of talks with South Korea and resump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for the time being at least.

US-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s strategic environment chang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been intensifying recently, can have a major impact on North Korea’s strategic
environment. In US-China relations, competition is intensifying further than cooperation, while the areas of competition are further
expanding from security and economy to values. In particular, the China containment policy of the US includes rallying the alliance
(reinforcement of the US-Japan alliance, Korea-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etc.) and reinforcing military deterrence. This policy
does not distinguish the pressur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deterrence policy and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withdrawal
of the US’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North Korea wants. On the other hand, the US’s China containment and pressure
may further motivate China to reinforce its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confront the US, and at this time China
may not agree if the US tries to reinforce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particular, as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competition leads to the reinforcement of th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7

See above.

8

For example, on June 17, 2020, Kim Yo-jong’s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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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economy-first strategy serves as an important motive for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improvement of external
relations, but the intensification of US-China competition may affect North Korea’s strategic environment. It is worth noting that
reinforcement of DPRK-China cooperation, which can be driven by the US’s China containment policy, may relatively weaken North
Korea’s motivation for improving its relations with the US and South Korea.

Prospect of resum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is inseparable from advances i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requires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However, the key is when the deadlocked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can restart, and in
particular, when and how inter-Korean dialogue and US-North Korea talks can be resumed.
Recently inter-Korean rel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uncertain at a time when dialogue and exchange have been suspended.
North Korea is expected to maintain its policy toward South Korea as announced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and
restoration of inter-Korean dialogue is expected to be difficult for the time being at least. In fact, North Korea currently regards the
cessation of the ROK-US joint training a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cordingly, whether
the ROK-US joint training in August is actually carried out may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dialogue. Also, in that ROK-US joint training is related to the US’s withdrawal of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it may also affect
the resumption of US-North Korea talks.
Currently, while North Korea-US relations continue to be deadlocked, they are expressing different opinions.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request that the US withdraw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depending on wha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pursue in the future, North Korea’s responses will differ. It is forecast that the resul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review of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known to be in the final stage, will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in North Korea-US relations.
If the US takes measures related to the withdrawal of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akes a step-by-step and simultaneous
approach to North Korea, North Korea’s response and resumption of US-North Korea talks are expected. However, if the US continues
its sanctions and pressure without taking measures to withdraw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the absence of US-North
Korea talks is prolonged, North Korea will be more likely to carry out strategic weapons testing to reinforce deterrence against the US,
causing North Korea-US relations to weaken, tensions to increase, and a long-term impasse to persist.
In sum, the key factors affecting the possibility of resum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n 2021 are the result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review of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ether ROK-US joint training will be carried out in August, an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testing. These variables will also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possibility of resuming USNorth Korea talks and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possibility of 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t a time when
restoration of inter-Korean dialogue is difficult for the time being,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o make the US take a forward-look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 negotiation and persuas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heightening of
tension by making efforts to manage inter-Korean relations by actively trying to restore inter-Korean dialogue by postponing or
cancelling the ROK-US joint training in August and promoting nuclear negotiations as a driving force behin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9

Kim Yeon-cheol, “For a New Spring of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on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Solutions,” (Creative Writing and Criticism, Spring of 2021, Volume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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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경로 : 비핵지대
정욱식

정욱식
Wooksik CHEONG
평화네트워크 대표
Director, PeaceNetwork

정욱식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지워싱턴 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MD본색》, 《말과 칼》, 《사드의 모든 것》, 《핵과 인간》, 《비핵화의 최후》,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등이 있다.

CHEONG Wooksik i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the PeaceNetwork created in 1999. After graduating from Korea University with a B.A.
in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Military Security from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Later, he was a visiting researcher at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from September 2006 to August 2007, where he
worked on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North’s nuclear drive. His books include: The True Nature of MD; The Words and the Sword;
Everything about THAAD; Nuke and Human; The Final Chapter of Denuclearization; and The Way for the Korean Peninsula: Why a
Denuclearized Zone?

평화네트워크 대표

1. 들어가며
비핵화 체념론이 커지면서 그 대처 방안이 양극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국도 핵무기를 갖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공포의 균
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핵전쟁의 공포만 가중시킬 뿐이다. 반대로 비핵화를 추후 과제로 밀어두고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
화부터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는 분명하다.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너무나도 촘촘하게 짜여 있어 남북한이 경
제협력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고, 북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비핵화를
뒤로 미루거나 우회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무기지대(이하 비핵지대)는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1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
를 담은 CVID나 FFVD의 대안으로 ‘다자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비핵화(MLBD, Multilateral Legally Binding Denuclearization)’라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경로를 담고 있다. 1999년 유엔 군축위원회가 만든 비핵지대 가이드라인을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
해 비핵화의 정의로 삼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목적지’로 삼으면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들을 이 사이에 배치해
가는 방식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지대론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고르디우스의 매
듭’을 끊을 수 있는 처방은 담고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를 출발점과 목적지로 삼고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기에
당사자들의 검토 및 협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단계적 해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은 매우 시급해지고 있다. 동시에 목적
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계적 해법이 유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은 앞서 지적했다. 이게 딜레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
핵지대에 대한 합의에 유연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협상 초기에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기로 했다”는 것은 높
은 수준의 합의에 해당된다. 이러한 합의가 당장 어렵다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비핵지대의 유용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는 낮은 수준의 합의도 검토해볼 수 있다.

2. 한반도 비핵지대의 역사성과 보편성
1991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북핵 대처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자 한미 양국은 협의에 들어갔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김종휘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이,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는 폴 월포위츠 국방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서 8월 6~7일 하와이에서 협의를 가졌다. 미국의 비
밀문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월포위츠는 “북한이 제안해온 비핵지대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고 김종휘도 이에 동의했
다. 그러면서 월포위츠는 ‘비핵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2
미국은 왜 비핵지대를 거부하고 비핵화를 제시한 것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당시 북한의 요구에는 주한미군 철수
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미 양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비핵지대 조약에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보유를
금지하지 않았던 반면에 미국은 남북한이 이들 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아울러 미국은 비핵지대로 갈 경우 미국의 핵전

1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시안을 포함해 이 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욱식,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유리창, 2020년) 참조.

2

National Security Archive, “Telegram, State Department to Tokyo, etc., August 13, 1991, Subject: U.S.-ROK Hawaii Meeting on North Korea (Secret),” 《http://nsarchive.gwu.
edu/dc.html?doc=4176666-Document-01-Telegram-State-Department-to-Tokyo>.

306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307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2 Peace Movement Session Ⅰ-2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2 Peace Movement Session Ⅰ- 2

력과 핵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

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 통제, 대북제재 해결 등이 ‘동시적·병행적’으로 이
뤄져야 한다. 그런데 비핵화의 정의 및 목표 자체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들 문제의 진전도 가로막혀 있다. 이에 반해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으면 이들 문제의 진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비핵지대 프로세스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들 사이의 선순환
적인 조합을 만드는 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이러한 ‘역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되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적도 없는 비핵지
대를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평화 로드맵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같이 뺄 것은 빼고(북
한도 이미 뺐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 보유 금지와 같이 담을 것은 담으면서(이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공론화
해보자는 것이다. 30년 전에 한미 양국이 거부했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창의적으로 되살려 이번에는 북한에 역제안을 해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 한반도 비핵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주장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
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정의도, 최종 상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CVID나 FFVD는 ‘너무 커
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자신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위협의 근원적인 해소’도 요구한다. 그런데 미국이
7,0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요구는 ‘너무 막연해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Too vague to grasp)’이다. 이처럼 비
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동상이몽은 너무나도 크다. 한국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도 속 시원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 비핵화에 대
한 새로운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는 까닭이다.
그럼 무엇이 있을까? 시야를 세계로 넓혀보면 ‘보편성’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세계 면적의 50%가 넘는 지역이 ‘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인데, 여기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이 속해 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 수도 116개국에 달한
다. 비핵지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담겨 있고, 유엔 군축위원회는 1999년 비핵지대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는데
유엔 총회도 이를 승인했다. 또 2009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87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비핵지대 조약들을 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지지하고, 지역 당사국들의 자유로운 준비에 기초하고 1999년 유엔군축위원회
지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비핵지대가 세계와 지역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고 비확산체제를 강화하며 핵 군축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재확인한다.”
이 결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고 바이든은 당시 부통령이었다. 그리고 바이든은 2020년 10월 22일 대선
TV 토론에서 “한반도는 비핵지대가 되어야 한다(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free zone)”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유
엔에서 권고하고 내가 아래에서 주장하는 ‘비핵무기지대’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상기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한반도
핵문제를 비핵지대로 문제를 풀자는 제안의 근거로는 삼을 법하다. 존재하지도, 합의하기도 힘든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를 두
고 헤맬 것이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존재해온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으면 새로운 시작을 기약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남북한이 ‘비핵지대 안’ 당사자들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대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이
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비핵지대 밖’ 당사자들로 이 조약의 의정서를 체결하는 구도를 일컫는다. 기본적인 내용은 남북한은 핵무
기를 개발·생산·보유·실험·접수를 하지 않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핵보유국들은 남북한에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다. 어떤가? 알쏭달쏭한 비핵화와는 달리 그 정의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가?
한반도 비핵지대는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18년 4·27 판문점선
언에서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협상은 철저하게 북미 중심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
운 것이었다. 이에 반해 유엔은 비핵지대와 관련해 “지대 내 국가들의 자유로운 협상 결과에 기초”하고 “핵보유국을 비롯한 지대 밖의 국
가들도 지지·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의 지대 내 당사자들은 바로 남북한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이 비핵지대를 논의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핵보
유국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5대 핵보유국과 국제사회도 한반도 비핵지대를 적극 권장하
고 지지·협력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의정서 체결 후보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대북제재 해결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
고 있기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면서도 핵문제 해결이 막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

3. 당사자들의 입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비핵지대는 남북한이 지대 내 당사자로 조약을 체결하고 5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의
정서를 체결하는 ‘2+5’ 구도이다. 이에 따라 이들 7개국의 입장을 진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한반도 비핵지대는 공론화된 적이 없기
에 이들 나라의 입장은 추측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필자가 접촉해본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영국과 프
랑스도 미국이 동의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지대의 공론화와 현실화의 관건은 남북미 3자의 입장에 달
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부터 짚어보자.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핵전략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는 비핵지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
에 따라 미국이 여전히 핵전력을 자국의 국가안보 및 동맹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한반도 비
핵지대에 동의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미국이 이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한반도 비핵지대를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미국
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 비핵지대를 추진하기도 어렵고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이 미국의 참여 없는 비핵지대
에 흥미를 느낄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을 비관적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 비핵지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역사적으로 비핵지대가 적절하게 고안
되고 완전히 이행되며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안정에 기여한다면 비핵지대를 지지해왔다”는 것이다. 3 특히 미국 민주당 정권이 비핵지
대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을 한반도 비핵지대 공론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1999년 유엔 총회의 비핵지대 가이드라인 승인과 2009년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두 미국 민주당 정권 때 이뤄진 것들이다. 2010
년 5월 NPT 검토 회의를 앞두고는 수잔 버크 대통령 비확산 담당 특별대표도 “비핵지대는 NPT의 중요한 보완책이라고 믿고 있다”며 비핵
지대가 “NPT를 넘어선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NPT에 명시되지 않은 핵무기 배치 금지, 핵실험 금지, 방사성 물질 투기 금지,
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의무, 핵 방호에 대한 높은 기준 설정 등이 비핵지대에 담긴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다.4
바이든이 핵 군비통제와 비확산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5년째였던 2020년 8
월 6일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군비통제와 비확산에 관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글로벌 리더십의 중추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
의 대선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핵무
기의 유일한 목적은 억제에 있고 필요하다면 핵공격에 대한 보복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핵정책 방향은 비핵지대와 일정 정
도 친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비핵지대가 30년 묵은, 그리고 거의 모든 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북핵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바이
든 행정부로서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온 북핵 해결에 성공한다면, 이는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거리 투사 능력도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점에서 핵전력을 전진 배치해야 할 군사적 필요성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미
국의 입장을 성급히 예단하기보다는 예상되는 쟁점들을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어떨까? 북한 역시 비핵지대에 동의할지 불확실하다. 조약 방식으로 미국의 대북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
신이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핵지대는 미국의 대북 핵위협 해소를 ‘법적 구속력을 갖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에
서 지금까지의 방식보다는 우월하다. 또 비핵지대는 ‘다자간 대북 안전보장’이라는 성격도 갖게 된다. 한반도 비핵지대에는 중국·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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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State, “Nuclear Weapon Free Zones,” 《https://2009-2017.state.gov/t/isn/anwfz/index.htm>.

4

Ambassador Susan F. Burk, Remarks on Behalf of the U.S. at the Second Conference for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to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Weapon-Free
Zones and Mongolia, April 30, 2010. <https://2009-2017.state.gov/t/isn/rls/rm/1414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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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북한에 핵위협을 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북한뿐만 아
니라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반발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 즉 법적 구속력과 다자간 조
약은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안전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4. 한반도 비핵지대에 기초한 신평화 로드맵

북한이야말로 1990년을 전후해 ‘조선반도 비핵지대’를 먼저 제안한 당사자였고, 필자가 제안하는 한반도 비핵지대에는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와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다. 그래서 친북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비핵지대는 친북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
의 국제 규범이자 거의 모든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북한의 핵 포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미국의 대북 핵위협
해소를 포함한 비핵지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김정은 정권에게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최대의 압박’이 될 것이다. 한반도 핵
문제의 해법으로 비핵지대를 제안한 최초 당사자가 북한이었고 김정은 정권이 2016년 6월에 밝힌 입장과도 친화성이 있다는 점에서 김
정은이 이를 거부할 명분도 별로 없다. 오히려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기에 김정은에게 ‘명예로운
선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강제’에 의한, 그래서 실패를 되풀이해온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은 ‘공감’을 통한 방식이
기에 더욱 그러하다.
외교 협상, 특히 적대국들 사이의 협상에서 어느 일방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패전국을 상대로도 달성하
기 힘들다. 그래서 협상 당사자들이 만족과 불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협상안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한반도 핵문제를 비핵지대 방식으로
풀자는 제안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요구와 제안을 잘 버무려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이를 이루지 못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
를 지향하는 접근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입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지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직 없다. 정
부 차원에서 비핵지대 방안을 검토·공론화하면 보수 진영이 반발할 수도 있다. ‘북한의 주장과 흡사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일부 흡사한 측면이 있기에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은 북한인만큼,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유연화는 필수적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
도 비핵지대에 참여하는 만큼, 주변국의 위협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마도 한반도 비핵지대가 공론화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1992년 김용순 노동
당 비서와 아널드 캔터 미국 국무차관 간 회담 이래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거둬들였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
담에서 이를 요구한 적도 없다. 김정은과 여러 차례 면담했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김 위원장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한미군 철수를 요
구하지도 거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규모와 성격, 그리고 무장 수준은 한반도 비핵지
대 및 군비통제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여전히 낯선 제안이다.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도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시민
사회와 국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먼저 공론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소통이 가능한 행위자들은 이 아이디어를 북한에 전달할 필
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이 비핵지대 방식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협의하고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다자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비핵화(MLBD, Multilateral Legally Binding Denuclearization)’를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로 불린다. 비핵화 자체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너무나도 크고 이에 따라 제재 해결 등
상응조치와 선순환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익숙한, 그러나 한반도 핵문제 해법으론 낯선 비
핵지대를 주목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비핵지대가 하나의 ‘노멀(normal)’이다. 한반도 핵문제 해법으로는 ‘새로운(new)’ 것이다. 그렇
다면 한반도 문제 해법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를 통해 ‘북핵의 중심지 영변’에 ‘영변조약’이라는 한반도 비핵
지대 조약에 따른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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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지대를 기초로 삼아 구체적인 로드맵도 짜볼 수 있다.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는 것을 ‘출발점’으
로,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목적지’로 삼으면서 이 사이에 3단계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아래와 같은 로드맵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이는 향후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합의는 ‘포괄적·구체적인 합의와 단계적·동시적·복합적인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출발점: 당사자들은5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9년 유엔 군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는 데 합의한다. 6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한 지지·협력 결의를 채택한다. 한미는 3월과 8월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실험 및 위성 발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한다.
- 1단계: 북한은 타국 및 타 기관의 입회하에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 폐기에 돌입하고 핵무기 생산을 중단한다. 또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목
록과 핵물질과 핵무기의 총량을 신고한다. 핵물질과 핵무기 폐기 방식으로는 제3국으로의 반출을 협의한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하
고 북미는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남북미중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한다. 남북한은 해제된 유엔의 대북제재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한반도 비핵지대 협상을 개시한다. 남북한과 북미는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 2단계: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고 핵물질을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처리하며 핵무기 제조 시설
폐기 및 신고량의 50%에 해당하는 핵무기 폐기에 돌입한다. 또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한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북미는 연락사무소를 대표부로 승격한다. 남북미중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남북한은 단계적 군축을 협의·실행한다.
- 3단계: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1년 이내에 잔여 핵무기 및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폐기하고 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한다. 미국은 대북제
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북미는 양국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한다.
- 목적지: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한반도 비핵지대 의정
서에 서명하고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비핵지대 승인 결의를 채택한다.
한반도 비핵지대에 기초해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자는 것은 새로운 접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기한 3단계 접근에도 새로운 관점과 내
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 시설이 몰려 있는 영변이라는 ‘장소’ 중심의 접근이었다. 이에 반해 본 제안은
‘폐기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핵 폐기를 핵물질 생산의 영구적인 중단과 관련 시설의 폐기7 , 핵물질 처리 및 핵무기 관련 시설 폐
기, 핵탄두 장착용 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폐기의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자는 것이다. 또 2단계에서 신고량의 50%의 핵무기 폐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복합적인 이행도 제안하고 있다. 폐기 대상이 분명해지면 이에 걸맞은 상응조치 제시도 수월해진다. 아울러 단계적이면도 복
합적인 이행은 하나의 단계가 마무리될 때 다음 단계로 가는 가교를 미리 놓게 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단이나 역진을 예
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핵 신고와 검증에 대한 새로운 내용도 담았다.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 핵 신고는 갈등의 온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두
차례 핵 신고를 했었다. 첫 번째는 1992년 북한이 IAEA에 신고한 때였다. 당시 북한은 여러 핵시설과 더불어 플루토늄 90g을 추출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보기관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핵무기 1~2개 분량인 10kg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
플루토늄 불일치’가 발생하자 미국은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주권 침해를 들어 거부했다. 이 문제로 인해 1994년에는 한국전쟁 이
후 최악의 전쟁위기까지 경험해야 했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은 북한이 건네준 핵시설 가동 일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이 1992년에 신고한
게 정확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두 번째는 2007년 6자회담의 10.3 합의에 따른 핵 신고였다. 당시 북한은 30.6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자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네오콘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우라
늄 농축 프로그램 및 시리아로의 핵 시설 수출 내역이 빠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네오콘들은 검증과 관련해 사실상의 ‘백지 수표’

5

여기서 당사자들은 남북미, 남북미중,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 등의 형태를 띨 수 있다.

6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화 초기에 이러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낮은 수준의 합의도 검토해볼 수 있다.

7

이렇게 합의하면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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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했고, 한국과 일본 정부도 이에 가세하고 말았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자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지원을 중단해버렸고, 그 결
과 6자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검증 문제는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 6자회담의 합의 사항이었는데, 한미일이 이를 앞당기려
고 했던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러한 전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북한이 핵 신고를 하더라도 미국의 추정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검증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다양화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
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가시화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말하는 “교전 상태의 종식” 및 “조미간의 평화관계 수립”이 가사화될수록 핵 신
고 및 검증 문제 해결도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 평화협정 협상 개시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를, 2단계에서 평화
협정 체결과 북미 대표부 설치를, 3단계에선 북미수교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에 맞춰 북한의 모든 핵 시설과 핵물질 및
핵무기의 총량 신고8 , 북한의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의 구체적인 내역 신고 및 NPT와 IAEA 안전조치협정 복귀, 그리고 IAEA 추가 의정서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의 핵물질 및 핵무기 폐기 방안으로는 ‘제3국으로의 반출’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국은 러시아를 의식한 것이다. 9러시아는 핵
무기 폐기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북한과 우호적인 접경국이며 핵폐기에 필요한 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10 있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고,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에 이 프로그램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이 제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관련국들 사이의 화학작용을 통해 시간의 길이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
기가 러시아 국경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실상 비핵화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 과제인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1
단계에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포함하면, 1단계 합의 및 이행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에 가교도 놓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이 평
화협정 협상 개시만으로도 비핵화에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
하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를 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의 중요한 부분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평화협정에서 합의한 조항들이 완전히 이행·준수될 때 평화체제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핵
화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비핵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지적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볼 때, 비핵화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비핵화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장 적합하다. 지금까지 당
사자들 사이의 모든 합의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동시적·병행적 추진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것이다. 1단계와 2단계에 담긴 비핵화 내용이 이행될 경우 북핵 폐기
의 진행 수준은 80% 정도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용도의 핵시설도 ‘실질적으로’ 폐기되고11 전체 핵
물질 및 핵무기의 50%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나머지 핵무기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폐기를 완료할 것을 제안하고 있
다. 이 정도면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핵무기의 경우 신고 대상을 ‘총량’으로 한정하면, “미국의 선제타격 대상 목록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있다.

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보혁·정욱식 외,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통일연구원, 2019년), 209~214쪽: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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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91년 12월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각각 세계 3, 4, 5위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및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
해 폐기했다.

11

 기서 “관련 시설의 실질적인 폐기”는 더 이상 핵무기 및 핵물질을 생산할 수 없도록 조속한 폐기에 나서면서도 완전한 폐기는 제염과 정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여
경우 10년 안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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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A Nuclear-Weapon-Free Zone (NWFZ)
Wooksik CHEONG
Director, PeaceNetwork

1. Introduction
With growing skepticism surround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lated coping measures are becoming more polarized.
One side argues that South Korea must possess nuclear arms, or that U.S. tactical nuclear weapons must be redeployed to the
Korean Peninsula to achieve a “balance of fear.” However, such measures will only aggravate the fear of possible nuclear war. On the
other hand, the other side insists that denuclearization should be postponed as a future task while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is also an argument with clear limitations because U.S.-l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so thorough that resum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extremely challenging and because there are strong voices
calling for a continued arms buildup to mee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gainst this backdrop, pursuing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while postponing or circumventing denuclearization, have become
structurally impossible.
In these circumstance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eninsula nuclear-weapon-free zone (hereinafter “Korean Peninsula NWFZ”)
is a promising solution that could serve as a turning point in the North Korean proliferation issue. 1The Korean Peninsula NWFZ also
heralds a path toward Multilateral Legally Binding Denuclearization (MLBL), a new alternative to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 and Final,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FFVD), both of which are one-sided and involve excessive
demands. We can adjust NWFZ guidelines, which were released in 1999 by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UNDC), to
sui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use them as a novel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With this as a starting point
and the signing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treaty as a destination, we can implement, in the space between these two points,
measures comparable to denuclearization. In this regard, even if the Korean Peninsula NWFZ may not be a cure-all, it still can provide
ways to untie the Gordian knot entangling inter-Korean relations.
Although using the Korean Peninsula NWFZ as both our starting point and destination is likely the best-case scenario, such an approach
may be less than feasible. The idea has never been reviewed, so it may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examine and negotiate the details associated with establishing the NWFZ. Nevertheless, the need to take the first step toward
a phased solution is becoming ever more urgent, while, as previously mentioned, questions exist as to whether a phased solution
can be effective when our destination is still unclear. This is the gist of our dilemma. As such, we need to be flexible when seeking a
consensus on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If the concerned parties decide, during the early phase of negotiations,
to adopt “the Korean Peninsula NWFZ as the definition and final state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n this can be
regarded as a high-level consensus. However, if such a consensus cannot be reached, it may be more practical to seek a low-level
consensus, where the sides decide to “discuss the ut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in pursuing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

1

For more details, including a draft proposal for the Korean Peninsula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consult the following source: Cheong, Wook-sik. 2020. Hanbandoŭi
kil, wae pihaekchidaein'ga? [The Path of the Korean Peninsula: Why a Nuclear-Weapon-Free Zone?]. Seoul: Yuri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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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storicity and Univers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glob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strengthens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contributes toward realizing the
objectives of nuclear disarmament[.]“

In the summer of 1991, whe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emerged as the most pressing issu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gan discussing the matter.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delegation led by Kim Jong-hwi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nd the George H. W. Bush administration’s counterpart led by Paul
Wolfowitz (Deputy Secretary of Defense) met in Hawaii on August 6–7 for discussions. According to a declassified U.S. document,
Wolfowitz said, “A nuclear weapons free zone, as advocated by North Korea, is not the solution to the DPRK proliferation problem” and
Kim agreed with this opinion. Wolfowitz then suggested denuclearization as an alternative solution.2
Why did Washington reject the idea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and instead suggest denuclearization? There were probably three
reasons. First, at the tim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was part of North Korea’s demands, which both South Korea
and the U.S. were unwilling to accept. Second, although a NWFZ treaty generally does not ban the possession of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facilities, the U.S. hoped to prohibit such facilitie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U.S. was
probably also concerned about suffering a setback in terms of its own nuclear capability and strategy.
However, the key to resolving the issue lies in its very “historicity.” Over the course of the past 30 years,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has never been on the table, but now is the time to push the idea as a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problem and to
create a new road map for peace. In this light, I suggest making the Korean Peninsula NWFZ a publicly recognized issue by removing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North Korea has already dropped this demand) and other less relevant subjects from
the agenda and replacing them with more important ones such as the banning of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facilities. (It
is indeed highly feasible for this issue to be added to the agenda.) The Korean Peninsula NWFZ, a concept rejected by both Seoul and
Washington 30 years ago, now deserves to be suggested to North Korea again after some creative revision.
Here, let us ask a question: What on earth is the definition of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Opinions may vary, but no one
on this planet can provide a definitive answer because the definition and final state of the denuclearization have never been agreed
upon among the concerned parties. As previously mentioned, both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FFVD (Final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as demanded by Washington, are constructs that are “too big to grasp.” On the
other hand, Pyongyang has called for the “fundamental resolution of U.S. nuclear threat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approximately 7,000 nuclear warheads, this North Korean demand is “too vague to grasp.” In this
respect,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Pyongyang and Washington are on completely different pages. At the same
time, Seoul has never clearly announced its position on the issue. That is why we urgently need a new approach to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Then, where is our inspiration? If we turn our attention to the wider international realm, we notice the “universality” of denuclearization.
Today, NWFZs make up more than 50 percent of the global land area, including Central and South America, Africa, Southeast Asia, and
Central Asia, with 116 countries home to NWFZs.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mentions NWFZs, and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UNDC) established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a NWFZ, which was later approv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87, adopted in September 2009, also contains the following
passage:
“Welcoming and supporting the steps taken to conclude nuclear-weapon-free zone treaties and reaffirming the conviction that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nuclear-weapon-free zones on the basis of arrangements freely arrived at among the
States of the region concerned, and in accordance with the 1999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guidelines, enhances

2

For more details, including a draft proposal for the Korean Peninsula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consult the following source: Cheong, Wook-sik. 2020. Hanbandoŭi
kil, wae pihaekchidaein'ga? [The Path of the Korean Peninsula: Why a Nuclear-Weapon-Free Zone?]. Seoul: Yuri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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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olution was proposed by the then U.S. President Barack Obama, during whose term Joe Biden served as vice president. Later, in
a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 aired on October 22, 2020, the then presidential candidate Joe Biden stated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 nuclear-free zone.” It is unclear whether his remark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a NWFZ advocated by this paper and the
United Nations. Still, considering the overall circumstances, the remark is sufficient to be used as grounds for suggesting a NWFZ as
a path to resolving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problem. Instead of being bogged down in the mire of the definition and final state
of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constructs that do not exist and can hardly be agreed upon, if we adopt the Korean Peninsula
NWFZ as the definition and final state of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it may herald a new beginning for us.
The proposed Korean Peninsula NWFZ will be implemented in such a way that North and South Korea sign the treaty as concerned
parties “within the NWFZ” while the five nuclear-weapon states (i.e.,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that also have permanent seats on the UN Security Council sign the treaty protocol as concerned parties “outside the NWFZ.” The basic
provisions of the treaty will ban the development, production, possession, testing, and attainment of nuclear weapons by the two
Koreas as well as the possession of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facilities as stipulated in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reaty will also guarantee, in a legally binding way, that the nuclear-weapon states will
not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two Koreas and that they will not deploy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their delivery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then, can we make of this proposal? Is it not clearer in definition and objectives when
compared with the ambiguous existing concept of denuclearization?
The Korean Peninsula NWFZ is a way to pursue the autonomous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by the two Koreas while also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mat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dopted on April 27, 2018, stipulates that “South and North Korea confirmed the common goal of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t also provides that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actively seek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ubsequent negotiations
were dominated by Pyongyang and Washington, only to produce disappointments. In contras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NWFZs, the United Nations recommends that they a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rrangements freely arrived at among the States of
the region concerned” and that states outside the region provide support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e main concerned parties of any potential Korean Peninsula NWFZ are North and South Korea.
As such, it is crucial to promote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U.S. and other nuclear-weapon states while the two Koreas
are engaged in discussions to establish the NWFZ. The United States, the remainder of the five nuclear-weapon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l have a duty to actively recommend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and to provide support
and cooperation for the cause. In particular,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hich are signatory
candidates for the Korean Peninsula NWFZ treaty protocol, must play an active role in this endeavor as they have the authority to lif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 NWFZ is a necessary step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ut it can also help solve other issues
that have reached an impasse due to a prolonged failure to handle the nuclear issue. To settle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problem,
a diverse range of other objectives, including the normalization of North Korea–U.S. relation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nd arms control protocol, and the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ust be tackled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However, even when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goals of denuclearization, these objectives cannot make any
headway. On the other hand, adopting the concept of a NWFZ as the definition and final goal of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can provide a pathway for these issues to move forward. That is because such action can help create a virtuous cycle between the
NWFZ process and correspond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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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at Are the Positions of the Concerned Parties?

dwindled. Amid such circumstances, it is more sensible to predict and analyze possibl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a
NWFZ and their respective solutions than to reach hasty conclusions about Washington’s negative position.

As previously mentioned, the proposed Korean Peninsula NWFZ is structured in the “two-plus-five” format, where the two Koreas sign
the NWFZ treaty as main concerned parties while the five nuclear-weapon states that are also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ign the treaty protocol.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position of each of the seven concerned parties. Yet, since
the Korean Peninsula NWFZ has never been a public issue, their opinions on the subject are a matter of conjecture. Nevertheless, the
Chinese and Russian experts I contacted responded positively. Similarly, if the United States agrees to the pla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have no reason not to follow suit. In this respect, the key to raising public awareness on the Korean Peninsula NWFZ and
making it a reality lies in the respective positions of Seoul, Pyongyang, and Washington.
Let us first look into Washington’s position. Traditionally, the U.S. has taken a back seat in pursuing the idea of a NWFZ as it has
the potential to interfere with the country’s own nuclear strategie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Washington will support
the Korean Peninsula NWFZ when the U.S. still considers its nuclear capability the core element of its national security and alliance
strategy and when the NWFZ may serve as a hindrance in this regard. If the U.S. strongly rejects the sugges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it will never be realized because South Korea, a U.S. ally, will not be able to push forward with the idea without Washington's
tacit consent and because North Korea, which has hostile relations with the U.S., is unlikely to show interest in the NWFZ without U.S.
involvement.
Still, we don’t need to be pessimistic about Washington’s standpoint. The basic position of the U.S. Government on the NWFZ issue has
been that it has “historically supported NWFZs on the grounds that, when properly crafted and fully implemented, they can contribute
to international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3In particular, the arrival of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NWFZ a public issue in that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atively more inclined to support the idea.
The aforementioned adoption of NWFZ guidelines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9 and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87
in 2009 all took place under Democratic administrations. Prior to the NPT Review Conference held in May 2010, Susan Burk, the then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President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remarked that NWFZs can be “important regional complements
to the global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that they provide “benefits that go beyond the requirements of the NPT.” She
argued that NWFZ treaties generally prohibit the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not explicitly addressed in the NPT,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 zones, and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while requiring the joining of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and high standards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4
It is also noteworthy that President Joe Biden is a strong believer in the merits of nuclea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In his
statement on the 75th anniversary of Hiroshima, Biden noted that, as president, he would “restore American leadership on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as a central pillar of U.S. global leadership.” His presidential camp also stated that President Biden would
take diverse measures to make good on his pledge to reduce the role of nuclear weapons and that “the sole purpose of the U.S.
nuclear arsenal should be deterring — and if necessary, retaliating against — a nuclear attack.” This policy direction from Washington
is more or less in line with the Korean Peninsula NWFZ.
More than anything, if the Biden administration sees that setting up a NWFZ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has been deemed impossible by almost everyone over the past 30 years, the administration will likely
be willing to consider this option because the settlement will be considered a great achievement. Besides, since the U.S. military’s
long-distance force projection capability has become much stronger, the need for the forwar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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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epartment of State, “Nuclear Weapon Free Zones,” https://2009-2017.state.gov/t/isn/anwfz/index.htm.

Now, what of Pyongyang’s take on this issue? It is unclear whether North Korea will agree to the Korean Peninsula NWFZ. It may be
skeptical about whether a NWFZ treaty can fundamentally put an end to U.S. nuclear threats against the regime. However, the NWFZ
is superior to other existing solutions in that it can resolve those threats in a “legally binding way.” At the same time, the NWFZ can
offer North Korea a multilateral security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China,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in the NWFZ
process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to break out of the treaty protocol and pose a nuclear threat to North Korea because
such action will result in backlash from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the rest of the nuclear-weapon states that hold permanent
seats on the UN Security Council. The aforementioned two benefits (i.e., legal bindingness and the multilateral signing of the treaty
protocol)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solving the issue of offering North Korea a security guarantee, the greatest hurdle to the
formation of the NWFZ.
It was, after all, North Korea that initially proposed the building of the “Joseon Peninsula NWFZ” around 1990. The Korean Peninsula
NWFZ proposed here partially resembles the North Korean version, which makes my proposition sound like a pro-North Korean
argument. However, on the contrary, a NWFZ is an international norm and the most promising way to help realize the abandonment
of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a goal deemed almost impossible by virtually every party. Indeed, suggesting the formation of
a NWFZ along with the lifting of the U.S. nuclear threat against the North will serve as a “maximum pressure” strategy against the
Kim Jong-un regime, thereby pushing it toward a strategic decision to adopt the proposal. Kim has little excuse for rejecting the
idea because North Korea was the first concerned party to suggest a NWFZ as a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problem
and because the idea is in line with the official position of Pyongyang proclaimed in June 2016. In fact, the adoption can open the
path to an “honorable choice” for Kim because creating a NWFZ can help realize the teaching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his two
predecessors. This is even more pronounced because the proposal is an empathy-based approach, which has almost never been
attempted, rather than a coercion-based approach that has only produced repeated failures.
In diplomatic negotiations, especially those between hostile countries, there are no solutions that can completely satisfy any one
party even if the negotiations involve the defeated sides. As such, a proposition that is partially satisfactory and partially unsatisfactory
to both parties may be more realistic. The same holds true for the proposal to solve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problem through
a NWFZ.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reaching a consensus through careful negotiation of the demands and suggestions of all
concerned parties is much more desirable than a failed consensus.
For this very reason, the position and role of South Korea can be particularly important.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announce
its official 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WFZ. If the government reviews the idea and makes it a public issue, it may trigger
backlash from conservatives who will insist that the proposal resembles North Korean arguments and could weaken the South
Korea–U.S. alliance. However, such partial similarity may be effective in persuading and pressuring North Korea. Furthermore, since
North Korea is currently the “common enemy”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it is essential that the alliance be softened, a move
that may contribute greatly to reducing potential threats from neighbors such as China and Russia participating in the NWFZ process.
Once the Korean Peninsula NWFZ becomes part of the public discourse, the most common question will be “What happens to the U.S.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However, the truth is that North Korea has virtually abandoned its request fo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since 1992, when Korean Worker’s Party Secretary Kim Yong-sun and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Arnold
Kanter met for discussions. In fact, Kim Jong-un never requested the withdrawal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or the North Korea–
U.S. summit. Even the then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who met with Kim several times, noted that the North Korean leader
“never once, directly or indirectly, raised the issue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However, at the same time, North Korea
has reacted to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drills and the deployment of U.S. strategic assets. Considering such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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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assador Susan F. Burk, “Remarks on Behalf of the U.S. at the Second Conference for States Parties and Signatories to Treaties that Establish Nuclear-Weapon-Free
Zones and Mongolia,” April 30, 2010, https://2009-2017.state.gov/t/isn/rls/rm/1414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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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to be clear about the fact that the stationing of U.S. troops in the South is a matter to be decided by the South Korea–U.S.
alliance while at the same time revising its scope,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armament to better fit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NWFZ and relevant arms control protocols.
The Korean Peninsula NWFZ is still an unfamiliar proposition. Even the Korean government, not to mention governments of other
countries, has yet to conduct an official review of the idea. As such, we first need to make the NWFZ part of public discourse in the
realm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the Nation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society at large. Actors who have contacts
in North Korea also need to deliver the idea to the North. However, more than anything, both South Korea and the U.S. must first
reach out to North Korea once they determine that, after careful examination and discussion, creating a NWFZ would have utility in
resolving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problem. Such efforts can, in turn, help bring the subject of MLBD (Multilateral Legally Binding
Denuclearization) into public discours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dubbed “mission impossible.” With each concerned party positing different
ideas about denuclearization, it has been difficult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corresponding measures such as the lift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se circumstances have made the NWFZ — an already familiar idea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n
unfamiliar one as a solution to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issue — even more compelling. To international society at large, NWFZs
are a “given,” but a NWFZ is “new” as an answer to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problem. If so, could not the formation of a NWFZ
serve as a “new normal” in attempts to tackle the issue? How about carrying forward the idea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treaty and
naming it the “Yongbyon Treaty” after the name of the region home to North Korea’s nuclear activities?

4. A New Peace Road Map Built on the Korean Peninsula NWFZ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NWFZ proposition, we can build a concrete road map for peace. With the adoption of the NWFZ as
the definition and final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s a starting point and signing the Korean Peninsula NWFZ
treaty as a destination, we can implement, in the space between these two objectives, a three-phase process as outlined below. The
following road map reflects the intent that a future consensus to be reached through negotiation should contain comprehensive and
concrete agreements and a phased, simultaneous, and multifaceted implementation.
- Starting Point: The concerned parties5 reach a consensus on establishing a NWFZ as the definition and objective of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based on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DC guidelines on
NWFZs6.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s a resolution to support and encourage cooperation with this cause.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lts its annual March and August joint military drills, while North Korea postpones all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nuclear testing and satellite launches.
- Phase 1: In the presence of foreign governments or organizations as witnesses, North Korea begins to decommission all nuclear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and halts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In addition, the North submits a full list of its nuclear
facilities and reports the total inventory of its nuclear material and weapons. As for the disposal of nuclear material and weapons,
shipment to a third country is discussed. The U.S. softe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two countries open liaison offices in
their respective capital cities. Then,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start negotiat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The
two Koreas resume economic cooperation within the limits set by softened UN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begin negotiating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WFZ. Visits of separated families take pla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North

5

Here, the concerned parties may include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r constitute six-party talks involving the
two Koreas,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Japan.

6

As previously mentioned, if such consensus cannot be reached during early-stage talks, a low-level consensus that can reflect such intent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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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 2: North Korea reports the details of all of its nuclear material and weapons, and processes nuclear material so that it becomes
unusable for manufacturing nuclear weapons. The North also begins dismantlement of all nuclear weapon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disposal of 50 percent of its reported nuclear weapons. The North also rejoins the NPT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 Agreement. The U.S. further softens its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the two countries’ liaison offices
are upgraded to permanent missions. The two Koreas, the U.S., and China sign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The two
Koreas negotiate and implement phased arms reduction protocols.
- Phase 3: Within one year of the signing of the peace agreement, North Korea disposes of its remain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ith nuclear warheads, and joins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The U.S. completely lifts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the two
countries raise their diplomatic relations to the ambassadorial level.
- Destination: The two Koreas sign the Korean Peninsula NWFZ treaty and jo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sign the Korean Peninsula NWFZ treaty protocol.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s a resolution that approves the Korean Peninsula NWFZ.
The idea of promoting a peace process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NWFZ is a novel approach. Furthermore, the aforementioned
three-phase process contains new perspectives and insights. To begin with, other existing approaches have focused on the “place”
aspect, that is, the Yongbyon region, home to a number of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is road map is focused
on the “targets of disposal.” It proposes a phased approach to nuclear disarmament: a permanent halt in the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the decommissioning of relevant facilities7 ; then, the processing of nuclear material for disposal and th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 facilities; and finally, the disposal of nuclear weapons, including nuclear warhead missiles. In the second phase, the
road map also suggests a multifaceted implementation, involving the disposal of 50 percent of all reported nuclear weapons. When
targets for disposal are clearly defined, it becomes much easier to propose corresponding measures. At the same time, a phased and
multifaceted implementation can prevent the halt or reversal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n that the completion of one
phase builds a bridge to the next phase.
The road map also contains content on nuclear status reporting and verification. Previously, nuclear reporting only served as a
breeding ground for conflict. North Korea reported its nuclear status twice in the past. The first time was in 1992, when it submitted
a report to the IAEA. At the time, the North reported various nuclear facilities and the extraction of 90 grams of plutonium. However,
U.S. intelligence agencies did not believe the report and instead insisted that North Korea had nearly ten kilograms of plutonium,
a sufficient quantity to produce one or two nuclear weapons. Based on this plutonium discrepancy, the U.S. requested a special
inspection, but North Korea rejected the request as an infringement of its sovereignty. In 1994, such conflict caused the worst crisis
on the peninsula since the Korean War. However, later in 2008, after reviewing the operational records of nuclear facilities submitted
by the North, the U.S. announced its provisional conclusion that the 1992 North Korean report was indeed accurate.
The second North Korean report took place in 2007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3rd agreement of the Six-Party Talks. At the
time, the North reported that it had 30.6 kilograms of plutonium, and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accepted this, which,
nevertheless, provoked a strong backlash from neoconservatives, including Vice President Dick Cheney. They argued that the report
left out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s well as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program and details regarding the export
of nuclear facilities to Syria. On the basis of this claim, they requested a virtual carte blanche to conduct verification, with Seoul and
Tokyo supporting the idea. However, North Korea refused to cooperate, which led South Korea’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stop providing energy assistance to the North and caused the Six-Party Talks to break down. The main cause of this conflict was Seoul,

7

If the concerned parties agree to this, it can make way for other necessary actions, such as field visits to areas suspected to be home to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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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and Tokyo’s push to quicken the verification process when, in fact, the Six-Party Talks had already decided to discuss the
verification issue during the next phase.

looms over the horizon. This argument is bolstered by the fact that all agreements among the concerned parties thus far are based on
the simultaneous and parallel implementation of a peace regime and denuclearization.

As highlighted in this precedent, even if North Korea does submit a nuclear status report, the statistics in the report are highly likely
to differ from U.S. estimates, which, in turn, will probably raise the issue of verification. It is even more so becaus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has since become more advanced and diversified. Against this backdrop, to resolve the verification issue, it is very
important to push forward with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process. North Korea has been demanding the “termination
of the state of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fu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s such, bringing these
demands closer to reality can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issues surrounding North Korea’s nuclear status reporting and subsequent
verification. To that end, the road map suggests, in the first phase, the launching of a negotiation process for a peace agre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liaison offic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n the second phase,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and
the installation of permanent mis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n the third phas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m. In step with each phase, the road map also suggests North Korea’s reporting of all 8nuclear facilities and total amounts
of nuclear material and weapons, followed by the detailed reporting of all nuclear material and weapons, the return to the NPT and
the IAEA Safeguard Agreement, and finally the joining of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In this light, the proposal that a peace agreement must be signed during the second phase reflects such intent. If the denuclearization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 first and second phases are fully implemented, that means that nearly 80 perc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ismantlement process has been completed. That is because by that time,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and other areas used
for nuclear armament and other purposes will have been “practically” decommissioned,11 with 50 percent of all nuclear material and
weapons disposed of and dismantled. The road map also suggests that the remaining nuclear weapons will be dismantled within a
year after the signing of the peace agreement. All these requirements, when fulfilled, will be a sufficient prerequisite for the realization
of a peace agreement.

Regarding the disposal of nuclear material and weapons, the road map suggests sending them to a third country, with Russia being a
prime candidate9. A friendly neighbor that shares a border with North Korea, Russia has the most experience in nuclear dismantlement
and has the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necessary to dispose of nuclear weapons. 10 The U.S. and Russia were once engaged in th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program. At the time, Joe Biden, the then U.S. Senator, was very active in the program. Among the
several benefits of this proposal on the topic of nuclear disposal, the greatest benefit is that chemistry among the concerned states
can lead to significant time savings. That is because the moment North Korea’s nuclear material and weapons cross the border and
reach Russia,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ecomes virtually complete.
A systematic and rapid denuclearization process can also contribute to realizing the peace regime process, one of the major tasks
required to resolve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If negotiations for a peace agreement begin in the first phase, it can not only help
the concerned parties reach a consensus on and implement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phase but also help build a bridge to the
next phase. This holds true because North Korea had previously mentioned that a mere resumption of peace agreement negotiations
could create the momentum for denuclearization and because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requires next-level cooperation. The
road map’s proposal for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during the second phase also reflects such intent.
Regarding this approach, critics may doubt the validity of signing a peace agreement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However, a peace agreement is not a peace regime in and of itself but an important part of it because the regime will be
completed only when the provisions of the peace agreement are fully implemented and followed. However, given the fact that
a consensus on denuclearization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denuclearization, the intent of such
skepticism is understandable. Considering this context, it is apropos for the concerned parties to sign a peace agreement around the
time when a fair amount of progress has been achieved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and when the completion of denuclearization

8

If North Korea is required to report only total amounts, we can avoid the argument that the North is being required to voluntarily provide a list of targets for U.S. preemptive
strikes.

9

For more details on this topic, consult Seo, Bo-hyeok, Wook-sik Cheong et al. 2019. Hanbando p'yŏnghwach'eje kwallyŏn chaengjŏmgwa ihaengbangan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nd Its Implementation Measures], 209–214.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e also The Path of the
Korean Peninsula: Why a Nuclear-Weapon-Free Zone? mentioned in Note 1).

10

A
 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in December 1991, Ukraine, Kazakhstan, and Belarus became the world's third, fourth, and fifth largest nuclear powers, respectively. After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Russia, the three countries had all of their nuclear weapons relocated to Russia fo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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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ere, the expression “practically” was us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although the facilities will be promptly dismantled to prevent further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and materials, a complete decommissioning will still take around ten years as it involves the decontamination and pur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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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수학하였다. 이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
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KIM Jungsup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Sejong Institute. He retired as the Assistant Minister for Planning & Coordination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2020 after serving for 27 years in the same organization. During his service, he held multiple
key positions including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Policy Division, the Director of the Organization and Planning and Budget
Officer. His important jobs included the Korea-U.S. alliance and defense policy as a member of the NSC Strategic Planning Office and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t the Blue House. 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tudied at the Kennedy School of Harvard University before earning a doctorate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Oxford
University in the UK.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문제 제기
북한 핵 위협이 제기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와 연관되어 검토되어 왔다. 비핵화 로드맵과 평화체제 로드맵이 서로 연동되
어 있고, 비핵화 달성이 곧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전반의
군사력 문제, 즉 재래식 군비통제의 주제를 다루어야 완성될 수 있다. 남북 간 적대상태의 근저에는 핵 위협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대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의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우
리가 한반도 군비통제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
존 <9.19 군사합의>의 한계를 보완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된 모라토리움이 유지되고 있으나, 사실상의 쌍중단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 9.19군사합의에 위반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남측의 국방예산 증액, F-35 실전 배치 등 주
요 전력증강이나 태극연습 등 한국군의 주요 훈련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2019
년 5월부터 단거리 전술 유도무기를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하였고, 제8차 당대회에서는 국방력 현대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한국
내에서도 북한의 군사행동이 있을 때마다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9.19 군사합의>
가 군사분계선 인근을 중심으로 한 우발적 충돌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재래식 군비통제 논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평화체제 구축 과정은 물론 그 이후에도 남북 간 군사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이상적으로는 남북간 화해 협력이 실현되어 냉전이 종식된다고 할 수 있다. 북미
관계도 정상화되고 남북 간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군사적 위협인식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가의 안위와 체제 유지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력 보존은 계속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하나의 민족이 다른 정치경제 시스템을 유지
한 채 공존하는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경쟁이 당분간 계속되거나 강화된다고 전망한다
면 한반도에서 안보적 대립 구도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북미 화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될 것
이고,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유대를 통해 안보적, 경제적 보험을 두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평화체제 구축이 완벽한 냉
전 종식이 아니라 동서 냉전 시대의 데탕뜨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띨 가능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남북간 군사력 균
형은 어떤 상태여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떻게 군비통제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유럽의 군비통제의 경험과 <9.19 군사합의>의 의미
가.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군사적 신뢰구축은 적대국간 오해(misunderstanding)나 오인(misperception), 두려움(fear)을 감소시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발
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일체의 조치를 말한다. 병력 규모나 무기체계 등 군사력의 실체와 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고 훈련, 기동, 배치 등을 통
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의 운용적 군비통제라고 할 수 있는 CSCE는
미국, 캐나다, 소련을 포함하여 유럽의 모든 나라가 참여한 35개국 회의로서 1973년 7월부터 시작되어 세 가지 성과물을 도출해 낸 바 있

322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323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2 Peace Movement Session Ⅰ-2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2 Peace Movement Session Ⅰ- 2

다.1 첫 번째 성과물은 1975년 헬싱키 최종선언에 담긴 신뢰구축 조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럽과 구소련 일부를 대상 지역으로 하여 병
력 2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훈련에 대해 21일 전 사전 통보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훈련 참관단 초청에 대해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1986년에 도출된 스톡홀름 협약은 헬싱키 협약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용 대상과 규제
사항을 대폭 확대하였다. 적용 지역이 전 유럽으로 확대되었고, 규제 대상도 병력 13,000명 이상, 300대 이상의 전차가 동원되는 군사훈
련에 대해 42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다. 세 번째 성과물은 1990년에 합의된 비엔나 협약이었다. 지리적 적용 대상과 규제 훈
련의 종류와 규모는 스톡홀름 협약과 동일하나 훈련 통보 조치가 강화되었다. 40,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훈련에 대해 기존 1년에서 2년
전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했고, 횟수도 2년에 1회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이 같은 세 단계의 걸친 신뢰구축 조치는 유럽의 군사적 긴장 완화
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다. 1986년에 이르러 유럽에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기동이 대폭 감소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적
기동에 대한 사전 통보 횟수가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상대의 의도와 움직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특히 합의사항
을 확인하는 검증 작업이 진행되면서 잠재적 적대국 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신뢰도가 향상되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과잉행동이 의도하지 않은 위기고조와 무력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양측 군의 접촉면
을 최소화하려는 9.19 군사합의의 조치들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9.19 군사합의가 초보적 수준의 운
용적 군비통제만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분계선과 NLL 인접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부작위는 지켜지고 있는 반면,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군사
공동위 구성 등 적극적인 남북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북측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나. 구조적 군비통제(군축) : 재래식 무기감축(CFE :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유럽의 군축 협상은 1989년 3월 재래식무기감축(CFE :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1990년 11월 재래식무기의 폐기에 이어 1992년 10월에는 병력 감축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CFE의 핵심 내
용은 공격용 5대 무기(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의 감축을 규정한 것이다. 전차의 경우 보유 상한선을 20,000대로 규정, 나
토는 5,091대를 바르샤바 군은 13,191대를 감축하도록 했고, 장갑차는 30,000대가 상한선으로 설정되어 나토는 4,666대, 바르샤바 군은
10,950대를 줄이도록 규정했다. 이외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도 각각 20,000문, 6,800대, 2,000대를 보유 상한선으로 규제했다.2 동
일 숫자나 비율 감소가 아니라 상한선 개념으로 감축했기 때문에 바르샤바 군의 감축 규모가 훨씬 큰 것이 특징이다. CFE가 성공을 거두
게 됨에 따라 유럽은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재래식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5대 공격무기의 규모를 대폭 감
축함으로써 기습공격 능력과 대규모 공격 능력의 감소되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었다. 재래식 군축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
소간 핵 군비통제의 진전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1987년에 합의된 중거리핵무기폐기조약으로 핵무기 위협이 재래식 군축의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INF 조약에서 이미 검증문제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 폐기에 대해서도 검증·사찰이 손쉽게 합의
된 측면이 있었다.

다. <9.19 군사합의>의 의의와 한계
남북한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전형적인 신뢰구축 조치와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담고 있다. 9.19 군사합
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상, 해상, 공중을 망라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
적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었고,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협의할
통로로서 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 가동에 대해서도 합의하였다. 9.19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완충구역 설정에 따라
우리군이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한국군이 우월한 위치에 있
던 공중 정찰 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은 9.19 군사합의가 지향하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9.19군사합의는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어느 일방의 의도
적 도발과 억제의 실패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발적 충돌이나 위기관리의 실패로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바로 유럽의
CSCE 협상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억제력 보존도 중요하지만 자칫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1

이상철, “CSCE를 통한 유럽 군비통제의 교훈” 『한반도 군비통제 8』 (1992);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참조.

2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p.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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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군비통제의 환경 : 기존 접근법의 한계와 핵심 쟁점
가. 한반도 군비통제 환경의 특징 : 다층적인 비대칭성
먼저 남북한 간에는 위협 인식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은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주요 위협대상으
로 인식하는 비대칭적인 위협인식을 말한다. 냉전 종식 이후 교차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국만이 중국, 러시아와 수교하여 북한은 여
전히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공격 능력 제거 등 군축을 추진할 동기가 있으나, 북한
은 미국의 위협 해소를 안전보장의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어 남북한 간 군축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 간 군사 능력의 비
대칭성이 존재한다.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이 양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이 이를 질적 우위를 통해 상쇄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
다. 군비통제 쌍방 간에 군사 능력의 비대칭성이 심할수록 재래식 군축을 적용하는 데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유럽의 경우 나토와 바르샤
바 군의 무기체계가 성능 면에서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질적인 요소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지만, 남북한 간에는 한층 복잡한 고려가 개입
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차를 감축할 경우 군사력 비교 분석에 사용되는 전력지수를 산출하여 질적 요소를 반영해야 하는데, 무기
체계별로 화력, 기동성, 방호력 등 모든 질적 요소를 수치화하는 작업이 결코 간단하지 않고 남북간에 이러한 질적 평가에 대해 합의를 도
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군사 능력이 비대칭적일 경우 무엇이 균형적인 감축인가에 대해 남북한 간에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의 성격과 전략적 안정성
유럽의 군비통제는 주로 지상군을 통한 대규모 기습 공격의 위험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력 이동 시 사전 통
보, 전차, 장갑차 등 공격무기의 감축 등은 당시 나토와 바르샤바 측이 공유했던 이러한 위협인식을 반영한 결과였다. 한반도의 경우도 북
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기습적으로 남침하는 상황이 심각하고 위험한 시나리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북한의 위협은 단
순히 지상군 남침이 아니라 미사일과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부각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한국군의 지상군보다는 한
미의 최첨단 해공군 전력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발충돌의 가능성도 지상 군사분계선 뿐 아니라 NLL 인근 등
해상, 공중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넘는 지상 공격무기 중심의 군비통제는 충분히
적실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간 군축은 자칫 남북한 전략적 안정의 토대인 쌍방 억제를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지 유념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사정포 후방 배치, 공격무기 감축과 같은 전통적인 군축 조치들은 기습 공격 위험을 낮추는 긍정적
인 의도와 효과가 있으나, 공포의 균형의 토대인 보복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억제능
력을 감소시키는 군축 제안 수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북한의 핵무장 상태 下 재래식 군축의 문제
현재 남북한 군비통제의 최대 난관은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군사력 균형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군축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재래식 군축은 남북한이 당사자인 반면에 핵군비
통제(북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 과정이라는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수준과 연계되지 않는 재래식 군축은
군사적인 합리성과 정치적 명분 면에서 모두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CSCE나 CFE 같은 재래식 군비통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핵과 미사일과 같은 전략무기에 대해 미소간에 별도의 양자 협상이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예를 들어 1975년 헬싱키 협약
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1)이 체결되었기에 가능했고, 1986년 스톡홀름 협약은 다음 해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력(INF)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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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진전과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1990년의 CFE도 냉전 종식 분위기 하에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체결과 동시에 진
행되어 얻어진 결과물이었다. 다시 말해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와 핵군비통제는 투 트랙으로 진행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다.3 한편 핵 군비통제와 재래식 군축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핵 보유 국가는 핵 군비통제와 재래식 군축을 자신
의 총체적 군사력 관점에서 이해한다. 핵무장국이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게 될 경우 자신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
핵화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히려 재래식 군축을 핵무기를 통해 보완하는 ‘핵 대체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핵 사용 문턱(nuclear threshold)을 낮추어 저강도 위기단계에서도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최소한의 억제력 보유를 위해 재래식 전력은 더욱 보강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 동북아 안보 상황 측면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동북아 안보상황 측면이다. 최근 동북아 역내국 간 대립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역 내 군비증강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러시아의 군
사력 증강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남북한 재래식 군축은 북한 위협뿐 아니라 불안정한 역내 동북아 안보 질서를 염두에 두고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냉전 시대 나토와 바르샤바 군은 상대 진영만이 유일한 위협이었으나 한국으로서는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
협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대응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사일이나 해공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경우 주변국 위협
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국방력 관점에서 남북간 군축에 접근해야 한다. 즉,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주변국)에 대한 억제
와 대응,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적 안보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4.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 방향
가. 스톡홀름 협약 수준으로 운용적 군비통제 심화
현재 9.19 군사합의가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해서만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포괄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 군사활동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어서 한미연합훈련이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둘
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군비통제 조치는 유럽의 스톡홀름 협약의 사례처럼 장
소를 불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및 상호 참관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병부대는
사단급 이상, 포병·기계화부대는 여단급 이상을 대상으로 차년도 훈련계획을 미리 상호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 당국 간 사전 검토를 통해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9.19 군
사합의는 유럽의 초기 신뢰구축 조치인 헬싱키 협약과 마찬가지로 상호 검증 제도가 미비하다. 따라서 현장 사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지
나치게 침투적인 방식은 피하되 일정 수준의 상호 검증을 통해 남북한 간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안과 연관지어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북
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006년 이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결의안 위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
사에 대해 사전 통보와 참관 의무를 합의한다는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당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4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 비
핵화 진전과 연동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관점에서는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단순히 유엔결의안 차원의 금지보다는 운용적 군비통제 차원의 접
근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남북간 운용적 군비통제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부대의 이동과 훈련뿐 아니라 미사
일 시험 발사를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운용적 군비통제 차원에서 검토해야 함을 뜻한다.

3

황일도, “냉전기 군비통제체제의 한반도·동북아 적용 가능성” 『정책연구시리즈 2019-1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19), p. 36.

4

황일도, “냉전기 군비통제체제의 한반도·동북아 적용 가능성”,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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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과잉 군사력 축소
남북한 간 재래식 군비통제는 무엇보다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상 재래식 군축의 경우 공
격형 무기(기동무기, 전투기, 미사일 등)의 감축에 초점을 맞추게 되나, 이로 인해 오히려 군사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
다. 무엇보다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군사적,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균형적인 감축’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입장에서도 대남 억제력의 근간인 장사정포, 단거리 미사일 등을 무력
화하는 재배치나 감축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북미간에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미 본토를 겨냥하는 응징억제 역량
은 타협할 여지가 있겠지만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거부적 억제 능력까지 포기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근간인 쌍방 억제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군비통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군축을 추진할 경
우 가능한 부분은 과잉 억제/공격 능력의 감축이다. 억제가 한반도 전략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역설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
라도 현재 한미와 북한이 상대방을 겨냥하고 있는 공격 능력은 과잉 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억제는 필요하지만 군사력의 과잉과 포
화상태는 불필요하고 위험하다.5 관건은 남북한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충분한 억제력 수준이라고 판단하는가에 있다. 고르바초프 등장
으로 소련의 지도부가 방어충분성(defensive sufficiency) 개념에 입각하여 필요 이상의 군사력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고
의 전환을 이루어 냈듯이 남북한 간에도 과잉 억제와 잉여 군사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억제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
보다 우위에 서려는 확전 우세(escalation dominance)가 아니라 쌍방 억제를 수용하는 확전통제(escalation control)의 관점에서 군사력
건설과 교리의 선택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 도래할 남북공동안보 시대를 지향하는 군축 추진
남북한 재래식 군축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일정 정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군
의 재래식 능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수용이 곤란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 과정 중에 재래식 군축에 적극적으
로 나서지 않을 것이며, 만약 재래식 군축의 압박이 크다면 오히려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한편 북한 비핵
화 수준에 맞추어 남북간 군축을 추진할 경우 중요한 것은 미래 남북의 군사력은 한반도를 공동 이해 주체로 하는 공동안보의 협력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주변국의 위협을 억지하고 국지적 분쟁 시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확전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
은 구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런 시대를 내다보는 거시 전략적 안목에서 군비축소의 항목과 수준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군
비통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쌍무적 협상에 의존할 필요 없이 사안에 따라서는 한국의 일방적 조치로 선도해 나가는 방식도 고려해
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다층적인 비대칭성과 비핵화 과정, 그리고 주변국 위협이라는 복합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북한과 쌍무적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병력감축, 전력증강 규모와 방향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되 이를 불확실한 남북 군축협상과 국내적 논란에 종속시키기보다는 한국군의 군 현대화와 정예화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병력 감축 등을 남북 군축의 아젠다로 접근할 경우 군축 협상이 교착될 경우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정예화, 첨단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의 선도적 감군이 있을 경우 북한도 자체 필요에 따라 병력 감축 등 호응이 있을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운용적 군비통제는 남북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조적 군비통제의 경우 사안별로는 쌍무적,
일방적 접근을 유연하게 혼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김정섭,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국가전략』 제21권 2호, pp. 18-19.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327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2 Peace Movement Session Ⅰ-2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2 Peace Movement Session Ⅰ- 2
Peninsula should not dismiss the importance of the issues of what level of military balance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reach given
the above situation and what arms control approach they should take.

Directions for Arms Control an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Jungsup KIM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1. Introduction
Since North Korea first alarmed the world by flexing its nuclear muscle, denuclearization has remained at the center of discussion and
decision-making on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true that a roadmap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a roadmap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closely linked. It is also true that denuclearization is structurally tied to peace
on the Peninsula. Despite all this, any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complete if it
fails to go beyond the issue of nuclear disarmament and address the topic of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e.,
the issue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The root of inter-Korean military tension is not only the North’s nuclear issue but also the
large,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aimed at each other. Thus, conventional military balancing plays an integral role in an inter-Korean
peacebuilding process. Indeed, conventional arms control deserves as much attention as denuclearization for two reasons. First, as
denuclear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are increasingly likely to devolve into a prolonged stalemate, more efforts are necessary to
make up for the limits of the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19, 2018, in which the two nation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 a stable security situation. Although North Korea has, to date,
upheld its moratorium on nuclear tests, which was implicitly agreed upon at the 2018 North Korea-U.S. Singapore Summit, despite
the collapse of the following North Korea-U.S. summit in Hanoi, it is uncertain how long the moratorium can last. In fact, the North has
constantly raised issues with the South’s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 claiming that the joint drills go against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It has also expressed its displeasure with the South’s military budget increases, F-35 stealth fighter deployment,
other force enhancements, and even its independent Taegeuk exercise, continually raising the tone of its criticism. Oddly enough,
however, the North has been accelerating its short-range “tactical guided weapon” test firings since May 2019. In addition, it has
recently proclaimed its intent to modernize its forces in their entirety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se military
movements by the North have also drawn instant criticism from the South for violating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All of this
controversy over who is violating the joint declaration arises in large part from the fact that the document places its focus only on
preventing accidental military clashe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leaving much ambiguity related to other areas.
Another reason for the importance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is that military issues will remain high on the agenda of inter-Korean
talks during and even after the peacebuilding process. Ideally, one would imagine that if a peace regime is established on the Peninsula,
it will bring about a new era of full-fledge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resulting resolution of
the Cold War on the Peninsula, normalization of North Korea-U.S. relations, and end to both Koreas’ concerns and worries about the
other’s military threats. Such a thaw in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will not completely erase their fundamental need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military strength for the purposes of national security and regime maintenance. This is because much ambiguity
and uncertainty is inherent in the idea of the two Koreas coexisting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n particular, if the
current U.S.-China friction continues or escalates, the security standoff on the Peninsula will not end any time soon. Furthermore,
improvements in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also not bring an end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South.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will continue its alliance with China to ensure it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After
all, a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will not mean the ultimate end to the Cold War for the two Koreas. Rather, it will likely create a
‘détente’ state, much like the easing of Cold War tension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In this line, any discourse on peace on the

328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 Europe’s arms control experience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a. Confidence-building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Confidence-building in the military sphere refers to any and all measures taken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s and lower the possibilities
of war by means of reducing the misunderstandings, misperceptions, and fears that drive conflicts among enemy states. These
measures are often called “operational arms control,” as they control military training, movement and maneuvers, deployment, and
other operational aspects without affecting force size, weapons systems, and other actual force composition and structure.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which is the main body responsible for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s joined by 35 member states, including all European nations, the U.S., Canada, and Russia. Launched in July 1973, it produced three
major accomplishments.1 The first accomplishment was that it include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the 1975 Helsinki Final
Act. One such measure was its 21-day notice requirement in advance of military maneuvers involving over 25,000 troops in certain
European areas and the Soviet Union. However, this had its own limit in that it left observer invitation to such military maneuvers to
the sole discretion of the member states.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the Stockholm Agreement, which was the CSCE’s second
accomplishment, was signed in 1986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preceding document and increase the coverage and
rigorousness of the prior notice requirement. With the signing of the Stockholm Agreement, the notice requirement covered the
entire European region and military maneuvers involving at least 13,000 troops or 300 tanks, and the advance notice period was
doubled to 42 days. The third accomplishment was the 1990 Vienna Document, which adopted an even tighter notice requirement
with the same geographical coverage and addressed training type and size criteria as in the Stockholm Agreement. More specifically,
it required a one- to two-year notice of military maneuvers involving at least 40,000 troops and limited the number of such largescale training down to once every two years. This three-phase confidence-building process is assessed to have significantly eased
military tensions in Europe. In 1986, Europe saw a considerable drop in the number of large-scale military trainings and maneuvers
and a more than three-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prior notices of military maneuvers of a certain scale or larger. This led to greater
predictability related to military activities and the intentions behind them. Another positive impact of these arms control agreements
in Europe was that their verification regime helped the member states build greater understanding of, and confidence in, potential
enemy states.

b. Structural arms control (disarmament) :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CFE)
Reaching a key turning point with the appearance of Mikhail Gorbachev at the helm of the Soviet Union, European countries began
their negotiation on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CFE) in March 1989. The CFE negotiations brought about an agreement on the
abandonment of conventional weapons in November 1990 and another agreement on the reduction of military forces in October
1992. A key CFE achievement was the reduction of assault weapons in the five categories of tanks, armored combat vehicles, artillery,
combat aircraft, and attack helicopters. In particular, the CFE Treaty set the upper limit of 20,000 tanks, pushing NATO and the Warsaw
Pact forces to reduce their tanks by 5,091 and 13,191, respectively. It also included the upper limit of 30,000 armored combat vehicles,
leading to the reduction of 4,666 vehicles and 10,950 vehicles by NATO and the Warsaw Pact forces. The Treaty stipulated ceilings for
the other three assault weapons : 20,000 artillery pieces, 6,800 combat aircraft units, and 2,000 attack helicopters.2 One interesting
aspect of the CFE Treaty is that because of its concept of upper limits, not numeric or percentage reductions, the Warsaw Pact forces

1

Source: Lee Sangchul. (1992). Lessons from Europe’s CSCE-Based Arms Control.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Vol. 8”; Han Yongseop. (2004).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PAKYOUNGSA.

2

Han Yongseop. (2004).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PAKYOUNGSA.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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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their assault weapons on a far greater scale than NATO. In the end, the success of the Treaty contributed to a secure and stable
balance of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at much lower levels than before. More specifically, the drastic cuts in the five major
conventional weapons weakened the capability of any state to launch an attack or initiate large-scale offensive action. One significant
factor behind the success of the CFE Treaty was the progress made in nuclear arms control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With the two military superpowers signing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 in 1987 to eliminate an
entire class of nuclear weapons, nuclear threats no longer provided a solid rationale for continued reliance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Furthermore, the INF Treaty established a regime of verifying nuclear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making it harder to
continue to deny the same verification regime for conventional arms control.

between the two nations. Second, there is also an asymmetry in military capabilities. The North has an advantage over the South
regarding volume of conventional armed forces. However, this quantitative advantage is offset by the South’s qualitative military
supremacy. The greater asymmetry in military capabilities between the arms reduction parties, the greater difficulty in accomplishing
arms reduction. Unlike in Europe, where a qualitative advantage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because NATO and the Warsaw Pact
troops did not have a notable performance gap between their weapons systems, the inter-Korean arms reduction process requires
more complex considerations. Take, for example,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tanks. This requires both parties to calculate their
combat power index first, which is used to compare military strength, and then reflect qualitative factors to that value. Still, it is not
easy to convert all qualitative factors, such as firepower, mobility, and protection, into a numeric value. Nor is it any easier to bring
the two Koreas to an agreement to conduct this qualitative assessment in the first place. Given that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re
asymmetrical, the issue of what constitutes balanced force reduction will highly likely create much controversy not only between the
two nations, but also within the South.

c. Significance and limits of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signed by South and North Korea in Pyongyang in 2018 contains traditional confidence-building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measures. The key element of the Joint Declaration is the prohibition of mutual hostilities on land, air,
and sea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t also includes the demilitarization of the Joint Security Area (JSA) in Panmunjom and
the removal of front-line guard posts within one kilometer of the border. In the Joint Declaration, the two Koreas agreed to establish
a maritime peace zone and a pilot joint fishing zone in the West Sea, seek military security guarantee measures for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establish and operate a joint military committee to discuss ways to implement these measures. Despite
this, the Joint Declaration has been met with voices of concern. Chief among them is that the newly established buffer zones block
the South Korean military from performing its necessary exercises in full. In particular, critics complain that the no-fly zone limits the
use of the South’s superior aerial surveillance assets. However, this criticism somehow reveals an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purpose of the military confidence-building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measures pursued by the military accord. The
ultimate push for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came from the acknowledgement that a military clash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triggered not only by any party’s intentional provocation or deterrence failure, but also by an accidental incident
or risk management failure. As such, this demonstrates that the Joint Declaration is in the same spirit espoused by Europe’s CSCE
negotiations. For successful war prevention,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 credible deterrent. Also important is to avoid the possibility
of allowing any charged action to lead to unintended crisis escalation or military confrontation. Designed to minimize the points of
contac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aforementioned measures set
forth in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have a significant meaning in terms of risk management. Despite such progress, what is
regretful about the Joint Declaration is that it contains only a very rudimentary level of operational arms control measures. Worse, the
measures center on areas adjacent to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leaving the Joint Declaration
itself inadequate in terms of its geographical coverage. Another limit of the military accord is that while its measure of inaction, i.e.,
the suspension of hostile activities, has been well respected, its measures of action, including the joint excavation of war remains,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composition of a joint military committee, have yet to be implemented by the North.

3. The Korean Peninsula’s arms control landscape : limits of the existing approaches and related key issues
of contention
a.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ninsula’s arms control landscape : multi-level asymmetry
First, there is an asymmetry in threat recogn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be specific, South Korea recognizes the North as
a threat, while the North perceives the U.S. to be its main source of threat. These asymmetric threat perceptions stem largely from the
fact tha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North failed to achieve cross recognition unlike the South, which opened its ties with China
and Russia. This left the North locked in a prolonged state of enmity with the U.S. that continues to date. In this line, the South has
enough motivation to push forward with arms reduction,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the North’s capabilities to attack, whereas the
North deems the removal of the U.S. threat a prerequisite for its state security. This difference hinders the progress of arms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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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aracteristics of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rategic stability
Removing the threat of large-scale surprise attacks by ground forces was the key objective of the arms control endeavors in Europe.
Acknowledging the graveness of these threats, European nations came forward to agree on the forceful arms reduction measures,
including the advance notice of military maneuvers of a certain scale or larger and the reduction of tanks, armored combat vehicles,
and other assault weapons.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under the constant threat of a similar kind : the North’s possible surprise
invasion of the South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However, a traditional ground-force invasion is not the only threat faced by
the Peninsula. As the North has stepped up the pace of its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ince the 1990s, the Peninsula
is now faced with yet another growing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Furthermore, the North has been responding
more sensitively to the state-of-the-art South Korea-U.S. naval and air forces than to the South’s ground forces. In addition, the risk of
accidental military encounters between the two Koreas is no longer limited to the ground area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t is rapidly growing in the waters and air space near the NLL. Due to this unique, complex security environment faced by the Korean
Peninsula, conventional ground-based assault weapons-only arms control cannot be a viable solution. Moreover, any inter-Korean
arms control process should be pursued in a way that does not undermine the current strategically stable security situation sustained
by mutual deterrence. Traditional arms control measures, such as relocating long-range artillery pieces and reducing the number of
assault weapons, are positive and effective in reducing the risk of surprise attacks, but they can also weaken survivable retaliatory
capabilities, which ironically create the delicate balance of terror. The North, in particular, is likely to be enthusiastic about deterrenceweakening arms control ideas.

c. Problem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The main hurdle on the road to inter-Korean arms control is a nuclear-armed North Korea. Since nuclear weapons account for a
substantial share of the military balance of powe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take conventional arms control to a meaningful level
with the nuclear arsenal left unchecked. Furthermore, conventional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has a structural problem.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 are the two parties to inter-Korean conventional arms control negotiations, nuclear arms control,
i.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bound by the U.S.-North Korea negotiation mechanism. In this regard, inter-Korean
conventional arms control efforts alone, if not aligned to the level of denuclearization undertaken by the North, will not have adequate
military rationale and political justification to be sustained. The same was true in Europe’s case. The CSCE and CFE negotiations for
conventional arms control were successful especially because they were backed by the U.S.-Soviet Union negotiations to reduce
nuclear weapons, missiles, and other strategic weapons. Take, for example, the 1975 Helsinki Final Act,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wake of the 1972 Strategic Arms Limitation Treaty (SALT 1). The 1986 Stockholm Agreement was spurred on by rapid progress in
the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 (INF) negotiations that resulted in the INF Treaty the following year in 1987. In addition, the
1990 CFE Treaty was encouraged by the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START) rapidly moving forward near the end of the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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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In short, arms control in Europe was successful because it was pursued on two tracks : one for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the other for nuclear arms control.3 Based on the above, nuclear and conventional arms control should be understood in tandem.
Nuclear-armed states do not see the two arms control programs as two different entities. Due to this holistic view, when they are
forced to reduce their conventional weapons, they are likely to reinforce their nuclear power or at least be less enthusiastic about
denuclearization. This opens up the possibility of ‘nuclear substitution’, where they increase their nuclear weapons as a substitute for
their reduced conventional arms stockpile in an attempt to lower the threshold for nuclear use and thereby increase the credibility
of nuclear deterrence, even at a time of low-level crisis. Conversely, any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will provide these states an
incentive to strengthen their conventional capabilities for minimum deterrence.

would give the North false grounds to justify its launch activities.4 This issue, therefore, will require prior discussion with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how to treat the North’s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consideration of progress made in
its denuclearization process. From a practical viewpoint, the issue requires an operational arms control approach, which moves away
from the current sole reliance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ecause the North’s short-range missile activities pose an actual
security threat to the South. This will make an inter-Korean operational arms control program more valid and effective as it covers not
only military maneuvers and training, but also missile launches.

d.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Another crucial factor is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landscape. Increasingly fierce conflicts and rivalries in Northeast Asia have
accelerated the arms race in the region. To be specific,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intensified. Japan
has been gearing up to become a normal military state, and Russia has been building up its military power as well. In this changing
security context, inter-Korean conventional arms control should be pursued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North Korean threat, but
also the growing instability of the region’s security order. While NATO and the Warsaw Pact forces were the only threat to each other
in Cold War Europe, South Korea today should be militarily capable of deterring and countering potential threats not only form North
Korea, but also from its neighboring countries. For this reason, when it comes to reducing missiles and state-of-the-art conventional
naval and air weapons in an inter-Korean arms control program, it should consider all dimensions of power, including possible threats
from neighbor states. In other words,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a multi-level approach that covers all security
aspects, including the South’s capability to deter and counter possible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nd meet potential military
contribution requests at the level equivalent to its growing international standing.

4.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a. Reinforcing operational arms control up to the level of the Stockholm Agreement
As mentioned above,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has limits in that its provisions only concern area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Despite its general provision that prohibits the exercise of any acts of hostility, it lacks detailed provisions
governing both sides’ military activities, only causing continued controversy over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drills and North
Korea’s short-range missile launches. For the two Koreas, the most important measure to address this ambiguity and uncertainty is
to adopt the same advance notice and mutual observation requirements as in the Stockholm Agreement for all military trainings of
a certain scale or larger regardless of their location. One possible option would be to require both countries to give each other notice
of their following year’s exercise plan of division-level or higher infantry training exercises and brigade-level or higher cavalry and
mechanized unit training exercises. Regarding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drills, South Korea and the U.S. need to establish a set of
joint training standards, through their preliminary review, to a level that can be accepted by the two Koreas. The document also lacks
a mutual verification regime like the Helsinki Final Act, which was Europe’s nascent confidence-building agreement. The void should
be filled by adopting a certain level of mutual verification measures, but not excessively invasive ones given the sensitivity involving
on-site inspections, to promote inter-Korean military transparency and confidence. However, separat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issue of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especially in light of the related U.N. resolutions. This is because the North’s ballistic
missile launches, regardless of their range,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since 2006.
If any inter-Korean agreement on advance notice and mutual observation comes to cover the North’s short-range missile launches, it

3

Hwang Ildo. (2019). The Applicability of Arms Control Mechanisms during the Cold War to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Policy Research Series Vol. 2019-12”.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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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caling down armed forces while maintaining strategic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conventional arms control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does not undermine strategic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conventional arms control generally focuses on the reduction of assault weapons, such as mobile weapons, combat
aircraft, missiles, etc., extra cau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such reduction measures do not undermine military stability. In particular,
the disparate military capabilities of the two Koreas is expected to render the concept of ‘balanced reduction’, which can induce
military and political initiatives and agreements from both sides, unrealistic unless inter-Korean relations make significant progress. In
addition, North Korea is unlikely to agree to the redeployment or reduction of its long-range artillery units and short-range missiles
because these measures will disable its artillery and missile strikes, which are the backbone of its deterrence against South Korea.
Although progress in the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talks can create room for further negotiation on the North’s punishmentbased deterrence capability aimed at the U.S. mainland, it will be far more difficult for the North to give up its denial-based deterrence
capability against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is, it will be worthwhile to accept mutual deterrence, which is the very foundation of
the inter-Korean military balance, as it is and seek arms control measures based on that understanding. In this case, a possible arms
control option will be to reduce excessive deterrence and assault capabilities. Despite such acknowledgement of the paradoxical
benefit of deterrence for the balance of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it still remains true that South Korea-U.S. and North Korea’s
current assault capabilities aimed at each other constitute ‘over-deterrence’. Deterrence is necessary, but excessive surplus military
power is unnecessary and risky.5 Therefore, it all comes down to how much military power the two Koreas consider to be sufficient
to maintain the military balance. As the Soviet Union authorities during the Gorbachev years accepted the concept of defensive
sufficiency and made a dramatic shift to the idea that larger-than-necessary military power does not benefit security,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raise the issue of their excessive deterrence and surplus military power. They should also build their military power and
draw up a military doctrine from the perspective of ‘escalation control,’ which supports mutual deterrence, not ‘escalation dominance’,
which gives an escalatory advantage over the adversary.

c. Pushing arms control forward in preparation for an era of inter-Korean joint security, which will be brought about by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nevitable to implement inter-Korean arms control partly in consideration of progress made in the North’s denuclearization
process. Conventional arms reduction without any denuclearization progress will be militarily and politically unacceptable. The North
is not likely to engage in a conventional disarmament program wholeheartedly while also taking part in a denuclearization process.
If it is overly pressured to reduce its conventional weapons, it would become increasingly lax on denuclearization measures. If the
two Koreas carry out arms control in keeping with progress in the North’s denuclearization, the focus should be on transforming
their military power into a cooperative structure in preparation for an era of joint security where both see the Korean Peninsula as

4

Hwang Ildo. (2019). The Applicability of Arms Control Mechanisms during the Cold War to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Policy Research Series Vol. 2019-12”.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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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eongsup. A Revisit to Extended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imits of the Nuclear Umbrella and the Pursuit of Conventional Deterrence. “National
Strategy Vol. 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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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main common interest. Furthermore, they should at least be armed with a level of military capability sufficient enough to deter
threats from their neighboring states, take the lead in controlling local conflicts, and prevent such conflicts from escalating into war.
With this in mind, a macro-strategic approach needs to be applied when determining the items and level of disarmament. Specifically,
in regards to setting detailed arms control measures, both sides will not need to rely solely on bilateral negotiations, instead adopting
South Korea-led unilateral measures on a case-by-case basis. As described above, due to its intrinsic complexities, such as the multilevel asymmetry in military capabilities, the denuclearization program, and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is expected to be quite difficult to realize through an agreement via bilatera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alone. In
this regard, one workable option is to deal with the scale and directions of force reduction, combat power enhancement, and other
possible measures as part of South Korean military modernization and sophistication endeavors, which would avoid leaving the
delicate issues up to the frail inter-Korean arms reduction talks and controversial public discussion. If such issues are put on the table
of inter-Korean force reduction talks and the talks become woefully mired in a stalemate, South Korea will not even be able to pursue
its necessary military sophistication and advancement. South Korea’s voluntary moves to reduce its forces first could induce favorable
responses from the North, possibly resulting in force reduction to the extent possible and necessary. All in all, it will be desirable for
the two Koreas to work to draw an agreement on operational arms control, while also being more flexible about the issue of structural
arms control by using different measures, including bilateral and unilateral ones, on a case-by-cas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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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표문은 저자가 참여한 “신한반도체제 종합연구(1): 신한반도체제의 개념과 추진 전략(조한범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
서, 2020년)”에 수록된 글(5장 1절 평화경제 전략)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1. 들어가며
최지영은 2019년 12월부터 통일연구원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
다. 주요 관심 연구분야는 북한의 산업구조, 인구, 시장의 물가와 환율이며, 최근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을 통해 본 남북한 인
구통합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2020) “The Impact of the Reinforced Sanctions on the Korean Economy: Focused on the Ripple
Effects from Trade Shock,"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20, “북한경제 대외개방과 무역의 이익 수량적 추정,” 『한국경
제의 분석』(2019)(서울대 정혁, KDI school 최창용 공저)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경제분석』(2017)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현대북한연구』(2017)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2011년 ‘다부문 모형을 이용한 북한경제 구조
분석’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CHOI Ji Young is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Before joining KINU, she worked at the Bank of
Korea from 2011 to 2019. Her main research interests are industrial structure, demographic issues, informal economy and prices and
exchange rates of North Korea. She has published many articles and policy studies in these fields, including “Population Prospects of
Korean Peninsula based on German reunification” North Korean Studies Review, 2020, “The Impact of the Reinforced Sanctions on
the Korean Economy: Focused on the Ripple Effects from Trade Shock,"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20, “Quantitative
Analysis of North Korea’s Openness and Gains from Trade,”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2019, [in Korean] co-authored with
Hyeok Jeong and Changyoung Choi; “Estimation of Formal and Informal Sectors in Social Accounting Matrix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Economic Analysis, 2017, [in Korean]. She received her B.A., M.A., and Ph.D. degrees in economics from Korea University in
2001, 2004, and 2011, respectively.

무역과 평화의 관계는 국제관계이론과 경제학의 오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관계이론의 주요 관심사가 ‘국가의 군사적 분쟁 행위를
제약하는 힘이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서 비롯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로부터 비롯되는지’에 있다면,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는 국
제분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분쟁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평화조성에 기여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화와 경제협력의 관계를 둘러싼 담론이 남북관계에 적용되어 논의된 것도 최근의 일은 아니다. 대북인도적 지원 뿐만 아니라 상업적 경
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경제협력이 평화를 견인한다는 기능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시작되었으며,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화
와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지향도 2000년대 중반에 제시되기 시작했다.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하여 남북경협사업이 본격화된 시점에, 이러
한 대북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낳을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고, 초기의 평화경제론은 유럽연합, 양안관계 등의 사례연구와 자
본주의 평화론이라는 이론적 접근을 통해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평화경제론은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평화경제론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고려, 남북경협의 정체와 중단과정으로부터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평
화경제론이 처음 제시되었던 2000년대 중반과는 크게 다르다. 국민의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정책을 이어받아, 경협의 양적 확대가 이
루어졌던 참여정부 당시와 달리, 현재의 평화경제론의 과제는 끊어진 평화와 경제협력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무역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짚어보려고 한다. 무역과 갈등
의 관계 자체가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퍼즐’이기도 한데, 한반도의 특수성에 맞추어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론적 접근
이 더 심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 무역-평화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국가들간의 경제협력, 즉 국제무역의 확대가 평화조성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consensus)은 없다. 이는 이론적
인 측면에서나 실증적인 측면에서 모두 그렇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현실주의자들(realists)의 견해와 자유주의자들(liberalists)의 견해가 대립한다. 기본적으로 국제정치는 암묵적인 무
정부 상태이며 국가들간의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보는 현실주의자들은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성이 오히려 국가간 관계에서 불안정성과
불일치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Waltz, 1970; Mearsheimer, 1990). 즉,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반드시 평화를 견인하지 않는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본질적인 무정부성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성은 각 국의 부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조성
에 기여한다고 본다(Deutsch et al., 1957; Keohane, 1990; Doyle, 1997).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간의 견해 차이는 국가가 극대화하
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설명된다.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안보 극대화(security maximization)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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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춘다고 보는 반면, 자유주의 이론은 국가의 목적이 경제력(commercial power)을 바탕으로 후생 극대화(welfare maximization)
에 있다고 본다.

화의 존재는 미래에도 무역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현재에 군사적 갈등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유인을 줄
일 수 있다. Copeland(2014)는 이러한 맥락에서 무역기대이론(trade expectation theory)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역
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전쟁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반면,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예상은 예
방적이고 선제적인 차원의 전쟁 유인(incentive)을 갖도록 만든다. 즉, 두 국가의 상호의존적인 경제관계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미래의 경제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예상한다면, 이는 전쟁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와 경제의 관계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여러 시도들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주요 논의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무역의 평화증진 효과는 Oneal and Russett (1999), Gartzke and Li (2003)에 의해, 무역과 갈등이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분석
결과는 주로 Barbieri의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무역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양자교역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지만, 세계교역(global trade)에 대한 개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Barbieri and Peters(2003)는 양자교역의 상
호의존도 지표로 현저성(salience)과 세계교역에 대한 의존 지표로 무역개방도를 포함하여 갈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
르면 개방도는 갈등과 역의 관계를 가지지만, 이를 통제한 경우에도 양자교역이 갈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Martin et al.(2008)은 정보비대칭으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서로 교역을 하는 국가들간에는 전쟁이 고조될 확률이 낮음을
보였다. 그러나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이 효과는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방도가 높을수록 양자교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
어 전쟁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화와 경제의 관계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그 조건에 대해 주목해보자. 첫째, 분쟁을 경험했거나, 국경을 공유한 경우와 같이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높은
경우 경제협력은 평화를 증진한다. Oneal and Russet(1999)은 1950~1992년 모든 국가군들의 양자교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경제적 상
호의존과 평화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경을 공유한다거나 강대국(major power)에 포함되는 등으로 정치적으로 관
계가 있거나 이미 분쟁을 경험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보였다. Lee and Pyun(2016)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양자교역과 세계교역을 모두 포함하여 무역과 갈등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자교
역 상호의존은 평화를 유의하게 증진시키며, 특히 양자교역의 평화증진효과는 분쟁을 경험한 인접국일수록 높다. 또한, 무역개방도는 국
경을 공유한 인접국보다 멀리 떨어진 국가들간의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분쟁을 경험한 국가들일수록, 그리고 국경을 공유한 국가들
일수록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결론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의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무역의 평화증진효과는 국가간 무역관계의 대칭성(symmetry)에 영향을 받는다. Barbieri의 연구들은 무역과 평화의 관계가 일반적
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대체로 보였지만, 경제적 연계(economic linkage)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어떤 형태의 연계가 평화를 증진시키는지
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Barbieri(1996)는 경제적 연계의 종류를 현저성(salience), 대칭성(symmetry),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로
구분했는데, 양국간 무역균형을 나타내는 대칭성은 평화를 증진시키지만, 다른 형태의 경제적 연계(현저성, 상호의존성)는 오히려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평화와 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무조건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연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역의 대칭성이 교역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의 형평성(equality)에 대한 논의와 관계가 있다면, 사실 이와 연관된 논의는 매우 오랜 것들이
다. 스미스, 리카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교역의 이익(gain of trade)’은 자유무역의 보편적인 논리로 제시되었으나, 후발 산업국가들이 주장
했던 보호무역주의론은 ‘교역의 이익’의 발생만으로 무역상대국들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보여주고 있다. 보호무역주
의론은 단기에 교역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후발 산업국가의 추격 성장(catch-up growth)을 방해하는 교역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교역의 이익이 장기적으로도 대칭적이었을 때 갈등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역의 대칭성과 평화의 관계는 그동안 남북경협의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대칭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남북경협의 규모를 적용할 때 무역에 있어서 북한의 대남의존도는 높으나, 남한의 대북
의존도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역의존도의 측면이 아니라 교역이익의 분
배와 관련해서도 남북간의 불일치는 존재해왔다. 특히,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소위 ‘퍼주기’ 논란은 남북경협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
한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남북경협의 이익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북한측에도 있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
구 가동 이후 입주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 낮은 수준의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는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특구운
영으로 인한 이익의 배분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인식, 남한기업이 북한의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무역이 평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화(contract enforcement institutions)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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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무역에 대한 기대가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논의는 계약기반 경제(contract-intensive economies)와 군사적 분쟁간의 역의 관
계를 제시한 Mousseau(2009)의 연구, 우호적 무역협정(자유무역지대, 공동시장, 관세동맹과 같은)이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Mansfield et al.(1999)의 결과와도 연관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이 평화의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한
반도에서의 평화와 경제의 상호적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반도 평화경제론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평화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평화와 경제의 관계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토대로 어떠한 조건에서 평화와 경제의 상호적 관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쟁을 경험하거나 국경을 공유하는 등 정치적 관련성이 높은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협력은 평화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평화증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역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셋째, 교역을 통한 미래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경
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화(contract enforcement institutions)가 필요하다. 이러
한 제도화의 존재는 미래에도 무역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형성함으로써 현재에 군사적 갈등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유
인을 줄일 수 있다.
첫 번째 결론이 남북경협의 필요성 자체를 시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결론은 평화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건을 시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화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평화경제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화를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갈등해소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은 ‘경협의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갈등 해소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동안 남북경협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보완은 경협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남북경협 4대 합의서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로 남북경협이 추진되던 시기에도 이행되었다
고 보기 힘들다. 이외에도 남북경협에 대한 포괄적 협정이 남북한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과 같은 형태
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남북경협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남북경협을 국제적으로 승인
된 협정을 통해 공식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어떠한 형태로 조성될 때 지속가능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서 논의해보자.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대칭적’일 때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연관된다. 비단, 선행연구들 뿐만 아
니라 기존 한반도 평화경제론에서 논의되었던 ‘상호주의’ 관점과도 연관된다.
교역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교역의 이익(gains of trade)’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거나 미래의 이익이 지속될 것
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교역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교역의 이익의 원천이 ‘분업’에서 비롯됨을 최초로 보였다고도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는 흔히 ‘온화한 상업(doux commerce)’을 역설하기만 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교역이익의 분배에 대한 불만이 갈등의 원천
이 될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다. “각 국가는 그들이 교역하는 모든 국가들의 번영을 질시에 찬 눈으로 보고, 그들의 이익이
자신의 손해인지 생각한다. 국가간, 그리고 개인간에도, 본질적으로 유대와 우정의 연합체가 되어야 할 상업이 불일치와 악의의 원천이 되
는 것이다. (국부론, 4장, 3절)”
따라서 한반도에서 남북경협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양측이 남북경협의 결과로서 교역의 이익에 만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하게 교역의 이익을 기계적으로 균등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교역의 결정과 성과 공유의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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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역 당사자인 남북한이 경제협력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관련
한 제도 전반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Measures to Stimulate a Peace Economy :
Building around the Trade-Peace Relationship

다음으로 교역이익의 크기 자체를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남북경협의 주요품목이었던 1차
산품 무역과 위탁가공무역을 모두 북중경협으로 대체하였다. 남북경협으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는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결코 적
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으로 대체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북한의 경우 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남북경
협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경협중단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 크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적 연계를 더 심화시킴으로써 경협중단으
로 인한 비용을 크게 만드는 것이 미래의 갈등을 축소시키는 방안이라면, 남북 공동의 합작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향후 남북경협의 방향일
수 있다. 이는 남북경협을 북한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남북경협을 통한 교역의 이익이 미래에도 지속되며,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어 있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경협의 대칭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는 경협을 통한 교역이익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다른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한
다면, 한국이 남북경협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단기에는 미미하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인한 반사이익,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
는 상황에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의 전망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 확대로 인한 이익이 장기적으로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반도 평화정착으로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남북경협으로 인하여 한국이 얻는 이익은 더 커질 수 있다. 강
문성 외(2014)에 따르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남북한의 국방비, 국방인력이 점진적으로 감축되는 경우 남북교역의 규모는 2030
년 북한GDP규모의 57%, 남한GDP의 2.8%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4. 나가며
지금은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담론을 논의하기 매우 어려운 시점이다. 남북경협은 중단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의 경제적
고립은 1990년대 초반 구사회주의권 붕괴 직후보다 더 극심하다. 북한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거의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2016년 이후 더욱 강화되기는 했으나, 대북제재 강화 이전에도 자립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질적으로 높이는 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오로지 원유와 비료 등 필수적인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만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자립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지향,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양쪽 측면에서 모두 완화되어야 북한의 세계경제에 대한 편입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선순환 구조에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선순환이 작동하기 위한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은 평화일 것이다. 주어진 평화의 상태에서 교역의 이익이 결
정된다. 초기에 주어진 평화의 크기가 작다면, 이로부터 얻어지는 교역의 이익은 작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 미래에도 교역의 이익이 커
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역을 포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도 크지 않다. 결과적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평화의 크기도 작을 것이다. 이
러한 구조에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초기조건으로서 주어지는 평화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크게 확대되기 어렵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의 상호관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초기조건과 제도화, 그리고 교역이익의 형평성과 대칭성, 미래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서 논의되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평화경제의 사례에 대한 검토와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Ji Young CHOI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 This paper is an excerpt from Chapter 5-1 Strategies to a Peace Economy of the Comprehensive Study on a New Korean Peninsula
Regime (1): The Concept of and Strategies to a New Korean Peninsula Regime (Hanbeom Cho, et al.,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Council, Cooperative Research Book, 2020)

1. Introdu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peace has been a long-debated theme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economics. While the topic mainly debat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s whether the power that constrains a nation’s military
conflict stems from the political freedom of individuals or their economic freedom, the study of economics focuses mainly on whether
economic benefits arising from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crease the opportunity cost for conflict, thereby contributing to
peacebuilding.
This discour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has also been applied to inter-Korean relations for
quite some time now. The debate on the need not only for providing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but also for engaging in
economic cooperation on a commercial level, has sprung from the functionalist theory that economic cooperation drives peace. The
aim toward a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y”, tailored to the peculiar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lso brought to the
table beginning from the mid-2000s. At the time wh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re in full swing, scholars were most interested in where such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ould eventually lead. The
peace economy theory in its fledgling stage can be deemed to have been effective in backing the need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anks to case studies on the EU and Cross-Strait relations as well as the capitalist peace theory.
The peace economy theory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may be considered an extension of that of the former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at it aims for a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it differs in that it reflects the current
circumstances on the Peninsula, the problems arising from suspended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rocess of such
suspension. First and foremost,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Peninsula is far from that of the mid-2000s when the peace economy
theory was first proposed. Unlik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hich inherited the vitalization polici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and realize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uch cooperation, the success of the current
peace economy theory hinges on how the broken link between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can be restored.
This paper will revisit the discourse on creating a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via examining previous studies on the
trade-peace interrelation. As such a relationship is somewhat of a “puzzle” on a theoretical level, an in-depth theoretical approach is
critical in discerning what is required to interpret this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peculiar nature of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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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vious Studies on the Trade-Peace Relationship

If trade symmetry is related to the discourse on equity as to the distribution of gains of trade, such a discourse is in fact very
longstanding. The idea of gains of trade, going back to Smith and Ricardo, was first proposed as universal logic for free trade, but
protectionism, argued by nations who later jumped on the bandwagon of industrialization, has proven that gains of trade are not
sufficient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trading nations. The core of protectionism lies in the argument that while trade can lead to
gains in the short term, trade that hinders the catch-up growth of nations late to industrialize is not desirable in the long run. This, in
turn,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rade contributes to easing conflicts when gains of trade are symmetrical, even in the long run.

No consensus exists on whethe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e., the expansion of global trade, contributes to peacebuilding.
This holds true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On a theoretical level, the perspective of realist’s clash with that of liberalists (Waltz, 1970; Mearsheimer, 1990). Realists, who basically
view international politics as an implicit state of anarchy dominated by power struggles among nations, believe that interdependence
brought about by trade can actually work to further deepen instability and inconsistency in relations among nations (Waltz, 1970l
Mearsheimer, 1990). In other words, economic interdependence does not necessarily drive peace. On the other hand, liberalists
believe interdependence brought about via trade not only increases the wealth of all participating nations but also contributes
to peacebuilding, despite the inherent state of anarchy in international politics (Deutsch et al., 1957; Keohane, 1990; Doyle, 1997).
This clash between realists and liberalists can also be explained by what a nation wishes to maximize. While realism suggests that a
nation prioritizes security maximization based on its military power, liberalism suggests that the objective of a nation lies in welfare
maximization stemming from its commercial power.
Many empirical attempts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economy have also failed to reach a consensus. Major
discours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peacebuilding effects of trade suggested by Oneal and Russett (1999) and Gartzke
and Li (2003) an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de and conflict suggested mainly by Barbieri.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es
of the trade-peace relationship are inconsistent not only for bilateral trade, but also for cases that dealt with openness to global trade.
Barbieri and Peters (2003) ran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conflict via utilizing salience as an indicator
of interdependence on bilateral trade and openness to trade as an indicator of dependence on global trade.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openness and conflict were inversely correlated, even controlling such a variable did not offset the conflict-escalating effect of
bilateral trade. On the other hand, Margin et al. (2008) suggested that even when a war broke out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the
likeliness of war escalating between trading countries was low. However, this effect diminished as the level of openness grew, as the
higher the level of openness, the lower the dependence on bilateral trade, hence a lower opportunity cost of war.
That there is no silver-bullet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economy also implies that a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y is
possible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such conditions. First, when the level of political
relations is high between two nations, such as when they have been at conflict or share borders, economic cooperation promotes
peace. Although Oneal and Russet (1999) found no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peace when examining
bilateral trade among all nation groups from 1950 to 1992, a positive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for nations that were politically
related, i.e., sharing borders or being a major power, etc., or that had been at conflict. Lee and Pyun (2016) also came to a similar
conclusion. This empirical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conflict including both bilateral and global
trade. According to this analysis, interdependence on bilateral trade significantly promotes peace, with the peace-promoting effect of
bilateral trade being particularly high for neighboring nations that have experienced conflict. Also, trade openness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conflict among nations geographically distant than those sharing borders. The conclusion that nations that have been
at conflict and those that share borders are more likely to witness peace-promoting effects of economic interdependence reveals a
great deal about peace and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peace-promoting effect of trade is affected by the symmetry of trade relations between the nations. While Barbieri’s
studies showed that there is no general trade-peace interrelation, they also subdivided the types of economic linkages and analyzed
which types promoted peace. Barbieri (1996) subdivided economic linkages into salience, symmetry, and interdependence and
found that while symmetry, the balance of trade between the nations, promoted peace, the others-salience and interdependenceactually worked against peacebuilding and increased the risk of conflict. Such results can lead to the conclusion that when analyzing
the peace-economy interrelation, economic interdependence may not always promote peace, while the type of economic linkage
may be of more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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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symmetry and peace has worked to weaken the sustainabilit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difficult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achieve symmetry when considering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Looking back at pas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North’s trade dependence on the South was high, but the
South’s dependence on the North was very low, with such an asymmetry being hard to correct in a short time frame. The mismatch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longstanding not only in terms of trade dependence, but also in the distribution of gains of
trade. The so-called “giving away” controversy that arose in Seoul stemmed from the view that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was a project only beneficial to the North. The North also believed that profits of economic cooperation were not being evenly
distribu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yongyang continued to raise issues related to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tenant companies as well as low wages, which suggest that North Korea may have viewed that profit
from the complex was not being evenly distributed and that South Korean companies were exploiting North Korean workers.
Last, contract enforcement institutions need to be in place in order for trade to promote peace. The existence of such institutions
can create confidence in trade going forward and reduce the incentive to instigate military conflict. In this sense, Copeland (2014)
posits the trade expectation theory as an alternative. According to this theory, confidence in trade and investment reduces the
incentive for war, while a negative outlook on trade and investment arising from the lack of such institutions provides the incentive
for preventive and preemptive war. In other words, the incentive for war may increase when one nation expects a negative shock
in its future economic relationship with its trading counterpart, given that two nations have expanded and mutually dependent
economic relations. The argument that a positive outlook on future trade can reduce conflict is also in line with the Mousseau (2009)
study, which propos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ontract-intensive economies and military conflict, and the study by Mansfield
et al. (1999), which suggested that friendly trade agreements-free trade zones, common markets, and customs unions-reduce the
likelihood of military conflict. That such discussions suggest that the sustainability of economic cooperation leads to the sustainability
of peace offers major implications on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3. Insights Regarding the Peace Economy Theory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taken some time to briefly touch upon some previous studies on the peace-economy relationship. While such a relationship
cannot be generalized, previous studies suggest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economy does work under certain
conditions.
First, economic cooperation promotes peace among nations that have high political relations, i.e., those who have been at conflict
or share borders. Second, trade needs to be symmetric in order for economic interdependence to translate into peacebuilding. Third,
economic cooperation can promote peace when future gains can be expected from trade, which calls for the existence of contract
enforcement institutions. The existence of such institutions creates positive prospects for future trade, reducing the incentive to
instigate military conflict in the present time.
If the first point suggests the need, in and of itself,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second and third points can be said to
suggest the prerequisites for the sustainability of peace and economy.
Let us take a look at the peace economy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First and foremost,
reinforcing institu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of critical necessity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boosting the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343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2 Peace Movement Session Ⅰ-2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2 Peace Movement Session Ⅰ- 2

“efficiency of economic cooperation”, bu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reducing conflict, as contract enforcement institutions build
economic interdependence,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conflict reduction. The reinforc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regard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so far been discusse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iciency of economic cooperation.
For instance, while the need to ensure the effects of the fou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continued to be raised,
the effects of such agreements were far from being ensured even during the times wh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actively pursued. Some also argued that the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come in the
form of an inter-Korean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This holds great significance not only in the sense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ould be institutionalized, but also in the sense that it would officia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an internationally approved agreement.

the Peninsula. Moon Sung Kang et al. (2014) estimated that the size of inter-Korean trade in 2030 may rise to cover 57% of the North’s
GDP and 2.8% of the South’s GDP, given that the North implements full-fledged reform and the human resources and budget for
defense are gradually reduced for both Koreas.

Next, let us discuss what form of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allow for a sustainable and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y. This is also in line with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at suggest conflict may be reduced when economic
interdependence is “symmetric”. This topic is in line not only with previous studies, but also with the perspective of “mutualism”, which
was previously introduced when discussing the peace economy theory of the Peninsula. Even when gains of trade arise, if parties to
the trade do not expect the gains to be evenly distributed or future gains to last, trade in and of itself may instigate conflict. Adam
Smith, the first to suggest that gains of trade stem from the “division of labor”, is known to have only stressed the need of “doux
commerce”, but indeed also pointed to the possibility that dissatisfaction with the distribution of gains of trade may become a source
of conflict. He said, “Each nation has been made to look with an invidious eye upon the prosperity of all the nations with which it
trades, and to consider their gain as its own loss. Commerce, which ought naturally to be, among nations as among individuals, a
bond of union and friendship, has become the most fertile source of discord and animosity (Wealth of Nations, Book IV, Chapter 3).”
Therefore, both Koreas must be satisfied with their gains of trade arising from economic cooperation in order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ensure sustained peace.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gains of trade should be divided equally in
half in terms of quantity of gains. First and foremost, the two parties should improve rationality and transparency in their decisionmaking and gains-sharing processes so that both parties can maintain a favorable stance toward economic cooperation. To this end,
overhauling the overall system regard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per international standards may be required.
It is then necessary to raise the gains of trade to an unprecedented level afte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has now replaced all of its primary commodity trade and processing trade on consignment, both once flagship item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China economic cooperation. The trade surplus fro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as by no means trivial considering the siz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it was replaceable by trade with other
counterparts. As the North participated in the economic cooperation mainly by providing labor, its opportunity costs and sunk
costs from the suspension of cooperation were not significant. If raising the costs from the suspe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via
tightening economic ties with the North is a means to reduce future conflict, expanding inter-Korean joint ventures could also be a
way forward. This would be like approach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via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4. Conclusion
Now is a rather difficult time to discuss the peace and economy discourse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come to a halt, while tougher international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have led to a level of economic
isolation even graver than that right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communist rule in early 1990s. It is hard to state that North Korea
is in any way economically related to any nation, apart from China. While this phenomenon did become more apparent from 2016,
the North’s policy toward a self-reliant economic structure aimed to avoid qualitatively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other nations, even prior to the tightening of sanctions. Its economic link with China, which provides essential intermediate goods
such as crude oil and fertilizer, is the only link that is being strengthened. Realistically speaking, North Korea’s inclusion into the world
economy will begin only when a) the North shifts away from a self-reliant economic structure, and b) the international society eases
its sanctions.
To restart the virtuous cycle of peace and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along with the aforementioned processes,
to discuss what should come before this virtuous cycle. The initial condition for an active virtuous cycle would be peace. Gains of trade
hinge on the magnitude of peace provided. If the initial size of peace granted is small, the following gains of trade would not only be
trivial but also unstable. It would be difficult to expect higher gains of trade going forward, and the opportunity costs of giving up
trade would not be high. The size of peace built as a result would also be small. It would be difficult to ensure a virtuous cycle and the
sustainability of peace and economy under such a structure.
If the size of peace as an initial condition is not significant, economic interdependence would not be greatly expanded. Initial
conditions, institutions, equity and symmetry of gains of trade, and positive prospects for future gains all need to be implemented in
order for the peace-economy interrelation to be sustained on the Peninsula. We have discussed this on a very rudimentary level in this
paper, but a thorough review of a range of peace and economy cases and theoretical approaches to this topic are critically needed.

Lastly, the positive outlook that gains of trade via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occur and increase going
forward will contribute to reducing conflict. Thi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since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symmetry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hort run, as the two Koreas are separated by a large economic power gap. As such, the South should evaluate
its gains of trade from economic cooper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true that the South’s end of the bargain fro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trivial when directly compared to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nations. However, one cannot
assert that the benefits from expand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re trivial in the long run, particularly when considering
the benefits resulting from eased geopolitical risks and the improved prospects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which has now
entered the phase of low growth as issue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tensifying. The benefits to South Korea resulting fro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uld even be greater when the North implements full-fledged reform after peace is restor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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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이재준

이재준
Jae Joon LEE
고양시장
Mayor, Goyang City

고양시장

들어가는 말
남북관계의 창조적 진화 필요

이재준은 국민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군부독재시절인 1985년,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첫 국민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의회 8~9대 의원으로 활동하며 환경, 교통, 역사, 노동인권 분야에 130여건의 조례를 발의했
다. 2018년 고양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사람과 정의로움을 원칙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중앙
정부나 다른 지자체, 해외에까지 전파될 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빗장을 걸어 잠근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강력한 대남비방 담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난의 행군’을 다시 내세우며 국난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류의 물꼬를트기위한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채널을 다변화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LEE Jae Joon graduated from Kookmin University majoring in economics. And he devoted himself to the democratic movement
as the first student president of Kookmin University to be elected by democratic elections in 1985. He served as the eighth and
ninth member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from 2010 to 2018, proposing 130 ordinances in the environment, transportation,
history and labor rights sectors. After being elected mayor of Goyang in 2018, He focusing on making a good city to live in based on
people and justice. Even in the face of Covid-19, he surprised the world with creative ideas such as Covid-19 inspection through drivethrough, which can spread to the central government, other local governments, and overseas.

2020. 3. 19. 고양과 파주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고,
2021. 3. 9. 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크게 환영할 일
입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사례로 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지방자치 30년 동안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에서는 일사천리로 단순히 집행하는 국가 운영모델로
인해 지방은 이제껏 제대로 된 권한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도 지자체는 그 역량을 크게 발전시켜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양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례 1.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과 현명한 이용
한강의 대표습지인 고양시의 장항습지가 오늘!
람사르 습지에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분단의 상흔인 철책선으로 둘러싸여 출입이 통제된 장항습지는, 역설적으로 ‘완전한 평화지대’ 입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상과 가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동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온갖 철새가 자유로이 남북을 평화롭게 넘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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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양시가 처음으로 환경부에 람사르 등록을 건의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도시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이
견으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2021. 2.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이해찬)와 개성일일관광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성 일일관광 시범실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
니다.

2019년부터는 장항습지를 우선 람사르 습지에 등록 후 한강하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성관광재개나 자매결연이 아닌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지자체와 민간의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지자체 특
성에 맞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가면 국제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4차례에 걸친 건의 끝에 그동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 등재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던 환경부가 고양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11년 만에 장항습지의 탁월한 생태적 가치, 상징적 가치를 인정받아 드디어 오늘 장항습지는 고양시를 넘어 세계적인 생태자원으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람사르 습지 등록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보존을 위해 마냥 빗장을 닫아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장항습지가 보존되려면 장항습지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합니다.
우선, 장항습지센터를 만들어 보전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탐조대에서 장항습지를 직접 관찰하고, 습지의 중요성을 몸
소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인위적으로 변형된 물골을 자연적인 상태로 되살리고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했던 초소와위압감을 주었던 철책선은 평화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장항습지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과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한강하구에 조성하고 있는‘DMZ평화의 길’과 ‘한강생태역사공원’이
연결되어 강화, 김포, 고양, 파주, 북한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벨트가 될 것입니다.

사례 4. 코로나19와 남북보건의료협력
전지구적 펜데믹 상황을 가져온 코로나19는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한반도에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어려운 숙제이지만 대북 제재하의 북한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
에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한국의 지원은 거부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로부터는 방역 물자들을 받아들이는 점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외부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남북보건의료협력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제2조 제4항에는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고 때문에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한강하구 전체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고 북한습지와의 공동 연구와 마케팅, 공동 보존계획 수립 등을 북측
에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인도적 사업은 대북제재 하에서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물품들은 대북제재 대상이
더라도 상대적으로 면제 승인이 용이하고 방역용품과 의약품의 지원과 비대면 전달 등 북한이 응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된다면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남북표준도시 추진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예를 들어 보면 제도와 관행을 떠나 국민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지자체는 그간 발전된 역량을 여
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발 빠르게 시행함으로써 K-방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70년 세월동안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된 서로 다른 제도와 규칙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인프라, 농업, 환경, 스포츠 등 전 분야에 걸쳐 통일되어야하며 세부적으로는 기차선로와 도로 폭, 신호등, 터널, 교량 건설 기준, 용어,
사고시의 처리기준과 보험표준, 대기오염 기준 등 수없이 많은 기준들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기초지자체인 고양시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마스크 실명제, 고양 안심넷, 안심콜 출입관
리시스템 등등 수많은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시행했고 타 지자체로, 정부로 확산되었습니다.
지방의 혁신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고양시에서는 2019년 ‘남북표준 시범도시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 남북표준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2019. 3월 전국 최초로 남북
표준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공론화의 장을 열고, ① 남북표준 공동 연구, ② 남북공동표준연구센터 설치 ③ 특정지역․사업 시범실시,
④ 전면 적용 등의 단계를 거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양시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북한의료진을 위해 북한용어를 사용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과 의료진 교육교재를 관내 명지병원과 함께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인문분야의 통일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문화·예술, 유소년 스포츠 교류 등 작은 분야부터 하나하나 통일된 규칙을 만들어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전 분야로 확대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5. 고양 평화의료클러스터

이 또한 기초 지자체인 고양시가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6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발달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 착공되는 일산테크노밸리는 메디컬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곳은 고양의 탄탄한 의료 인프라와 북한의 생약치료 등 특화된 강점이 만나는 남북보건의료협력
의 장으로서 평화의료클러스터라는 콘셉트로 추진될 것입니다.

사례 3. 개성일일관광과 남북도시 자매결연
접경지역 중 가장 큰 대도시인 고양시는 그간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 도시간 협력방안, 개성일일관광 추진방안 등
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
안해 오고 있습니다.
2020. 11.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임종석)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양시에 맞는 독자적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북측과 신뢰 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를 통해 남북도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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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이미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첫 단계 사업으로 2020년 6월 전국 최초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모델인 ‘평화의료센터’를 국립암센터
내에 개소하였고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및 건강행태 조사, 남북 질병언어 비교 연구 등을 통해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기초 연구조사
및 데이터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고양평화의료포럼’을 개최하면서 ‘고양평화의료선언’을 통해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는 한민족 공동체로서 인류 공존을
위한 평화와 교류협력, 남북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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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남북생명보건단지 연구용역에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획으로써 남북한이 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연구, 임상, 생산하는 남북한 지식창출 상생협력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는 통일부의 남북생명보건단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의 ‘한반도 평화의료 교육연구센터’를 평화의료클러
스터내에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료인과의 교류와 시뮬레이션 교육, 공동연구, 원격진료 등의 의료협력을 이끌어내면
서 남북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Local Government’s Role in Inter-Korean Cooperation and Exchange
Jae Joon LEE
Mayor, Goyang City

DMZ내에서의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은 평화국면과 경색국면을 모두 상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가까워야 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이 상주하기 위해서는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배후인구가 있어야 경색국
면에서도 병원 등의 운영이 유지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고민한다면 고양시가 최적지라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일 것입니다.
언젠가 북측의 인사들이 고양시에서 치료받고 의료기술과 신약을 함께 개발하고, 한민족의 질병을 한민족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는 연구
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론
획일적인 정책과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은 점차 다변화되는 사회의 복잡한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북제재와 경색국면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먼저 해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Introduction
Creative Evolution Required for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after closing its borders, continues to slander South Korea even with the explosion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Recently, North Korea declared anew the “Arduous March,” and said that it will overcome its national crises.
The central government’s effort to resume large-scal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re important, but we must first diversify
the channels for flexibly responding regardless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 so that it will be possible to open the door to
exchanges or ensure continuous exchanges. It may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put local governments in the driver’s seat.
March 19, 2020, Goyang and Paju became the first local governments to be designated as the partners for the projects to support
North Korea and with revis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March 19, 2021, the framework was established to
allow local governments to independently lead cooperative projects with the North.

지방자치단체의 검증된 실행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It is also very welcomed that the Local Governmen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Council considered to adopt prior
approval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

정부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민간보다 신뢰 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Lee In Young, Minister of Unification repeatedly emphasiz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Korean cooperation.

지자체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다면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대북협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한없이 꼬여버린 남북관계에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북사업 사전승인제, 소규모 협력사업과 소규모 인도적 지원 사
업에 대한 통일부 반출승인 면제 등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인 자세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긴 여정입니다.
인내를 갖고 계속 평화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Cases Showing the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s
Over the past 30 years’ history of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planned policies and local governments simply enforced
the policies with great speed to seek rapid economic growth. Due to this model of central government-led management, local
governments have not enjoyed proper authority until now. However, even under this local autonomy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in developing their competencies.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ases of Goyang City in this progress and discuss how local governments contribute to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Case 1. Designation of Janghang Wetland as Ramsar Site and Wise Utilization
Janhang Wetland in Goyang City is one of the largest wetlands around the Han River and today, it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a
Ramsar site.
Janghang Wetland, surrounded with the barrier fence, symbolizing the tragedy of the eparation, ironically becomes the land of
‘perfect peace’ now. On the wetland, all animals and plants are there in harmony, free from any ideology or value and all varie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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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 birds are flying in peace.

Case 3. Gaeseong 1-day Tours and South-North Cities Sisterhood Relationship

Since Goyang City first made the suggestion for Ramsar site designation to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10, not much progress was
made for so long, as it was stalled with disputes and different opinions with other cities and stakeholder.

Goyang City, the biggest city in the border region, has headed research o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cities; one-day tours of Gaeseong to prepare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earnest; joined
hand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pporting North Korea to propose humanitarian North Korea support projects,
cooperation projects, and Goyang City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o their Northern counterpart.

Since 2019, when it was suggested to Ministry of Environment to designate Janghang Wetland as a Ramsar site first and then expand
the scope across the entire estuary of the Han River.
After 4 times of suggestions, the ministry stepped back from its original position to designate the entire wetland of the Han River at
once and accepted the suggestion of Goyang City.
In 11 years, Janghang Wetland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ecological resources of the world, going beyond the boundary of Goyang
and being recognized for its significant ecological and symbolic value.
Designation as a Ramsar site is not the end of the journey. Rather it is the beginning.
Closing down is not the only solution for preservation.
To preserve Janghang Wetland, it is important to let more peopl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site.
First of all, we are going to build Janghang Wetland Center to conduct systematic researches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site and let people watch the wetland at the observation station and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the wetland firsthand.
The environments artificially deformed will be recovered back into its natural status and the guard post where soldiers are standing
on guard and the overwhelming barrier fence will be turned into space to deliver peace messages.
Janghang Wetland will be the part of the peace belt, starting from President Kim Dae Jung Memorial Hall and the Lake Park to
connect‘DMZ Peace Road’ and ‘Han River Ecology and History Park’extending to Gimpo, Goyang, Paju and the North.
Furthermore, after designating the entire Han river estuary as Ramsar site, we can make a suggestion to the North for joint marketing
and joint preservation plans, together with the wetland in the North.

Case 2. Progress on South-North Standard City
In prparation for the era of unification, it is required to adjust and unite different systems and rules to overcome the widening gaps in
all areas over the past 70 years.
We need to reunite the system in all areas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griculture, environments and sports and more specifically,
we need to adopt consistent standards in all areas including railway and road width, traffic signs, bridge construction standards,
accident handling criteria, insurance standards and air pollution standards.
Goyang City suggested in 2019‘a study on South-North Standard City’to run a pilot for standard ci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held the first forum on South-North standard city in the nation March 2019 to discuss the issue of South-North standard city and
suggested a roadmap with the stage of ① joint research on South-North standard, ② establishment of South-North standard center ③
pilot with certain region and projects ④ full-scale application.
Especially, unification in the field of humanities is more challenging and we need to start to build united rules in areas such as culture
& arts and exchange of youth sports to roll out across greater areas.
Goyang City is also working in these areas as a local government.

November, 2020, with a MOU with Inter-Korean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Foundation (Lim Jong Seok), Goyang City strived
to develop independent cooperation projects, cate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and work on South-North sisterhood city
relationship by securing a reliable liaison channel with the North.
The city also signed a MOU with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Lee Hae Chan) February, 2021 to adopt a pilot program
for Gaeseong 1-day tours.
This is not just resuming the tour to Gaeseong or forging sisterhood relationships. This is an effort a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level to create a breakthrough in the stalled inter-Korea relations. With diverse cooperation and exchange at local government level, it
would be possible to build trust and seek measures for stable and sustainable inter-Korean cooperation, staying away from fluctuation
in global politics.

Case 4. COVID19 and Inter-Korean Healthcare Cooperation
COVID-19 pandemic sweeping the entire glob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health security, and reminded us of the necessity of
building a community of life as well as a peace community and an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economic development and quarantine, is a difficult task for all countries, but North Korea under
sanctions cannot but face greater difficulties. North Korea has been refusing to receive any support from South Korea until now,
but in that it is receiving quarantine suppli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seems that it is aware of the necessity of external
cooper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 North Korea definitely needs it.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is tantamount to implementing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declaration stipulates that “the North and South agreed to reinforce cooperation in quarantine and
healthcare, including emergency measures to prevent the inflow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s situations similar to COVID-19
can reoccur at any time,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prepare systematic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ncluding COVID-19.
Even und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umanitarian projects related to healthcare, including COVID-19, can be carried out.
Approval on exemption of articles related to healthcare could relatively easy even if they are subject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Various methods, including support and non-face-to-face delivery of quarantine supplies and drugs, can be tried so that North Korea
can respond to them.
In this respect, i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resume, it is highly likely to start with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Taking an example of the response to COVID-19, in crisis situation to put priority on national safety, rather than the system and
practices, local governments demonstrated the advanced competence and capabilities. They came up with creative ideas to swiftly
respond with countermeasures customiz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build the basis for K-quarantine.
As a basic local government, Goyang City adopted countless innovative ideas including drive-through test station, real-name system
for mask distribution, Goyang Safety Net, Anshim Call Access Control System and many others and these systems are now rolled out
to other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his showed how the innovations of a local government were officially adopted as a n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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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OVID 19, in partnership with Myongji Hospital, Goyang City developed COVID 19 responding manual
and education materials for medical staff of the North using terms of North Korea.

Well-proven competence of local government can be a solution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Case 5. Goyang Peace Medical Cluster
In particular, Goyang City has an advanced medical system with six university hospitals playing central roles. All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Ilsan Techno Valley are completed, with construction slated for July 2021. It will become a medical bio complex, a
venue for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where special strengths, such as Goyang’s strong medical infrastructure and
North Korea’s biopharmaceutical treatment, meet. This project will be carried out under the concept of the Peace Medical Cluster.
Goyang City already opened the Peace Medical Center, the country’s first model of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inside the National Cancer Center, as the first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project in June 2020. It is conducting basic
research for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and data construction projects through North Korean defectors’ medical
examinations, health behavior surveys, and a comparative study of the medical terms of the North and South.

They could be more flexibl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ake more reliable approaches than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f appropriat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are given to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ill be actively carried out.
To create a breakthrough for peace in the stalled inter-Korean relations, we call for practical improvement of the systems including
prior approval for North Korea projects led by local governments and exemption of approval by Ministry of Unification on small-scale
cooperative projects and humanitarian support projects.
Notwithstanding all these efforts, North Korea’s passive attitude may be a variable. But inter-Korean relations are a long journey. We
must be patient and keep knocking on the door to peace.
Thank you.

In July 2020, Goyang City held the ‘Goyang Peace Medical Forum’ and declared its intention to open up a future of peace,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human coexistence and the co-prosperity of the North and South as a Korean community transcending border
and ideology through the ‘Goyang Peace Medical Declaration.’
The North and South Korea Life and Health Complex research,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last March, aims at 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community of life. An inter-Korean knowledge creation win-win cooperation model was presented, proposing
that North and South Korea jointly conduct research and clinical trials, and execute production together in one space.
Goyang City is studying ways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Peace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in the ‘Peace Medical
Cluster’ as a specific method of realizing the North and South Korea Life and Health Complex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t will build
trust for inter-Korean relations while inducing cooperation in healthcare, such as exchange with North Korean healthcare workers,
simulation education, joint research, and telemedicine.
At a time when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install facilities in the DMZ, both the peaceful and strained aspects of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must be assumed to find a way for continuous operation.
The facilities must be close to North Korea, and excellent healthcare personnel must be permanently stationed with easy access
to the city center. They must have enough population so that the operation of hospitals, etc. can be maintained even in a crunch.
Considering realistic realization plans, the natural conclusion is that Goyang City is the best location.
One day, we may see in Goyang City that people from the North get medical treatment, develop new drugs and medical technologies
and conduct a joint research to find medical solution customized to people of Korea.

Conclusion
Monolithic policies and central government-led approaches cannot solve the complex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of the gradually
diversifying society. The Government can hardly solve all problems.
Various entitie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We cannot sit back and watch, blaming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We must find what we can do and start acting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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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지대화의 과제와 대책
서보혁

서보혁
Bo Hyuk SUH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서보혁은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이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북정책
에 관해 오랜 기간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자문을 해오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공저),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공편), 『한국인의 평화사상 1, 2』(공편), 『한국 평화학의 탐구』,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평화운동: 이론·
역사·영역』(공편), 『세계평화사상사』(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공저) 등이 있다.

SUH Bo Hyuk is a Research Fellow of the Peace Research Division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Dr. Suh was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expert adviser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Dr. Suh majors in political science, especially
in the peace and human rights issue in the context of protracted conflict. He has been advising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n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His recent writings include The Vision and Direction of Peace Economy (Edited,
Korean, 2020), Peace Studies from Korean Perspectives (Coedited, Korean, 2019), Peaceful Transition of Conflicts and Korean Peninsula
(Coedited, Korean, 2020), Korean Peace Thoughts Ⅰ, Ⅱ (Coedited, Korean, 2018),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2016), Division Violence (Coedited, Korean, 2016), and Asia-Pacific betwee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Coauthorshi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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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천년 한반도 평화 논의 약사
탈냉전시대에 접어든 1990년대 한반도는 대화와 대결이 교차했다. 한국은 북방외교의 성공에 이어 북한과 일련의 고위급회담을 거쳐 ‘남
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 핵무기 철거 결정으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반도는 전쟁위기로 치닫다가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로 진정되
었다. 북미 대화가 이어진 반면 남북의 대화 문은 닫힌 채 1990년대를 마감했다.
2000년대 들어 2차 북핵위기 속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려가고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전이 전개되는 상황이었다.
그때는 한반도 문제가 다자 틀, 곧 6자회담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 중간 결과가 2005년 9월, ‘9.19 공동성명’으로 나타났다. 거기에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등이 담겼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문제가 포괄적 틀에
서 병행 추진할 성질임을 공식화하였고, 그것도 6자회담에서 다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작지 않다. 6자회담 합의가 남북이나 북미와
같이 양자 채널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접근해온 관행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제적 지지 하에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다. 그럼에도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추진 합의는 주요 당사국인 남·북·미 3자 사
이의 관계를 능가할 수는 없었다. 2008년 말 6자회담의 중단, 곧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단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 결렬 때문이라는 사
실이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반도 평화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들인 남·북·미(·중) 사이에 비핵화-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2007년 ‘10.4 남
북정상선언’에서였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미 합의가 아니라 남북 합의에서 핵심 한반도 안보이슈가 다뤄진 의의가 크다. 그러나 비핵화 달
성 방법이 원칙적으로 다뤄진 것에 불과한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공약은 이어 북미 정상 간 최초 합의인 ‘싱
가포르 공동성명’(2018.6.12.)에서 재확인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
한 비핵화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
력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남·북·미 3자 사이에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공식 합의하였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다시 평양공동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남·북·미는 비핵평화체제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장 및 핵시설 폐기, 종전
선언, 평화협정, 연락대표부 등을 거론하고 일부 초보 조치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에 덧붙여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 군 최고지휘자 간
에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가 발표한 것은 남북 간 재래식전력에 대한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1)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359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3 Peace Movement Session Ⅰ- 3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3 Peace Movement Session Ⅰ- 3
과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에도 합의하였다. 위 군사합의서는 적대행위 중지, 평화지대화, 평화수역화,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군사
적 신뢰구축 노력 확대 등을 담고 있다. 2018년 벽두부터 남북은 상호 비방 중단 및 선전수단 철거를 시작으로 통신선 복구, 판문점 공동경
비구역(JSA) 비무장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적 공동 유해발굴과 그를 위한 지뢰 제거 및 남북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공동 수로 공동조사, DMZ 내 11개 GP 시범 철수2 및 현장검증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위 군사합의
사항들은 대체로 순탄한 이행을 보였고, 특히 적대행위 중지와 평화지대화 수립에 관해 남북은 적극적인 태도로 협력했다. 다만,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남겨진 상태였다. 이 문제는 해상경계선이 없는 가운데 추진할 성질이어
서 군사합의서 내용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상과 같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군사
당국간 회담은 물론 한미, 남·북·유엔사령부 간의 군사회담도 진행되어 정전체제의 정상화에 협력하였다.

그림1.

2. DMZ 평화지대화 이행 현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북한과 미국 간의 대결로 국민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고 정부가 제시한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은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맞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2018년 한반도 정세는 급격한 변화였다. 2018년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역사에 획기적인 해로 기록
될 만하다.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그리고 일련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국간 관계개선은 물론 남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은 높아지고 적대의식은 줄어들었다. 2018년 한국인들의 통일 지지도는 2007년(63.8%) 이후 가장 높은 59.8%
였는데 이는 그 이전 해보다 5.9% 상승한 것이다. 한편, 통일을 반대하는 의견은 16.1%로 이전 해에 비해 5.3% 감소했다. 한국민들의 북
한에 대한 의식도 협력·지원대상이란 반응은 2017년 54.9%에서 2018년 71.0%로 증가한 반면, 적대·경계대상이란 반응은 38.8%에서
24.4%로 감소했다1. 앞으로 남북은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농업, 교통, 보건, 체육, 종교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으로 상호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다. 물론 그런 전망은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종속되어 있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신뢰구축이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지난 시기 남북관계
가 개선되었을 때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신뢰가 높아졌지만 군사적 신뢰구축은 보기 어려웠다. 가장 민감한 군사영역은 뒤로 미
루는 자세가 작용한 탓이기도 하거니와, 북핵문제의 엄중함도 제약 요소로 작용했다. 그에 비해 이번 경우는 북한 최고지도자에 의한 “완
전한 비핵화” 공약과 부분적인 관련 조치, 그리고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과 같은 상황이 호조건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전쟁 재발 방
지와 남북 협력의 보장, 그리고 비핵화 견인 등을 배경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북한 역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
축이 긴장완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경제건설 총력노선에 유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9월 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
을 발표하였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이 평양 5.1경기장에 모인 수 만 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고 말한 것은 정치적 신뢰와 군사적 신뢰의 시너지
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2018년 일련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에 합의하였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로 남북의 군사 책임자들이 군사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일부 운용적 군비통제의 이행

그러나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상황은 크게 변한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도 중단되어 버렸다. 남북
군사합의서 상의 5개 분야 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만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 분야는 부분 실행되거나, 3실행이 되지 않은 분야도 있다. 4
또한 지금까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은 구조적 군비통제는 물론 운용적 군비통제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군사 정보 교환이나 훈
련 통보 혹은 참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관장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재설치하기로 했으나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데
에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의지와 상호 협상 준비가 높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비핵화 협상이 기대한 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남북간 운용적 군비통제는 큰 제
약을 받을 것이다. 물론 낙관론자들은 북한이 남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 남북 교류협력의 이익을 추구하며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을 전후로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체된 것은 계절적 요인 외에도 북미 핵협상의 영향
이 더 크게 작용했다.

3. 남북 군사협력의 과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정체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혹은 그로 인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들어 남한정부는 3월 6일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단을 80-100명 규모로 구성했다고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노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합의되지 못한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는 동결된 상태이다. DMZ
평화지대화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신뢰구축 사업 역시 중단되었다. 향후 남북한 지속가능한 군사협력을 위해 주요 과제를 검토해보자.
첫째는 군비통제의 범위와 속도이다. 논자에 따라 군비통제의 개념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로 설정
해볼 수 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일부 운용적 군비통제를 추진해오고 있지만 합의 사항은 아직 완료
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다”고 합의한 바 있다. 2018년 이후 보여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초보적이지만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화해협력을 촉진해왔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함께 진행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간 군사협력이 그 범위를 확대하고 비핵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
을 남북은 물론 한미 간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DMZ 평화지대화 과정에서 남-북-유엔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남북한과 유엔사(사실상 미국)는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DMZ를 중
무장지대로 변질시켜왔다. 그런 점에서 남북 군당국의 DMZ 평화지대화 합의는 정전체제의 정상화를 의미하고, 그 과정에서 쌓을 상호 신
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기약할 수 있다. DMZ 관리를 포함한 정전체제의 관리가 북측 구역은 북한군이,
남측 구역은 유엔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간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DMZ의 평화지대화나 DMZ를 통과하는 남북 교류협

2 철수에는 화기·장비·병력이 망라되었다. 11개 GP 중 하나는 기억을 위해 보존하기로 하였다.
3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4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한국갤럽이 2007년부터 매년 전국 성인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1:1 면접조사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 표본오차는 ±2.8% (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참조할 것.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 (검색일: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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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전협정 서문에는 정전협정의 목적을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DMZ의 관리 권한에 대해서는 정
전협정 제7~10조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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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관해 유엔사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정전협정의 목적을 5고려할 때 유엔사가 DMZ의 모든 문제
를 관할하느냐, 아니면 군사적 문제만 다루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어떤 문제이든 현실적으로 DMZ에서 발생가능한 사안은 남북
한과 유엔사 3자가 협의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김대중 정부때부터 금강산 육로관광, 육·항로를 이용한 남측 민간인의 북측 방문
의 경우 공동 협력한 경험이 있다. 다만, 대북 제재국면 하에서 DMZ 안에서의 민간활동이나 그를 통과하는 사람 및 물자 이동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전협정의 궁극적 목적과 한미 동맹관계를 감안해 평화에 기여하는 민간교류와 DMZ 평화지대화 사업은 협력
해 시행할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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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 Tasks and Actions
Bo Hyuk SUH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셋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순조로운 전환에 대비하는 일이다. 2018년 한반도 정세 개선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부각되었다. 물론 정전
협정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맺고 우호협력관계로 전환하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전체제 하에서 주요 전쟁 당사자들이 장
기 적대관계에 있어 쉽게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여기에 북핵문제가 그 한 가운데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① 북미 간
적대관계 완화 및 신뢰조성, ② 비핵화 협상 촉진, ③ 남북관계 발전 등 다차원에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안이다. 남북 간에는 2018
년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 물론 종전선언에 대한 태도가 당사자들 사이에 같지 않고, 북핵 협상이 어려움을 겪
으면서 종전선언이 갖는 평화협력의 촉진자로서의 의미는 가변적이다. 그렇지만 종전선언 구상의 취지가 타당하고 그 유용성이 남아있
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다시 거론될 것이다.
2021년 4월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9월 11일까지 완전 철군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로 결정했
다. 이런 결정에는 미국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을 종합 고려한 결과이겠지만, 현지에서 평화를 구축해 누릴 분쟁 당사자들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장려하는 의미가 있다.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도정으로 본격 진입하는 의
미가 크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닦아갈 당사자들 간의 대화는 그 자체로 불신과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평화 비전을 형성하는 데 긴요하다. 미
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 현지 당사자들의 책임을 높여주는 대신 자국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한
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를 안정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다. 북한은 핵포기와 체제안정을 교
환하면서 경제발전을 추구할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내 긴장 요소를 제거하고 신뢰를 축적하
는 협력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그 핵심 프로젝트가 DMZ 평화지대화이고 이것이 남북 경제협력과 병행한다면 한반도는 평화경제(peace
economy)가 구현되는 21세기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길에 북한정권도 호응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중 간에 북한을 이끌어낼 조
율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A brief history of peace talks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the new millennium
Dialogue and confrontation intermingl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Cold War 1990s. Following its successful Nordpolitik
("Northern Policy"), where the ROK reached out to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e traditional allies of North Korea, the two Koreas
had a series of high-level talks and eventually adopte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1991. With the US decision to withdraw
tactical nuclear weap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announced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92, creating an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nd peace. However, suspicions abou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rose, push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brink of war. The US-DPRK Agreed Framework concluded in Geneva in
October 21, 1994 calmed the crisis down. While the US-North Korean dialogue continued, the 1990s ended without any further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Even in the 2000s, the US and North Korea have failed to improve their relations, amidst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s, the US began its war against terrorism.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began to be handled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known as the six-party talks. An intermediate result was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hich covered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is formalized that the issues of denuclearization and the creation of peace regime should be pursued simultaneously within a
comprehensive framework. It was no small significance that they were handl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which meant that the
conventional practice of approaching these issues as between two states only (such as between the two Koreas or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could be avoided. Seeds of a proces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were planted with the bless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vertheless, the efforts to pursue both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in parallel through
six-party talks were not as important as the relations among the three main interested parties—the two Koreas and the US. This
was eloquently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the six-party talks halted in late 2008, mean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was
suspended, due to the rupture of US-North Korean negotiations.
It was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Declaration adopted on October 4, 2007, where the parties with direct interest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and the US (and also China), agreed to promote both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regime at
a summit. From the ROK’s perspective, it was significant in that the key security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dealt with, not
through a US-North Korean agreement, but through an inter-Korean agreement. However, it is also clear that the way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were addressed only in principle.
In comparison, in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on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ing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is
pledge was reaffirmed in the Joint Statement at the Singapore Summit in June 12, 2018, the first-ever agreement between US and
North Korean leaders. It even specified,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affi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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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such, the three parties officially agreed on a proces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eace.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Joint Statement at the Singapore Summit again led to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Through this series of
events, the two Koreas and the US discussed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 sites and nuclear facilities, an end
to the state of war, a peace treaty, opening of liaison offices, and agreed to pursue denuclearization and peace, and taking some initial
action together. In addition,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also called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or “CMA”) was announced, the first of its kind between the defense ministers of the
two Koreas since the Korean War, indicating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arms control of conventional forces (Figure 1).

summits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griculture, transportation, health, sports, and religion and through humanitarian
activities such as meetings of separated families. Certainly, the prospect for these plans depends on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2018 was that political confidence-building
led to military confidence-building. Before that, when the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d, confidence increased in economic and
sociocultural areas, but not in the military domain. It was due to not only the tendency to put the most sensitive military issues on
the back burner, but also the seriousnes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time, the situation, as represented by the pledge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the supreme DPRK leader, partial relevant measures, and the first-ever US-DPRK summit, worked
favorably. The ROK took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to prevent another war, guaranteeing inter-Korean
cooperation, and inducing denuclearization. For its part, the DPRK must have determined that increased inter-Korean military
confidence would reduce tension, which would open up the possibility for them to invest all their resources in economic recovery. On
September 19, President Moo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nounce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n the same day,
President Moon told over one hundred thousand of Pyongyang citizens who gathered in the May Day Stadium in Pyongyang, “Today,
Chairman Kim Jong Un and I have agreed on concrete measures to completely eliminate the fear of war and the risk of armed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a dramatic testament to the synergy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idence.
Through the summits in 2018, the two leaders agreed to advance inter-Korean relations and realize denuclearization and a permanent
peace. Of particular note is that the defense ministers of both Koreas signed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as an annex to the
Pyongyang Declaration. The Pyongyang Declaration also includes actions towards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implementation of
some operational arms control, and activation of the Inter-Korean Joint Military Committee.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itself deals with cessation of hostile acts, transformation of the DMZ into a peace zone, creation of a maritime peace zone, military
assurances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further efforts to build trust between the two nations’ militaries.

Figure 1

2. Current progress of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In 2017, when President Moon Jae-in was sworn in, people in the ROK was nervous watching the US-DPRK showdown, as the plan for
a “peaceful Korean Peninsula,” suggested by the new government almost fell through from the beginning. Looking back,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8 saw a sudden change. The year can be recorded 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efforts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had two summits, opened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and
introduced multipl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which improved not only relations between the authorities but also the
views of people on both sides of the border regarding unification, and lessened the mutual hostility. In 2018, 59.8% of people in the
ROK endorsed unification—the highest since 2007 (63.8%) and a 5.9% increase over the previous year. Those disapproving accounted
for 16.1% of the population, or a 5.3%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The approval of support for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creased from 54.9% in 2017 to 71.0% in 2018, while views of hostility and caution regarding the North decreased from 38.8% to
24.4% over the same period. 1The two Koreas will continue to build mutual confidence based on the agreements reached during the

1

Results of annual surveys through 1:1 interviews of 1,200 adults across the nation as an effective sample conducted by Gallup Korea since 2017; 95-percent confidence
level with a ±2.8% margin of error. For more details, refer to the results of surveys on views of unification by Seoul National University’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 (accessed on Apr. 16, 2021).

Beginning with an end to cross-border criticism and removing propaganda loudspeakers from the border region, the two Koreas
made significant headway in many areas from the beginning of 2018, ranging from recovery of communication lines, demilitarization
of the Joint Security Area, cessation of hostile acts on ground, at sea, and in the air, pilot joint recovery of remains in the DMZ and
minesweeping and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road for the purpose, joint survey of the joint utilization zone within the Han
(Imjin) River Estuary, and withdrawal of 11 guard posts in the DMZ as preliminary measures2 , along with on-site verification. These
terms of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were largely smoothly implemented, and the two Koreas actively cooperated in
ceasing hostile acts and working to establish a peace zone, in particular. Only the matters of a maritime peace zone and a pilot
joint fishing zone were left to the Inter-Korean Joint Military Committee for consultation before finalization. These cover the most
sensitive part of the military agreement as they have to be pursued without an established maritime boundary. During the process of
building inter-Korean military trust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military talks were held not only between the inter-Korean military
authorities, but also together with the UN Command to help with bringing about an official end to the Korean War, which will replace
the current armistice situation with a peace regime.
Nevertheless, the situation took a turn for the worse when the US-DPRK Hanoi Summit, held from February 27 to 28, 2019, broke down.
The inter-Korean efforts for military confidence-building were also suspended. Among the five areas in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only the complete cessation of hostile acts has been fully implemented, while progress in the other four areas has either

2

The withdrawal included all firearms, equipment, and personnel. It was decided to preserve one of the 11 guard posts as a memorial.

3

Military measures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military assurance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various actions in the interest of military confidencebuilding

4 Creating a maritime peace zone around the NLL in the West Sea and ensuring safety during fish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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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partially achieved, 3or not achieved at all. 4Joint confidence-building between the militaries has so far also been unsatisfactory
in terms of structural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No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s or advance notice or observation of drills has
been made. The Inter-Korean Joint Military Committee, which was to be responsible for these things, has not been reinstalled. This is
partly attributable to a lack of determination to actually build trust between the militaries and to a lack of preparation on both sides for
negotiations. However, the rupture of the US-DPRK denuclearization talks had a much greater impact. As seen at the Hanoi Summit,
i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fail to make as much progress as expected, inter-Korean operational arms control is subject to great
restrictions. Optimists would say that North Korea will use military confidence-building with South Korea to gain their own interests
from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gain the upper hand in its negotiations with the US. However, the sluggish efforts at
such confidence-building around the Hanoi Summit were more due to the stalled US-DPRK nuclear talks than due to seasonal factors.

goods passing through the DMZ. Notwithstanding, considering the ultimate goal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ROK-US
relations of alliance, civilian exchanges and transformation of the DMZ, bringing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worth to
cooperate.

3. Tasks for inter-Koran military cooperation
Since the Hanoi Summit ended fruitlessly,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has stalled. At the same time (or due to that),
inter-Korea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has not made any progress. On March 6, 2019, the ROK government notified its DPRK
counterpart that it had formed its share (80-100 personnel) of a joint team to recover the remains of fallen soldiers from the Korean
War in the DMZ, but no response has been received. Since no agreement was reached in Hanoi on a denuclearization roadmap,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frozen in time. Projects to boost trust between the two nations’ militaries,
centering on making the DMZ a peace zone, have also come to a halt. There are several major tasks for sustainable inter-Korean
military cooperation to become a reality:
First, the scope and speed of arms control need to be determined. The concept and methods can vary depending on who you ask,
but it can be established as operational arms control and structural arms control. Since the September 19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the two Koreas have implemented some operational arms control, centering o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but not
fully implemented the agreed terms. Indeed,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to “carry out
disarmament in a phased manner, as military tension is alleviated and substantial progress is made in military confidence-building.”
The relevant actions taken since 2018 have been elementary but conducive to thawing tensions and facilitating 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t is encouraging that these actions were carried out together with efforts to build mutual political trust. Still, in terms
of these measures leading to structural arms control, the US-DPRK denuclearization talks have served as a restriction. Measures to
expand inter-Korean military cooperation in scope and move towards facilitating denuclearization should be actively discussed not
only between the two Koreas but also between the ROK and the US.

Third, preparations are needed for a smooth transition from the armistice regime to a peace regime. The 2018 Korean peace process
brought renewed attention to formally ending the war. It would be ideal if the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were to conclude a
peace treaty and relations become characterized by friendship and coopera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ceed to a peace treaty
as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in the war have long maintained hostile relations under the armistice regime. And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remains in the center of all. Accordingly, declaring an end to the war is worth pursuing towardss ① easing hostilities and
building trus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② facilitating denuclearization talks; and ③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two Koreas virtually declared the end of war through the summits in 2018. Although they do not share the same attitud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alks faltering, the significance of such a declaration as a facilitator of peace and cooperation is worth to discuss.
Nonetheless, it will be brought again to a negotiating table when the time is right as it remains useful and its purpose legitimate.
The US Biden administration in April 2021 decided to withdraw all American troops from Afghanistan by September 11 this year
to contribute to establish peace in the land. Although the US government probably made this decision after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involved and complex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it is also meant to foster a new shaping of relations among
the direct parties to the conflict who will build and enjoy peace themselves. Declaring a formal end to military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a significant meaning, which will be a signal of fundamental beginning towards a peace regime. Obviously, this
requires North Korea first taking substantia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In conclusion, dialogue between the directly-involved parties who will proceed with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is
essential to alleviate tension and create a common vision for peace. For its part, the US can delegate more responsibility to the two
Koreas in this process and accordingly lessen its burden. By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while maintaining its alliance with the
US, the ROK can localize th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ndle them in a stable manner. The DPRK can improve its condi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by waiving its nuclear program in exchange for security guarantees for its regime. Cooperation to avoid
tensions and build confidence are prerequisites to the Korean peace process explained above. The key to this is transformation of the
DMZ into a peace zone. When this is carried out together wit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Korean Peninsula will emerge
as an example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peace economy in the 21st century.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should work out
together measures that can induce the North to participate. North Korea should also be a part of these efforts.

Seco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N Command (UNC) is indispensable in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In viol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two Koreas and the UNC (the US in fact) turned the DMZ into a heavilyarmed zone. In this regard, the agreement between the inter-Korean military authorities to transform the DMZ means changing the
armistice to a lasting peace, and through mutual confidence and cooperation expected to occur along the way, transitioning from the
armistice regime to a peace regime can be anticipated. Regarding management of the armistice regime (which includes the DMZ),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the UNC oversee the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sides of the DMZ, respectively. Therefore, despite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neither DMZ transformation nor any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at has to pass
the DMZ is possible without UNC cooperation. There was even a dispute within the ROK on whether the UNC oversees every affair
in the DMZ or just military affairs, considering the objective of the Armistice Agreement. 5In reality, any affair that involves the DMZ
cannot be handled without agreement among the three parties. They have worked together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or overland tours of Geumgangsan Mountain and ROK civilian visits to the North by the land and the sea. However, with the curr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restrictions will be strengthened even on civilian activities within and movement of personnel and

5 The preamble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states its objective as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Refer to Articles 7 to 10 for the rights and entitlements involving the DMZ.

366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367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3 Peace Movement Session Ⅰ- 3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3 Peace Movement Session Ⅰ- 3

DMZ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 교통·물류 네트워크 중심 제한적 개발
민경태

민경태
Kyungtae MIN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Professor,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민경태는 국립통일교육원에 재직 중이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다. 주요 저서로 <서울 평양 메가시티>, <서
울 평양 스마트시티>가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북한연구학회 이사,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삼성건설 해외프로젝
트 및 삼성전자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실, 대외협력, R&D기획, 벤처투자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및 도시설계 석
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MBA,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경제·IT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
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이다.

MIN Kyungtae works for the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i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His major books include <Seoul Pyongyang Mega City> and <Seoul Pyongyang Smart City>. He served as an expert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a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and an advisory member at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e was in charge of Samsung C&T's overseas projects,
and worked at Samsung Electronics for CEO & Vice Chairman’s Office, Global Public Affairs, R&D planning, and venture investment.
He received a B.S.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a M.E in Urban Design from Yonsei University, an M.B.A. from University of Oxford
in the UK, and a Ph.D. in North Korean Studies (Economics & IT) from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Seoul, Korea. The title of
doctoral dissertation is ‘The Growth Strategy for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Economy between
Seoul and Pyongyang’.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1. DMZ 접경지역의 현황과 논쟁점
DMZ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첨예한 대립과 논쟁이 있다. 개발론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DMZ와 접경지역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반면, 생태론자들은 DMZ에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양쪽 진영은 서로 타협이
어려워 보이지만, DMZ 지역의 실상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DMZ 지역은 획일적인 공간이 아니다. 동부 산악지대는 울창한 산림과 함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남북
한 군대가 경계를 위해 수목을 제거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지 않은 곳도 많다. 또한 서부지역의 임
진강과 한강 하구에는 DMZ 없이 남북 공동이용 수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 또는 보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DMZ 주변에 대량으로 매설된 지뢰도 큰 변수다. 이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전에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데, 막대한 지뢰 제거 비용을
감안한다면 대규모 개발은 경제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DMZ 내부지역에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건설하기 보다는, 배후의 접경지역을 중심
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가피하게 교통망이 통과해야 하는 일부 DMZ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당장 개발의 필요성과 효
용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2. DMZ 접경지역의 개발 방향
DMZ 접경지역의 개발은 생태적 현황과 경제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개발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DMZ 내부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배후에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DMZ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의선·경원선 등 교통망이 직접 통과하는 지점이
나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와 같이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구역에 국한해서 지뢰를 제거하고 제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② 배후 접경지역은 교통·물류 거점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한다.
광대한 접경지역을 전면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망 주변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노동
력 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에 제조업 위주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것은 지양하고, 그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서부와 중동부 지역의 차이를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
DMZ 접경지역은 서부와 중동부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차이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서 서부 접경지역은 교통·물류·무역 중
심 산업을 육성하고, 중동부 접경지역은 생태·관광·휴양 중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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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부 접경지역 개발: 교통·물류·무역 중심

4. 중동부 접경지역 개발: 생태·관광·휴양 중심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의선축은 한반도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핵심지역이다. 미래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남한 수도권 도
시와 평양·남포·해주·개성 등 북한 거점도시들이 긴밀하게 연계된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망은
단순히 남북한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태평양 해양의 경제권을 이어주는 접점으로서 한반도의 지리경제학적 경
쟁력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동부 접경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산악 또는 해안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보
다는 생태적 특성을 파괴하지 않고 육성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원선·동해선 철도와 항만 네트워크 거점
을 중심으로 개발 대상지역을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여객과 물류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중 철도망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기존 경의선을 현대화하거나 GTX-A 노선을 연장하여 서울·경기북부와 개성·사리원·평양을 연결하고, KTX 新경의선을 신
설하거나 GTX-D 노선을 연장하여 서울·경기남부와 해주·남포·평양을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서울·경기북부-평양 연결 (기존 경의선 현대화 또는 GTX-A 연장)
평양-사리원/해주-개성-파주-서울
* 서울·경기남부-평양 연결 (KTX 新경의선 신설 또는 GTX-D 연장)
평양-남포-해주-강화-서울/광명

북한은 중동부 고지대의 특성에 맞춰 경원선이 지나는 ‘세포’ 지역에는 광활한 초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목축업을 육성하고, ‘고산’ 지역에
는 과실수 재배를 위한 농원을 만들었다. 이러한 북한지역의 환경조건을 활용하고 우리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생명 분야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약초와 허브를 연구하는 농식품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통식품과 한약재를 상품화하는 의
료·식약품 분야 협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름다운 동해안과 산악지대의 경관을 활용해 리조트를 개발하고 남북한이 관광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유망하다. 북한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 양덕 온천, 금강산 관광지구 등과 우리의 설악산, 오대산, 속초, 양양, 강릉 등을 서로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
램을 구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해안의 남북한 항구 도시를 연계하는 국제 크루즈 관광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유럽 지중해 휴양
지가 다양한 산업과 함께 발전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건강·미용·의료·스파·체육·요양·명상 등을 접목해 생태와 관광을 융합한 휴양산업 육
성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서울-평양 연결 다중 철도망 제안

파주, 김포, 강화 등 서부 접경지역은 남북한 물류와 무역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산 농수산물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농
식품 가공산업 및 공동시장 육성, 해주-개성 남북 산업협력 벨트 구축 등을 통해 한강 하구와 경기만 일대는 남북한 물류·유통의 핵심거점
이자 남북 경제공동체의 주요무대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 등 DMZ 국제평화지대는 제조업 중심의 기존 남북협력 모델을 탈피하여, 교육·지식·컨벤션·공연·전시 등 새
로운 미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재를 양성하는 경영·의료·ICT 분야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한류 붐을 활용해 외국인에게
K-pop·영화·한국어·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국제학교 유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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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evelopment must consid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estern and central eastern parts of the DMZ border region.

Economic revitalization plan in the DMZ border region
- Limited development centered 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networks
Kyungtae MIN
Professor,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1. Current state and issues of the DMZ border region
There is sharp dispute regarding development of the DMZ border region. Those who advocate for development argue that the DMZ
and border region have been relatively alienated and therefore development is warranted. Meanwhile, those who are against such
development argue that it will destroy the well-preserved natural environment. It seems difficult to iron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ides, but a close look at the actual state of the DMZ reveals that they do not need to oppose each other in most cases.
The DMZ area is not made up of uniform geography: the eastern mountainous area features luxuriant forests of high ecological value.
But in most cases, 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forces continue removing trees and shrubs to provide a better view of the other
side, there are many places where the ecological value is not as high as expected. In addition, the estuary of the Imjin River and the
Han River in the western area constitutes waters used jointly between the two Koreas without DMZ. These situations on the ground
need to be considered in deciding on development or preservation.
Large numbers of landmines around the DMZ are also a major consideration. Development is impossible before they are safely
removed, and considering the enormous cost in time and money involv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large-scale development is
rather low. As such, rather than building a new city or an industrial complex within the DMZ, it is more reasonable to focus development
on the border region in its hinterland. Except for some areas of the DMZ through which transportation networks have to pass, the
need for and effective value of immediate development is not great in most cases.

2.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e DMZ border region

There are very significant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western and central eastern parts of the DMZ
border region. It would be most reasonable to develop—with these differences in mind—transportation, logistics, and trade-centered
industries in the western border region and ecology, tourism, and recreation-centered industries in the central eastern border region.

3. Western border region: Focus development on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trade
The Gyeongui Line axis, which includes Seoul and Pyongyang, is the key region for the two Koreas, with more than half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iving the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ill develop into a wide-area economic zone in the
future where South Korea’s capital-area cities (e.g. Seoul, Incheon, and those in Gyeonggi Province) and North Korea’s hub cities (e.g.
Pyongyang, Nampo, Haeju and Gaeseong) are closely connected. In addition, transportation networks that reach into and through
the North will not only connect the two Koreas but also serve to restore the geo-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Peninsula,
serving as they will as a point connecting the economic blocs of the Eurasian Continent and the Indo-Pacific.
Since rapid increases in the numbers of people and goods moved along the Gyeongui Line axi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re expected, multiple transportation networks should be considered that can accommodate it all. Possible considerations include
modernizing the existing Gyeongui Line or extending the GTX-A Line to connect Seoul and northern Gyeonggi with Gaeseong,
Sariwon and Pyongyang; and constructing a new KTX Gyeongui Line or extending the GTX-D Line to connect Seoul and southern
Gyeonggi with Haeju, Nampo, and Pyongyang.
* Connecting Seoul and northern Gyeonggi to Pyongyang (modernizing the existing Gyeongui Line or extending the GTX-A Line)
Pyongyang-Sariwon/Haeju-Gaeseong-Paju-Seoul
* Connecting Seoul and southern Gyeonggi to Pyongyang (constructing a new KTX Gyeongui Line or extending the GTX-D Line)
Pyongyang-Nampo-Haeju-Ganghwa-Seoul/Gwangmyeong

<Figure>Suggestions for multiple railway networks connecting Seoul and Pyongyang

Development of the DMZ border region requires consideration both of its ecological state and economic feasibility. The main
directions for development can be listed as follows:
① Development inside the DMZ needs to be limited.
Large-scale development of the DMZ, which has no urban center in its hinterland, is unreasonable. Instead, development should be
restricted to areas through which transportation networks (Gyeongui and Gyeongwon Line railways, etc.) directly pass, or which are
designated for special purposes like the Gaeseong-Panmunjom Peace and Cooperation District, after mines buried there are removed.
② New, advanced industries should be developed in the hinterland border region with a focus 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hubs.
Rather than developing the extensive border region comprehensively, development should center on hub cities near the major
transportation networks connecting the two Koreas. Manufacturing-centered special economic zones should not be built in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supply manpower, and instead, new, future-oriented industries, which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need to
be considered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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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stern border region includes Paju, Gimpo, and Ganghwa and is likely to grow as a key region for inter-Korean logistics and
trade. The Hangang estuary and Gyeonggi Bay area will become a key hub for inter-Korean logistics and distribution and serve as a
major stage for an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if efforts to promote the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industry are made, as well
as for common markets that supply agro-fishery products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s capital area, and towards building an
inter-Korean industrial cooperation belt in Haeju and Gaeseong.
For the international peace zone in the DMZ—including the Gaeseong-Panmunjom Peace and Cooperation District—new, future
industries need to be developed, such as those involving education, knowledge, convention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nd a
break made away from the existing inter-Korean cooperation model focusing on manufacturing. Considerations include establishing
educational institutions related to management, medicine, and ICT to develop North Korean human resources, and taking advantage
of the Hallyu boom to attract international schools that teach visitors from abroad about K-pop, Korean films, language, culture, and
the like.

4. Central eastern border region: Focus development on ecology, tourism, and recreation
The central eastern border region features both mountains and coasts where natural environments are better preserved than in
the western region. Accordingly, focus needs to be on environment-friendly industries that can be developed without destroying
ecological traits rather than large-scale industrial complexes. The areas to be developed need to be limited in scope, centering on
networks of ports and the Gyeongwon and Donghae Line railways.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ral eastern hilly sections, North Korea has fostered large-scale livestock farming on vast plains in
Sepo County, and created orchards of fruit-producing trees in Gosan County. The Gyeongwon Line passes through these areas. Plans
need to be in pla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agricultural biotechnology that takes advantage of the North’s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South’s advanced technology. Examples include establishing an agrifood research institute to study wild medicinal
plants and herbs in the hilly sections, and collaborating in commercializing traditional foods and medicines.
Also promising is inter-Korean cooperation in developing tourism in the area, such as resorts amidst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East Sea and the mountains. Tourism programs that connect the attractions in the North (e.g. Wonsan-Galma Coastal Tourism Area,
Masikryong Ski Resort, Yangdok Hot Springs,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with those in the South (Seoraksan and Odaesan
Mountains, Sokcho, Yangyang, Gangneung) are worth consideration. One example would be an international cruise line connecting
port cities along the east coast of both Koreas. The leisure and hospitality industries can also combine ecology and tourism to include
health, beauty, medicine, spas, sports, recuperation, meditation, and more by benchmarking clusters of different industries developed
in Europe’s Mediterranean tourist dest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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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공원과 접경지역 연계 방안
유재심

유재심
Jaeshim YU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Researcher,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유재심은 2007년부터 경관생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 정보수집, 동물서식지 복원, 북한의 생태계 정보수집과 통계분석을
하였다. 2014년부터는 국립산림과학에서 북한산림 모니터링 업무를 하였고, 2016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수여하는 학술상을 받았다. 충남
대학교에서는 DMZ 모니터링, DMZ 훼손 생태계 복원, 산지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련 R&D 업무를 하였으며 2016년 사)한국환
경복원기술학회가 수여하는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부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된 현장연
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YU Jaeshim researcher employing landscape-ecological methodology, she has worked on collecting natural ecosystem data,
restoring animal habitats, gathering eco system data of North Korea, and analyzing relevant statistics since 2007. She has monitored
North Korean forests in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KFRI) from 2014, receiving an academic award from the KFRI in 2016.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he worked on R&D programs concerning DMZ monitoring, DMZ ecosystem restoration,
assessment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of mountainous area development, receiving an academic award from the Korea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She has worked on field research projects and policy studies on North Korea in the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8.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1. 한반도 의제와 남북 접경지역
한반도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여러 가지이지만 현재 맞닥트린 의제는 대체로 기후위기, Covid-19 팬데믹, 그리고 한반도 평화·번영 세 가
지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번영 기대는 현재 상호작용의 작은 돌파구라도 찾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도로·철도 및 산림협력‘과 ’DMZ평화지대화‘등은 남북협력 사업이 ’한반도 비핵화‘와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추해 보면 한반도 평화·번영 의제는 비핵화 과정의 멀고 험난한 ‘큰 평화’와 일상의 작고 ‘소소한 평화’
를 독립시키거나 최소한 종속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게 한다.
한반도가 맞닥트리고 있는 의제는 지경학적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사회문화 변동은 남
북을 포함한 글로벌이 똑같이 겪고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시간은 불가역·비가역적이어서 그것이 완화된다고 하더
라도 과거의 사회로 되돌아 갈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의제는 ‘적응’의 문제로 귀결된다. 반면, 한반도 평화·번영은 우리가 국
제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지 않으면 지구촌의 관심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어 국제사회에
평화·번영의 구심력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는 문제이다.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중심지역이지만 남북 양측의 가장자리이다. 비무장지대는 지리적으로 남북이 공유하지만 문화적으로 불가촉 공간
이다. 비무장지대는 중무장된 냉전 공간이지만 생태적으로 평화의 공간이다. 비무장지대의 역설적이고 특수한 공간은 한반도 평화·번영
의제 해법을 우선순위로 필요로 한다. 그래서 ‘DMZ생태평화공원’ 추진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생태기
반 해법과 ‘소소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MZ 생태평화공원’ 추진은 몇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DMZ생태·평화공원’은 남북이 합의해야 추진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생태공원의 개념이 도시에서 시민과 자연의 만남 혹은 환경교육을 위한 자연학습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토지개발 의
지를 뛰어 넘어야 하는 숙제도 있다.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해 우선, 비무장지대일원 개발과 생태평화공원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글
로벌 접경지역은 생태평화공원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살펴본다. 셋째, 접경지역과 생태평화공원 연계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구상해 본다.

2. DMZ일원 개발과 생태평화공원 논의
남북이 2018년 9월 ‘DMZ의평화지대화’에 합의한 후 ‘DMZ비무장화’를 위한 조치들이 우선 진행되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
무장화, 경계초소(GP)의 폐쇄, 철원 화살머리고지 공동 유해발굴 등이다. 이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는 ‘DMZ생태평화공
원’ 기반조성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었다. 우선, 글로벌 도시 경쟁력 증진을 위해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
결하고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화를 추진한다. 둘째, 평화국토 조성을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유엔기구, 생태기
구를 유치한다. 셋째, 한류문화 확산과 극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고, ‘DMZ 평화의 길’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과 국제평화협력의 상징으로 관리한다. 넷째, 접경지역의 평화적 공동이용 및 관리·개발을 위해 UNESCO 세계유산 공동등
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한다. 이를 통해 DMZ 생태․역사문화․평화 관광벨트
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광역적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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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에 따라 DMZ일원은 각부서 및 지자체 사업의 각축장이 되었다. 통일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였다. 환
경부는 군사보호지역 및 민간인통제지역을 포함하여 DMZ 생태녹지축을 연결·복원하고, DMZ일원에 생태공원을 추진하였다. 산림청은
DMZ일원의 고유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면적을 확대하고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보전, 산림복원 및 유지
관리, 산림재해 및 훼손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거하여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개발지원 대책
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집경지역지원종합계획’을 통하여 생태관광, 녹색성장, 동서교통 인프라 구축, 평화협력 사업, 접경특화발전
과 ‘DMZ 평화의 길’등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화·생명지대(Peace Life Zone) 개념을 기반으로 DMZ관광과 지자체들의 관광
인프라 조성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2020 등을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나섰다. 강원도는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등을 통하여 비무장지대 일원의 걷는 길과 해양수상레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
의 민원과 개발촉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존 단체들, 그리고 Chimu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하여 생물보전에 관한 지역관리 체제를 확립하였다. 2004년에는 Condor-Kutuku 지역
보존을 위한 평화 공원 창설을 제안하였다. 에콰도르와 페루 접경지역 평화공원은 국제와 지역 운동가 그룹들이 생태보전을 매개로 거버
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접경지역의 갈등을 해소하여 평화공원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이다.

DMZ에 관한 권리는 절반이 북한에 있다. DMZ와 관련된 사업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일원의 개발계획 총량은 수용력을 이미 넘은 것으로 보인다. DMZ를 제외한 민통선이북지역(DMZ일원)은 우리의 계획이 적용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DMZ생태평화공원’의 핵심지역이 DMZ라면 민통선이북지역 혹은 DMZ남방한계선 이남 일부지역은 완충공간에 해당
한다.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이 한반도 평화·번영의 상징공간이 되려면 DMZ일원에서 발생하는 개발의 이해충돌을 해결하고 우선순위
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개발계획이 총집결된 DMZ일원은 남북 합의와 지역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생태평화공원’추진이 가능하기
는 한 것일까?

3. 글로벌 접경지역 생태기반 평화공원 사례
전 세계 접경지역 평화공원 조성 사례는 DMZ생태평화공원 추진을 위한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몇 가지 사례는
아래와 같다.
“Waterton-Glacier International Peace Park”은 두 나라가 접경을 맞댄 세계 최초의 국제 평화공원이다. 공원은 1931년 캐나다 알버트 주
와 미국 몬타나주의 Rotary Clubs이 제안하여 조성되었다. 양국은 평화와 친선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의도하여 공원을 UNESCO 세계유산
에 등재하였다. 대표 경관으로는 초원, 산림, 알파인, 빙하토 등이 있으며 높은 식물종 및 동물종 풍부도를 자랑한다.
“A Trans-boundary Peace Park for Sierra Leone and Liberia”은1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간에 자원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접경지역 평화공원이다. 2009년 5월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열대 우림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탄소저감
을 위한 산림 거버넌스를 목적’으로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접경지역에 평화공원을 합의하였다. 공원은 현재 파편화된 서식지를 코리
더로 연결하여 총 35만ha의 보호지역을 확대하여 서아프리카 지역에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aloti-Drakensberg Park2 은 남
아프리카에 조성된 초국경 평화공원이다. 평화공원에는 4000년 이상 원주민들이 거주한 흔적이 남아있고, 세계적 희귀 식물종과 맹금
류인 케이프 독수리(Gyps coprotheres)와 수염독수리(Gypaetus barbatus)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 공원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에서 가장 큰 동굴벽화 밀집지역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보호되고 있다. 총 14740km²의 산림이 각각 4개국의 국립공원으로 구성된
초국경 평화공원이다.
에콰도르와 페루 접경지역 Cordillera del Condor Transboundary Protected Area3 은 환경보전 활동가 그룹이 제안하여 조성된 평
화공원이다. 에콰도르와 페루 접경지역은 영토갈등의 무장충돌이 잦은 지역이었다. 지역 내에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하던 NGO,
CI(Conservation International)는 보존을 평화의 수단으로 추동하였다. CI는 군인그룹과 협력하여 갈등지역에 평화공원을 제안하였다.
2000년 CI의 평화구축(peace building) 거버넌스는 CI,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s Organization, 페루 및 에콰도르 양국의 지역 보

1

https://www.africa-eu-partnership.org/en/success-stories/trans-boundary-peace- park-sierra-leone-and-liberia,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 detail/en/
IP_09 _799(각각 2020년 3월 25일 검색)

2

https://www.peaceparks.org/tfcas/maloti-drakensberg.

3 https://www.uvm.edu/ieds/node/154/, https://www.tbpa.net/page.php?ndx=59 (각각 2020년 3월 2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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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Z생태평화공원추진’ 고려 사항
글로벌 접경지역 평화공원 사례는 부문별로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생태보전을 매개로 하는 평화공원의 형태는 세 가지이다. ① 접경을 맞
대고 있는 각각의 국가들이 원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던 양측의 공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평화공원으로 명명하는 경우 ② 생태계 보전
활동가 그룹의 노력이 분쟁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전환하면서 평화협약서에 보전을 위한 평화공원을 명시하는 경우 ③ 처음부터 평화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장기간 거버넌스 노력하는 경우이다.
평화공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①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의 보전가치가 크고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② 평
화공원이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현저하게 커서 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평화공원 추진은 유형별로 조성 형태가 다르다. ① 분쟁지역이지만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크고 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가 많을 경우 공동으로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② 사람의 이용이 현저하게 많은 지역은 인공적 설계가 도입되는 평화정원이나 평화
공원으로 조성 ③ 탄소저감 등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산림이니셔티브는 광범위한 평화산림으로 귀결된다.
접경지역 평화공원 조성은 거버넌스가 핵심이었다. ① 영향력 있는 코디네이터(CI와 같은)는 다양한 토착 단체들과 협력하여 이해당사국
을 압박하였다. ② 미국과 같은 힘센 조정자의 역할이 확실할 경우 더 빠르게 평화지역으로 안착하였다. ③ 분쟁 당사국인 양측 지역 주민
들이 평화공원 조성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혜택 프로그램이 있다. ④ 생태보전 활동을 통한 평화정착을 위해 철저히 지역기반의 장기간 끈
질긴 노력을 하였다. 시시점은 우리나라 사례와 유사한 발칸반도의 ’평화공원 비전‘이 완벽하고 훌륭한 계획이지만 이해당사자의 참여 유
도, 영향력 있는 코디네이터, 힘센 조정자의 역할과 경제적 혜택에 대한 신뢰의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다.
중앙아프리카 산림이니셔티브(Central African Forest Initiative)4 는 ’DMZ생태평화공원‘추진에 또 다른 유형의 시사점을 준다. 산림이니
셔티브는 REDD+등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의 빈곤을 저감시키고, 지역의 산림보전과 가치증진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역내 6개국(가봉, 카메룬,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파트너
십은 유럽이 기후 공여경제 수단인 REDD+의 투자를 늘리면 열대우림의 손실 및 저하 속도를 막아내고 더 큰 ‘숲 조성’을 하겠다고 경쟁하
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청은 2020년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산림청 PFI는 글로벌 접경지역과 한반
도 접경지역에서 ‘평화의 숲’ 조성을 지원한다. 남북 접경지역 PFI는 유해발굴지 복원, DMZ동서축 평화산림지대 구축, 산림 고유종의 보
전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거점 중심의 집약적인 사업추진과 지역 특화산업 발굴육성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 사회적 협의체 및 거
버넌스 구축을 추진한다.

5. DMZ생태평화공원의 남북 접경지역 연계방안
글로벌 접경지역 평화공원 추진 사례는 한반도 ’DMZ생태평화공원‘의 새로운 방법과 가능성을 알려주었다. 특히 CI의 거버넌스는 전 세계
에 생태보전을 매개로한 평화공원 전략과 실행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에콰도르와 페루 접경지역의 생태보전 기반 평화공
원 조성은 ’환경외교안보‘라는 학제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부문별 시사점은 DMZ생태평화공원 추진 의제이다. 거버넌스 유형 측면에서 DMZ생태평화공원 추진은 정부가 주도한 계획이었기 때문
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거버넌스와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듯하다. 공원조성 형태 측면에서는 보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은
지역과 토지 개발 요구가 많은 지역은 도입 사업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파주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공동등재에 참여하지 않은 이

4

https://www.keep.eu/project/10287/the-peace-park-cross-border-tourism-within- reach / https://www.peaceparks.org/(각각 2020년 3월 24일 검색)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379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3 Peace Movement Session Ⅰ- 3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3 Peace Movement Session Ⅰ- 3

유와 유사하다. 조성 명칭과 주제는 지역 기반의 다양한 의제와 연관되어야 한다. 기후의제를 반영했을 때는 산림 이니셔티브가 압도적이
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DMZ생태평화공원 추진은 영향력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 코디네이터가 힘센 조정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한
다. 남북 양측 지역주민들이 DMZ의 역사와 자원을 공유하듯 양측 지역 주민들은 DMZ일원 프로그램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도 똑같이
공유되어야 한다. 국제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지역맞춤형 거버넌스도 똑같이 중요하다.

https://www.africa-eu-partnership.org/en/success-stories/trans-boundary-peace-park-sierra-leone-and-liberia

생태보전 기반 접경지역 평화공원 추진은 양측 주민들이 갈등을 공유하듯, 양측이 동등하게 보유한 산림 자원, 월경성 서식하는 종의 보
호, 트래킹 코스 개발 등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혜택도 양측이 동등하게 공유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갈등이 상존하는 접경지역은
양측의 도시화 정도, 경제력 정도가 유사하거나 보유한 자원의 크기가 동등할 때 양측 간에 ’등가가치 교환‘개념이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남북과 같이 양측의 보유자원 가치가 등등하지 않거나 경제개발의 차별성이 클 경우 어느 한쪽이 흡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협력
에 소홀하게 된다.

https://www.tbpa.net/page.php?ndx=59

DMZ생태평화공원 추진이 남북의 접경지역에서 공동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 코디네이터는 힘센 조
정자를 만날 수 있고, 장기간 다양한 이해충돌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을 감내할 수 있는 독립기구는 1.5트랙의 형태
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접경지역 공원은 유네스코 MAB과 같이 DMZ 핵심지역 외부에 일정구간의 완충지대 설정이 필요하다.
남북은 생태계를 유사하게 공유하지만 남측은 DMZ 남방한계선까지 도시화가 진행되어 경제적 격차가 크다. 등가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유사하지 않으면 남북 공동의 ’DMZ생태공원‘추진은 요원하다. 셋째, 남북 양측이 DMZ의 운명을 공유하듯 DMZ에서 창출
되는 경제적 혜택도 똑같이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이 역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DMZ를 활용한 접경지역 사업발굴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다섯째, 더불어 남북의 특수한 상황과 지경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DMZ와 관련된 사항은 언제나 장기간의 조정과 합의와 이행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DMZ에 관한 의사결정은 한반도의 미래세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1115001&code=970207

https://www.konetic.or.kr/insight/infographics_view.asp?1=1&gotopage=9&idx=184
https://www.uvm.edu/ieds/node/154/

https://www.keep.eu/project/10287/the-peace-park-cross-border-tourism-within-reach https://www.peaceparks.org/
http://blog.daum.net/jooni514/ accessed on November 11, 20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30980 accessed on November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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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the DMZ area and discussion on an eco-peace park

Ways to Connect a DMZ Eco-Peace Park and the Border Region
Jaeshim YU
Researcher,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Agenda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order reg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Korean Peninsula faces many issues that need resolution, but the immediate agenda covers three major ones—the climate crisis,
the COVID-19 pandemic, and peace and prosperity on the Peninsula.
Despite high expectations created around the time of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for good things to happen on
the Korean Peninsula, now even a small breakthrough for interac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desperately needed. Cessation of
cooperative projects related to roads, railways, and forestry and transform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to a peace zone, as
agreed upon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2018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has shown the limits
of inadvertently subordinating project progress t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on that,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involves looking for ways to independently deal with “large peace,”—or peace in a broad sense—which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a long and difficult path to denuclearization, and “small peace,”—which can be enjoyed in daily life—or at least not
make the latter subordinate to the former.
There are definite geoeconomic differences in the agenda items of the Korean Peninsula. Beyond the two Koreas, the rest of the
world is also undergoing social and cultural changes triggered by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These changes are irreversible
and beyond recall—even when the crises alleviate, there will be no going back to where we used to be. Hence the first two items
are about “adaptation,” whil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Peninsula only gains attent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if we induce their
participation and support. This requires constant effort on our part to attract the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MZ is a strip of land running across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t the same time, forms the edge of each Korea. It is a
geographical space shared by the two neighbors, but remains a culturally untouchable land. It is a heavily-armed Cold-War space, but
ecologically a land of peace. In this paradoxical and extraordinary spac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Peninsula is a prerequisite. In
this sense, a DMZ Eco-Peace Park could serve as a space of transition where “small peace” can be experienced, and present ecological
solu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gree on in the face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pandemic.
Pursuing a DMZ Eco-Peace Park comes with several dilemmas. The park project can be pursued and earn international support only
once the two Koreas have agreed on it. As the concept of an ecological park is reminiscent of an encounter between citizens and
nature in a city or of a natural learning site for education on the environment, it should also overcome local resident wishes for
development of the land instead. To find a solution, this presentation first looks at development of the DMZ and environs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eco-peace park project. Second, it examines how other border regions around the world have pursued eco-peace
parks. Third, it considers new ways to connect the border region and the eco-peace park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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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two Koreas agreed to turn the DMZ into a peace zone in September 2018, measures to demilitarize the DMZ began. Examples
include demilitarizing the Joint Security Area, withdrawing guard posts, and joint operations to recover the remains of fallen soldiers
on Hwasalmeori (Arrowhead) Hill in Cheorwon, Gangwon Province. Afterwards, matters for laying the foundation for a DMZ Eco-Peace
Park were included in the Fifth National Comprehensive Territorial Plan (2020-2040): first, it would involve connecting infrastructure
like roads and railways that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building the DMZ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and an international attraction to increas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cities. Second, the UN or ecological
organizations would need to be attracted to the DMZ to facilitate peace, and third, an ecological and cultural park would be formed
in the DMZ to help proliferate Hallyu (spread of Korea’s culture) and bolster Korea’s national brand. This would require managing it as
a symbol of international peace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o driving the “DMZ Road to Peace” and other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Fourth, a push would be initiated to inscribe the DMZ on the UNESCO list of World Heritage Sites, Panmunjom and Gaeseong
would be established as a Peace and Cooperation District, and the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peace, ecology,
and culture would be invited towards peaceful joint us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border region. This would lead to
step-by-step formation of an ecology, history & culture, peace, and tourism belt along the DMZ, and a wide-area tourism belt that
would connect Seoraksan, Geumgangsan, and Baekdusan Mountains and Wonsan.
In following these plans, the DMZ area has become an arena of competition for projects by different ROK government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came up with the idea of a “DMZ global eco-peace park.”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uggested connecting and restoring DMZ ecological green corridors that include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reas and the Civilian
Control Zone, and creating an eco-park in the DMZ. The Korea Forest Service intends to protect the native forest ecosystem and expand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 in the DMZ, towards pre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restoration, maintenance, and
control of forests; and preventing disaster and damage to forest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vised measures for support of DMZ-area development based on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ursued the DMZ Road to Peace as well as development of ecotourism, green growth, east-towes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eac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specialized development of the border region based on a
comprehensive plan for support of that reg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ased on the concept of a “peace and
life zone,” supports DMZ tourism and assists local governments in development of the needed infrastructure. Gyeonggi Province
has undertaken to improve and expand infrastructure in the border region through its Comprehensive Plan for Border Region
Development 2020. Through its own tourism development plans, Gangwon Province is expanding infrastructure such as that needed
for ocean sports and leisure and footpaths in the DMZ area. The consultative body of mayors and county governors in the border
region is calling for an act on creation of a special peace and economy zone to settle local complaints and promote development.
Half of the rights to the DMZ reside with North Korea. Any related project cannot proceed without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vertheless, there are already numerous development plans, which together are too many for the DMZ
area to accommodate. South Korea can proceed with its plans in the area between the Southern Limit Line of the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Line. While the core of a DMZ Eco-Peace Park is the DMZ, some of the in-between area is a buffer zone. For the park to
be a symbol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flicting interests regarding the area’s development need to be
resolved and priorities adjusted. This makes one wonder what the possibilities are for a DMZ Eco-Peace Park that requires inter-Korean
consent and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of the DMZ, where all kinds of development plans compete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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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o-peace parks in border regions around the world

biodiversity and where the interested parties reach agreement; and ② those where there is consensus on conservation to protect the
remarkabl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Looking at the formation of peace parks in border regions around the world provides guidance on the possibilities and priorities for
establishment of a DMZ Eco-Peace Park. The following are some examples:
The Waterton-Glacier International Peace Park is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peace park where the borders of two countries meet.
Such a park was first suggested in 1931 by the Alberta (Canada) and Montana (USA) Rotary Clubs. The two countries had the park
inscribed as a World Heritage Site for peace, amity, and protection of ecosystems. It features meadows, forests, mountains, glacial soil,
etc. and boasts a great abundance of flora and fauna.
The “Trans-boundary Peace Park for Sierra Leone and Liberia” 1 is a trans-border peace park designed to resolve disputes and conflict
over natural resour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May 2009, the Presidents of both nations agreed to establish such a park in the
border region in the interest of forest governance to increase rain forest biodiversity and reduce carbon emissions. The park presently
connects fragmented habitats with corridors, which expands the protected area to 350,000 ha in total, providing ecosystem services
in western Africa.
Maloti-Drakensberg Park2 is a cross-border peace park in South Africa, where there are still traces of habitation by natives over a
period of about 4,000 years as well as internationally-rare plant species and endangered fauna such as rapacious birds like the Cape
vulture (Gyps coprotheres) and the bearded vulture (Gypaetus barbatus). The park is protec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for
having the largest and most concentrated group of cave paintings in Africa south of the Sahara. This cross-border park consists of
national parks of four different countries and covers 14,740km² of forests.
The Cordillera del Condor Trans-boundary Protected Area3 between Ecuador and Peru was first suggested by conservation groups.
Territorial conflict over the border region often involved armed clashes, and Conservation International (CI), an NGO active in
biodiversity fieldwork in the region at the time, pushed for conservation as a component of peace. It worked with military groups
and proposed a peace park in the conflict zone, and its peace-building governance in 2000 also involved the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s Organization, local conservation groups in both countries, and the Chimu indigenous communities, who worked together
to establish a bioregional management regime. In 2004, these efforts resulted in the Condor-Kutuku conservation corridor peace
park. This was the first case of international and local conservation groups establishing a governance regime and finding resolution
of border conflict through conservation, and creating a peace park.

4. Matters to consider with regard to the DMZ Eco-Peace Park project
The above border-region peace parks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rom a variety of different aspects. There are three types of
peace parks founded on ecological conservation: ① unions of national parks in different countries bordering each other, which are
named peace parks after the union; ② troubled regions turned into conservation areas through efforts of conservation groups, and
designated in peace treaties as peace parks for conservation; and ③ results of long-term governance efforts by a host of interested
parties with the aim of creating a peace park from the beginning.
There are two types of peace parks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① those with great value in terms of habitat and

1

https://www.africa-eu-partnership.org/en/success-stories/trans-boundary-peace- park-sierra-leone-and-liberia,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 detail/en/
IP_09 _799 (Searches were made with each of these addresses on March 25, 2020)

2

https://www.peaceparks.org/tfcas/maloti-drakensberg, https://www.peaceparks.org/tfcas/maloti-drakensberg/ (Searches were made with each of these addresses on
March 24)

3

https://www.uvm.edu/ieds/node/154/, https://www.tbpa.net/page.php?ndx=59 (Searches were made with each of these addresses on Marc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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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parks are created in the following different ways: ① their registration as biosphere reserves is jointly pursued when, despite
being in a disputed area, the high degree of biodiversity warrants conservation and a large number of residents participate in
conservation activities; ② areas with high levels of human use are created as peace gardens or peace parks where artificial designs
intervene; or ③ forest initiatives are taken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tackle other climate change issues, resulting in a wide
range of peace forests.
The key to the creation of these border-region peace parks was governance: ① influential coordinators (e.g. CI) cooperated with a
variety of local groups to put pressure on interested governments; ② the time required to establish the peace zone was curtailed
when powerful mediators like the US played their part; ③ local residents of both sides in the troubled area were provided with
economically-beneficial programs as part of the peace park project; and ④ efforts made were thoroughly local-based, long-term,
and tenacious to give peace a firm foothold through ecological conservation. The Balkans Peace Park project, a case similar to ours,
features an ideal plan, but at the same time,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inducing participation by interested parties, having
influential coordinators, having powerful mediators playing their parts, and building trust through economic benefit.
The Central African Forest Initiative4 presents another implication for the DMZ Eco-Peace Park project. The initiative is meant to reduce
poverty in Africa by fighting against climate change through such activities as REDD+ and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regional action to preserve forests and increase their value. The six participating Central African nations—Cameroo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quatorial Guinea, Gabon, and the Republic of Congo—compete to slow
down the loss and degradation of tropical forests and create “even larger” forests to cause Europe to increase its investment in REDD+,
which incentivizes forest conservation.
For its part, the Korea Forest Service launched a Peace Forest Initiative in 2020 that supports creation of peace forests in border
regions eve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domestic initiative involves forest restoration in areas where remains of fallen soldiers
were recovered; creation of peace forests east to west across the DMZ; preservation of indigenous species and expansion of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s; pursuit of intensive industries at hub locations; identification and nurturing of industries specific
to regions and connecting with tourism infrastructure; and formation of social consultative bodies and governance.

5. Ways to connect the border region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a DMZ Eco-Peace Park
The aforementioned border-region peace parks in the rest of the world suggest new methods and possibilities for a DMZ EcoPeace Park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stance of CI governance in particular significantly advanced the awareness and viability
of eco-peace park strategies around the world, with the peace park between Ecuador and Peru, even creating a new discipline of
“environmental diplomacy and security.”
These parks also suggest different aspects of considerations to keep in mind regarding ways to carry out the DMZ Eco-Peace Park
project. As it is a government-led plan, there seems almost no governance by various interested parties and participation by citizens.
In terms of park creation, areas where many participate in conservation activities and areas where the demand for land development
is high have different programs and facilities they wish to introduce. This is similar to Paju City not participating in the joint listing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The name and theme of the park must reflect various regional topics. “Forest Initiative” received an

4

https://www.keep.eu/project/10287/the-peace-park-cross-border-tourism-within-reach/, https://www.peaceparks.org/ (Searches were made with each of these addresses
on March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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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whelming response in that it reflects climate change concerns. In terms of governance, the DMZ Eco-Peace Park project needs
influential coordinators, who in turn need to work with powerful mediators. As the local residents of both sides share the history and
resources of the DMZ, they should be able to equally share the economic benefits of DMZ programs. Governance tailored to local
needs is as important as international networks.

https://www.pc.gc.ca/en/culture/spm-whs/sites-canada/sec02l)

The creation of a cross-order eco-peace park entails, as the residents on both sides share the experience of conflict, equal economic
benefit from forest resources, protection of trans-boundary species, development of trekking courses, etc. to which they hold equal
rights. This is because these residents can accept that they are exchanging equal value only when they have the same or similar levels
of urbanization, economic strength, and amount of resources they retain. If there is unequal value of resources between the two sides
or the degree of economic development varies greatly, as is the cas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likely that one will fear
absorption by the other and will resist active cooperation.

https://eros.usgs.gov/westafrica/land-cover/deforestation-upper-guinean-forest

If the DMZ Eco-Peace Park project is to be jointly pursued by the two Koreas, influential coordinators will be first needed, who will in
turn need to work with powerful mediators, and sort out conflicting interests and priorities over the long term. For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hich can handle these requirements, 1.5-track dialogues would be appropriate. Second, a border-region park will
require a buffer zone outside the core DMZ like in the UNESCO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 Though the two Koreas
share the ecosystem, urbanization in the south reaches up to the Southern Limit Line of the DMZ, with great economic gaps evident
between the two Koreas. Joint carrying out of the project is implausible unless the amount of resources that can be exchanged for
the same value is similar. Third, as the two Koreas share the same destiny of the DMZ, they should equally share economic benefits
generated from it. This makes it imperative to identify future DMZ projects in the border region where the two Koreas can share
history and value. Fourth,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situation and geoeconomic aspects of South and North Korea, any DMZrelated matter inevitably requires coordina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over the long term. As such, any decision regarding
the DMZ should ensure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ttps://www.tbpa.net/page.php?ndx=5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09_799
https://www.peaceparks.org/tfcas/maloti-drakensberg

https://www.africa-eu-partnership.org/en/success-stories/trans-boundary-peace-park-sierra-leone-and-liberia
https://www.konetic.or.kr/insight/infographics_view.asp?1=1&gotopage=9&idx=184
https://www.uvm.edu/ieds/node/154/

https://www.keep.eu/project/10287/the-peace-park-cross-border-tourism-within-reach https://www.peaceparks.org/
http://blog.daum.net/jooni514/ accessed on November 11, 20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30980 accessed on November 12, 20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1115001&code=9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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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한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
조르디 칼보 루판네스

조르디 칼보 루판네스
Jorge Calvo RUFANGES
국제평화국(IPB) 부의장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IPB)

조르디 칼보 루판네스는 평화 연구를 위한 델라스 연구소 코디네이터이자 평화, 안보, 국방 경제학, 군사화, 무장화 분야의 연구원 겸 강사
이다. 또한 무기 거래, 군사비 지출, 방위 산업과 무기 자금 분야의 전문가이며,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라몬 이유이 대학교(URL)
에서 “갈등 분석” 교수, 카스테욘에 위치한 자우메 대학교에서 평화, 갈등 및 발전 분야 석사과정 “무력 갈등” 교수, 발렌시아 국제 대학교
(VIU)에서 국제 관계학 교수, 그라나다 대학교 평화학 석사 과정의 연구 방법론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국제평화국(IPB) 부의장이자 국
제평화국(IPB) 바르셀로나 사무국 및 세계군축행동캠페인(GCOMS)의 코디네이터이며, 연구 그룹 글로벌 코드(URL), 평화와 발전을 위한
대학 재단, IUDESP(사회 발전과 평화를 위한 대학 통합 연구소)의 회원이다. 그는 스페인 카스테욘에 위치한 자우메 대학교에서 유네스코
평화 철학 석좌 프로그램의 평화, 갈등 및 발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경제학자이다. 저서와 논문으로는 “군비 및 국제 안보: 환경적,
인도적 관점으로”, “평화를 위한 안보 정책 : 다른 안보는 가능하고 필요하다”, “전쟁, 평화 그리고 군비 축소에 관한 사전”. “유럽의 무기 산
업에서 일어나는 로비” (2015), “스페인 군국주의 지도”가 있다.

Coordinator of the NGO Centre Delàs for Peace Studies. Researcher and lecturer on peace, security, defence economics, militarization
and armamentism, expert in arms trade, military spending, military industry and financing of weapons. Currently professor of
“Conflict Analysis” on University Ramon Llull (URL) of Barcelona (Spain), professor of “Armed conflicts” in a Master on Peace, Conflicts
and Development in University Jaume I of Castelló (Spain),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 in Valencian International University
(VIU) and professor on research methodologies on a Peace Master in University of Granada (Spain). 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Peace Bureau and Coordinator of IPB Barcelona Office and 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GCOMS), member of a research
group Globalcodes (URL), of the Universitarian Institute for Peace and Development, IUDESP, (UJI). Economist and Phd on Peace,
Conflicts and Development in UNESCO Chair of Peace Philosophy. University Jaume I, Castelló (Spain). Books and papers: “Military
Spending and Global Security. Environmental and Humanitarian Perspectives”, Routledge; “Security policies for peace. Another
security is possible and necessary”, Icaria Editorial; “Dictionary on War, peace and disarmament”. Editorial Icaria, “The Arms Industry
Lobby in Europe” (2015), American Behavioural Scientist; “Atlas of militarism i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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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국(IPB) 부의장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연간 2조 달러의 군사비 지출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한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화(militarization)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무기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군수산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기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이 매
우 높습니다. 군수산업은 새로운 무기의 연구개발을 위해 공공 보조금과 대출을 받습니다. 나토(NATO)는 군사 부문의 육성을 위한 군사비
지출 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회원국들에 GDP의 2%를 국방예산으로 배정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이주, 국경, 그 밖에 안보와 관련된
다른 이슈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군사화되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26조는 “세계의 인적, 경제적 자원을 군비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전용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의 확립과 유지를 촉진”할 필요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확대의 방편으로서의 군사력 증강으로 특징지어지는 ‘억제와 안보’라는 냉전적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의 군사화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일으켜 국제사회의 구성원 간에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군사화로 인해 더 많은 국가
가 군수공장을 늘리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을 경쟁과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패러다임으로 되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퇴행적인 경향은 부분적으로 군비경쟁 및 군사주의와 관련되어 있고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경제의 영향 때문에 발생합니다. ‘군
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아이젠하워가 1961년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고별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안보 정책에 가
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인 로비스트의 권력에 대해 언급하면서부터 사용한 용어입니다. 군산복합체는 군사 정책과 무기 구매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사람, 기업, 정치 단체, 군 고위 간부 등 군 사업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는 앞서 언급한
나토와 같은 군사 기구처럼 국방경제(defense economics)를 포함한 군사 부문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국방예산 증액을
압박합니다.
군사-경제 사이클(military-economic cycle)은 한 국가의 군사적 구조를 둘러싼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러한 측면에는 국방 전략을 결정하는 안보·방위 정책과 어떤 종류의 인프라, 장비 및 군사 부문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군사 모델이 포함됩
니다.
이른바 ‘군사-경제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는 군사비 지출입니다. 군사비 지출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SIPRI에
따르면 2019년 군사비 지출 규모는 미화 19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2018년보다 3.6% 증가한 수치로, 2010년 이후 연간 지출 증가율
로는 가장 큽니다. 또한 그러한 군사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2%, 1인당 연간 249달러에 해당합니다. 늘 그렇듯 전 세계 군사비 지
출의 대부분은 소수의 국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상위 5개국(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2019년 총 7,320억 달러로 5.3% 증가했습니다(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8%).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 2위
와 3위의 군사비 지출국이었으며, 4위에 위치한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651억 달러로 4.5%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아메리카가 군
사비 지출 순위에서 선두를 달렸고, 동아시아와 서유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다른 모든 국가를 합한 것보다 많은 군사
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은 주로 무기와 장비, 그리고 인적자원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2,760만 명
의 군인과 준군사 인력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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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경제 분야의 또 다른 주요 부문은 무기 회사와 이들 업체의 수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IPRI의 지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27조
~30조 TIV(무기 거래량 단위)에 이르는 주요 무기가 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9·11 테러 이후 안보 패러다임 변화로 2002년 이후 뚜렷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기업은 민간이 운영하며 구매 의사가 있는 정부로부터 계약을 따내지만, 무기 거래는 국제법과 국내법
에 의해 고도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무기 회사들은 자국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무기를 팔 수 없습니다. 무기 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는 무력
분쟁, 불안정 상태 또는 인권침해가 존재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의 금지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멘 내전에 개입한 군사동맹의 주체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과 같은 분쟁국 및 전쟁 국가들에 매년 무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안보 분석은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적, 정치적 관점에서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
다. 우리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나치 지도자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을 유태인 학살을 즐긴 괴물이 아니라 한때 나
치 이념을 받아들이고 헌신성과 자부심과 근면함으로 유태인 학살을 실행에 옮긴, 비교적 평범한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히만은 관료였고, 평범한 근로자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체제에서 당시로서는 정상적인 일을 하는 데 전념하여 유태인들
을 나치 독일이 만든 죽음의 수용소로 추방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일은 분명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무기 제조, 판매 및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기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이
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는 오늘날 정상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 또는 심지어
인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일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무기 회사가 있지만, 다른 많은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들 업체 가운데 세계 군사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SIPRI에 따르면 상위 25개사가 매년 약 36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무기 회사들은 주요 군사비 지출
국 및 무기 수출국의 기업으로, 전체의 절반은 미국 업체이며, 나머지는 러시아, 서유럽, 중국, 아랍에미리트 업체입니다. 주요 무기 생산
국은 나토 국가 및 그 밖의 군사 동맹국들이지만, 무기 취득과 기술 이전 및 자국 영토에서의 무기 생산을 결합한 방식의 수입을 통해 국
가 군수산업 구축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페인 공기업 나반티아(Navantia)는 사우
디아라비아가 업체로부터 프리깃함 다섯 척을 20억 유로에 구매하는 대가로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의 자사 전함 생산을 허용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무기 자금 조달도 국방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입니다. 무기 회사들은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투자자로부터 대출, 회전 신용(revolving
credit), 채권 발행, 주식 보유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무기 거래와 관련된 국제 금융 부문의 1,000여 개 금융기관은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53개 업체에 총 9,03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예멘 내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2014~2019년 기간 동안 80개 무기 회사가 사우
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예멘 내전(2015~2019)에 참전한 주요 군대에 무기를 공급한 업체들에 자금을 지원
해 온 주요 국제 은행으로는 블랙록(Black Rock)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씨티그룹(Citigroup)과 같
은 미국의 일부 주요 은행 외에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바클레이즈(Barclays), BNP파리바스(BNP Paribas) 등의 유럽 은행, 보험사
인 AXA 및 유니크레딧(UniCredit), 스페인의 SEPI 및 노르웨이의 국영연금기금-글로벌(Government Pension Fund-Global)과 같은 공기
업, 글로벌, 그리고 스페인의 두 대형 은행인 BBVA와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등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헌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전쟁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긴 지 70년이 지난 지금, 군사적 대응은 안보 위협에 대한 일차적 대
응책으로 계속 ‘공표’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것이 틀렸음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안보에 대한 기여도가 지극히 의심스러운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군수업체의 매출, 무기 수출 및 무력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유네스코 텍스트를 고쳐서 표
현하자면, 전쟁, 군사화 및 안보화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혹은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이므로 평화에 기반한 안보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며, 이는 군사비 지출과 무기 사업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을 가짐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무기를 제조하고 판매하
여 부자가 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무기를 전쟁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무기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신무기 개발에 협력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경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전쟁에 ‘기여’하고 미래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온상
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무기 사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
리 모두 그들의 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안보 및 국방 교리에서 확인된 모든 위협 중에서 테러는 안보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테러 위협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Global War on Terror)’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는데, 이는 안보 위협에 맞서 싸
우기 위한 군사적 대응이 최선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9·11 테러 이후 세계의 주요 군사 대국들은 소위 ‘테러와
의 전쟁’을 주도했는데, 이로 인해 미군과 동맹군들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점령과 리비아, 시리아, 말리, 예멘에 대한 직간접적인 군사
개입 등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군사 개입이 초래하는 것은 새로운 위협, 새로운 전쟁, 그리고 더 많은 테러입니다.
따라서 보안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군대는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안보 문제
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 기반과 실용적 접근법들은 다른 대안적 요소에 기반한 안보 구축의 필
요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무기 회사들이 이익 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안보화(securitization)의 확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방경제 부문을 장려하는 패권주의적 안보국가들과는 상반되는 해법입니다.
또한 무기 회사들은 소위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에 힘입어 정부 공공계약 수주, 군사 연구 보조금, 국방부의 대외 업무 지원, 그리고 심지어
국가 수반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예산은 국가 간의 관계를 군사화합니다. 군사화가 확대될수록 세계 어느 지역이든 보낼 수 있
는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면 외교, 협력, 다자주의, 예방적 외교 대신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국방예산은 군수산업의 유일한 수입원이며, 무기 사업가들은 그들의 활동과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군
사 안보 접근법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위협에 대한 주된 대응책으로 ‘안보’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군수산업체를 포함한
안보와 관련 기업들에 이익이 됩니다. 모든 것을 안보화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
보화는 모든 사회적, 인간적, 환경적 요소를 군사적 위협 및 군사화된 해결책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는 분명 무기 회사들에게
는 최고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아울러 국방경제에서는 군사비 지출이 특정 국가나 도시에 대한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주
목하면서, 국방예산 중 실제 안보 필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보화는 이주 정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기
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주요 도전 과제 중 일부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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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s are mainly used to cover for the cost of weapons and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there are 27,6 million military and
paramilitary personnel forces in the world.

Current Levels of Military Spending Globall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Jorge Calvo RUFANGES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IPB)

It can’t be normal spending 2 trillion on military every year.
Analysis of the current levels of military spending globally from a critical perspective
We are facing a deep process of militarization worldwide. Military budgets are increasing every year, arms exports show a constant
growth, military industry keeps expanding and more countries are producing weapons. Investing in arms is very profitable, military
industry receive public grants and loan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weapons; NATO pushes member states to dedicate 2%
of GDP to military budgets as a measure to increase military spending to foster arms sector; migrations and borders and other issues
related to security are more militarized than ever.
The article 2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zes the ne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Nevertheless,
as an extension of the Cold War idea of deterrence and security characterised by increasing military capabilities as a way to get more
security, militarization nowadays is creating a new arms race, creating mistrust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s done growing
military arsenals and strengthening military capabilities in more countries, which is moving countries back to old paradigms that
were already outdated, based on competition and balance of power.
This backward trend occurs in part due to the influence of economics related to arms races and militarism, in which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A term,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at came into use in Eisenhower’s farewell speech as U.S. president in
1961, when he referred to power of the lobbyist with the most influence in the US security polic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s composed by all actors involved in military business: people, business and political organizations, senior military officers, who
influence decisions on military policy and armaments purchases.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s like the aforementioned military
organisation, NATO, putting pressure on governments to raise military budgets in order to ensure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military sector, including defence economics.
The military-economic cycle is composed of a network that encompasses all aspects surrounding the military structure of a country:
the security and defence policy that determines the national defence strategy and the military model, determining what kind of
infrastructure, equipment, and military dimension are necessary.
The first step of the so-called military economic cycle is the military spending. It has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1,9 trillion USD is SIPRI’s estimation for 2019, that represents an increase of 3.6 per cent from 2018 and the largest annual
growth in spending since 2010. This military spending represents the 2,2% of global GDP and 249 USD per person per year. As usual, a
few countries account for most of the military spending, accounting around two thirds by the first 5 (USA, China, Saudi Arabia, Russia
and India). US Military spending grew by 5.3 per cent to a total of $732 billion in 2019 (38% of global military spending); China and
India were, respectively, the second- and third-largest military spenders in the world; and Russia was the fourth-largest spender in
the world and increased its military expenditure by 4.5 per cent to $65.1 billion. By regions it is North America is leading this ranking,
followed by East Asia and Western Europe. NATO countries account more military spending than all the countries together.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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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of the main parts of the military economic sector is composed by arms companies and their exports, which can reach 27,000
and 30,000 billion TIV of major weapons every year the last decade, according to SIPRI’s indicator, showing a clear trend of increase
since 2002, due to the security paradigm change after the 9-11. Military companies are private and get contracts from governments
that are willing to buy, but arms trade is highly regulated by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Arms companies cannot sell weapons
if their government doesn’t authorize them to do so. The main regulations for arms trade are based on criteria that forbid giving a
licence for arms exports to countries in armed conflict, instability or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In spite of that, arms are export
every year to countries in conflict and war, such as Saudi Arabia and UAE, main members of the military coalition in the Yemen War.
There are thousands of arms companies in the entire world, but as in many other sectors, few of them dominate global military
markets. The first 25 arms industries identified by SIPRI are producing arms worth about 360,000 million USD every year. Regarding
their origin, the main arms companies come from the main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exporting countries: half are from USA,
the rest from Russia, western Europe, China, and United Arab Emirates. The major arms producers are NATO countries and other
military allies, but new countries are investing in building a national military industry, through imports that combine the acquisition
of weapons with includes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d production on their national territory. That is the case Saudi Arabia with the
Spanish public company, Navantia, that has the agreement to allow the production of warships of the company in Saudi Arabia, in
exchange of selling 5 frigates for 2,000 million euros.
Financing of weapons is also a relevant issue in the defence economics. Arms companies are financed by banks, insurance companies
and other investors, through loans, revolving credits, bonds issuance, shareholding, etc. More than a thousand of financial entities
from the international armed banking sector provided a total of 903 billion to the 53 arms supplying companies equipping the
armies. Only in the Yemen War 80 arms companies have exported their products to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during
the period 2014-2019. Among the entities that lead the ranking of the international armed banks that have financed those arms
companies supplying the main armies involved in the war in Yemen (2015-2019) are some of the main US banks, such as Black Rock,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and Citigroup, in addition to European banks such as Deutsche Bank, Barclays, BNP Paribas, the
insurer AXA, Unicredit, public companies such as Spain’s SEPI or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and the two large
Spanish banks BBVA and Banco Santander.
From other side, among all threats identified by most national security and defence doctrines world over, terrorism is arguably the
main threat to security. But terrorist threats are much higher nowadays than when the Global War on Terror started, in 2001, which
shows a clear example of how military responses may not the best response to fight against security threats. After the 9-11the main
military power worldwide drove the so-called Global War on Terror, that gave rise to the military occupation of Afghanistan and Iraq
by the US Army and its allies, and direct and indirect military interventions in Libya, Syria, Mali or Yemen, among others. The result of
every military intervention: new threats, new wars and more terrorism.
Thus, the efficiency of military responses to security threats are questioned, because it has been identified by experts and practitioners
that military is not the best response to the security challenges faced by society nowaday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ractical
approaches point toward the necessity of building a security based on different parameters, that are an alternative to and even
opposed to the hegemonic security state that encourages the defence economics, in which arms companies are the most interested
in the promotion of securitization, as the best way to increase their profit.
In addition, arms companies are able to get from governments public contracts, grants for military research, and support from foreign
affairs services from the Ministry of Defence, and even from Heads of States, thanks to the influence of the so-called military-industrial
complex. Military budgets militariz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More militarization means bigger armed forces, easier to mobiliz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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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ent anywhere in the world. High rates of military spending make more likely the use of military instead of diplomacy, cooperation,
multilateralism and preventive diplomacy. Military budgets are the only relevant source of incomes for military industry and arms
businessmen need to keep the military security approach in governments to assure their activity and future profits. Choosing
security as the main response to any threat is benefiting security and related companies, which includes all military industry, because
if everything is placed under a securitization perspective, military responses will be more likely. Securitization considers all social,
human or environmental aspects as military threats and militarized solutions, which is definitely the best marketing strategy for the
arms industry. Moreover, defence economics has to pay attention to how military spending responds to security threats to a given
country or city, identifying whether there are parts of the military budget that have no direct relation to the real needs of security. It
can explain that securitization is not done only in relation to migration policies, but also to some of the main challenges for humanity,
like climate change.
Security analysis is never neutral from the moral or political point of view, as it is not an objective matter that can be definitively
sized up but rather something that is open to multiple interpretations. We must not forget that the Nazi leader Adolf Eichmann
was not for Hannah Arendt a monstrous human being who enjoyed annihilating Jews, but a relatively normal person who, at one
point, took up the Nazi ideology and put it into practice with dedication, pride and diligence. He was a bureaucrat, a normal worker,
who was dedicated to doing something normal at that time, in the regime in which he lived, deporting Jews to the death camps
created by Nazi Germany. What seemed normal obviously wasn't. Today there are those who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with the
manufacture, sale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throughout the world. The arms business is also habitual, legal, legitimate and in the
eyes of anyone an activity like any other. Inventing, manufacturing and selling weapons is normal today, as is the use of armed force
to achieve political and even humanitarian goals. What seems normal may not be so.
The founding text of UNESCO promulgated that "since wars are born in the minds of people, it is in the minds of people that the
bulwarks of peace must be erected." Seventy years after the certainty that war had to be removed from people's minds, military
responses continue to be promulgated as the primary response to security threats, even if reality shows otherwise. Military budgets,
the turnover of military companies, arms exports, and armed conflicts do not stop growing, although their contribution to security is
more than in doubt. Paraphrasing the cited UNESCO text, since wars, militarization, securitization are born (or are inculcated) in the
minds of the people, it is in the minds of the people that the bulwarks of a security based on peace must be erected, and this happens
by questioning the normality of the military spending and arms business. It is not normal to get rich by manufacturing and selling
weapons, it is not normal to sell them for war, it is not normal to finance arms companies, it is not normal to collaborate in the creation
of new weapons, it is not normal to contribute with our economic activity to more wars, breeding ground for the wars of the future.
Those who get rich from the arms business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why they are doing it, let us not trivialize their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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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지출은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저해하는가?
클로에 뮬러웨터

클로에 뮬러웨터
Chloé MEULEWAETER
델라스 연구소 연구원
Researcher, The Centre Delàs

클로에 뮬러웨터는 델라스 연구소(Centre Delàs)의 연구원이자 활동가이다. 그녀는 군사비, 무력 충돌, 기후 위기를 연구하며, 국제평화국
(IPB)의 이사이자 세계군축행동캠페인(GCOMS)의 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군사비와 무력 충돌의 연관성, 군사주의와 기후 위기의 연
관성에 대한 여러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고 글을 기고했다. 현재 그라나다 대학교(스페인)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군사비와 무력 충
돌의 연관성을 연구한다. 카스테욘 자우메 대학교(스페인)에서 평화·분쟁·개발학으로 석사 학위를, 루뱅 가톨릭대학교(벨기에)에서 양적
연구에 특화한 심리과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Chloé MEULEWAETER is a collaborator and activist of the Centre Delàs. She is a researcher on military spending, armed conflict and the
climate crisis. Meulewaeter is also a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Peace Bureau, and a team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GCOMS). She has published several book chapters and articles on the link between military spending and armed
confli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ism and the climate crisis. She is currently a PhD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Granada
(Spain). She is conducting research on the link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armed conflict. Meulewaeter holds a master's degree
in Peace, Conflict and Development Studies from the Jaume I University of Castellón (Spain), and a master's degree in Psychological
Sciences, specializing in quantitative research,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 (Belgium).

델라스 연구소 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의의 주최 측에서 초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1 DMZ 포럼에 참가해 군사주의(militarism)와 기후변화 및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흥미로운 발표를 하시는 연사분들과 함께 패널 토론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사비 지출이 무력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 결정을 어떻게 촉진하는가, 둘째는 군
사화가 기후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의 조성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
상을 건설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1. 군사비 지출이 어떻게 무력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 결정을 촉진하는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델라스 센터(Centre Delàs)에서 사회의 군사화(militarization)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군사-경제 사이클(military economic cycle)’ 이론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군사비 지출이 군사화 과정의 첫 단계이며, 군
사 연구개발(R&D), 군수산업, 무기 거래, 그리고 이들 분야에 대한 민간 자금 조달로 이어진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군대는 군수산업에
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군수산업은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군수산업
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신무기를 개발해 시장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한편 업계의 생산 규모는 기존 은행들의 금융 서비스에도 의존합니다.
일부 기업의 부채 수준이 75%까지 높아질 수 있어 금융기관이 없으면 군수산업이 현재 생산량의 4분의 1만 세계 무기시장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이러한 군사화 과정은 직접적인 폭력, 무기 사용 및 무력분쟁으로 이어지며,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정부 결정을 촉진시킵
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경제 사이클의 역학
관계는 악순환의 역학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련의 원인과 결과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부정적인 영향
이 자신을 낳은 원인에 먹이를 공급해 증폭시킵니다.
무기 사용과 군대의 배치는 무기의 개선과 병력 훈련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게 되며, 이는 매년 군사비 지출에 대한 의회 승인으로 이어져
새로운 순환 주기를 허용하고 사회의 군사화 과정을 강화합니다.
이제부터는 군사-경제 사이클의 역학관계에 관한 제 박사학위 연구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사-경제 사이클 이론의 근거
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49~2019년 기간에 걸친 170개국의 군사비 지출, 무기수출입 및 무력분쟁 관련 데이
터를 활용한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군사비 지출 및 무기 이전 관련 데이터는 SIPRI의 자료에 따른 것이며, 무력분쟁 관련 데
이터의 출처는 UCDP입니다. 다른 사회경제적 통제 변수들도 분석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통계 분석 방법은 ‘영과잉 순서형 프로빗
(ZIOP)’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무기 수입이 증가한다.
-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무기 수출이 증가한다.
-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무력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 무기 수입이 증가할수록 국가가 무력분쟁에 개입할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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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기 수출 규모와 무력분쟁 개입 사이의 상관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후 시기는 재건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의 수요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투 중에 폭발하지 않은 지뢰와 폭탄은 오
랜 세월 동안 인간과 자연 모두에 위협으로 남게 됩니다.

몇 가지 연구 결과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군사비 지출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력분쟁에 해당 국가가 개입할 확률 사
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의 경우, 군사비 지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력분쟁에 관여할 확률은 60%에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군사비 지출 수준이 낮아질수록 감소합니다. 군사비 지출이 전무하다면 국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력분
쟁에 개입할 확률은 0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 국가의 무기 수입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력분쟁에 해당 국가가 개입할 확률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의 경우, 패널 데이터 분
석에 따르면 무기 수입이 최고 수준에 이르면 국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력분쟁에 개입할 확률이 40%에 이르며, 무기 수입량이 증가
함에 따라 무력분쟁 개입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170개국의 70년 기간 데이터로 수행된 패널 분석의 주요 결과는 군사-경제 사이클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군사비 지출
은 국가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무력분쟁에 개입할 확률을 높이며, 무기 수입 또한 그러한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회의 군
사화가 심화될수록 무력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내지 용이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기술적 데이터,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군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
다. 실제로 군사비 지출과 무기 이전 규모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더 많은 무력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
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군사화뿐만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군사화가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지 묻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발표의 두 번째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2. 군사화는 기후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어떤 데이터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예컨대 군용 지프의 연비는 4L의 연료로 6~12km를 주행할 수 있는 수
준인 반면, 일반 승용차는 4L의 연료로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일부 문헌에서도 군사화와 기후 위기 사이의 연관성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크로포드(Crawfod)의 논문에서는 미국 국방부
(DoD)가 미국 최대의 석유 소비자이자 세계 최대의 석유 산업 소비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언급했던 패널 데이터 분
석에서는 GDP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한 국가의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수록 CO2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군사화가 기후 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규적인 군
사 활동, 둘째, 무기 시험, 셋째, 무기 생산, 넷째, 무기 수송, 다섯째, 전쟁, 그리고 여섯째는 전후 시기입니다.
군에 의한 환경 피해는 군대의 통상적인 활동 중에도 발생합니다. 예컨대 군사 훈련을 실시하거나 국내 및 해외 군사기지를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자원과 에너지의 이러한 소비는 오염으로 이어지며, 그러한 군사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유독성 폐
기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군에 의한 환경 피해는 특히 핵실험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지만, 새로운 무기의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합니다. 그와 같은
환경 피해는 오염, 산림 파괴,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의 손실로 이어지며, 유독성 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군사주의와 기후 위기 사이의 연관성은 델라스 센터의 최근 보고서처럼 더욱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 위기가 근본적으로 전 지구적 위기인 반면 안보 솔루션은 각국의 국경 방어를 위해 설계된 것이기에 그러한 초
국경적인 도전에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안보 개념에 기반한 국가안보 모델과 군사주의적 해결책은 인류가 현재 직면해 있고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사비 지출이 잘못된
안보 개념을 전파하면서 막대한 공공 자원을 흡수해 왔고, 그러한 개념이 국민 대다수의 요구와 무관한 것이며, 보건의료 및 교육 서비스,
에너지 정의(energy justice), 적절한 주거 및 양질의 삶을 누릴 권리와도 무관하며, 그러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
화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또한 이제는 군사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제공자
중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군에 의한 환경 피해는 평시와 전시 모두 발생하며, 군사-경제 사이클의 각 단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군사화가 현
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결정 요인 중 하나라고 가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군사화를 기후 행동의 시급함을 경고해 주는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본 발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쟁점과 연결되는 문제
입니다.

3. 평화배당금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인 이유는 무엇인가?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우선 ‘평화배당금’이 무엇이고, 무엇이 평화배당금이 아닌지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하
자면 평화배당금은 군사비 지출의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미소 양 진영의 군비경쟁과 군사비 지출
이 전 세계인의 관심사였던 냉전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개발 재원 조성과 빈곤 감소를 위해 군사비 축소에 큰 희망을 걸었습니
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고 전 세계 군사비 지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긴 커다란 기회는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화배당금은 전 세계적인 군사비 지출 감소분이 평화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재원
조성에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군사비 지출 감소에서 파생된 경제적 자원이 국가의
재정 적자 보충에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평화배당금 조성을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군사비 지출 감소에서 파생된 경제적 자원이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재
원 조성에 분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 군사 R&D를 민간 R&D로 재전환
- 군수산업을 민간 산업으로 전환
- 무기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의 군 병력 감축
- 군사기지의 폐쇄 및 재편
- 무기의 폐기 및 제거

무기 생산 또한 공급망 전체에 걸쳐 또는 최종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자원 및 에너지의 추출과 관련된 피해를 포함한 수많은 다양
한 환경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우리가 군사-경제 사이클의 역학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군사비 지출 감소를 통해 전
체 시스템의 개선과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의 건설로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원인과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 수송 역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이 결부되며, 이에 따라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문에서는 특히 군용 차량
과 관련된 사용량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비 지출 감소분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위한 사회공공정책의 재원 조성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에도 활용되어
야 합니다.

전시에는 군사 작전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로 인한 환경 피해와 더불어 군사 배치와 공격으로 산림 파괴, 서식지 손실, 물과 농경지의 오
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화배당금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적인 군사비 지출 감소가 의미하는 기회를 설명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가설 단계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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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기회비용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조9,2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예산이 3.2% 감소한다면 2030년까지 초중등 보편교육이라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매년 1,000억 달러가 감소하면 2020년까지 기후변화와 적응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족
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군축캠페인(GCOMS,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10% 삭감을 촉구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현재의 군사비 지출 수준은 진정한 안보를 제공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시급히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정의롭고 포괄적인 해결책 마련에 방해가 된다. 지금은 우리가 사회로
서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인간과 환경 차원의 필요를 정책과 예산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국방 및 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다. 우
리가 인간과 지구를 방어(defend)하려면 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철회(defund)해야 한다."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1조9,200억 달러였습니다. 이 비용이 10% 감소하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의 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
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비용 개념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쟁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모두는 평화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w Military Spending gets in the Way of Peace and Sustainability?
Chloé MEULEWAETER
Researcher, The Centre Delàs

Hello everyone,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of this conference for their invitation, it is an honor to participate in the DMZ
Forum 2021 to talk about militarism, climate change and peace, and to participate in a panel with such interesting speakers.
My presentation will be divided into three points: first, we will see how military spending facilitates a state's decision to engage in
armed conflict. Second, we will see how military spending i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and third, we will see why creating peace
dividends is a great opportunity to build a peaceful and sustainable world.

1. How does military spending facilitate a state's decision to engage in armed conflict?
To answer this first question, I start from the military economic cycle explanation, which is the theory we are working on at the
Delàs Center to explain the process of militarization of society. This theory postulates that military spending i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militarization, and leads to military R&D, military industry, arms trade, and their private financing. Indeed, the armed forces
maintain a strong pressure on the arms industry, which in turn must be competitive in the context of a neoliberal economy. To do
this, the military industry must constantly innovate and develop new weapons in order to satisfy the market. However, the industry's
production volume also depends on the financial services of conventional banks, since the level of debt of some companies can be as
high as 75%, which means that without financial institutions the military industry would only be able to supply the world arms market
with a quarter of its current production.
This process of militarization of society would lead to direct violence, the use of weapons and armed conflict, facilitating a government's
decision to engage militarily in a conflict. As the saying goes: "if the only tool you have is a hammer,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In this
sense, the dynamics of the military economic cycle can be said to be that of a vicious circle, since it shows a set of causes and effects
that form a loop degrading the situation, because the negative effect feeds and amplifies the causes that give rise to it.
The use of weapons and the deployment of armies would in turn justify the need to renew weapons and train soldiers, which would
lead to the approval, year after year, of military spending in parliaments, which would allow a new round of the cycle, and reinforce
the process of militarization of society.
Let me now present some of the results of my doctoral research on the dynamics of the military economic cycle. I wanted to test,
empirically, the basis of the theory. To do so, I conducted panel data analyses using military expenditure, arms import and export,
and armed conflict data from 170 countries, covering the period 1949-2019. The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transfer data come
from SIPRI, and the armed conflict data come from UCDP. Other socioeconomic control variables were also present in the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 used is the zero-inflated ordered probit (ZIOP)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higher the military expenditure, the higher the arms imports.
- The higher the military expenditure, the higher the arms ex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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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igher the military expenditure, the greater the likelihood that a state will engage in armed conflict.
- The higher the arms imports, the higher the probability that a state will engage in armed conflict.

The production of weapons also causes numerous and diverse environmental damages, such as those associated with the extraction
of raw materials, resources and energy needed throughout the supply chain or during final assembly.

In contrast, I could not find a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arms exports and involvement in armed conflict, which is otherwise
understandable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 transportation of weapons of course involves the use of resources and energy, with the associated contamination. This use is
particularly high for military vehicles, as we saw earlier.

Let me elaborate on some of the research findings. Regarding the probability of a state engaging in one or more armed conflicts
as a function of its military expenditure, what can be observed is that states with the highest levels of military expenditure have a
probability of almost 60% of participating in one or more armed conflicts. This probability decreases with lower levels of military
expenditure. It can also be observed that without military expenditure, the probability of a state engaging in one or more armed
conflicts is zero.

In times of war, military deployment and attacks can result in deforestation, loss of habitat, contamination of water and agricultural
land,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resources and energy required for military operations.

Regarding the probability that a state will engage in one or more armed conflicts as a function of its arms imports, what the panel
data analyses reveal is that the highest levels of arms imports are associated with a nearly 40% probability of engaging in one or more
armed conflicts, and that as the volume of arms imports increases, so does the probability of engaging in armed conflicts.
The main results of the panel analyses carried out with data from 170 countries over a period of 70 years thus empirically confirm the
theory of the military economic cycle: military expenditure increases the probability that a state will engage in one or more armed
conflicts, and arms imports also increase the probability that a state will engage in one or more armed conflicts. In sum, the greater
the militarization of a society, the greater the likelihood, or ease, of engaging militarily in conflict resolution.
These empirical analyses bring us back to the disturbing descriptive data: global militarization is accelerating. Indeed, both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transfers show an upward trend, which leads us to deduce that many more armed conflicts will occur in the
coming years.
Moreover, it is not only militarization that is accelerating at the global level, but also CO2 emissions are on the rise. At this point, it is
legitimate to ask whether militarization is related to the climate crisis, which brings us to the second point of this presentation.

2. How is militarization linked to the climate crisis?
Some data speak for themselves. For example, the fuel consumption of a military Jeep is such that with 4 liters of fuel it can travel
between 6 and 12 kilometers, while with 4 liters of fuel a conventional passenger car can travel up to 100 kilometers. The difference
is colossal.
Some references also draw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ossible link between militarization and the climate crisis. In this sense, an
paper by Crawford reveals tha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is the largest consumer of oil in the US, and the largest industrial
consumer of oil in the world. Also, a panel data analysis I did a short while ago shows that the higher a country's military spending, the
higher its CO2 emissions, controlling for GDP.
So how can militarization affect the climate crisis? We will see this in six points: first, regular military activity, second, weapons testing,
third, weapons production, fourth, weapons transportation, fifth, war, and sixth, post-war.

Finally, the post-war period is also characterized by a great demand for resources and energy for reconstruction. As a result, landmines
and bombs that did not explode in combat remain a threat to both people and nature for many years.
The links between militarism and the climate crisis can be addressed more broadly, as we did in a recent report by the Delàs Center.
This report highlights that "neither the national security model based on the security concept nor its militarized solutions, can solve
the great problems that humanity has and will have, given that the environmental crisis is essentially global while security solutions,
designed to defend the borders of nation-states, are useless in these cross-border challenges". And it states that "it is time to consider
that military spending has absorbed a large amount of public resources, providing a false notion of security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needs of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and with the right to have access to health care, education, energy justice, housing
and quality of life, which would require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solutions. And it is time to note that the military
system is also one of the major contributors to emissions and global warming”.
Military environmental damage therefore occurs in wartime as well as in peacetime. And it is associated with each stage of the
military economic cycle. This allows us to postulate that militarization is one of the determinants of the climate crisis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In this sense, the increasing global militarization should alert us to the urgency of climate action. This brings us to the
third and final point of this presentation.

3. How is the peace dividend a great opportunity to build a peaceful and sustainable world?
To develop this point I will start by defining what the peace dividend is - and what it is not. To summarize, we can say that the peace
dividend is the economic resources that result from the reduction of military spending. It is a concept that emerged during the Cold
War, when the arms race and military spending of the two blocs were of concern to the global population. Great hopes had been
placed in the reduction of military expenditure for the financing of development and the reduction of poverty. However, the great
opportunity that arose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us after the Cold War, and a free fall in world military spending
did not bring political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of a better world. Peace dividends were not created since this global reduction in
military spending was not used to finance peace and basic human needs. Instead, many believe that theses economic resources were
used to make up for the deficit of states.
For a peace dividend to be created,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step is for the economic resources derived from the reduction in
military spending to be explicitly used to finance basic human needs.
This first point must also be accompanied by other measures:

Military environmental damage occurs during the normal activities of the military. For example, there is a consumption of resources
and energy during military training or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military bases. This consumption of resources
and energy leads to pollution, and toxic wastes are also generated during these activities.

- The reconversion of military R+D into civilian R+D.

Military environmental damage is particularly impressive during nuclear testing. But it is present throughout the R&D process of new
weapons. This damage leads to pollution, deforestation, loss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and generates toxic waste.

- The closure and reorganization of military bases.

404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 The conversion of military industry into civilian industry.
- The reduction of military personnel in such a way that the demand for weapons is reduced.
- And the destruction and elimination of armaments.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405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4 Peace Movement Session Ⅰ- 4
These considerations lead us to rethink the dynamics of the military economic cycle in a virtuous circle, which from the reduction of
military spending could generate a set of causes and effects that improve the whole system and lead to the construction of a peaceful
and sustainable world.
In this sense, the reduction of military expenditure should be destined not only to the financing of social public policies that satisfy
basic human needs, but also to the ecological transition.
The concept of a peace dividend can therefore illustrate the opportunity that a global reduction in military spending represents, but
this is unfortunately hypothetical at the moment. What is real, however, is the opportunity cost of arms budgets.
In 2019, global military spending amounted to $1.92 trillion. With a 3.2% reduction in this budget, universal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could be achieved by 2030. In the same line, a reduction of 100 billion per year would allow to address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 by 2020.
The Global Campaign on Military Spending (GCOMS) is working in this direction, calling for a 10% reduction in global military
spending to defend people and the planet. The campaign argues that "Current levels of military spending not only fail to provide true
security, but they actually stand in the way of just and comprehensive solutions to the problems urgently demanding our attention.
Now is the time for a reset of our priorities as societies, and a new defense and security paradigm that puts human and environmental
needs in the center of policies and budgets. We need to defund the military if we are to defend people and the planet ».
In 2019, global military expenditure was $1.92 trillion, just imagine how much could be done for the construction of a peacful and
sustainable world with a 10% reduction in global military spending. Because, as the opportunity cost concept clearly shows, when a
few decide to finance war, we all lose the opportunity to finance pea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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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비 지출과 평화운동
토리 베테만

토리 베테만
Tori BATEMAN
미국친우봉사회(AFSC) 정책 애드보커시 코디네이터
Policy Advocacy Coordinator,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토리 베테만은 미국친우봉사회(AFSC)에서 정책 애드보커시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토리의 역할은 풀뿌리 지도자, 평화 단체, 종교기반
단체 등과 협력하여 미국 정부의 정책이 평화와 정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Church of the Brethren
에서 활동했으며 비영리 환경 단체인 녹색동맹(GreenAllies)의 프로그램 총괄을 역임했다. 현재는 혐오와 폭력에 평화적으로 맞서는 크리
스천 피스메이커 팀의 운영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2016년 메시아 칼리지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여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소아스(SOAS) 런던대학교에서 국제 안보와 전략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Tori BATEMAN serves as Policy Advocacy Coordinator for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In this role, she partners with
grassroots leaders, peace organizations, faith-based groups, and others to advocate for peace and justice in U.S. policy. Previously, Tori
served as Advocacy Associate with the Church of the Brethren, and as a Program Director for the environmental nonprofit GreenAllies.
She currently serves on the Steering Committee of Christian Peacemaker Teams, an accompaniment organization. She has a B.A. in
Politics with a concentr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Messiah College in 2016, and is currently enrolled in a Global Security and
Strategy M.A. program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미국친우봉사회(AFSC) 정책 애드보커시 코디네이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리 베테만(Tori Bateman)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 세계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평화와 사회정의 문제를 다루는 100
년 된 퀘이커 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에서 정책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상
회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군비축소 및 인간안보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굉장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매
우 기쁩니다.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비 지출과 왜 그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미국과 전세계의 활동가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군사비 지출에 반
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활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군사비 지출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연구 대상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국방예산이 책정되고, 전 세계에 걸쳐 군사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비 지출 삭감을 원하는 사람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예컨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4.2%에 불과한 국가임에도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왼쪽에 표시된 파이 차트에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
율을 나타내고, 파란색 영역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미국의 안보 지출 규모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비단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가 되어 서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체 연방 예산과 비교
해 보아도 불균형적입니다. 2021년 의회는 1조3,750억 달러의 지출 용도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재량예산(discretionary budget)’이
라고 합니다. 의회는 그러한 재량예산 중 절반이 넘는 7,405억 달러를 국방예산으로 분류함으로써, 다른 우선순위 분야에 배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6,345억 달러만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파이 차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영역은 미국의 재량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파란색 영역은 주택에서 교육, 영양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모든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국방비는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2021년 국방예산안에는 130만 명 이상의 현역 군인과 80만 명의 예비군에 대한 재정 지원이 포함되었
습니다. 또한 전투기, 공격용 잠수함 및 기타 장비의 조달용으로 1,400여 억 달러, 작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용도로 2,500여 억 달러, 그리
고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한 해외 군사원조용으로 수십억 달러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출 규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군사화 된 미국의 대외정책 어젠다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 비용 프로젝트(Costs of War Projec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미국의 대테러 작전은 군사훈련, 전투, 공습,
군사원조 등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85개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은 그러한 자금이 실제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전쟁 비용 프로
젝트’는 2001년부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6조4,000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으로 무엇을 얻었
을까요? 테러와의 전쟁은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80만 명을 넘는 사망자를 만들었고, 3,700만 명의 실향민을 추가로 발생시켰습니
다. 인명 피해, 환경 파괴, 그리고 전 세계적인 평화 구축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게다가
분쟁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분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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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유해한 군사적 개입의 한 예에 불과합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대응 대신 강력한 패권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
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영향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서부터 위계에 의
한 성폭행, 식량 불안에 이르기까지 군인들과 그 가족도 갖가지 유해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 단체는 의회와 대통령에게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없앨 것을 촉구하는 등 정부 예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활
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5개 이상의 단체들은 문제투성이인 F-35 전투기의 구매 취소, 우주군(Space Force)의 폐지, ‘OCO’라고 알
려진 전쟁 비자금의 제거 등을 포함한 매우 구체적인 삭감 요구를 담은 서한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의 국방비가 사용되고 해를 끼칩니다. 아울러 그러한 자금으로 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를 ‘트레이드오프
(tradeoff)’라고 합니다. 재량예산의 절반 이상이 무기와 전쟁으로 흘러 들고 방산업체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주거,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활동은 최근 몇 년 동안 몇 차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산하 국가 우선과제 프로젝트(National Priorities Project)는 국방예산이 다른 중요한 우선순위
분야에 지출되었다면 무엇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를 매년 계산합니다.
올해의 경우, 2021년 예산이 공공주택 부문에 투입되었다면 주택 8,400만 채 이상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916
만 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거나, 2억7천만 명 이상의 성인에게 저소득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와 그로 인해 생긴 도전 과제는 국회의원들의 우선순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
에 대한 투자보다 무기와 전쟁을 선호합니다. 지난 봄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그와 같은 사
실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봉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의 회복력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사람들이 집세를 낼
수 있을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는 있는가?
그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봉쇄 조치가 적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아울러 의회가 구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에, 130명의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에게 국방부가 요청한 것보다 19대 많은 총 98대의 F-35 전투기(대당 약 1억 달러에 달하는)에 대한 예
산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통과시킨 코로나19 구제 법안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미 국방부에 100억 달러를 더 주었고, 그중 일부는 전
투기 부품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의원들이 구제 법안에 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푸드 스탬프 혜택을 확대하거나 수급 자격을 확대
한다는 조치입니다.
의회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국방부에 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기꺼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빈곤, 고용 불안, 주거 불
안 또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면 그들은 한없이 협상하기만 원할 따름이며, 사람들이 생활 자금 문제로 힘들
어하면 그냥 힘들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미국 국방예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우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계에서 국방부가 더 많은 돈을 받아 가는 것 같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연해 있는 군사주의에 도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끝내기 위
해, 그리고 지역사회와 평화구축에 투자하고 사람들의 복지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방부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이례적인 운동이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활동은 이 문제를 윤리적
인 이슈로 여기는 종교 단체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친우봉사회는 퀘이커의 가치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종
교 단체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피플 오버 펜타곤(People Over Pentagon)’ 캠페인과 ‘전쟁 없는 승리(Win Without War)’ 등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단체들 역시 더욱 인간적인 대외정책을 원하고 우리가 공익을 위한 자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보수 단체들도, 비록 다른 현안을 위한 투자보다는 돈을 아끼고 싶어서 이기는 하지만,
국방부 예산 삭감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단체가 미국의 전 세계적인 군
사적 영향력의 축소, 외교나 평화구축과 같은 대안에의 투자, 전쟁 활동(war-making)에 대한 의회 감시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군사주
의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필수적이
며, 특히 군사주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의의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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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경우, 이들 단체는 한 대형 법안과 관련해 의회가 국방부 예산을 10% 삭감하고 해당 삭감분을 극빈층 지역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상원에서 23표(100표 중), 그리고 하원에서 93표(435표 중)를 얻었습니다.
개정안은 분명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러한 찬성표 수는 우리의 운동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수치들이었습니다. 금년
에 우리는 여세를 몰아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회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년이 그러한 대형 예산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 특별히 흥미로운 해입니다. 의회가 새로운 예산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한 합의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의 지출 중 상단에 위치하는 예산 항목들이 설정되지만, 얼마나 많은 금액이 국방비로
배정되고 얼마나 많은 금액이 다른 모든 부문에 배정될 것인지도 결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국방비로 7,405억 달러, 그리
고 다른 우선순위 분야에 6,345억 달러가 배정된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의회는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새로운 지출 수준을 산정해야 하며, 국방비 대 비국방비로 구분된 지출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행정부가 내년에 우선순위 분야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개괄된 대통령 예산안
(President’s Budget Request)이 발표되면서 시작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아직 전체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2022년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포함한 일부 수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 예산 삭감안을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국
방예산을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를 정말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1.7% 증액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의회가 대통령의 예산안대로 결정한다면 국방비가 작년보다 130억 달러 정도 늘어난
약 7,530억 달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예산안은 제가 방금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지출 결정은 의회에 달려 있습니다. 1.7%라는 소
폭의 증액안조차 많은 강경파 정치 지도자들이 3~5%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더불어, 우리는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갈수록 적대적인 언사와, 실패한 ‘테러와의 전쟁’
대신 패권 경쟁에 자원과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가안보 분야 인사들의 논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있을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원이 그와 같은 시도에 전용됨으로써 기존과 변함없는 군사주의적 태도와 국방예산 부풀리기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미국은 군사비 지출 수준에 있어 일종의 거대한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체는 인종차별적이고 군사화
된 대외정책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모든 사람
이 보건의료 및 주거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전쟁으로 흘러 들게 됩니다. 아울러 이 거대한 조직체는 우리가 기후변화와 같
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실존적 위협이 되는 더 심각하고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화운동은 금년에도 국방비 삭감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들에 대한 투자
가 마침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의회에 비대해진 예산을 억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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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ust one example of harmful U.S. military engagement around the world- as our government pivots to talking about great
power competition instead of counterterrorism, we’ll continue seeing new impacts globally. And there are also harmful effects for
service-members and their families, who are impacted by everyth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o sexual assault in the
ranks, to food insecurity.

U.S. Military Expenditure and Peace Movement
Tori BATEMAN
Policy Advocacy Coordinator,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Hello everyone! My name is Tori Bateman, and I am the Policy Advocacy Coordinator for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
100-year-old Quaker organization that works on peace and social justice issues in over 15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s great to be
here with you all virtually today, talking about the amazing work being done globally on disarmament and human security.
Today, I’ll specifically be sharing about the United States’ military expenditures, why it’s such a problem, and some of the ways that
activists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back on the exorbitant spending levels.
The United States is an interesting case study for military spending, because of the enormous size of the defense budget, and because
of our military footprint around the world, which makes it a key target for those of us who want to decrease militarized spending.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United States’ level of defense spending is astronomical. In 2019,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made up 38% of global military spending, according to data fro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despite
making up about 4.2% of the global population. You can see this data represented in the pie chart on the left, where the red slice
represents the U.S. portion of global military expenditures, and the blue slice represents the rest of the world.
And it’s not just in comparison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our security spending looks ridiculous. It’s also disproportionate in
comparison to our own federal budget. In 2021, Congress was able to decide how $1.375 trillion dollars was spent- this is called the
“discretionary budget.” They classified $740.5 billion dollars of that total as the defense budget- over half of the total- leaving only
$634.5 billion for other priorities. This is represented graphically by the pie chart on the right, where the red slice is U.S. defense
spending, and the blue slice represents everything else in the U.S. discretionary budget- from housing, to education, to nutrition.
This defense money funds a lot of different things. In 2021, the defense appropriations bill included funding for over 1,300,000
active service-members, and an additional 800,000 reserves. Over $140 billion was for procurement of things like warplanes, attack
submarines, and other equipment. It also includes over $250 billion for operations and maintenance, and billions of dollars more for
foreign military aid to countries like Ukraine, Afghanistan, and Iraq.
This spending has implications for people around the globe, who bear the brunt of the United States’ incredibly militarized foreign
policy agenda.
The Costs of War project recently released a report that identified that U.S. counterterrorism operations affected 85 countries from
2018-2019, in a range of activities that included military exercises, combat operations, airstrikes, and military assistance.
The “War on Terror” is one example of how this money is used to really harmful effect- the Costs of War Project estimates that since
2001, the U.S. has spent over $6.4 trillion on these operations. And what did we get for that money? The War on Terror has killed
over 800,000 people directly, and has displaced 37 million more. The cost in human lives, in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in lost
opportunities to strengthen peacebuilding efforts globally are massive. And this militarized response to conflict certainly hasn’t
solved our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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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at’s what this money funds, and how it causes harm. But there’s also the things this money hasn’t done- the tradeoffs, per se.
When over half of the discretionary budget is going towards weapons and war, and lining the pockets of defense contractors, it isn’t
being used for other important things- like healthcare, housing, and solutions to climate change.
Each year, the National Priorities Project at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calculates what the defense budget could have purchased,
if it were spent on other important priorities.
This year, if the 2021 budget had been spent on public housing, it could have funded over 84 million units of housing. It could have
funded 9.16 milli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the year, or provided low-income healthcare for over 207 million adults.
The era of COVID-19 and the challenges of the pandemic have really exposed the priorities of our lawmakers, a huge number of
whom prefer funding weapons and war over investing in our communities. A perfect example of this came up last spring, as the U.S.
was entering shut downs for the first time in response to COVID. During that time, there was a ton of concern for the resiliency of our
communities. Were people going to be able to pay rent? Were people able to afford healthcare?
And in the midst of all that uncertainty, just a few days into most people’s lockdowns and before Congress had passed a relief bill,
there were 130 lawmakers that signed a letter calling on their Congressional colleagues to fund 19 more F-35 warplanes than the
Pentagon had requested- a total of 98 planes, at about 100 million dollars each.
And in the eventual COVID relief bill they passed? They gave the Pentagon an extra 10 billion dollars, some of which ended up being
used to buy parts for warplanes. What didn’t they do in that relief bill? Expand food stamp benefits, or expand eligibility for food
stamps.
Congress will give the Pentagon an extra 10 billion without blinking, but when we’re asking for support for people struggling with
poverty, or job insecurity, or housing insecurity, or hunger- they just want to negotiate forever, and let questions of how we’ll pay for
things get in the way.
It’s pretty depressing to follow the U.S. military budget, because at every step of the way, the Pentagon seems to get more money. But
we have to do something to challenge this rampant militarism, both to end the harm we’re doing to others, and for the opportunities
it opens up for investment in our communities, in peacebuilding, and things that truly contribute to our wellbeing.
Luckily, there is a phenomenal and growing movement within the United States to cut the Pentagon budget. Some of the work is
being done by faith groups, who view this as a moral issue.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for example, bases our work on
Quaker values, and we’re joined by many other religious groups in these efforts. There are also politically progressiv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People Over Pentagon campaign and Win Without War, who are leading these efforts, because they want a more
humane foreign policy, and they recognize how much we can get done with the money we’d save for the common good. We do
even have some conservative groups on board with cutting the Pentagon budget, although they want to save the money rather than
invest in other issues.
This movement is working to fight the problems I’ve outlined earlier from many different angles. First, many are working to reduce
the United States’ reliance on militarism, by reducing the global military footprint, investing in alternatives like diplomacy and
peacebuilding, and in reforming Congressional oversight of war-making. These efforts to change the way that the United States
relates to the global community are essential, and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hat they often center the human impacts of militarism
in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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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groups are also directly working on the budget- lobbying Congress and the president to re-align their priorities and eliminate
wasteful spending. Recently, a group of over 25 organizations sent a letter to Congress asking for very specific cuts, including
cancelling purchases of the problem-plagued F-35 warplane, eliminating Space Force, and getting rid of the war slush fund known
as OCO, among other things.
Direct advocacy on spending has had some successes in recent years.
Last year, on a big defense bill, these groups were able to get Congress to vote on an amendment that would have cut the Pentagon
budget by 10%, and reinvested that money back into communities with high levels of poverty. The amendment got 23 votes in the
Senate (out of 100), and 93 votes in the House (Out of 435).
So obviously it didn’t pass- but these were really exciting numbers that showed us that the movement is growing. And we’re hopeful
that this momentum will pick up this year!
This is a particularly interesting year in the United States for these big budget discussions, because this year Congress has to put
together a new budget agreement. These budget agreements basically set the top line numbers for spending for the year- but they
also determine how much of that is going to be defense spending, and how much of that is going to be everything else. That’s how
we got the breakdown of 740.5 billion dollars in defense spending, to 634.5 billion for other priorities in 2021 that I mentioned earlier.
However, this year, Congress will have to figure out new spending levels for Fiscal Year 2022, and they haven’t yet decided on the
breakdown in defense vs. non-defense spending.
This process is started by the release of the President’s budget request, which outlines how much money the Administration thinks
it will need to fund its priorities in the next year. President Biden’s full budget request isn’t out yet, but he’s released some initial
numbers, including the FY2022 defense budget. There were rumors that Biden would include Pentagon budget cuts, or at least
leave the defense budget flat, and we were really hopeful that he would use this opportunity to make significant cuts to the defense
budget, but unfortunately, he included a 1.7% increase. That means that if Congress does exactly what Biden wants with the budget,
we’d end up with about $753 billion in defense spending, about a $13 billion increase from last year.
Of course, as I just hinted, the President’s budget request is not final, and spending decisions are really up to Congress. Even this slight
1.7% increase may be hard to hold on to in an environment where more hawkish political leaders are calling for increases of 3-5% in
defense spending.
Alongside the work we’ll have to do on reducing the defense budget, we’re also facing increasingly antagonistic rhetoric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about China, and discussions from the national security community about pivoting resources and attention to
focus on great power competition, rather than the failed War on Terror. We’re very concerned that any resources that get freed up with
the upcoming withdrawal from Afghanistan may just be diverted to this effort instead, contributing to the same militaristic attitude
and bloated defense budget.
So, to sum it all up- the U.S is a behemoth when it comes to military spending levels. It’s hurting those who are the targets of our racist
and militarized foreign policy, and it’s hurting people in the U.S. as well, whose taxpayer dollars are going to wars instead of making
sure that healthcare and housing is accessible to everyone. And it’s preventing us from tackling even larger global problems, like
climate change, that pose genuine existential threats to us all.
This year, the peace movement in the U.S. will continue working towards cuts. We’re going to keep pushing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to rein in the bloated budget, so that we can finally get down to investing in the things that truly keep everyone secur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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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비 지출과 평화운동
황수영
Sooyoung HWAN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Manage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황수영은 현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이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평화와 군축, 국제분쟁, 아시아 인권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국
제연대위원회에서 일하며 국방·외교 정책 감시, 평화와 군축,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위한 활동,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
한 국제연대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무기 거래 반대 운동,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등에 참여해왔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최근 한국의 국방비 지출 현황
한국의 국방비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0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2021년 국방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8,401억 원(국가 총지출 약 558조 원)으로 책정되었다. 한국의 국방비는 2000년대 이후 국가 총지출의 약 10% 정도를 차지해왔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총 300.7조 원(전력 운영비 200.6조 원, 방위력 개선비 100.1조 원)의 국방
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국방비가 6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한국의 국방비는 ▷병력 운영비(인건비 등), 전력 유지비(군수 지원, 군사시설 건설, 국제협력 등)로 구성된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
비(무기 획득 등 전력 증강)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국방비 중 전력 운영비는 약 35.8조 원으로 68%, 방위력 개선비는 약 17조 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HWANG Sooyoung is working a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s a manage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Center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s a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She has worked on peace, disarmament, international conflict, Asia human rights issues from 2012, and joined PSPD in 2014. PSPD
is a watchdog NGO, mainly she works for monitoring government policies on national defense & diplomacy, advocating for peace,
disarmament and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uilding solidarity to advocate various democracy and human
rights issues in Asia. She has participated in Campaig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Campaign against USFK's THAAD
deployment,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and People’s Committee for the Sewol Ferry Tragedy, and so on.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는 연평균 7%씩 증가하여 결국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약 5%,
박근혜 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이 약 4%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8.8%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2009~2017)의 연평균 증가율 5.3%보다 1.6배나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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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7위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기조로 강한 국방력 건설을 강조해왔으며,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
작권 조기 전환, 방위산업 육성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 아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2019년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 평화 비전에 대해 국제사회에 밝혀
온 의견과는 상반되는 행보다.
한국 정부는 <국방개혁 2.0>, <2020 국방백서>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 등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
협 등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명분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 해석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되는 것이 큰 문제다.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한국에게 현존하는 위협인지,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다. 더불어 정부는 감염병,
자연 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왜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과 자원 하에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 국방비
증액의 근거가 되는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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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1 로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6~2020년 무기 수출은 세계 9위, 무기 수입은 세계 7위2 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8년까지 약 35조 원을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3 했다.
한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2.8%로 군사비 지출 순위 상위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소위 ‘주변국’으로 일
컬어지는 일본(1%), 중국(1.7%, 추정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한편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2.2%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은 20%)

코로나19 위기와 군사비 지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초유의 재난 위기를 겪고 있고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졌지만, 2020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6% 상
승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해왔으나, 정작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와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는 동안 신종 감염병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보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는
줄어들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 상위 10위 국가 중 미국,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군사비 지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국
가이며, 핵보유국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침체 상황에서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한편 2020년에는 작은 변화도 있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3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예산 약 1.8
조 원을 삭감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군사비를 삭감한 국가4
가 되었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무기 획득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계약 연기 등으로 지급 일
정을 미루거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출하지 못한 사업 예산을 삭감한 수준이었다. 국방부가 해외 무기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전혀 없

1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0>, 2021.04.

2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0>, 2021.03.

3

연합뉴스, <최근 13년간 해외무기 구입액 45조 7천억.. 미국산 78% 차지>, 2019.10.6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6019200001?input=1195m

4

Janes, Covid-19: South Korea cuts defence budget in response to pandemic,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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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발표한 것도 그러한 이유였다. 일례로 추경을 통해 2020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되었던 해상작전헬기 획득 사업에 2021년 약 3,700
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2021년 국방비는 또다시 증액되었다.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도 오래되었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다. 2019년 북한의 명목 GDP는 약 35조 원5 , 한국의 국방비는 약 46조 원이었다. 2021년 남한의 국방
비는 480억 달러, 북한의 국방비는 35억 달러6 로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10배도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2018년 김윤태 국방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라
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공공의료,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환경,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위한 예산은 여전히 국방예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외교·
통일 예산은 국방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로 규정했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인간을 위한 ‘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이제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시간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 등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더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 남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추동하여 안보 딜레마를 심화할 뿐이다. 남
북 대화와 상호 위협 감소,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군비 축소가 시급하다.

한국의 평화군축운동
남북 합의 역행하는 군비 증강

2021년 4월 26일, 세계군축행동의 날 퍼포먼스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2018년 11월 중순, DMZ 도로 연결 중 악수하는 남북 군인
남과 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로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
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어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적대행
위 중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합의했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무력 증강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들은 한반도 군축의 바탕이 될 매우 중요한 합의들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늘리고 전력을 증강해왔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
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었다. 한
국 정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
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한반
도를 넘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이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렸다.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해 초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남한의
첨단 무기 도입과 연합군사훈련 등이 남북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이러한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원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
과 과도한 무기 도입부터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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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과도한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정부 예산 심사
시기 국방예산의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군축행동의 날
(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한국 캠페인 코디네이터를 맡아 2011년부터 여러 평화·환경 단체들과 함께 군사
비를 줄이자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기자회견, 퍼포먼스, 영상 제작, 온라인 행동, 언론 기고 등 군사비 지출의 문제를 알리고 공
감대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이 함께 준비하였으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통계가 발표되는 4월 26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
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원을 군비 증강이 아닌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사용합시다.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
회 안전망 확충,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합시다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방향
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합시다. 남북이 어렵게 맺은 ‘단계적 군축’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다.
군사비를 줄이자는 요구는 분단 국가이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국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주장이며, 군축 운동은 많
은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군사비를 줄이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안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군축에 대
해 꾸준히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다.

5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6

Global Fire Power, Defense Spending by Count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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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by year
(trillion of KRW)

Korea’s military expenditure and peace movement
Sooyoung HWANG
Manage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in recent years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recently, exceeding KRW 50 trillion in 2020 for the first time. In
2021, a total national expenditure of about KRW 558 trillion was appropriated fo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the largest amount
ever. Korea’s national defense budgethas accounted for about 10% of the total national budget since the 2000’s. According to the
2021–2025 Mid-term Defense Plan, the Government will inject a total of KRW 300.7 trillion (force maintenance expenses KRW 200.6
trillion, and force improvement expenses KRW 100.1 trillion) for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in the next 5 years. According to this, in
2024, the national defense budget will exceed KRW 60 trillion.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comprises force maintenance expenses, consisting of 1) military operating expenses (labor costs,
etc.) and force maintenance expenses (logistic support,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and 2) force
improvement expenses (force improvement expenses, e.g. weapons acquisition). In 2021, force maintenance expenses amounted
to about KRW 35.8 trillion, accounting for 68% of th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and force improvement expenses amounted to
about KRW 17 trillion, accounting for 32%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Composition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of 2021

Composition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of 2021
Force improv ement expenses17 trillion
KRW 32.20%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been emphasizing the building of strong national defense power based on "powerful security and
responsible national defense" since its advent, and implementing national policy projects, such as reinforcement of the ability to
respond to asymmetrical threats such as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early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promotion
of the defense industry. Under these policy directions, th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has continued to increase.
President Moon Jae-in asked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upport and coope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keynote
speech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9, saying, “I hope that a miracle will happen on the Korean Peninsula, turning a knife into
a plow." In his keynote speech at the Oslo Forum in Norway in 2019, he quoted Einstein: “Peace cannot be kept force; it can only
be achieved by understanding." What he emphasized above is quite contrary to the opinions on the peace 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he expressed to internationa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stated in its National Defense Reform 2.0 and National Defense Whitepaper 2020 that the country must
respond not only to North Korean threats, but also to all-round security threats, e.g. potential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rans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s, concurrently increasing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for these causes. But this interpretation
of threats is ambiguous and arbitrary and leads to blind military expansion, which is the issue at hand.

Force operating expenses 35.8 trilli
on KRW 67.80%

Since the start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national defense budget has increased by 7% a year on average and has finally
reached KRW 50 trillion. The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th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as about 5%, higher than that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about 4%). In contrast, the average annual increase of the force
improvement expens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was 8.8%, 1.6 times higher than the 9-year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the force improvement expenses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5.3% (20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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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military power already has an overwhelming advantage over that of North Korea. It is true that neighboring countries
like the US, Japan, China, and Russia are reinforcing their military power, but whether it is an immediate threat to Korea, and whether
the purpose of the arms race is to deal with neighboring countries are matters that need to be fundamentally review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cannot provide a plausible explanation as to why it must respond to non-military threat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with military means. As investments in arms are made in exchange for giving up other social investments with
limited budgets and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y the formation of military power is so urgent. The "all-round security threat
theory," which is the basis for the increase in South Korean defense expenditure, needs to be completely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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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d No. 10 in the world in military expenditure and No. 7 in the world in imports of weapons

i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of COVID-19, the US, India, France, Russia and the UK are currently among the top 10 countries in
military spending and they are also nuclear powers.

Global military expenditures in 2020
Countr y
US
China
India
Russia
UK
Saudi Arabia
Germany
France
Japan
Korea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in 2020
(billions of US dollar)
778
[252]
72.9
61.7
59.2
[57.5]
52.8
52.7
49.1
45.7

% of GDP
3.7
[1.7]
2.9
4.3
2.2
[8.4]
1.4
2.1
1
2.8

Source: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0", April 2021. [ ] indicates an estimate.

According to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Korea's military expenditure for 2020 is ranked No. 101 in the
world. Korea has been the 10th largest military spender for eight consecutive years since 2013. Korea is the 9th largest exporter of
weapons in the world from 2016 to 2020, and the 7th largest importer of weapons in the world.2 Korea is the world's 3rd largest
importer of American weapons following Saudi Arabia and Australia. From 2006 whe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was opened until 2018, Korea spent about KRW 35 trillion to purchase American weapons.3

Korea is no exception. Given the COVID-19 pandemic and economic depression, it is very inappropriate to devote enormous
resources, exceeding KRW 50 trillion, to military expansion. Meanwhile, there was a small change in 2020.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Government revised the budget three times, cutting the national defense budget by about KRW 1.8 trillion to
secure a budget to respond to COVID-19. Korea was praised for its handling ofCOVID-19 quarantines, and was the first country4 in
the world to reduce military expenditure to respond to COVID-19, a very welcome decision. In reality, Korea did not cancel or change
any weapons acquisition projects, but deferred payment schedules by postponing contracts or cut project budgets that could not be
spent due to COVID-19.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that there would be no problem with the
purchasing of foreign weapons. For example, about KRW 370 billion was earmarked for the maritime operation helicopter acquisition
project in 2021. Most of its 2020 budget was cut through budget amendment. And th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was increased
again in 2021.
Meanwhile, the budgets for public healthcare, basic livelihood guarantee, jobs, environ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etc. are still extremely low compared to the national defense budget. The budget for diplomacy and unification is 1/10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called the COVID-19 pandemic “the biggest crisis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is crisis is asking the world what human "security" means. Now it is high time to re-prioritize budget investment and reconfigure
the security paradigm with a focus on policies and budgets necessary for protecting people and the environment. More of our limited
national budget must be spent on responding to the COVID-19 crisis, reinforcing the social safety net, addressing inequalities, and
sustainable environment rather than military buildup.

Military buildup running counter to the inter-Korean agreement

Korea's military expenditure is equivalent to 2.8%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2020. The figure is quite high among the top
countries in the military spending rankings. It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so-called "neighboring countries," Japan (1%) and China
(1.7%, estimated). Meanwhile, Korea's social welfare spending accounts for 12.2% of its 2019 GDP, the lowest i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OECD average is 20%.)

COVID-19 crisis and military expenditure
The entire world is going through an unprecedented crisi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a serious economic downturn has
followed, but the global military expenditure increased by 2.6% in 2020.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pending
astronomical amount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but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in protecting the safety of their citizens during
the COVID-19 crisis. While using limited resources for state-of-the-art weapons and military buildup, they have fewer opportunities
to solve more urgent problems like new infectious diseases and climate change. It is worth noting that among the top 10 countries

1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0," 2021.04.

2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0", 2021.03.

3

Yonhap News, "The amount of money spent on purchasing of foreign weapons in the past 13 years is KRW 45.7 trillion. American weapons accounts for 78%", October 6,
2019.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60192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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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id-November 2018, North and South Korean soldiers shake hands during the DMZ road connection.

4

Janes, Covid-19: South Korea cuts defense budget in response to pandemic, April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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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and South announced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April
27, 2018 as a result of the summit meet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contains 1) full-scale, groundbreaking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2) alleviating military tensions and mutual nonaggression agreement and 3)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in particular, it includes a phased disarmament agreement based on
military trust building. Then,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on specific implementation plans, such as the suspension of hostilities,
through the military sector agreement to implement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agreed to organize the Inter-Korean Military
Joint Committee and deal with such issues as large-scale military exercises or military buildup. They were very important agreements
to lay the foundation for disarmament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s peace and disarmament movement

But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 and building up military force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Korea’s Three-Axis System Implementation Project," based on aggressive military strategies, e.g.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 and retaliation and punishment, was renamed the "Project Related to Responding to the Nuclear and WMD
Threats," but it is unchanged in essence.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ed a ballistic missile, which greatly increased the weight
of the warhead and range, and is trying to introduce a new weapons system including a light aircraft carrier and a nuclear-powered
submarine. In addition, it is considering purchasing additional F-35A's and F-35B's, representative offensive weapon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light aircraft carrier and the nuclear-powered submarine is to secure long-range operation capability with
the range of military operations covering area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excessive and unnecessary power for the Korean Army.
This military buildup made dialogue difficult and destroyed trust. It is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hased
disarmament, and dangerous enough to completely lose the driving force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North Korea
criticized South Korea's purchase of state-of-the-art weapons and the Korea-US joint military training for running counter to interKorean agreements earlier this year at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triggering an announcement that it would continue to
reinforce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vicious cycle of the arms race has continued for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If the Korean Government really wants progress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t must stop increasing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and purchasing excessive weapons.
South Korea's military power is already overwhelmingly superior to that of North Korea.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surpassed North Korea's total GDP long ago, excluding the military expenditure of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In 2019 North
Korea's nominal GDP was about KRW 35 trillion,5 while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was about KRW 46 trillion. In 2021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was $48 billion,6 and North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was $3.5 billion. According to
some statistics,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is more than 10 times that of North Korea. In 2018 Kim Yoon-tae, head of
the Office of Defense Reform, also said, “In terms of the performance of the weapons system, we are superior to North Korea beyond
comparison. Some experts say that advanced weapon system capability accounts for more than 90% of the military power.”
No further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is necessary. South Korea's conventional force improvement expenses will only stimulat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deepen the security dilemma. Korea urgently needs to make a reduction in
armaments for inter-Korean dialogue, reduction of mutual threats, and trust building.

April 26, 2021,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performance,
"Cut military expenditure for people and the Earth"
The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s monitoring government policies and
protests against excessive military buildup. For instance, it announces its opinions on the major problems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every year during the government budget review, and delivers its opin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In
addition, it became the Korean campaign coordinator for 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and has been running
campaigns asking for a reduction of defense spending together with several peace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ince 2011. It
is conducting various activities to publicize the problems of military expenditure and broaden the consensus, e.g. press conferences,
performances, video production, online activities and media contributions.
Green Korea, Civilian Military Watch, World Without War,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Korea-Vietnam
Peace Foundation prepared the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campaign for 2021, held a press conference, and gave a
performance in front of the War Memorial of Korea in Yongsan on April 26 when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announced the global defense spending statistics. At the event, they shouted “Let's use our resources to save people and the
Earth, not military buildup. Let's greatly reduc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to respond to the COVID-19 crisis, reinforce the social
safety net, address inequalities, and use the money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Let's put an end to the arms race and completely
shift our policy toward creating peace through peaceful means. We must make every effort to implement the hard-won 'phased
disarmament'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The call for reducing defense spending is an argument that can hardly get sympathy from many people in Korea, a divided country
where the war has not yet ended, and the disarmament movement has been harshly criticized. But if military expenditure is not
reduced, true human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cannot be achieved. This is why we must insist
on talking about disarmament.

5

Bank of Korea, North Korea GDP statistics

6

Global Fire Power, Defense Spending by Count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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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종전 평화
리사 클라크
Lisa PELLETTI CLARK
국제평화국(IPB) 공동의장 /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IPB) /
Goodwill Ambassad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리사 클라크는 국제 평화국(IPB)의 공동대표로 선출된 바 있고, 현재는 IPB의 이탈리아 회원 단체 Blessed Are the Peacemakers(Beati i
costruttori di pace)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클라크는 사라예보 봉쇄(1993-1995) 당시 사라예보에 머물며, 인접 지역 주민을 위한 연
대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고, 보스니아와 코소보의 기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비폭력 단체들을 지원했다. 이후 이탈리아 군축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이탈리아 국내외 핵 군축 운동에 집중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핵무기 없는 미래를 위하여’라는 이탈리아 내 캠페인을
조직했고, 이탈리아의 비핵 선언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이탈리아 의회에 제출했으며, 2016년부터 이탈리아의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을 목
표로 ICAN 운동을 펼치고 있다.

Lisa PELLETTI CLARK, Co-President of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is an active member of Blessed Are the Peacemakers (Beati
i costruttori di pace), an Italian member of the IPB. Lisa lived in Sarajevo under siege (1993-1995), fostering networks of solidarity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city and across the front lines; and then spent long periods in other areas of Bosnia and in Kosovo
supporting non-violent groups. In more recent years, Lisa’s activism has concentrated on nuclear disarmament campaigns, in Italy
within the Italian Peace and Disarmament Network, and also internationally. In 2007-2008, she coordinated the Italian campaign ‘For
a Future Without Nuclear Weapons’, which submitted draft legislation to the Italian Parliament aimed at declaring Italy a nuclearweapon free State. Since 2016 she has been active within the Italian ICAN partner campaign aimed at convincing Italy to jo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리사 클라크
국제평화국(IPB) 공동의장 /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한국전쟁을 끝냅시다’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동참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1억 명 서명이라는 매우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서명을 받는다는 건,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활동은 한반도는 물론, 긴장과 분열, 갈등
이 팽배한 기타 지역의 평화를 위한 시민 사회 운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구권에서 종종 ‘끝나지 않은 전쟁’ 혹은 ‘잊힌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쟁은 제가 태어난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정전 협정을 맺은 1953
년 6월 27일까지 약 300만 명이 사망하였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에 많은 고통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끝나
지 않은 한국전쟁은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하고, 한반도 긴장, 국민간 불신, 국가간 불신을 야기하였으며,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 도입
과 재무장을 초래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주도한 정전 협정은 소극적 평화의 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자 모두 싸움에 전력하진 않지만, 평화를 위한 노력도
없는 상태죠.
철학자 요한 갈퉁은 적극적 평화를 강조합니다. 직접적인 폭력과 사상자, 무력 분쟁, 폭언이 없는 상태는 소극적 평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는 방금 언급한 조건(직접적 폭력과 무력 분쟁의 부재 등)을 포함하되, 모두가 신체적, 사회적, 정치적 잠재성을 발현할 권리
를 갖는 상태, 그리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화해를 시작하고, 이룰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적극적 평화를 이루
려면, 반드시 한국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적극적 평화의 상태에서는 모든 사회 조직 내에서 인권 평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합법성과 화합이 인간관계를 지배하죠. 전쟁이 끝난 후
에는 전선으로 기능했던 분단선이 양쪽 사람들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경우, DMZ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됩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분열되어 있었던 양측 사람들을 잇는 상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는 크나큰 선물이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에 영감을 주겠죠.
세계는 한반도 실정에 어둡지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시민 단체 및 개인이 70년간 비평화 상태에 처해 있었던 한
반도의 실태와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반도 평화 친선 대사로 임명해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왕성한 평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도 한반도 실태에는 어두운 편입니다.
그간 남북이 긍정적인 교류를 시도한 시기도 있었지만, 세계 여론을 움직일 만한 결정적 전례를 남기진 못한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 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반도의 끝없는 전쟁 상황은 여전히 냉전 시대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관계에 고착되어 있는 모습인데
요. 그간 우리가 경험한 밝고 위대한 순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적극적 평화 상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햇볕 정책과 같은 역사
적 결정은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으로 간직해야 하죠.
정부와 국가 기관이 소위 트랙 I 외교를 통해 평화 솔루션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먼저 시민 사회가 그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저는
외부의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홍보해야만 비로소 적극
적이고 세계적인 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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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크로스 DMZ(Women Cross DMZ)’과 같은 용감한 기획, 그리고 남북은 물론, 과거 6자 회담 참여국 민간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울란
바토르 프로세스' 대화와 같은 국제적 노력이 거둔 성과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regional) 시민단체들의 참여에 따라 연대가 확대되면, 사안을 확장하여 ‘보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반도를 너머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여러 문제와 캠페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재에 관한 대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역사적 관점에서 제재(군사 개입 대신,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비폭력적 대안)의 목적과 성과,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피해를 고찰해
야 합니다. 1990년대에는 많은 시민 단체가 對이라크 제재에 반대했는데요. 제재가 국제 사회의 요구를 이라크 정권이 받아 들이게 하는
압박 효과보다는, 민간의 고통만 초래했기 때문이죠. 대북 제재는 소위 ‘스마트 제재’라 불리며, 이라크의 경우와 같은 역기능을 지양했지
만, 이러한 인식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UN 인도적지원 국가팀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국제 무역 중 약 90%가 다자 제재를 받
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과 공중보건 위험에 노출돼 고통받고 있죠.

이와 같은 연대는 대화 플랫폼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양측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하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과
거와 현재 시민 사회의 긍정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직 그것을 접하지 못한 타국 평화 활동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역사적 경험은 각기 다르지만, 전후 사회 재구성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면, 실질적 평화 구축에 있어서는 시민 사회의 역
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종전을 위한 ‘트랙 I 외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진정한 적극적 평화는 시민 사회의 참여를 통해서만 이
룰 수 있습니다.
공통의 기억(Memory)을 만드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징검돌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적극적 평화로 향하는
모든 과정은 기억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과거를 간과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체화한 국가적 기억과 개인의
기억 및 경험이 다르다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하죠.
국가적 기억이 오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전 유고슬라비아가 대표적입니다. 숨어 있던 오래된 기억을 찾
아내서 왜곡(요즘은 ‘무기화’라고 하죠)하고, 그걸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여 배타성과 적대감을 키우고, 언어와 신체적 폭력을 조장하고,
결국은 전쟁까지 벌이죠.

비핵지대(NWFZ)에 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제안뿐 아니라, 현존하는 비핵지대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
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목표인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아시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핵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계획, 실행 등을 통해 참여와 연대를 확산해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방향을 제시해 줄
사례는 얼마든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휴전이 아닌 평화를 모두 함께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 평화를 향한 절차를 시작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끌어냅시다.

이런 이유로 개인과 지역 시회는 기억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기억을 낚아채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왜곡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범죄의 기억을 공유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시민 사회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서) 진실과 화해 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에 적극 참여해야 적극적 평화를 위한 강력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시
인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용서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화해를 위한 핵심
요소인데요.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 복원입니다.
정의로운 행동과 온정에 관한 기억도 공유돼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
에게 소중한 교훈을 제공하는 롤모델이죠.
이런 절차를 통해 형성된 집단 기억에는 국가적 기억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기억을 공유할 땐 모두가 타인의 기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기억도 내 기억만큼 소중하다’라는 원칙을 세워야 하죠. 또한, 자신
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범죄를 거리낌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어쨌든 범죄는 범죄예요. 진실을 감춰선 안 되죠.
사회 집단은 이런 절차를 통해 형성된 집단 기억을 기반으로 ‘공유 역사’의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를 위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증인은 승리를 거둔 군대가 아니라 그 피해자입니다. 유럽은 자국군을 치하하고, 정치
적, 사회적 중책을 맡기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수 세기에 걸친 살육 전쟁을 펼치며,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그 영광을 돌렸죠. 세계 핵 군
축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사람으로서 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인 일본인 피폭자(그리고 한국인 피폭자) 사례가 국
제적 시각에 끼친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에 따른 참담한 결과를 증언한 여러 피폭자 덕분에 많은 국가를 설득하여 핵무기
금지조약을 발효할 수 있었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단순한 서명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잠재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캠페인으로 국제 사회의 공감
대를 확산고 지지를 이끌어 낼 기회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촉구하는 네 가지 요구는 캠페인을 조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국가 시민 사회가 동참하도록 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대화와 교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해야 하는데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가 다른 지역(regional), 특히 유럽의 평화운동 단체들과 교류하기를 제안합니다.

432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433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5 Peace Movement Session Ⅰ- 5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5 Peace Movement Session Ⅰ- 5

From a global perspective. Ending the Korean War.

In the eyes of global civil society,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of the never-ending war is still locked in a vision of Cold War
style political and military relations. We all need to be reminded of the great, positive moments that you have experienced, even
though they may not have been sufficient to bring a permanent positive peace. The story of the Sunshine Policy and other moments
should become the heritage of our younger generations.

I am honoured to be one of the signatories of the Korea Peace Appeal, which begins “It’s time to end the Korean War.”

It will be the governments and national institutions, so-called Track I diplomacy, who will need to negotiate the solutions, but they will
need to be urged on by civil society. I am not so naïve as to ignore the role of external powers. An active (and truly global) coalition,
rallying around the many civil society organisations promoting the Korea Peace Appeal, can provide the stimulus. The evidence of
several courageous international efforts, like the Women Cross DMZ repeated actions, and the UlaanBataar Process meetings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from all parts of the region, including both Koreas and all former Six Party Talk countries … all these are
examples that show us the way ahead.

Let me start by saying that this Appeal has a very ambitious goal: to collect 100 million signatures! Collecting all those signatures
means educating all those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his will set in motion a civil society movement that can help towards
build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other places, where peoples live in situations of permanent tensions, divisions, conflict.

These coalitions are fundamental in establishing platforms for dialogue, building mutual trust and commitment. I encourage the
coordinator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to collect and disseminate information on the past and present civil society positive
experiences, that are unknown to most peace activists in other countries.

Often called the “endless war”, or the “forgotten war” in Western societies, the Korean War started in 1950 (the year I was born). By
the time the Armistice was signed on 27 June 1953 it had caused almost 3 million deaths, and since then it has continued to inflict
decades of suffering, pain and division on the Korean people. And, of course, this never-ended war has justified militarization, tension,
mistrust between nations and peoples, it has encouraged re-arma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w and more gruesome weapons.

I know that every historical experience is unique and different from the rest. But in my experience of post-war social reconstruction,
the role of civil society is even more important in the actual building of the peace: that is, once the Track I agreements to end the war
have been signed. Only the genuine and full involvement of the peoples will build a true positive peace.

Lisa PELLETTI CLARK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IPB) / Goodwill Ambassad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easefire brought about by the Armistice is an almost text-book case of negative peace: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no fullyfledged continuous fighting, but where n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 peaceful condition are allowed to flourish.
Philosophers like Galtung speak of the need of achieving positive peace; in fact,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no direct violence, no
human beings being killed, no armed conflict, no verbal abuse, should rightly be called a negative peace.
A positive peace is all the above (no violence, no armed conflict, etc), plus a general condition in which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pursue their full physical, social, political potential. And every human being is entitled to all human rights. This is also the condition
in which reconciliation can begin and become effective. So, I would say that that the Korean War must end so we can begin to build
and consolidate a positive peace.
In positive peace, social organization is characterized by equality of rights for all persons. And human relations are governed by
legality and harmony. In the post-war period, the dividing line that marked the frontline must begin to unite people on the two sides.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MZ, no longer serving as a barrier, must be transformed into a bridge, a metaphorical bridge
joining two communities divided for too long.
A positi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n extraordinary gift, a source of inspiration to peace-loving and peace-struggling
men, women and communities everywhere.
The world knows so little about the Korean peninsula, the petition will enable well-meaning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to become a little more acquainted with the history of the war, of the non-peace, of these almost seventy years of Armistice. I am
grateful to have been appointed Goodwill Ambassador, for that has given me the opportunity to begin to learn something, but I can
assure you that even very conscientious peace activists in Europe know very little.
I know that there have been periods of positive engagement across the divisions. And yet those are not events that are given
precedence in the information we, who make up global public opinion, receive.

Establishing a common memory is an essential, albeit very difficult, stepping-stone. Memory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the
process leading to positive peace must be based on memory. Nothing good comes of ignoring the past. But we need to bear in mi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at which is crystallized as the national memory and the individual memory of persons and their
experiences.
National memories can be (and have very often been) misused: I have many stories to tell (especially from former Yugoslavia) about
how old memories were dug out from hidden places and distorted (weaponized, we would say today) to whip up popular anger,
which then served to fuel the aggressiveness and the enmity, the verbal and then physical violence, and ultimately the wars.
For this reason, the process of sharing memories by individuals and local communities is essential. To prevent those memories from
being hijacked by others, who may have a different agenda.
Memories of pain, of suffering, of crimes, shared in order to ascertain the truth. The ful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Truth &
Reconciliation Commissions (over and above their purely juridical role), is a powerful process leading towards positive peace. There,
individual perpetrators are asked to admit to their crimes, but not to be punished, rather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members of
the community once again. And victims are both acknowledged as victims (an important fact in itself) and also given the chance to
forgive. Both are essential actions for reconciliation. TRC’s are not structures of vengeance, but of restorative justice.
There must also be a sharing of memories of righteous actions, of actions of human kindness.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all to know
that, even under the worst conditions, there were persons who did not lose their humanity. They are role models and can contribute
lessons to learn.
The collective memory that is born out of this process will contain the memories of individuals, and not only a “national” memory.
In exchanging memories, it is important that everyone is willing to listen to the memories of others. The principle should be that “Your
memories are just as worthy as mine.” And I must never be afraid of admitting to crimes committed in my name, by “my” side. Always,
a crime is a crime, and the truth must not be concealed.
Eventually, the collective memory gathered by these processes will enable communities to begin to outline a “share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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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rocess leading to positive peace, the victims become the witnesses of history. Instead of the conquering armies. In Europe,
nations would celebrate their armies and constantly give them pride of place and social standing. European nations fought and killed
each other for centuries. Honouring the perpetrators instead of the victims. I have been very active in the global nuclear disarmament
campaign and I can confirm that the role of the Hibakusha, Japanese (and Korean) victims of the atomic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has succeeded in changing the perspective. We now have an international treaty prohibiting nuclear weapons: thanks also
to the testimony of the Hibakusha we have succeeded in convincing a sufficient number of States of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any use of nuclear weapons, .
The Korea Peace Appeal has the potential to do much more than collect signatures. It is a timely initiative, which will allow us to
educate and inform global civil society. The four demands of the Korea Peace Appeal can help us coordinate our campaign. To involve
civil society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e must begin by disseminating the stories about the dialogue and exchanges that are
already taking place. I would encourage the UlaanBaatar Process to engage with peace activist organisations in other continents as
well, especially in Europe.
And, as we enlarge our coalition to include organisations from other continents, I feel we should also extend the topics we cover, to
‘generalize’ them, to embrace also the struggles and campaigns beyond the specifically Korean issues. Therefore, it may be worth
considering beginning a discussion on sanctions, not specifically the Korean case, but including a historical perspective on what the
purpose of sanctions was (a non-violent alternative to military action in order to enforce an international resolution), of what they
achieved, and what damage they have wrought. I can well remember the broad civil society opposition to the sanctions against the
Iraqi regime in the 1990s, which were causing such suffering to the civilian population of Iraq instead of obliging the regime to agree
to the deman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understand that the sanctions imposed on DPRK were originally intended to avoid
the negative consequences that sanctions had had on the Iraqi people, but that gradually that perspective of ‘smart’ sanctions was
lost. And that now “almost 90% of international trade (in DPRK) is currently under multilateral sanctions, whil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are suffering from food insecurity and exposed to public health risks” (UN Humanitarian Country Team 2020).
Another subject that could be addressed are the Nuclear Weapon Free Zones: not only the proposals for the North East Asia NWFZ,
which has long been proposed by many NGOs and civil society campaigns, but engaging in a broader perspective of existing NWFZ,
of the alliances that would be formed, of the lessons that could be mutually exchanged. The goal would be to enlarge the coalition of
the Korea Peace Appeal to include all those involved in the thinking, plann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of nuclear weapon free
zones in the region, in the rest of Asia, but on other continents as well. Although every situation is unique (as I have said), there can
always be examples to take inspiration from.
Together we shall call for a transition from armistice to peace. But in doing so, we will already be constructing the following stage: the
building of a positive peace, with the full agency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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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GPPAC의 글로벌 활동과 도전
마리 라우어 프아리
Marie-Laure POIRE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글로벌 애드보커시 팀장
Manager of the Global Advocacy,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마리 라우어 프아리는 2018년에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에 합류했으며, 현재 글로벌 옹호(Global Advocay)팀을
관리하고 있다. 2003년에 설립된 GPPAC는 회원들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평화구축 단체 네트워크로, 갈등 예방과 평화구축 분야
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200개 이상의 시민사회 단체를 아우른다. 그녀는 평화구축을 위한 관행,정책,인프라 개발 시 그것을 보다 효
과적이고,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목소리와 경험이 글로벌 수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또한, 기부자,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부자와 지역 평화구축 단체 둘 다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자금 조달 솔루션을 공동으
로 수립하는 등 GPPAC의 비전 달성과 임무 수행을 지원할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15년 이상 미국과 유럽에서 전문적인 경
험을 쌓고 국제 실종자 위원회, 평화구축동맹, 국제안보여성협의회(WIIS)에서 활동하면서, 그녀는 여성, 평화, 안보, 평화구축 관련 사안
전반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프로그램 관리 및 소통 측면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 그녀는 2000년에 프랑스 리옹 가톨릭대학교에서 번
역과 국제관계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0년 미국 워싱턴의 조지타운대학교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초점을
둔 안보학 연구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Marie-Laure POIRE joined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n 2018 and currently manages the
Global Advocacy team. Founded in 2003, GPPAC is the world’s largest global member-led network of local peacebuilders, bringing
together over 200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In her capacity, MarieLaure develops programs that ensure that local voices and experiences are taken into account at the global level especially in the
development of peacebuilding practices, policies and infrastructures so as to make them more effective, more inclusive, and more
sustainable. She also engages with donors and partners to establish mutually-beneficial partnerships aimed at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GPPAC’s vision and mission, including by jointly creating more effective funding solutions for both donors and
local peacebuilders. Throughout her 15+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d while at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Missing Persons, The Alliance for Peacebuilding, or at Women in International Security (WIIS), MarieLaure has developed expertise in stakeholder engagement, program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on issues spanning from
women, peace, and security, to peacebuilding. Marie-Laure Poiré obtained her bachelor of arts equivalent in 2000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Lyon, France, with a focus on transl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he later obtained her Master of Arts in 2010 from
the Security Studies Program at Georgetow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USA, with a focus on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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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03년에 설립된 GPPAC(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하 GPPAC)는 지역 수준의 평화구축 단체들이 구성하고 주도하는 세
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갈등 예방과 평화구축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200개 이상의 시민사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
다. GPPAC는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그 임무는 시민사회와 지방(local)·국가·지역(regional)·국제 무대의 행위자들과 기관들을
연결하고, 폭력과 무장갈등의 해결 방식을 ‘대응’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GPPAC는 갈등 예방 정책이 지역
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다.
평화유지란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두 결의문(A/70/262, S/2016/2282)의 정의에 따르면 “갈등의 발생, 악화, 지속, 재발을 예방하
기 위한 [...] 목표와 프로세스”이다. 2016년에 통과된 이 두 결의가 강조하듯 평화유지는 국가주인의식(national ownership)의 원칙에 따
라 기본적으로 회원국 각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개별 회원국이 오로지 국가 단위의 노력만으로 평화를 유
지할 수 없다. 작금의 갈등 역학(conflict dynamics)은 역내 국가 간, 또 지역 상호 간의 궤적과 연계를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같은
맥락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청년, 국내 행위자, 지역 및 소지역 단체 등 다양한 역내 평화구축 단체들과 전략적·운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강화된 행동이 요구된다.
지역 수준에서 운영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GPPAC의 구조를 살펴보면 역내 평화구축 단체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해야 지역 수준에서
보완적·포괄적·유기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역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예시 관행을 얻을 수 있다. GPPAC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 수준에서 활동하는 평화구축 단체들이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진입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협력해야 할 지역 수준의 행위자들
•지역 평화구축 네트워크: 이들의 특징은 국가 중심적(state-centric) 안보 분석에서 흔히 간과되는 사람 중심적(people-centered) 관
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지역 전문성과 풀뿌리 지식은 갈등 역학 및 권력 관계 분석뿐 아니라 조기 경보 및 대응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
•지역 및 소지역 단체: 이들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원을 통해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위기를 겪는 지역
과 가깝고 지역민들도 이들에게 보다 수용적이므로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다.
•회원국(Member States): 이들은 개별 행위자인 동시에 지역 및 국제 단체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내 행위자가 된다. 역내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전략적 비전이 개발되며, 적절한 시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UN: UN 평화구축 활동은 국가 간 갈등의 종식을 돕고 재차 갈등에 빠질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 개혁(UN Reform)은 지
역의 평화구축을 위한 인프라, 역량, 조율을 강화하는 야심찬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화구축 및 평화유지에 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계된 단일 지역 구조(single regional structure)의 조작화(operationalization)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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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구축을 위한 GPPAC의 지역적 접근 예시
•남코카서스: 수십 년 간 이어진 남코카서스 지역의 갈등(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러시아와 조지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등)은 여
전히 심각하며, 역내 전반의 평화와 안보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GPPAC Global Activities and Challenges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 GPPAC 회원국들은 여성 중재자 네트워크(Network of Women Mediators)를 가동하여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정식화
했을 뿐 아니라, 헤이트 스피치에 대처하고 상호 지지와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화 저널리즘(Peace Journalism)을 도입했다.

Marie-Laure POIRE
Manager of the Global Advocacy,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서발칸: 서발칸 지역의 정치적·사회적 특징인 높은 청년실업률, 통치 엘리트에 대한 불신, EU 가입 전망에 대한 환멸은 오랫동안 지속되
어 왔으며, 이로 인해 민족 간 긴장이 다시 불거지고 민족주의 레토릭이 확산되고 있다..
○ GPPAC 회원국들은 사회기술(social skill)과 갈등 해소 기술의 실천 및 장려를 위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평화교육 커리큘럼의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BACKGROUND

•라틴아메리카: 베네수엘라에서는 중대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겪어왔으며, 이는 다차원적으로 역내 불안정성을 고조시켰다.
2014년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400만 명(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모국을 떠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지로 이동했다.

Founded in 2003,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s the world’s largest global network of and led
by local peacebuilders with over 200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building. Consisting
of fifteen regional networks, GPPAC’s mission is to link civil society with relevant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actors and
institutions, to collectively contribute to a fundamental change in dealing with violence and armed conflicts: a shift from reaction to
prevention. We firmly believe that conflict prevention initiatives need to be locally grounded and internationally supported.

○ GPPAC 회원국들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도록 시민외교(Citizen Diplomacy) 이니셔티브
를 출범시켰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특징은 냉전 시대의 정치적 상호작용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지속적 대화의 부재와
반복되는 군사적 적대 행위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핵전쟁 위협을 비롯한 여러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에 중국, 북한,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6자회담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가장 유
력한 대안이었으나, 2009년에 중단됐다. 하지만 지역적 접근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각 당사국뿐 아니라 양자 및 다
자 수준의 정치적 발전을 유기적이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도모하려면 더욱 광범위한 역내 시민사회 기반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 GPPAC가 주도하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BP)는 위기뿐 아니라 안정의 시기에도 역내 모든 국가(남북한 및 이전의 6자회담 당사국 전
체)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이고 일관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UBP만의 성과
○ UBP는 몽골 정부의 지원으로 트랙 1 대화와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역내 및 국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시민사회의 유의미하고 포용적
인 참여를 촉진한다.
○ UBP는 시민사회가 서로의 관점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경로를 구체화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향후에도 지역 단체의 설립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
○ UBP는 비핵지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성의 평화구축 참여 등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유관 단체가 합의하고 권고를 내놓을 수 있도
록 하였다.
UBP는 지역 내 상호 간 학습, 교환 방문, 교육 워크숍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과 기회를 강화한다.

Sustaining peace, as defined in the dual UN General Assembly an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70/262 and S/2016/2282), is “a goal
and process [...] aimed at preventing the outbreak, escalation, continuation and recurrence of conflict”. Sustaining peace i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Member States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ownership underscored in the dual 2016 resolutions. However,
today’s realities dictate that sustaining peace cannot be accomplished by individual Member States alone and solely at the national
level. Current conflict dynamics too often have regional and cross-regional trajectories and linkages. In this context, sustaining peace
requires strengthened action to build strategic and operational regional partnerships with local peacebuilders, including women and
youth, national actors and regional and sub-regional organisations.
As a network of organisations that operate at the regional level, GPPAC’s structure provides a good practice example on how to
support the work done by local peacebuilders to sustain peace at the regional level in a complementary, comprehensive and
coherent manner and build partnerships at the regional level. GPPAC regional networks often serve as the key entry points on policy
engagement for local peacebuilders at the regional level.

ACTORS TO ENGAGE WITH AT THE REGIONAL LEVEL
• Local peacebuilding networks: they uniquely contribute to the articulation of a people-centred perspective that is often missing
in state-centric security analysis. Their local expertise and grassroots knowledge play a vital role in early warning and response as
well as in the analysis of conflict dynamics and power relations.
• Regional and sub-regional organisations: they can provide localised support to prevent the crisis from escalating. Being close to
the crisis neighbourhood and having more acceptance among local populations, they are often in a better position to understand
and influence it.
• Member States: they form an important actor at the regional level, both as separate actors as well as members of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gional partnerships require Member States buy-in to maintain their importance, develop strategic
vision, and ensure appropriat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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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ted Nations: UN peacebuilding activities are aimed at assisting countries emerging from conflict and reducing the risk of
relapsing into conflict. The UN Reform includes an ambitious goal to strengthen regional infrastructures, capacities and coordination
on peacebuilding, including the operationalisation of the single regional structure designed to support a more holistic approach
to peacebuilding and sustaining peace.

UBP Unique Achievements
•The UBP has established relations with Track 1 dialogues with support from the Government of Mongolia and promotes meaningful
and inclusive engagement of civil society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processes.

EXAMPLES OF GPPAC REGIONAL APPROACHES TO PEACEBUILDING

•It is providing a safe space for regional civil society to exchange views and shape the way forward, and has created a conducive
environ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organisation in the future.

•The South Caucasus: Decades-old protracted conflicts (eg. Nagorno-Karabakh and between Russia and Georgia, Russia and
Ukraine) remain tense, having lasting adverse impacts on the overall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 UBP has facilitated agreements and recommendations from all participating organisations on issues such as promoting a
nuclear-weapon free zon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nd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building.

•GPPAC members activated the Network of Women Mediators to legitimize women's contributions to the peace processes as well as
introduced Peace Journalism to address hate speech and help build an environment of mutual support and trust.

The UBP strengthens the skills of a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rough cross-regional learnings, exchange
visits, and training workshops.

•The Western Balkans: The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 in the Western Balkans has long been marked by high youth unemployment,
mistrust in the governing elites and disillusion towards EU accession prospects leading to renewed ethnic tensions and the rise of
nationalist rhetoric.
•GPPAC members have been supporting the integration of peace education curricula in school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Serbia and Montenegro to practice and promote social and conflict resolution skills.
•Latin America: Venezuela has been marked by a profoun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risis with a multidimensional and
destabilizing impact in the region. More than four million Venezuelans (14 per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leaving he country
since 2014, most of them relocating within the region in Colombia, Peru and Ecuador.
•GPPAC members launched a Citizen Diplomacy initiative which aims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ies among
various sectors of both Venezuela and Colombia.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ast Asian region remains characterised by Cold War era political interactions.
The absence of sustained dialogue and repeated military aggressions have heighten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ross the region, leading to crises including the threat of nuclear war. The Six Party Talks, launched in 2003 and involving China, the
DPRK, the ROK, Russia, Japan and the US, were the closest alternative to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regional peace and security
but they were suspended in 2009. Yet, a regional approach is an absolute necessity. It is for this reason that a broader regional civil
society foundation must be established, to be able to engage in a coherent and timely manner with political developments within
relevant countries as well as on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s.
•The GPPAC-led Ulaanbaatar Process (UBP) is the sole platform in which civil society from all parts of the region - including both
Koreas and all former Six Party Talk member countries - is actively and consistently participating through times of both crisis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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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_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를 향한 시민행동

이태호
Taeho LEE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Directo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이태호는 한국의 시민운동가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겸 평화군축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다. 그는 1995년 참
여연대에 상근을 시작한 이래 권력남용방지, 정치개혁, 평화군축, 인권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행동에 관여해왔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시민행동인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의 제안자의 한명으로서 현재 이 캠페인의 상임집행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LEE Taeho is a civil activist in South Korea. He is a chair of Policy Committee and a directo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 watchdog NGO based in Seoul, and a chair of steering committee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 Network in Korea (CSONK), which has over 300 member CSOs. Joined PSPD in 1995, he has been engaged
in various civil activities to prevent state power abuse, reform political system, and promote peace and human rights. He is one of
initiators and organizers of the Korea Peace Appeal, which is an international campaign that seeks to amplify voices calling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a transition from armistice to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world.

이 행사가 개최되는 경기도는 DMZ를 사이에 두고 북한의 황해도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겹겹이 철책이 둘러쳐진 길이 150여 마일,
폭 4 Km의 DMZ를 사이에 두고 150여 만명의 남한과 미국, 북한의 군인이 중무장을 한 채 70년 가까이 대치하고 있다. 남과 북이 유엔 회
원국으로 함께 가입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 왔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 것은 비단 한반도 주민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은 동아시아에서 식민지 시대와 냉전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한 세대 동안 일어난 분쟁, 갈등, 왜곡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쩌
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일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1. 판문전 선언 3년, 한반도 프로세스의 교착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이행의 순서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합의 없이 끝난 이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정체
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초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전후로 남한의 군비증강과 미국이 적대시 정책에 대해 비난하면
서 정치군사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핵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시켜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
해 국제 제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남북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첨단무기
도입과 군비 증강, 한미 동맹 전환을 위한 군사훈련 등을 합의 위반이라고 여기고, 남측의 협력 제안은 ‘비본질적 사안’으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미국의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 새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과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바이든 신임행정부가 강조하는 북한 인권, 대북-대중국 군사적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불편함
을 표출하면서도 ‘재검토’ 결과를 주시하면서 협상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말(28일) 의회 연설에서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와 더불어 ‘외교(diplomacy)’를 언급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
이 무엇인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하노이 노딜(No Deal)로 인해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시킬 기회를, 북한은 민생과 연결된 일부 제재조치를 완화시킬 가능성을
각각 잃었다. 양자가 보다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평화프로세스의 궁극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호간의 불신과 갈등을 야기해온 몇몇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한반도 위기의 근본 쟁점들과 새로운 접근
우선, 실질적인 상호위협 감소에 관한 것이다. 남한이 지난 15년간 지출한 군사비는 같은 기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보다 많다. 2019년
남한의 군사비는 46.7조로 북한 총 GNI 추정액(한국은행 추정) 35.5조의 1.3배에 이른다. 주한미군이 지출하는 군사비와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 미군이 사용할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다1. 4.27선언 당시 남북 정상은 종전선언으로 불안정한 휴전 대치 상황을 종식하고 구체적인

1

<표> 2019년 기준 북한 국민총소득 vs. 남한 국방예산
2019년
액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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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총GNI
35.5조

남한총GNI
1935.7조(54.4배)

남한국방예산
46.7조(1.3배)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445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5 Peace Movement Session Ⅰ- 5

평화운동 협력세션 Ⅰ- 5 Peace Movement Session Ⅰ- 5

상호위협감소 조치를 취해가자고 합의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임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군
비를 5.4% - 8.2% 증액해왔고 핵잠수함, 경항공모함,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 불균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합당
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북미, 남북간의 불신을 좁히기 어렵다. 최소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작전계획을 방어위
주로 변경하고 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들의 서명과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와 의회의 지지 선언을 모아내는 것이 이 캠페인의 주된 행동 전략이다. 이렇게 모
아진 서명과 지지 선언을 남, 북, 미, 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UN)에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국제여론과 영향력으
로 관련국 정부들을 설득하여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목표다.

또 다른 쟁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것이다. 냉전시대 남한에는 1000여기 이상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다. 북한의 핵개발
은 탈냉전 이후의 이슈인데, 남북간 재래식 군비의 불균형 외에도 국제 핵 군축체제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자양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는 모호하다. 북한에게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을 포기하라
고 요구하면서 남한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여전히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핵 없는 동북
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억지전략(핵우
산)의 폐기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4.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2021-23 활동 목표와 계획

셋째 쟁점은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2018년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은 서로에 대한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새로
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열쇠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주로 ‘한미워
킹그룹’을 통해 전달되는 미국의 제재 위주 처방에 묶여 있다. 한미워킹그룹은 ‘최대의 압박’에 버금가는 ‘최대의 관여’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군사력과 군사비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닌 미국과 남한이 군사훈련 등 군사적 위협 행동을 중단 또는 자
제하고, 민생과 직결된 제재를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등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관계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선도적
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국제사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치외교 혹은 인권외교에 관한 쟁점이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
개국(‘QUAD’)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공동의 가치로 “법치, 항행 및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적 온전성”등을 강
조하였다. 미 정부는 이들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이들 가치 중 그 어느 하나도 군사
적 수단과 압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외교’는 역설적으로 갈등해결 의지, 전략, 수단의 부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한편, 인권개선 등에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자극적인 방식으로 의제화하는 것 역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에 관한 북한의 냉소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 캠페인에는 2021년 4월 현재, 7대 종단을 비롯하여 국내 369개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57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2020
년 활동은 주로 캠페인의 필요성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우선 남한 내 다양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의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여 공통의 목표
와 행동 전략을 확보하는데 맞추어졌다. 비록 더뎠지만 유래없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기구가 구성되었다.
올해(2021년)의 목표는 한반도 종전 평화를 향한 국내에서의 캠페인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과 국제적인 공동행동에 착수할 기초를 마련
하는 것이다. 우선, 남한 내 공감대 확산을 위해 풀뿌리 서명활동에 참여하고 이 운동을 알리고 전파하는데 함께 할 시민들(가칭 ‘코리아 피
스 메이커즈’)을 모으고, 이들과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활동망을 지역과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별도의 캠페인 프로그램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도
착수했다.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 정치권과 함께 지지 서명과 선언, 국회와 지방의회
결의안 등을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다. 4월 말까지 국회의원 62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 접경지역의 시도지사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와 별도로 한반도 종전 평화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지방의회별 결의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국제 파트너 단체들과
실천전략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서 나라별, 대륙별 온라인 전략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연쇄 전략회의에서는 다가오는 한국전쟁 휴
전기념일 (7월 27일) 전후로 국제공동행동 주간을 정해 서명운동과 지지 행동을 집중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2022년 목표는 국제캠페인을 본궤도에 올려 시민 서명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각국 시민사회와 종교계 개인과 단체, 정부와 정치권의 지
지 선언과 행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023년에는 이렇게 모아진 전 세계 시민 서명과 각국 정부/자치단체의 결의안 등을 관련국 정
부에 전달하고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호소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을 이끌어내 한국전쟁 종전70주년을 한반도 평화 원년이 되도록 하는데
조직된 힘을 집중할 것이다.

5. 한반도 종전 평화,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3.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를 향한 시민행동-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한반도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지난 70년간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얽힌 실타래와도 같은 이 딜레마를 푸는데 실패해 왔다.
한반도에서는 지난 70여년간 전쟁을 억지한다는 이유로 전쟁을 준비하는 군비 경쟁이 극심했고 그것이 다른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 ‘가
치’와 ‘이념’을 두고 서로를 부정하고 절멸시키려는 전쟁과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어 왔고 그것이 평화도 인권도 가로막아왔다. 다가올 한반
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지금까지 한반도와 세계가 지불해온 막대한 갈등 비용과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는 무언가 다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은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이어야 한다.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과거 한반도 문제는 열강들과 소수의 ‘안보전문가’들의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테이블 위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었다. 그 후 무
지와 혼란, 편견과 냉소 속에 우리 스스로 분단과 전쟁으로 치달았고, 적대와 대결에 70년 가까운 시간을 소모해왔다. 그 책임은 ‘국제사회’
나 ‘정치권’만이 아니라 분단과 대결에서 고통과 희생 외에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으면서도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룰 것을 결심하고 행
동하는데 주저해왔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있다. 이제는 소수의 외교관이나 군인들의 결정이 아니라,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를 원하
는 이 땅 주민들의 열망이 ‘국제사회’에 전해져야 한다. 세계의 시민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국제정치가 그 목소리에 답하게 해야 한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70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으로 모아가는 시민평화행동이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시민안전과 환경을 위한 협력 등을 호소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해 전 세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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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한반도 평화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시민 서명만이 아니라 실제 국제여론과 관련 당사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
제 협력 체계와 활동전략을 촘촘히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한국 전쟁 주요 당사국 및 한반도 주변국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협력
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서의 협력이 관건이다. 이들은 종전협정의 당사국이거나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반도 정전
체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고, 코리안 이주민 공동체도 비교적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다. 이 중 미국과 일본은 북
미관계, 북일관계 개선의 당사국이며 남한의 우방국이라는 점에서 민간협력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시민사회 차원에서 한반
도 평화에 관한 소통과 협력의 기반이 최소한이나마 형성되었고, 한미, 한일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활동에 대한 정보공유가 협의도
빈번하다. 하지만 절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평화캠페인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밀접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
다. 한편, 중국, 러시아의 시민사회와 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남북 민간교류협력과 종전평화캠페인
을 연결하는 것도 큰 숙제다.
한국전쟁 당사국이나 인접국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참전국과 정전협정을 감독했던 중립국들의 역할도 주요 전쟁당사국의 역
할만큼 크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전쟁 참전국들은 주로 전쟁을 기념하는 순간에만 호명되었다. 이제 70년된 전쟁을 끝내는 일
에 이들 나라의 시민사회, 정치권,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절실하다. 중립국의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협력도 그 중요성만큼 충분히 조명받
지 못해왔다. 한반도 갈등의 역사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개입해 왔던 이들 나라의 시민과 정치권으로서 한반도 갈등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
한 가교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캠페인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이들이 코리아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연대하느냐에 달렸다. 그 첫걸
음은 서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이 캠페인을 알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연결망 속에 스스로를 포함시키는 일
이다. 코리아피스메이커가 되어 줄 것을 토론자들을 비롯한 이 토론 참가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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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undamental issues of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new approach

Korea Peace Appeal_
A Civil Action for Peace That Has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Taeho LEE
Directo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Gyeonggi-do, the venue for this event, ranges across the DMZ from Hwanghae-do, North Korea. With the 150-mile long and 4kmwide DMZ protected by layers of barbed-wire fences in-between, there have been 1.5 million South Korean, American and North
Korean heavily-armed soldiers facing off against each other for close to 70 years now. It has been almost 30 years since both North
and South Korea became UN member states, but the Korean Peninsula issue as of yet still remains unsolved and is getting worse.
After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n 2018 and the April 27 Panmumjeom Declaration by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perhaps it was not only the residents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desperately wanted a historical turning point, one that would
resolve the ol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rea surrounding it.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rocess of resolving the disputes, conflicts and distortions that have occurred during the colonial era, and one generation thereafter
in East Asia, and for one generation thereafter, and to prevent further new conflicts and disputes that may occur again or are already
start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1. 3 years after the Panmumjeom Declaration, the deadlock of the Korean Peninsula process remains
Since the 2019 DPRK–United States Hanoi Summit ended without an agreement because of a disagreement on the order of implementation of
said agreement and its corresponding measures,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has continued to stagnate and retre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riticized South Korea’s military buildup and the US’ hostile policy toward the DPRK before
and after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which was held in early 2021, and expressed a strong position that unless the
fundamental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were resolved, the North would further reinforce its nuclear missile capabilities.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proposing various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to North Korea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deviate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However, North Korea regards the purchase of state-of-the-art weapons and military buildup, which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emphasizing, together with the military training for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a
violation of the agreement, and South Korea’s proposal of cooperation as a ‘non-essential issue.’
US President Joe Biden, who was elected last year, and the new administration are known to be reviewing the DPRK policies of
past administrations includ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DPRK is expressing discomfort with the new Biden Administration’s
emphasi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China, but does still
seem to be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negotiation while watching the results of the ‘policy review.’ President Biden mentioned stern
deterrence and ‘diplomacy’ in his Congressional address at the end of April (28). It is however not yet clear what the “practical and
coordinated approach’ pursu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Due to the no deal in Hanoi, the US lost the opportunity to freeze the DPRK’s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s, and the DPRK lost
the possibility of easing some of the sanctions connected to its people's livelihoods. It is also likely that both parties will propose a
pragmatic and phased solution and start negotiating peace. For the ultimate success of the process, however,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gap in perception about a few fundamental issues that have been causing distrust and conflicts and to prepar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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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issue is regarding the substantial reduction of mutual threats. What South Korea has spent on defense in the past 15 years is
more than North Korea’s gross national income (GNI) during the same period. In 2019, South Korea’s military spending was KRW46.7
trillion, 1.3 times North Korea’s estimated total GNI (Bank of Korea estimate), i.e. KRW35.5 trillion. This figure excludes the military
spending of US forces in Korea and the money that the US forces to be sent to the Korean Peninsula in an emergency will spend.1
At the time of the April 27 Declaration,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agreed to end the unstable armistice and confrontation by
declaring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taking concrete measures to reduce mutual threats. However,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its defense spending by 5.4% - 8.2% each year during his presidency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economic crisis, and still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submarines, light aircraft carriers and satellite launch vehicles. If they do not
sufficiently perceive this imbalance, and actively come up with appropriate countermeasures,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distrust that
exist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nd between the two Koreas. At the very least, they must make efforts, e.g. stop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change the focus of the operation plan to defense, and reduce the proportion of defense spending in the budget.
Another issue can be found i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era, more than 1,000
tactical nuclear weapons were deployed in South Korea.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s a post-cold war issue. It feeds on
the imbalance and inequality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disarmament system as well as the disparity in conventional armament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the meaning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and the leaders and the leaders of the DPRK and the US agreed to is ambiguou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possible to request the DPRK to give up its military strategy dependent on nuclear deterrence while the Korean Peninsula strategy
of the ROK and the US still depends on nuclear deterrence. For the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issue to become a
stepping stone for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to exist without the need for nuclear weapons, not only the DPRKs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s, but also the abandonment of the US’ nuclear deterrence strategy (nuclear umbrella), which ROK and Japan depend
on, must be considered as well.
The third issue is the transition to a new relationship. In 2018,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and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the US
agreed that they must stop hostilities, and switch to a new relationship based on trust. It was confirmed that this would be the basis of
and the key to resolving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fter the no deal in Hanoi, however, DPRK-US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that are tied to the US prescription focused on sanctions, which are delivered mostly through the ‘ROK-US Working Group.’ The ROK-US
Working Group has not played any special role in developing a ‘maximum engagement’ strategy that is comparable to the ‘maximum
pressure’ strategy. It is desirable that the US and South Korea, which have an overwhelming advantage in military power and military
spending, should take the lead and engage in more proactive measures to improve relationships, e.g. stopping or refraining from military
threats like military training. The international society must also be supportive of these advances and proactive efforts.
The last issue concerns ‘value’ diplomacy or human rights diplomacy. Recentl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emphasizing value
diplomacy. At the US-Japan-India-Australia (‘QUAD’) summit, the leaders emphasized the “rule of law,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peaceful resolution of disputes, democratic values, and territorial integrity” as common values. To protect these values,
the US government emphasizes that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However, none of these values
can be realized through military means and pressure. Paradoxically, the ‘value diploma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directly
shows a lack of willingness, strategy, and means to resolve conflicts. It may increase military tensions in the region, and deepen the
security dilemma, and may not be effective at improving human rights. Mak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 agenda in a
stimulating way is also highly likely to incite North Korea’s cynicism about the transition to a new relationship.

1

<Table> Gross national income of North Korea vs. South Korea’s defense spending in 2019
2019
Amount (KRW)

Total GNI of North Korea
KRW35.5 trillion

Total GNI of South Korea
1935.7조(54.4배)

Defense spending of South Korea
KRW46.7 (1.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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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civic action for peace that has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ssemblies. By the end of April, 62 National Assembly members, 3 mayors and provincial governors of border areas, e.g. Gyeonggido, Gangwon-do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participated in the signing movement.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assemblies are discussing resolutions asking for a ceasefir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eanwhile, to seek the action
strategies and plans with international partner organizations, online strategy meetings are being held with different countries and
continents. At these strategy meetings, A plan for international joint action week an international joint action week before and after
the upcoming National Korean War Armistice Day (July 27), is being discussed.

The Korean Peninsula faces a typical security dilemma. For the past 70 years,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have
failed to resolve this dilemma, which very much resembles a tangled threa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rms race has been fierce
to prepare for war and for the sake of preventing war, which has in turn caused another crisis. The politics of war and confrontation
have continued while all parties involved have been trying to deny and exterminate each other over ‘values’ and ‘ideologies,’ which
has blocked the path to both peace and human rights. To lea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the world in such
a way that it will not be necessary to pay the enormous cost and price of conflicts, which have been paid again and again over the
years, different approaches and efforts are needed. A new approach must be both realistic and fundamental at the same time. Peace
must be achieved in a peaceful way, not through military means. The parties who have suffered from division and war must become
the subjects and speak out.
In the past, the Korean Peninsula issue was decided on the table of world powers with a handful of ‘security experts,’ which was not
disclosed sufficiently to the public. Then, in ignorance, confusion, prejudice, and cynicism, we plunged into division and war, and
have thus wasted close to 70 years in confrontation and hostilities. The responsibility rests not only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or
‘political circles,’ but also with ordinary people who have been hesitant to make the decision to achieve peace and act when they had
nothing to gain but pain and sacrifice through division and confrontation. Now,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living on this land who
want the peace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 before, and not the decisions of a few diplomats or soldiers, must be deliver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People of the world must hear our voice and let international politics answer.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s an international campaign that seek to amplify voices calling for an end to the ‘70-year-old
Korean War and a transition from armistice to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out the world.
The Korea Peace Appeal is four demands - △ end the Korean War and establish a peace agreement, △completely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 resolve the conflict with dialogue and cooperation, and △invest in human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campaign will gather signatures from people all across the world, internatioanl civil societies, religious groups,
governments and assemblies of the world from 2020,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rbreak of the Korean War, till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goal is to deliver their signatures and declarations of support to the governments of
countries invloved in the Korean War, including the ROK, the DPRK, the US and Chin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and persuade the
governments of related countries using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nd influence, which are formed in this process, and end the
Korean War by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ceasefire and build a peace regime.

4. The 2021-2023 activity goals and plans of the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s of April 2021, 7 religious orders, 369 religiou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Korea, and 57 international partner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in this campaign. 2020 activities have focused mainly on sharing the necessity of the campaign at home and abroad
and securing common goals and action strategies by coordinating the diverse positions of the various civil societi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lthough it was slow, a campaign organization was formed in which an unprecedented variety of actors
participated.
The goal of this year (2021) is to get the domestic campaign on track and lay the foundation for undertaking international joint
action. For starters, to spread the consensus in South Korea, efforts are being made to gather the citizens who will participate in the
grassroots signing activity and publicize and spread this movement (tentatively called ‘Korea Peacemakers’), and form a network of
activities in different regions and at different levels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ere are also separate campaign programs
in which influencers can participate. Projects have been embarked upo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political circles as well
as civil societies e.g. National Assembly members, heads of local governments, local assembly members, and preliminary candidates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obtain supporting signatures and declarations, and the resolu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450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The goal of 2022 is that people's signatures will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lead to the declaration of support and actions
from the civil societies of various countries, religious groups, individuals, organizations, governments, and politicians by getting the
international campaign on track.
Then, in 2023 the campaign will be focused on ma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easefire the first year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delivering these signatures of citizens from aroun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olutions of the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of the world to the governments of related countries, and ultimately, draw out the resolut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calling for an end t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ring about peace.

5.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ommon challenges for the world
To make 2023 the first year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not only to get the signatures of global citizens, but to
also prepar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nd activity strategies tightly for actually change to occur in international public
opinions and the policies of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First of all, the cooperation of the civil societies and political circles of the
major parties to the Korean War and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In particular, the cooperation of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is key. They are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or are closely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regime geographically and historically, and countries where the community of Korean immigrants is relatively strongly. Among them,
the US and Japan ar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in the improvement of DRPK-US relations and DRPK-Japan relations, and also allies,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civil society cooperation for efforts on them. Fortunately, the minimum foundation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relate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established at the level of civil societies, with information sharing and
consultation on activities targeting the governments and political circles of the US and Japan taking place frequently. However, to
overcome the absolute limitations, and maximize the influence of the peace campaign, closer and more preci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ll be necessary. Meanwhile, deciding on how to cooperate with the civil societies and governments of China and Russia
still remains a challenge. Connecting civi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is also a big challenge.
The roles of the major parties to the Korean War and neighboring countries are important, but the rol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and the neutral nations that supervised the armistice agreement are as important as those of the major parties to the
war. However, until now, the participants in the Korean War have been named only when the war is commemorated. Now, it is urgent
that the civil societies, politicians, and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should participate in ending the 70-year-old war.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ies and governments of the neutral nations has not been spotlighted as much as its importance warrants. The
civil societies and political circles of these countries, which have watched and intervened in the history of the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 long time now, are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bridge for the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s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fter all, the success or failure of this campaign depends on how many people will take interest and part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and together as Korea peacemakers. The first step is to participate in the signing. The next step is to publicize this
campaign and include themselves in the connection network to continue the cooperation necessary for bringing about change. We
earnestly ask the discussants and participants in this forum to become Korea peace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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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준비 방안
변학문

변학문
Hakmoon BYUN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Director,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 for One Korea

변학문은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북한 과학사로 석사, 박사학
위를 받았다. 그의 박사논문은 “북한의 기술혁명론: 1960-70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2015)으로 1960-70년대 북한의 기술혁
명론과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다루었다. 그는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2018), “북한 ‘병진노선’의 변화
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 노선”(2019), “북한의 정면돌파전과 과학기술”(2020) 등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에 대한 논문을 썼다.

BYUN Hakmoon is the director of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 for One Korea. He majored in microbiology
while undergraduate, and received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doctoral dissertation (2015) deals with the theory of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1960s and 1970s. His publications include “North Korea's Vision of ‘a Scientific and Technical
Power’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8) and articles on the recent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1.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필요성
2019년 이후 북미 관계 정상화 무산,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이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올 남북
관계의 봄날을 위해, 그리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실효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남북의 평화번영을 실
현하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과거에 비해 교류협력의 내용과 형식을 다각화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남북 교류협력의 당사자로
참여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현대문명은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현시대에 과학기술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이라 하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과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한 최첨단 연구, 생활의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간단한
기술 개발 등 그 수준과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도 마찬가지다. 남북의 생물학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새로
운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을 수 있다. 또 남북의 청년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의기투합하고, 남북의 은퇴한 베테랑 개발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태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남북의 학
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수학과 과학기술을 더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수도 있
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성사시킬 수 있고, 그만큼 남북 사이의 접점을 더 많이 만듦으로
써 남북관계를 더욱 안정화할 수 있다.
과학기술 교류협력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성장과 사회 전반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만한 영역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김정일 집권기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를 목표로 성
인 대상의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NT/BT/AI 등 첨단 과학기술 전공을 중심으로 대
학 학과들을 개편/신설하고 있다. 또‘경제의 정보화’를 표방하면서 생산과 경영 전반에 컴퓨터를 필두로 한 IT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체육 등 비경제 영역에도 최신 과학기술과 IT를 도입하여 수준을 향상하려 한다. 북한은 과학기술
에 기초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문과 단위의 관리직 간부들도 이공계 전문가 못지않은 과학기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지난 5년 동안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등 자신
들의 위와 같은 노력이 목표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
기술 연구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 전 부문과 단위, 도/시/군 등 모든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더욱 많이 발굴, 양성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확충하여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실현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대북제재 때문에 성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그간 북한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선진 과학기술과 국제표준 도입에도 적극적이었다. 자
신들의 우수한 논문과 기술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도 계속 시도해 왔다. 북한은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예
를 들어 2018년 북한 학자들이 한국의 IT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였고, 이는 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간부들이 10.4 선언 기념 공동행사를 위해 방북한 남한 인사들에게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와 남측 기관들의 과학기
술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2019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북한의 자체 봉쇄가 풀리면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만하다.

454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455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Ⅱ- 1 Peace Movement Session Ⅱ- 1

평화운동 협력세션 Ⅱ- 1 Peace Movement Session Ⅱ- 1

2. 2018년의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기
2017년까지 우리에게 주로 전달된 북한 관련 뉴스는 핵과 미사일 개발, 여전한 경제난, 김정은의 공포정치 등이었다. 그러나 2018년 남북
관계의 급진전과 함께 김정은 집권 이후 변화한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접함으로써 그간 우리가 접한 북한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고 편향되
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가 부족했던 만큼 우리 사회의 남북 교류협력 준비 수준도 낮았는데, 과학기술 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
한은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적극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북한이 과학기술 발전을 핵심적인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조차 별로 알
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주목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이들이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준비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축적해 놓은 북한 과학기술 정보가 너무 빈약하였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을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자고
제안하여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결여된 채 그저 북한을 과학기술의
불모지, “하얀 도화지”로 인식한 결과였다.
2018년 당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주목한 연구자, 기관, 기업이 여전히 소수였지만, 그래도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급증’
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만한 북한 기술이 있는지 찾아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북한 과학기
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확대하고 북한 과학기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남북 과학
기술 교류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자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대북 과학기술 정보 빈곤은 일차적으로
장기간의 남북관계 단절에 따른 결과였지만,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가 소수 연구자/연구집단에 의해 개별적/파편적으로 진행된 데서
기인한 바도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소위 ‘하노이 노딜’과 남북관계 경색 이후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국내의 기대도 빠르게 사라졌다. 대북제재는 기
본 목표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대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결 가능성이 사라졌고, 2018년에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검토하던 몇 안 되던 기관들과
대기업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그 결과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여전히 소수의 연구자와 연구집단에 의해 개별적, 파
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거나 남북관계가 복원된다 하더라도 2018년과 마찬
가지로 북한 과학기술 정보의 빈곤 속에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체계적, 안정적으로 북한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축적/분석하고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기관을 어떤 형태로든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교류협력이 가능한 때가 왔을 때 바로 추진할 수 있
도록 내용적인 준비를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제재가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도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 대북제재 규정에는 특허/상표/저작권 등 각종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절차에 수반하는 다양한 거래들
(transactions), 출판물(publications)/영화(films)/사진(photographs) 등 ‘정보 또는 정보물’(information or informational materials)의
수출입은 제재 면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남북이 과학기술 교재나 서적, 과학 다큐멘터리 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거
래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북한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기술들 중 우리가 쓸만한 것들이 있는지 검증하고, 이 중 사업
화와 시장성 등을 더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추출하는 것은 당장 북한과 접촉하거나 거래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우리
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만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길이 보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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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and Preparation for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Hakmoon BYUN
Director,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 for One Korea

1. Need for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Since 2019,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have been blocked as the efforts fo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fell through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became strained as well as due to outbreak of
COVID-19. However, the consideration of ways for effectiv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hould continue in order
to reach the spring of inter-Korean relations that will come someday or to advance such a day. In particular,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as a way to realize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two
countries and to build a future-oriented inter-Korean relationship.
From our perspective,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is a way to induce more people to participat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diversifying their contents and forms. To the extent that“modern civilization is a
civ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are few areas today free of the influe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refore, there is an
infinite variety of levels and fo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ranging from state-of-the-art research requiring highly skilled experts
and considerable research funding to the development of simple technology to resolve minor inconveniences in daily life. The same
can be applied to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Biology researchers of the two Koreas
may conduct joint research to discover the structure of a new protei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ublish the results in a global
academic journal. Or youth of the two Koreas may work hand-in-glove to develop a technology product targeting a niche market with
the help of retired veteran developers of the two nations. Or students or teachers of the two Koreas may gather together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knowhow on ways to study math and science/technology in a more fun or easy to understand manner. Based on our
efforts,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can be achieved under diverse themes and in diverse forms, and
by expanding such inter-Korean contacts, we can stabilize inter-Korean rel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is an area that North Korea, which is pursuing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overall society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may actively respond to. North Korea, under the Kim Jong-un
regime, is succeeding the policy of Kim Jong-il that prioritizes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veloping it even further. Under the goal
of “making everyone a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North Korea continues to strengthen its science and technology in all areas
of education, including remote education for adults, and is reforming/newly-establishing college departments focusing on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majors including NT/BT/AI. Moreover, adopting the slogan of “computerization of the economy”,
the country is striving to improv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rough introducing IT, in particular computers, in the areas of overall
produc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introducing the latest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to raise the level of
non-economic areas including healthcare/sports. North Korea is emphasizing management officers of each area and unit, who need
to have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on par with those of science and engineering experts, to achieve development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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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admitted that its above efforts have failed to achieve their goals in its critical self-evaluation that “science and technology
have not greatly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last 5 years” in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in January
2021. However, North Korea decided to further vitalize science and technology to achieve its new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Furthermore, the country is encouraging its people to realize self-rehabilitation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by further
developing and nurturing the needed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and expanding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strengthen its policies of prioritizing science and technology.

chance of mitigating or resolving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disappeared, and the attitudes of the few institutions and large
companies that had considered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turned passive. As a result, the
research and interest in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re still maintained in an individual and fragmented manner by a few
researchers and research groups. If such a situation continues, it is highly likely that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will remain as sluggish as it had been in 2018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ven after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mitigated or lifted or inter-Korean relations are restored.

While North Korea’s achievements did not stand out due to the sanctions against it, North Korea has been active in introduc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t also has continuously attempted overseas entry of its excellent
papers and technology products. The country also demonstrated strong will for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example, North Korean scholars submitted a paper to a South Korean IT journal, and the paper was officially published
after screening in 2018. In October of the same year, officers of the North Korean Office for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roposed joint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by Kim Il-sung University and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South Korean institutes to the South Korean delegation who visited North Korea for the joint event to commemorate the 10.4
Declaration. It is worth actively pursuing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whe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at has been strained since 2019 is restored and North Korea drops its self-containment measures for COVID-19.

In order to prevent such a situation from becoming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or institutions to collect/accumulate/
analyz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velop way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
systematic and stable manner. In addition, required contents should be prepared so that they can be pursued right away whe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become possible, and if possible, it would be desirable to find tasks that
can be executed even under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2. Not to repeat the regrets of 2018
Until 2017, most news coverage on North Korea involved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its continued economic crisis, and the
reign of terror by Kim Jong-un, etc. However, as we experienced diverse aspects of North Korea that changed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together with dramatic progres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 2018, we realized that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 that we had been given was limited and biased. As much as we had insufficient information, our prepar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as also insufficient, and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no exception. While North Korea was
actively pursuing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it was not even well-known in South
Korea that North Korea was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 a core national goal. As a result, there were not many
people paying attention to the need for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information in South
Korea on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status was insufficient to prepare specific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At that
time, some “experts” also proposed utilizing North Korea as a “test be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as considered a fresh
idea. However, such an idea was the result of perceiving North Korea as a wasteland of science technology or a “blank slate” without
understanding basic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is not entirely impossible even if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comprehensively ba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 example, the US sanctions regulations on North Korea state that
diverse transa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registr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trademark/
copyright, etc., and the export/import of information or informational materials including publications/films/photographs, etc., are
exempted from the sanctions. Based on these regulations, the shar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textbooks or books and the sharing
or transaction of science documentary images, etc., do not violate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Moreover, we can verify if there are
technologies that we can utilize among the technologies that North Korea is attempting to export and extract those that require
further analysis for commercialization and marketability, etc., without contacting or making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In other
words, as we pay greater attention and make greater efforts in this regard, it will become more likely to find a way to realize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There were only a few researchers, institutions and companies that noted the need for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in 2018, but this still marked a “dramatic increase” from the preceding period. There were also attempts to find
North Korean technology that could be utilized as business items for start-ups 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oreover,
there was a favorable response to the opinions calling for establishing a stable base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on North Koran
science and technology, maintaining/expanding the network of experts of related areas, comprehensively manag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and systematically preparing plans for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The lack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was primarily the result of the dissolu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was also largely due to research on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being pursued individually/
fragmentedly by a few researchers/research groups.
However, in the wake of the so-called “Hanoi no deal” and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hip in 2019, expectations for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from inside South Korea also quickly diminished. As the basic goal of sanctions
on North Korea is to contain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in particular, is banned in a comprehensive manner. With the breakdown of the 2nd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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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남북 교차 강의 및 e-Learning 공동 개발
강호제

강호제
Hojye KANG
베를린자유대학교 연구교수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Freie Universitat Berlin

강호제는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북한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물리학을 전공하였고 과학에 대해 이해가 깊으며, 북한 과학
기술정책사를 전공한 첫번째 박사이다. 북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대중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남
북 협력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교류협력,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또 다른 비핵
화 방법 모색, 북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남북 스타트업 추진 등을 연구하고 있다.

KANG Hojye is charge of education and research of North Korea in Freie Universität Berlin. He majored in physics and has a deep
understanding of science. He is the first Ph.D majored in the history of science-technology and policies in North Korea. He has been
conducting academic researches on North Korean science-technology and policies. In addition, he is making great efforts to form a
consensus on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public lectures and writings. His main themes are how to exchange and cooperate
with North Korea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He has researched for seeking alternative solution of denuclearization through
peaceful use of science-technology. Promoting inter- Korean Startups using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is another research
theme.

베를린자유대학교 연구교수

•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8년부터 전원회의 등에
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과학교육 강화’가 채택되었고 2021년 8차 당대회부터는 모든 부문의 혁신과제로 “과학기술 그리고 교육”
을 중시하도록 강화하였다.
• UN의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반론이 많아 최근 인도적 지원을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바
뀌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인도적 지원 항목으로 인정받아 제재 예외 항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많아졌다.
• 원래 교육 문제가 식량, 의료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난한 아이들은 빵만 먹어야 하나, 꿈을 먹으면 안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교육자재 및 학교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진행되기도 하였다.
• 김정은 시기 과학기술 교육은 2012년부터 급격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의무교육기간이 11년에서 1년 더 늘었고, ‘새 세기 산업혁명’에 비
견되는 변화를 예고하는 ‘새 세기 교육혁명’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 전후로 북한의 교육체계, 교과내용이 완전히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와 참고서 등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탐구형, 토론형으로 바뀌었고 과학기술 관련 교과목 시수가 전체의 30%가량으로 늘어났다. 각종 교구와 교
육 방법 등이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당중앙의 집중 지원도 보장되었다. 또한 원격교육까지 강화되면서 e-learning에 필요한 각종 데이
터베이스는 물론, 학습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 따라서 수학, 과학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그 첫번째로 가
능한 것이 교양 수준의 수학, 과학 강의를 남북 강사들이 ‘교차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수학, 과학 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 컨
텐츠 개발 및 교육 도구, 기자재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는 일종의 ‘e-Learning 공동개발’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 첫째, 교차 강의는 남북 수학, 과학 강사가 서로 남북 학생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차해서 강의하는 것이다. 즉 북의 강사가 남의 청중
에게, 남의 강사가 북의 청중에게 강의하는 형태이다. 여기서 남측의 강사는 유명한 과학자보다는 강의력이 좋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나 학원/EBS 강사면 좋을 듯하다. 북측에서 강사는 주목을 끌어야 하니 오히려 유명한 과학자도 괜찮고 교육 효과를 위해 원격강의 전
담 강사나 교원이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장 효과적인 강의는 실강이겠지만 코로나와 대북 제재로 인해 설비, 인적 교류가 대부분 막
힌 상황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중계강의(라이브 인강) 혹은 녹화 강의 형태가 되어야 실행 가능하다.
• 북한 내부적으로도 전국의 학교와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국가망(북한 국내 전용 인터넷망)으로 연결하고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있기 때
문에 익숙한 방식이다. 게다가 국제인터넷망과 연결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이를 국제 제재가 막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주체들이 결
심만 하면 진행될 수 있다. 남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 강의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화상회의, 화상
강의가 일반화되어 전혀 부담 없는 방식의 교류가 되었다.
• 교차 강의 컨텐츠는 학교 교과 수업과 연결시켜, 하나의 완결된 코스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 학습효과에서 좋다. 하지만 처음에는 특별
한 이슈를 선정해서 단번 강의와 비교과 영역의 강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실강으로 진행된다면 각종 기자재와 실제 실험이나 실물
을 직접 보는 것이 효과적인 주제로 진행하는 것이 주목을 끌기 좋다. 화상 강의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가상 시뮬레이션 효과가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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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거나 교양강의에서 보는 수준의 영상이 아니라 영화 속 특수효과와 컴퓨터 게
임 화면처럼 극사실적 표현을 동원하여 영상을 만들고 재미있는 스토리와 전달력 좋은 강사의 설명이 추가되면 수강생의 반응과 학습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이처럼 효과적인 화상강의만 보더라도 영화 속 특수효과 제작 기술이나 게임 영상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컨텐츠를 개발하면 비대
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e-Learning의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 e-Learning만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교차강의와
함께 진행하면 같은 준비과정으로 여러 개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
• e-Learning을 통하면 고정된 학습 코스를 만들어 놓고 이를 순서대로 습득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Roll Playing Game처럼 다양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놓고 학습자의 수준과 선택에 맞추어 코스를 다르게 전개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자 게임형 학습 프
로그램도 개발 가능하다. 학교 교육의 틀을 넘어선 교육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강의 방식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영역과 그래픽이나 전자기자재를 만드는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쉽지 않고 아직 수익으로 이어진 사업 모
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e-Learning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남북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통해 남북이 협력해서 e-Learning산업을 육성해 나가면 수익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의 경우 RPG 게임 등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은 없지만, 효과적인 동영상 제작 및 프로그램 작성 능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
리고 e-Learning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학습 컨텐츠’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어 여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전국 각급 단위의 선생님들이 담당 과목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있는 문제 및 컨텐츠를 만들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e-Learning컨텐츠가 만들어 질 수 있다. 특히 수학, 과학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컨텐츠이므로 개별 교
육과정의 요구에 맞게 순서와 난이도, 용어만 약간씩 조정하면 모든 언어, 모든 나라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개발될 수 있다.
• 만일 교차강의가 실강으로 진행될 수 있고, 교육 관련 사업들이 인도적 지원으로 폭넓게 인정받게 되면 교육 기자재를 남북이 공동으
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협력 사업이 된다. 강의를 제작하는 비디오, 오디오 편집 관련 기자재를 교육 컨텐츠 제작에 특화 시켜 쉽고, 빠
르게, 하지만 결과물은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특수 컨텐츠 특화 설비를 공동을 개발하는 것,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 입
장에서 체험, 실감할 수 있는 기재자를 개발하는 것, 단순한 문제집을 넘어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개별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것 등이 가
능한 e-Learning 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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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Lectures on Mathematics and Science, Co-Working for e-Learning
Hojye KANG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Freie Universitat Berlin

• Since declaring its emergence as a nuclear power in 2017, “innovation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has expanded its presence
in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2018, “strengthening science education” was adopted as a new strategic line in
its plenary meeting, etc., and since the 8th Party Congress in 2021, “science-technology and education” has been prioritized as an
innovation task in all sectors.
• While the UN’s sanctions are strictly applied to North Korea, there has been much criticism on their side effects. As a result, there
is a recent tendency to more broadly interpre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Therefore, there is a greater possibility that the
education-related area can be recognized as a humanitarian aid and consequently exempted from the sanctions.
• Already,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education was recognized as a humanitarian aid along with food and healthcare aid.
With the question of “Should poor children be fed with bread only and not with a dream?”, there have been programs to support
educational materials and school facilities in un-/under-developing countries.
• During the Kim Jong Un era, science-technology and education policies have been deeply changes since 2012. Mandatory education
year increased from 11 to 12, and the “educational revolution of the new century” announced changes comparable to thos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round that time, the educational system and curriculum in North Korea was overhauled. As a result,
textbooks and reference books were completely changed as well.
• The focus of lectures in middle and high school changed from the delivery of information to exploration and discussion, and the hours
of lectures on science-technology increased to around 30% of the overall hours. Moreover, as remote education is strengthened,
learning programs as well as various databases required for e-learning are under progress.
• Therefore, there are many form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at can be tried even at this moment if one examines areas that the
two Koreas can pursue together with a focus on math- and science-related education. The first possibility is “Cross Lecturing” on
mathematics and science by both Korean lecturers. The second would be programs to develop diverse educational contents, and
educational tools and devices, etc., for science and math education. This can be called the “Joint Development of e-learning”.
• Firstly, cross-lecturing on math and science by the two Koreas lectures could be released to the students and citizens of the other
Korea. In other words, North Korean lecturers teach South Korean audiences and vice versa. As for South Korean lecturers,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ith great lecturing capabilities or private academy/EBS lecturers would be better than famous scientists.
As for North Korean lecturers, famous scientists could also be great, in an effort to draw more attention, and lecturers or teachers
dedicated to remote lecturing would help increase the educational effect. Although face-to-face lecturing would be the most
effective, real-time online lecturing or recorded lecturing is appropriate. Because most facility-based and human exchanges are
blocked due to COVID-19 and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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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forms of lecturing are also familiar in North Korea because there is a nation-wide network system which connecting all schools
and the Sci-Tech. Moreover, since the system connected to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network is fully prepared and not blocked
by several sanctions, it takes only the decision of the related parties for the project to be realized. “Online lecturing” has long been
established as an industry in South Korea, and virtual meetings and virtual lectures have become common and established as a
natural form due to COVID-19’s pandemic.
• As for the contents of Cross-lectures,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develop a complete course related with the school curriculum.
However, in the starting stage, it would be better to select a special issue and conduct a related one-time lecture and lectures on
areas that are not related with the school curriculum. For face-to-face lectures, special themes including observation of diverse
equipment and actual experiments would be great to draw attentions. As for virtual lectures, it would be most appropriate to select
themes which make maximum usage of computer simulation technology. It is anticipated that the audience response and learning
effect would be enhanced if videos are prepared mobilizing film special effects and the ultra-real expression seen in gaming, going
beyond the production of videos at the level generally experienced in school settings or elective courses, together with interesting
stories and explanations from lecturers who have great delivery capabilities.
• As can be seen from such effective virtual lecturing alone, educational contents utilizing the special effects technology in films or
technologies for gaming, if developed, can be items of e-learning that can maximize the effect of remote learning. While it is possible
to pursue e-learning alone, if cross-lecturing is pursued together, several programs can be executed based on the same preparation
process.
• Through e-learning, while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fixed curriculum and allow students to progress in the curriculum, it is also
possible to develop customized curriculum. It can be possible game-type learning programs where different courses can be followed
based on the levels and choices of students with diverse storylines and role. Such a method makes education that goes beyond the
framework of school education possible, resulting in an impact that cannot be anticipated from the traditional lecturing method.
However, as it is not easy to integrate the educational area and the area of creating graphics or electronic equipment. Moreover, as a
business model that can generate profit has yet to be developed, e-learning is not growing as rapidly as anticipated. Therefore, if the
two Koreas actively utilize their respective competitive businesses and cooperate to nurture the e-learning industry with the public
goal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t would be possible to develop a profitable business model.
• While North Korea has not encouraged in RPG games industry, it has already secured the capabilities to make effective videos and
programs. Furthermore, as North Korea is developing “learning conten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art but not well done, at
a national level, it can acquire competitiveness in this area. The nation is also having teachers at all levels develop questions and
contents that can be utilized as a database in their respective subject, which can become globally competitive e-learning contents.
In particular, since mathematics and science are contents that do not have national or ethnic boundaries, they can be developed as
items that can be utilized in all languages and countries through only slight adjustments in their order, level of difficulty, terminology,
and jargon.
• If cross-lecturing can be offered in a face-to-face form and educational programs are broadly recognized as humanitarian aid, the
joint development of educational equipment by the two Koreas could also be a great coope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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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학기술 관련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남북 교류협력
임재근
Jaegeun LIM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
Education and Research Director,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for Peace Unification

임재근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사무처장(2008-2015)을 역임했고, 현재는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
소 소장을 맡고 있다. 공주대학교에서 ‘북한의 이해’와 ‘한반도 평화와 쟁점’을 강의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18기~19기)이
고,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북한 과학기술로 창업하기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LIM Jaegeun served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Daejeon headquarters of the South Korean Committee for the Practice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2008-2015). Currently, he is education and research director of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for peace
unification. He teaches ‘Understanding North Korea’ and ‘Peace and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He is a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18th to 19th) and vice chairman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ommittee in Daejeon. He is co-chairman of the Forum for Start-up with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

‘북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남북 교류협력 모색’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션은 북한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 북한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
와 우수 기술제품의 정보 수집, 남북 교류협력에 활용할 만한 북한 우수기술 분석, 남북 과학기술교육 교류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의 분야가 있지만, 그 중 과학기술을 통한 남
북교류협력은 그동안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에 비해 낯설고 어렵게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변화된 정세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협
력의 방도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교류협력의 대상인 북한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오랫동안 과학기술 중시 정
책을 강조해왔고 최근 과학기술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서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개발 성과, 기술제품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도가 다양하겠으나,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인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중심으로 북한 과학기술 관련 정보 수집 작업을 토대로 분석해보았다. 북한은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1996년에 처
음 개최한 이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봄철에 연 1회씩 진행해 왔다. 2005년부터는 가을철 전람회도 개최해 이후에는 봄과 가을, 연 2
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초기였던 1996년과 1999년에는 외국업체들은 참가하지 않아 대내적 성격의 박람회가 되었지만, 2000년부터 외
국 업체들이 참가하기 시작해 국제상품전람회라는 명칭에 부합하기 시작했다. 전람회는 4일간 진행되다가 2018년부터는 하루가 늘어 5
일간 진행되었다. 전람회는 하루 보통 9시간 진행된다.
2000년~2004년에는 10여 개국에서 120여개 기업들이 참가했고, 2005년~2019년 사이에는 봄철에 평균 14~15개국, 275여개 기업들
이, 가을철에는 평균 12~13개국, 225여개 기업들이 참가해 가을철보다는 봄철 전람회 규모가 조금 더 크게 진행되었다. 제6차 평양국제상
품전람회(2003년)는 당초 5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문에 8월로 연기해 개최되었고, 제23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2020년)는 2020년 5월 25~29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을철 전람회가 시작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상품전람회”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신보’, ‘통일신
보’의 4개의 매체에 보도된 기사를 459건을 추출했다. 그중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조선이 180건으로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했
고, 조선신보가 128건, 로동신문이 126건을, 통일신보는 25건을 보도했다. 그 분석을 통해 위치, 설립일 등 기업정보와 제품 및 상품 또는
기술 및 품종 정보, 그리고 관련 인물들을 정보를 추출해 냈다. 또한 수상 또는 칭호와 이외의 정보도 추출해 냈다.

<그림 1>’국제상품전람회’ 키워드 검색 기사 건수(200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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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신문분석 결과에 앞서, 국제상품전람회 관련 기사들이 띠고 있는 일정한 패턴을 소개하면 <표 1>과 같았다. 먼저 전람회 개최 10
여 일 전 즘부터 전람회 예고기사가 시작된다. 전람회를 앞두고 외국 대표단의 도착 소식이 보도되고, 전람회 개막을 알리는 보도가 이어진
다. 전람회 개막 보도는 전람회 시작일과 개최 장소를 알리고, 개막식 진행과 주요 참가국 등 참가 현황이 소개된다. 외국 대표단은 전람회
기간 동안 금수산기념궁전이나, 만수대언덕, 만경대 등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관련 내용이 소개되었다. 전람회 기간 동안 전람회 진행 소식
보도는 극히 드물었다. 외국 대표단이 전람회를 마치고 떠났다는 소식도 빠짐없이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는 대표단 도착 소식과 마찬가지
로 단신으로 처리되어 기사 내용도 기업정보는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전람회가 끝난 후에는 외국 대표단들의 전람회 참관기가 종종 보도
되었는데, 전람회에 출품한 상품이나 기술 내용은 거의 없고, 북한 사회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전람회에 출품한 제품
및 상품 또는 기술 및 품종 정보, 그리고 관련 인물 정보 등 기업정보는 전람회가 끝나고 난 후에 보도되는 전람회 성과와 관련된 보도에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총 기사 건수도 122건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기사 비중(26.6%)도 높고, 특히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유효
한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기사 비중이 39.9%로 더 늘어나 가장 눈 여겨 볼 기사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체별로 구분해 보
면, 이 유형의 기사가 가장 많은 매체는 조선신보였다. 조선신보는 전람회가 끝난 후 결과와 성과를 보도한 기사가 전체 기사 119건 중 93
건으로 78.2%를 차지했다. 조선신보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의 기관지로, 전람회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조선로동당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전람회 예고 기사부터 성과 기
사까지 전반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통일신보는 무소속대변지로 주간 발행을 하고 있어 다른 매체에 비해 기사의 수는 23건으로 다른 매
체에 비해 적었지만, 조선신보와 마찬가지로 전람회 성과 기사 비중(69.6%)은 높았다.

간은 20~30일 정도, 항원 보유자는 바이러스 보유량에 따라 3~8개월 정도, 조기 간암은 2~3개월 정도, 급성간염은 7~13일, 중독성 간염
은 20일 정도, 급성위염은 1~2일 정도, 만성위염은 보름, 말라리아는 15~20일 정도 쓰면 간이 몰라보게 정상으로 된다고 한다.

<표 1> 매체별 국제상품전람회 관련 기사 유형

최근 2~3년 사이 주로 보도된 기업 중 눈에 띄는 기업들은 락원무역총회사와 푸른하늘련합회사로 전자제품 관련 업체이다. 락원무역총회
사가 2019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제2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출품한 스마트TV(지능형텔레비죤) 《락원》의 세
부 사양을 살펴보면, 해상도는 4k(3840×2160)이고, QLED형이다. 65인치(in)의 경우, 크기는 가로 145.7cm, 세로 83.3cm이고, 질량은
21.45kg이다. 두께는 7mm로 매우 얇다. 소비전략은 168w이고, 블루투스를 지원한다.
푸른하늘련합회사는 종합적인 전자 및 전기제품생산기업으로, CNC설비들과 현대적인 흐림식생산설비들을 이용하여 일체형PC(일체식
콤퓨터), 분리형 노트북(건반분리식콤퓨터), 망공유기, 노트북(휴대용콤퓨터)를 비롯한 각종 다기능PC(콤퓨터)들과 휴대용 프로젝터(휴
대용다매체투영기), 공기음이온발생기, USB 기억기(메모리), 각이한 인치의 RED TV(레드텔레비죤)들과 디지털TV신호변환기(수자식텔
레비죤신호변환기)와 같은 전자 및 전기제품을 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판매는 각 도에 있는 푸른하늘정보기술교류소
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 푸른하늘전자합영회사로 설립된 이 회사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 등을 졸업한 평균 나이 20대의
연구사들이 주축이고, 최진혁 사장(푸른하늘전자제품공장 지배인)도 설립 당시 20대였다. 푸른하늘련합회사는 2016년과 2017년에 걸
쳐 2회 연속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9년에도 10대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되었
다. 2017년에 북한 국내 최초로 5세대 CPU를 장착한 휴대용컴퓨터(노트북)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6000mAh 대용량 배터
리를 탑재한 스마트폰(지능형손전화기) 《푸른하늘》 H1을 개발했고, 2019년에는 얼굴 인식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푸른하늘》 S1을 출시
하기도 했다.
국제상품전람회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 북한의 주요 관련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기사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제상품전람회라
는 목적과 북한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어 추가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했다.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어 왔지만, 교류협력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연구와 기초자료조사는 항상 부족했다. 특히 연구자가
적고 관심도가 낮고, 난해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던 북한 과학기술 관련 분야는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교류협력 대상인 북한에 대한 이해
없이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북한을 가까이 그리고 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북한 사회를 더 깊이 이
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와 자료 구축은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방도이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깊이 있는 교류협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북미 관계 또는 남북관계 등의 거시 정세
의 영향을 치명적으로 받아왔다. 교류협력에 있어서 자료 조사와 자료 구축은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와는 영향받지 않고 일상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빅데이터가 되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의 관심과 개인적
작업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연구기관들이 나서서 자료 구축과 연구 사업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신문분석을 통해 북한 기업 명단 158개를 확보했으며, 관련 정보 677건을 추출해냈다. 조사결과 전람회에 출전 관련 보도가 가자 많이 된
기업은 ‘련하기계회사’였다. 련하기계회사는 제2차 가을철(2006년), 제10차 봄철(2007년), 제3차 가을철(2007년), 제11차 봄철(2008
년), 제12차 봄철(2009년), 제5차 가을철(2009년), 제13차 봄철(2010년), 제14차 봄철(2011년), 제7차 가을철(2011년), 제8차 가을철
(2012년) 전람회에 출품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10차례 보도되었다. 련하기계회사에서 출품한 기술은 CNC
선반으로 4축, 5축, 9축, 11축 등 여러 가지 설비들을 출품했다.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선반 RT-125와 수직가공중심반 RV-35 등이 있다.
그 다음 보도가 많이 되었던 기업은 장생합작회사 8회, 신발무역회사 7회 순이었다. 장생합작회사와 신발무역회사는 2006년 제2차 평양
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부터 2008~2009년까지 매년 소개되다가 이후 보도에서 잠시 사라졌다. 그러다가 한참만인 2017년과 2019년 봄
철 전람회 참가 소식이 전해졌다. 장생합작회사는 보건성 소속의 회사로, 장생합작회사에서 출품한 주요 제품으로는 금인둥근알과 피비오
르-1주사약, 청활과 테트로도카인주사약을 비롯한 약품들이다. 금인둥근알은 간 속에 병적으로 침체 되어있는 지방, 바이러스(비루스), 암
유발물질, 중독성물질 등 노폐물들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여 간의 손상을 막고 간 기능을 최대로 높여 몸을 청신하게 하여준다. 금, 게르마
늄(게르마니움)을 포함한 종합활성광물질을 비롯한 10여 가지 천연고려약재로 되어 있다. 임상실험(림상실천경험)에 의하면 알콜성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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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umber of keyword search results for “international trade fair” (2005-2020)

Establishment of Corporate Information Database Related to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Jaegeun LIM
Education and research director,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for peace unification

This session under the theme of “Explor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Utilizing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was organized to discuss North Korea’s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collect information on North Korea’s major R&D
achievements and outstanding technology products, analyze outstanding technologies of North Korea that can be utilized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offer ways to prepare diverse fo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including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etc. Among the diverse area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perceived as unfamiliar and challenging
compared to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other areas. However, along with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landscape and within North
Korea, method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lso need to change.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identify
the related demand of North Korea, which is the partner country in such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North Korea that have recently dramatically reinforced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and pursue the
slogan of “make everyone a science/technology talent”.
While there are diverse ways to explore North Korea’s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R&D achievements, and technology
products, I performed analysis based on the collected information on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with a focus on the
Pyongyang International Trade Fair, which is the largest trade fair in the country. After North Korea hosted the 1st Pyongyang
International Trade Fair in 1996, it hosted the fair annually each spring from 1999 to 2004. In 2005, it also began to host the event in
the fall, thus holding the fair biannually in spring and fall from 2005 until today. In 1996 and 1999, in the early days of the event, it was
more of a domestic fair as foreign companies had not yet participated. However, the fair has come to befit its international label as
foreign companies began to participate from 2000. The fair used to last for four days, but was extended to five days from 2018. The
fair usually operates for around nine hours each day.
From 2000 to 2004, around 120 companies from 10 countries participated, and from 2005 to 2019, the spring fair was held in a larger
scale, with an average of 275 companies from 14-15 countries participating compared to an average of 225 companies from 12-13
countries in the fall. The 6th Pyongyang International Trade Fair (2003), which was planned to be held in mid-May, was postponed to
and held in August due to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and it seems the 23rd Pyongyang Spring International Trade Fair
(2020), which was planned to be held May 25-29, was not held due to COVID-19.
For the period from 2005 when the fall fair began to 2020, I extracted 459 articles from the four newspapers Rodong Shinmun, Minju
Choson, Choson Sinbo, and Tongil Sinbo through keyword searches of “international trade fair”. As in <Figure 1>, Minju Choson had
the largest number of articles at 180, followed by Choson Sinbo at 128, Rodong Shinmun at 126, and Tongil Sinbo at 25. Through
the analysis, I extracted corporate information including location and date of foundation, etc., and product or technology/breed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n related people. Moreover, information on awards or titles were also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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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discussing the specific newspaper analysis results, I would like to show the regular pattern of articles on the international trade
fair as in <Table 1>. First of all, from around 10 days before the opening of the fair, articles preannouncing the fair begin to be issued. The
news of foreign delegations’ arrivals is covered, which is followed by articles on the opening of the fair. The fair opening articles tell the
starting date and venue of the fair and cover the opening ceremony and major participating countries. Foreign delegations sometimes
visited Kumsusan Palace of the Sun or Mansu Hill and Mangyongdae, etc., during the fair period, and related stories were covered. There
was extremely rare coverage of how the fair progressed during the fair period. The news that foreign delegations had left after the closing
of the fair was covered without exception. However, the news coverage was in brief, as with that of the foreign delegations’ arrivals, and
information on the companies was rarely included. After the fair was finished, reports by foreign delegations were often covered, but
information on the products or technologies presented at the fair was rarely included, with favorable comments about North Korean
society mostly published instead. Information on the products/goods or technology/breeds presented at the fair and information on
the related people can mostly be found in the articles covering the achievements of the fair reported after its conclusion. There were
122 articles falling under this type, which accounts for a large share (26.6%) of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compared to other types, and
when considering only effective articles that include substantial information, its share increases to 39.9%, signifying that it is the most
noteworthy type of article. When analyzing by newspaper, Choson Sinbo included the highest number of such type. For Choson Sinbo,
of its 119 articles, 93, or 78.2%, covered the results and achievements of the fair after the fair was finalized. Choson Sinbo is a paper of the
central standing committee of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plays the role of delivering the achievements of
the fair to the outside world. Rodong Shinmun, which is the pape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Minju Choson, which is the pap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r cabinet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vered overall articles from the preannouncement of the fair
to its achievements. Tongil Sinbo is a mouthpiece paper not affiliated with a party, and it had a lower number of articles as it is issued on
a weekly basis. However, as with Choson Sinbo, it showed a large share of articles covering the achievements of the fair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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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s of articles on the international trade fair by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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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system at Pu-reun-ha-neul electronic product plant. Sales are conducted by the Pu-reun-ha-neul information technology
exchange center in each province.
Established as Pu-reun-ha-neul-jeon-ja-hab-yeong-hoe-sa in October 2014, the company is mainly led by researchers in their 20s who
graduated from Kim Il-sung University,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the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etc. President Choi
Jin-hyuk (Manager of Pu-reun-ha-neul electronic product plant) was also in his 20s when the company was founded. Pu-reun-ha-neullyeon-hap-hoe-sa was also selected as one of the 10 best IT companies in the national IT achievement fair for two consecutive years
in 2016 and 2017. The company was also selected as one of the 10 best IT companies in 2019. It was the first North Korean company
to manufacture laptops with a 5th generation CPU in 2017 and developed Pu-reun-ha-neul H1, which is a smartphone with a largecapacity battery of 6000mAh, in 2018 and Pu-reun-ha-neul S1, which is a smartphone with a face recognition function, in 2019.
Through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trade fair, details about major relevant compan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rticles
could be found. However, additional efforts were needed as it was not possible to find all required information as the articles were
written for an international trade fair and due to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media.

Through this newspaper analysis, I secured 158 names of North Korean companies and extracted 667 cases of relevant information.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Ryeon-ha-gi-gye-hoe-sa was the company that received the most coverage regarding its participation
in the fair. Ryeon-ha-gi-gye-hoe-sa’s participation in the 2nd fall fair (2006), 10th spring fair (2007), 3rd fall fair (2007), 11th spring fair
(2008), 12th spring fair (2009), 5th fall fair (2009), 13th spring fair (2010), 14th spring fair (2011), 7th fall fair (2011), and 8th fall fair
(2012) were reported. It was covered 10 times from 2006 to 2012. The technology presented by Ryeon-ha-gi-gye-hoe-sa was CNC
shelf, and it presented 4-, 5-, 9- and 11-axis products. Specific products included RT-125 shelf and vertical machining center lathe
RV-35.
The second most reported company was Jang-saeng-hap-jak-hoe-sa, which was reported on eight times, followed by Sin-bal-muyeok-hoe-sa reported on seven times. Jang-saeng-hap-jak-hoe-sa and Sin-bal-mu-yeok-hoe-sa were introduced in both 2008 and
2009 before disappearing in the news reports the following years. Then, after a while, they were reported to participate in the spring
fair in 2017 and 2019. Jang-saeng-hap-jak-hoe-sa is a company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its major products presented
included medicines such as Kumin Pill and Pibior-1 Injection, Chonghwal and Tetrodocian Injection, etc. Kumin Pill eliminates bodily
waste matter including fat, viruses, carcinogens, and addictive substances, etc., in the liver to prevent damage to the liver and
maximize liver function, thus refreshing the body. It is composed of around 10 types of natural traditional medicinal ingredients
including comprehensive active minerals including gold and germanium. According to clinical tests, it reportedly takes 20-30 days
for 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3-8 months for antigen holders based on the amount of virus held, 2-3 months for early stages of liver
cancer, 7-13 days for acute hepatitis, 20 days for toxipathic hepatitis, 1-2 days for acute gastritis, 15 days for chronic gastritis, and 15-20
days for malaria to be normalized and no longer detected.

While the importanc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emphasized many times, studies and basic data research
on North Korea as a trade partner have always fallen short. In particular, the research area of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has experienced more challenges due to small number of researchers and low interest as well as the perception of the academic field
being a difficult one. Rather than pushing the need and legitimacy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without understanding the
North as a trader partner, we need to make efforts to more deeply understand North Korean society to gain more related knowledge
in detail. Basic data research and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on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are ways to understand
the North as well as efforts that should precede the prepara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 realization of indepth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So fa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ve been fatally affected by the political
landscape includ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etc. Data research
and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are efforts that can be generally pursued without being affected by changes in the political
landscape and inter-Korean relationship. Such efforts will help eventually accumulate Big Data that will be more powerful. However,
such efforts are beyond the capabilities of individual interests and work. At the very least, local governments or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should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such a database and research projects.

Notable companies reported on in the past 2-3 years include Rag-won-mu-yeok-chong-hoe-sa and Pu-reun-ha-neul-lyeon-haphoe-sa, which are electronics-related companies. As for the specifications for “Rag-won”, which is a smart TV presented at the
22nd Pyongyang Spring International Trade Fair from May 20-24, 2019, by Rag-won-mu-yeok-chong-hoe-sa, its resolution was 4k
(3840×2160) and was QLED type. For its 65-inch product, it measured 145.7cm in length by 83.3cm in height and weighted 21.45kg.
It was also very thin at 7mm. Power consumption was reported as 168w, and it supports Bluetooth.
Pu-reun-ha-neul-lyeon-hap-hoe-sa is a comprehensive electronics and electric product manufacturer that produces diverse multifunctional PCs, including an all-in-one PC, detachable laptop, internet router and laptop, and portable projector, negative ion
generator, USB drive, Red TVs in diverse inch sizes, and digital TV signal converter, etc., through utilizing the CNC facilities and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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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농업교류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이태헌

이태헌
Thae-Heon LEE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대표
President, Korea Peninsula Ago-Fishery Co-work(KOPA)

이태헌은 서울대학교에서 농업을 전공했고, 1987년 졸업 후 줄곧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해 왔다. 농업계 언론사를 거쳐 종자회사, 홈쇼핑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오면서 폭 넓은 경험을 쌓았다. 2005년부터는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남북농업협
력 분야에 발을 내딛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16년 동안 남북농업협력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LEE Thae-Heon majored in Agricul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as been engaged in agriculture-related fields ever since his
graduation in 1987. Having worked for more than 20 years at an agricultural media company, seed company, home shopping, etc.,
he has gained a wide range of experience. In 2005, he stepped into the field of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to help North
Koreans who were struggling at the time, and since then, he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North-South agricultural cooperation
for 16 years.

(사)통일농수산사업단 상임대표

1. 왜 농업교류협력인가?
◦통
 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인구는 2019년 기준 약 2,525만명, 이 중 농업인구는 약 85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3%를 차지. 전
체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 농업은 건설업과 함께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음.
◦북
 한은 2020년 자력갱생, 자력부강 정책을 내세워 농업부문을 ‘자력갱생의 최전방’으로 강조했으며, 2021년에도 이같은 정책기조을
견지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알곡생산고지’를 미리 제시하면서 식량 증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한
 편 UN은 평양주재 조정관을 통해 2018년 이후부터 북한과의 협력우선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여기에는 ‘식량안보 및 농업’ 부문이 협
력우선순위에 놓여 있음.
◦남
 북 간의 농업교류협력 실적은 1995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가 5.24 조치 이후부터는 사실상 중단 상태. 1995년 이후부터 지난해까
지 대북 인도적 지원실적은 약 3조원. 이는 UN의 대북지원과 함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 이 시기
지방자체단체와 민간 차원의 대북 농업협력이 크게 활성화되었음.
- 대북 인도적 지원실적은 정부차원에서 2조3천억원, 민간 차원에서 8천5백억원 (1995년 이후~)
-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 경상남도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는 대북 농업협력에 적극 참여해 왔음.
- 민간부문에서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 통일농수산사업단,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겨레의 숲 등에서 대북 농업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
◦남
 북 간에 성사된 농업부문 교류협력사업 중에서 ‘씨감자 생산’ ‘양돈・낙농’ ‘벼농사 개선’ ‘협동농장 공동영농’ ‘산림복구 및 병충해 방제’
‘온실농업 개선’ 등은 높은 협력성과를 거뒀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문
 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당국 간의 접촉이 재개되면서 2018년 10월 남북산림분과회담의 합의가 도출됨. 여기에는 ‘산림병해충 공동
방제’를 비롯해 ‘양묘장현대화’ ‘자연생태 보호 및 복원’ ‘산불방지 공동대응 ’ 등에 관한 협력과제를 담고 있음.
◦남
 북관계의 교착 또는 재개 국면에서는 농업부문의 협력이 우선 추진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특히 대북 제재국면 하에서 (제재면제 조
항을 감안할 경우)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식량지원을 포함함 농업부문의 협력이 검토되고 있음.

2. 농업교류협력을 둘러싼 환경 변화
◦북
 한은 2017년 UN과 함께 ‘유엔전략계획 2017-2021(UN STRATEGIC FRAMEWORK 2017~’21)을 합의했음. 여기에는 UN의 ‘지속가
능개발목표(SDGs) 2016-2030’을 반영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음. 북한은 이를 통해 향후 농업부문의 개발협력 기조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됨.
- UN이 제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에는 17개 분야의 목표와 함께 169개 세부목표, 232개 이행지표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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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 등에 대해 UN과 함께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해
합의.
◦ 현재 북한에는 ‘김정은시대’의 농업이 추진되고 있음. 2012년 ‘6.28 방침’으로 발표된 ‘새로운 경제관리 방침’에서는 ‘수매가 기준 조정’
과 ‘개인소유물의 처분권 확대’, ‘분조규모 축소 및 포전담당책임제’ 등의 정책이 제시됨. 특히 2016년 ‘당 7차대회’의 농업부문에서는 ‘
농업기계화’ ‘우량품종’ ‘유기농업’ 등이 강조되었음. 동시에 과학농업을 강력하게 다그치고 있음.
- ‘농업・경공업 증산’ 정책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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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남북 간에 농업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구상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대북사업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됨.
-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대북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 협력의 주체로 등장할 전망.
◦농
 민과 농민단체는 선언적 의미에서 남북농업교류협력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음. 농민과 농민단체에서는 그동안 남북공동영농사업의 필
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음. “쌀을 함께 나누고, 농사도 함께 지어보자”는 공동영농사업은 이들의 오랜 염원이기도 함.

- 주요 정책과제로 농업기계화 60~70% 달성, 우량품종・축종 개발, 유기농업장려 등을 추진.

4. 남북농업교류협력의 과제

- 농업중심의 개발특구로 북청, 어랑, 강령, 숙천, 황금평 등을 별도로 지정.

◦ (농업협력의 지평 확대) 남북 간의 농업협력은 농업부문의 협력성과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맡
아야 함.

◦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신경제지도를 근간으로 하는 ‘신한반도체제’를 강력히 추진함. 그렇지만 상생번영을 위한 호혜적 협
력이 양적·질적으로 미흡, 전체적인 남북관계를 이끌지 못하고 있음.
◦U
 N은 2006년 10월 이후 2017년 12월까지 10차례 대북제재를 결의. 미국은 2018년 10월 기존 대북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추가. 현재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남북협력을 재개하는데 있어 최대의 난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2
 017년 이후 북한은 ‘원유공급 제한’ 조치에 이어 ‘수출 중단’과 ‘해외노동자 철수’ 조치를 당하는 등 심한 제재를 당했음. 2018년 이후
부터는 대북 제재조치의 영향이 여러 측면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유
 엔의 제재와 미국의 규제로 인해 남북 정상 간의 기존 합의사항 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 북한은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 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
◦ 미국의 정권교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 등장. 바이드 행정부는 트럼프의 ‘일괄타결’ 방식이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방식 대신 ‘외교적
모색을 통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정책을 제시.
- 싱가포르 북미합의 등을 포함한 기존의 합의를 계승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 현재 북미 간에는 ‘인내의 고갈’ 또는 ‘대화의 진전’이라는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형국.

3. 남북농업교류협력 수요 진단
◦ 현재 남과 북은 한반도의 식량주권, 산림복원 및 생태회복, 재해재난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 한반도 평화 증진 등을 위해 농업부문의 교
류협력을 적극 확대해야 할 상황. 남북농업협력의 구체적인 수요는 국제기구의 대북협력 또는 남북당국 간 합의, 그리고 북한의 정책 등
을 분석, 진단할 수 있음. 또 남북 간에 이뤄진 협력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협력수요를 진단해 볼 수도 있음.
- UN의 대북지원 전략적 우선순위는 식량안보와 농업, 보건, 영양, 식수위생 등.

- 농업협력은 인도적 성격과 비정치적 특성을 내세워 대북 제재국면 하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되도록 ‘물꼬’를 터야 함.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크게 진전될 경우에는 협력거점별 배후지에서 농업협력으로 통해 협력시너지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함.
- 남북농업협력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현지의 회복력 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평화를 조성,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
어야 함.
◦ (개발협력방식 확대) 남북 간의 농업협력은 긴급구호의 방식에서 향후에는 회복력을 높여가는 농업개발협력의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
되어야 함.
- 남북 간의 농업협력은 2005년 ‘농업협력위원회’ 합의를 계기로 점차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식량을 지원하는 데 그치
지 않고 영농자재와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인적교류를 병행함으로써 북한 농업의 복구와 회복력을 높여가는 협력방식으로 진전됨.
- 북한에서도 2004년에 이어 2007년 UN기구에 대해 일회성 인도적 지원방식 보다는 중장기 차원의 개발협력 방식을 요청하는 등
협력방식의 전환을 희망해 왔음. 북한은 또 2016년에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반영한 전략계획을 추진키로 합의한 적이 있음.
◦ (농업협력 추진체계 강화) 개발협력방식의 농업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이전과는 달리 해당 분야별로 높은 전문성을 갖춰야 함. 협력
수요 진단에서부터 협력과제 발굴, 협력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영농물자 조달 및 반출 등에 관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함. 아울
러 외부전문가 활용 및 현지의 거버넌스체계에 대응하는 실무적 역량까지 함께 갖춰야 함.
◦ (농업협력 공감 확산) 농업개발협력에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매우 중요. ‘북한 퍼주기’ 논란이나 ‘엄격한 상호주의’ ‘정치적 진영논
리’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대북협력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견과 갈등을 조율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대북 제재국면 완화) UN과 미국의 대북 제재 및 규제는 도리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당초 의도와는 달
리 ‘제재를 위한 제재’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UN과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 신
청을 해야 함.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

-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서는 산림복원 협력(양묘 조림 병충해방제 생태계보호)이 우선.
-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에서는 경제개발구 배후지의 복합농업개발협력이 유력.
- 수산협력 분야에서는 동해와 서해의 공동어로, 감척어선 지원, 서해5도 공동파시, 수산물의 가공・유통단지 조성 등이 주목받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진데 반해 북한의 농업이 상대적으로 재해에 취약한 상태여서 남북의 공동대응체계가 필요한
실정. 동서독은 1973년에 재해공동대응 협정을 체결한 적이 있음
◦ 비무장지대(DMZ) 또는 접경지에 ‘평화농업협력단지’를 구축, 이를 통해 남북 간의 농업협력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최근 주목받고 있음.
이는 갈등과 대결의 공간이었던 DMZ 인근에서 농업협력을 통해 평화와 생명을 일궈보자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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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considering the sanction exception clause), agricultural cooperation, including food support,
is considered a realistic method of resum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ter-Korean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 How Should We Go about it?
Thae-Heon LEE
President, Korea Peninsula Ago-Fishery Co-work(KOPA)

1. Why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the total population of North Korea is about 25.25 million as of 2019, including an agricultural
population of about 8.57 million, accounting for 33% of the total population. Agriculture accounts for 23% of the working
population in all industries, and it has been driving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together with the construction industry.
◦ North Korea established its self-reliance and self-boosting policy in 2020, and emphasized the agricultural sector as the "front
line of self-reliance," and maintains the same policy stance in 2021 as well. In particular, this year North Korea presented its grain
production goal in advance, and is strongly pushing ahead with the production increase policy to achieve this goal.
◦ The UN has been announcing the priorities of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rough its coordinator in Pyongyang since 2018. It
presents the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 sector as a priority every year. Meanwhile, it reports that about 10 million North Korean
residents need external assistance.
◦ Inter-Korean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greatly increased after 1995, but has virtually stopped after the May 24
measures. From 1995 until last year,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mounted to about KRW 3 trillion. It greatly contributed to
alleviating the severe food shortage of North Korea together with the UN’s North Korean support. Around this time,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was very active.
- The Government’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mounts to KRW 2.3 trillion, and the private sector’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mounts to KRW 850 billion (1995-present).
-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country, including Gyeonggi-do, Gangwon-do, Jeju-do and Gyeongsangnam-do, actively
participated in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n the private sector, World Vision, Good Neighbors, Korean Sharing Movement, Unification Agriculture and Fisheries Business
Group, Inter-Korean Gangwon-do Cooperation Association, Green One Korea, and others have been actively involve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Among inter-Korean agricultural exchange cooperation projects, seed potato production, pig farming and the dairy industry, rice
farming improvement, cooperative farm joint farming, forest restoration and pest control, and greenhouse farming improvement
are regarded as exemplary cases of successful cooperation.
◦ As contact between authorities resumed at the start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October 2018,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to an inter-Korean Forestry Sub-Committee meeting. It includes cooperation projects, e.g., joint control of forest pests,
modernization of tree nurseries, natural ecology protection and restoration, and jointly responding to forest fire prevention.

2.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 As the 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regarding which North Korea agreed with the UN in 2017, reflect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2030, it attracted great attention internationally. It is believed that North Korea presented its
stance on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direction thereof through this.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2030, which the UN presented follow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2000-2015, have goals in 17 areas, 169 targets and 232 indicators. They are expected to be deeply associated with not only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but also the mid- to long-term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 North Korea agreed with the UN on strategic implementation plans with regard to food and nutrition security, social development
service, resilience, sustainability, 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
◦ Currently in North Korea, “Agriculture in the Age of Kim Jeong-eun” is promoted. The “new economic management policy,” which
was announced on June 28, 2012, presented such policies as “adjustment of the purchase price standard,” “expansion of the right
to dispose of personal properties,” and “reduction of the size of production teams and farm land production responsibility system.”
In particular, at the 7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2016, in the agricultural sector, agricultural mechanization,
good varieties, organic agriculture, etc. were emphasized through the accounts report. In addition, North Korea has been strongly
pushing scientific agriculture.
- North Korea is pushing ahead with the agricultural light industry production increase policy as part of the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2016-2020)
- North Korea is promoting such major policy projects as achieving 60-70%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development of good
varieties livestock, and encouragement of organic agriculture.
- While expanding speci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North Korea separately designated Bukcheong, Orang, Kangryong,
Sukcheong, Hwanggumpyong, and other areas as agriculture-centered special development zones.
◦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trongly pushed ahead with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nd the new economic map. An agreement was reached on SOC improvement including roads and railroads,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duction of military tension. The blueprint for the “peace economy” includes cooperation plan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oweve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for mutual prosperity is insufficient in quantity and
quality, and fails to lead overall inter-Korean relations.
◦ The UN made 10 resolution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rom October 2006 to December 2017. The US added the “secondary
boycott” clause to the exis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October 2018. Currently,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UN and the
US are one of the great challenges in resuming inter-Korean cooperation.
- After 2017, North Korea was subjected to severe sanctions, e.g., export suspension and withdrawal of overseas workers, following
the restricted supply of crude oil. Since 2018 the influenc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being embodied in many aspects.
- Due to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UN and the US, North Korea is even unable to deliver on the existing agreement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North Korea exploded the Gaeseong Liaison Office, expressing dissatisfaction over this outright.

◦ When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at a standstill or resuming, agricultural cooperation tended to be done first like this.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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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administration changing in the US, the Biden Administration appeared. The top-down approach between the leaders,
which was adop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t valid anymore. A new type of DPRK-US dialogue is required.

4. Tasks of inter-Korean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 The Biden Administration seems highly likely to adopt the “intervention and engagement” policy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stead of the “strategic patience”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 Currently, the possibility of intensification of conflict and advance in dialog are both on the table at the same time for North Korea and the
US.

3. Diagnosing the demand for Inter-Korean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Curren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actively expand exchange cooperation in agriculture for the food sovereignty of the
Korean Peninsula, forest restoration and ecological recovery, joint responses to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and enhanc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pecific demand for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can be diagnosed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or agreemen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analysis of North Korea’s policies. It is also possible to diagnose future demands for cooperation based on the
performance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 The strategic priorities of the UN’s aid to North Korea are food security, agriculture, health, nutrition, and drinking water hygiene.
- Agreemen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mentioned forest restoration (seedling, afforestation, pest control
and ecosystem protection) cooperation first.
- In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y, complex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hinterland is important.
- In fisheries cooperation, joint fishing in the East Sea and the West Sea, support for fishing boat buyback, the joint seasonal fish
market for the Five West Sea Islands, and creation of the marine products processing and distribution complex, etc. are attracting
attention.
- As disasters happen year after year in North Korea, and in particular, the scale of natural disasters grow due to climate change,
and North Korea’s agriculture is relatively more vulnerable to disasters, an inter-Korean joint response system is necessary. East
and West Germany signed an agreement for joint responses to disasters in 1973.
◦ The proposal to build a peace agricultural cooperation complex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or border area, and thus promot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is attracting attention recently. It carrie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in that
the DMZ, which is a space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 space of peace and life through agricultural
cooperation.
◦ In futur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reflect local governments’ cooperation initiative. From 2020,
as related laws were revised, local governments can acquire the position of North Korean business operators.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are now able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dependently, and they are expected to appear as subjects of various
cooperation projects.
◦ Farmers and farmers’ organization can be said to be subjects of inter-Korean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 declarative
sense. They have strongly argued for the necessity of inter-Korean joint farming business. The joint farming business for “sharing
rice and farming together” is a long-time dream of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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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s)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must quickly switch from the emergency
relief method to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 with increased resilience. North Korea has also expressed hope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
-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began to gradually switch from the existing emergency relief support to the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 following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Committee agreement in 2005. It is moving toward the cooperation
method, which restores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its resilience by providing agricultural materials and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promoting human exchange as well as providing food.
- North Korea asked UN organizations for one-time humanitarian support in 2004, and it changed the cooperation method by
asking the organizations for the mid-term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 in 2007.
- North Korea also agreed to establish strategic plans reflec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UN in 2016. North
Korea agreed to food and nutrition security, social development service,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and 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
- In regard to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t decided to cooperate in ending hunger,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resilience,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etc. In addition, in the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area, North Korea
agreed on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regarding energy, climate change responses, terrestrial ecosystem protection, land
degradation responses, etc.
◦(Reinforcing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system) I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type of agri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is
expanded, a higher level of expertise in respective areas is required than previously. Such tasks as cooperation demand diagnosis,
identific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cooperation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and procurement and export of agricultural
materials must be performed systematically. In addition, practical competencies to utilize external experts and respond to local
governance systems are also required.
- As local governments have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research institutes necessary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can
afford the required budget and dedicated manpower, etc., they have advantages in establishing the system for carrying out
North Korean cooperation projects.
- The private organizations that take charg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may face difficulties in reinforcing their core
competenc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pporting North Korea need to be connected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upport association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public corporations.
-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e governance system for cooperation project areas, it is necessary to request the participation of not
only existing organization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South Korean affairs, but also cooperative farm management committe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preading agreement on agricultural cooperation) Citizens’ consent and participation are very important to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controversy over generous cash handouts to North Korea should not be repeated, and it is necessary
to reconcile differences in opinions and conflicts and induce various types of participation from the North Korea cooperation
planning stage.
- We must be on the lookout for situations that incite conflicts by insisting on “strict reciprocity” or the “political camp logi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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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 to North Korea agricultural cooperation. It is very useful to visit local cooperation sites and share experiences directly and
indirectly.
-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s of not only humanitarian aid and reinforcement of local resilience, but also the crea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Korean peace in the objective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Agricultural cooperation must be able to create
or manage peace in the future.
◦ (Easing sanctions on North Korea) The sanctions that the UN and the US imposed on North Korea have negative impacts on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y turned into “sanctions for the sake of
sanctions.” For the North and South to resume exchange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ask the UN and the US for an exemption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Prac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in this respect.
- Currently, an increasing number of applications for an exemption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approved by the UN and
the US, but there has never been a clear operating guideline for this. The position of the UN and the US is that they will approve
applications for sanction exemptions on a limited basis for the time being.
- Currently, applications for sanction exemptions are not approved for development cooperation-type cooperation projects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s. As of now, the sanction exception clause is applied to humanitarian aid projects on a limited
basis.

5. Conclusion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including food aid to North Korea,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since 1995 with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playing the central role. The North and South have made various
achievements in cooperation, e.g., emergency relief, emergency recovery, creating a foundation for self-reliance and reinforcing
resilience. As new objectives of cooperation, such as ecological restoration and promotion of peace, have appeared recently, it is
forecast that various types of cooperation for them will be attempted.
◦In regard to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light of their effectiveness, performance-based efficiency, and justification of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major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plan and derive performance-based cooperation programs. In
addition, a strategy for carrying out cooperation projects for future generations, such as joint responses to climate change, will also
be necessary.
◦Cooperation takes up a large proportion of the agriculture sector, and priority tasks must be carried out mostly as development
cooperation. If the North and South carry out various types of agricultural cooperation as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uture,
accessibility to cooperation sites, expertise in respective areas, and stable project budgets are paramount. It is also critical to
organize the implementation system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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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통한 남북협력
최재관

최재관
Jai-kwan CHOI
(사)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
Chief Director, Agricultural and Fisheries Policy Forum

최재관은 여주에 27년전 귀농, 여주시 농민회 활동을 하였다. 문재인대통령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하였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
평군 지역위원장, 탄소중립 특위 위원. 대통령직속 농특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하였다.

CHOI Jai-kwan is the Chief Director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Policy Forum. Majoring in agricultural b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ettled in Yeoju as a farmer 27 years ago and worked in the Yeoju Peasants League. Appointed the presidential secretary
on agriculture/fisheries in 2018 as a member of President Moon, Jae-in’s Presidential Office and the chairman of the local chapt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2020, he also serves as a membe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Carbon Neutrality Sub-committee of the Presidential 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Fisheries.

(사)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에 미국대표로 서명한 존 케리(John Kerry) 前 국무장관을 대통령 기후특사로 임명하고, 오
바마 전 대통령의 기후변화 특별고문으로 활동한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낙점하였다.
그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약속하고 2050년 100% 청정에너지 및 탄소중립 달성 등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되는 친환경 정책을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됐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보이고 있다. 취임 100일 이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
과 ‘기후정상회의’ 개최할 계획이다. 최근 미·중 양자 탄소 경감 협의 도출하였다. G20 차원에서도 해외 고탄소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
단 하려한다. 바이든의 기후위기 행보가 한반도로 이어지게 할 수는 없을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쌓아온 관계가 무용지물이 된 데 불안감을 표출하며 미국 대통령 당선에 신중한 태도를 보
이고 있다. 북한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지원에 기반한 추가 감축(조건부 기여)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미
국의 대북 기후위기 대응 지원은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된 북미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기후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 북한 기후위기 전망
20세기 북한 연평균기온 1.9℃ 상승(북한 기상수문국)하여 전 세계 기온 상승치보다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21세기 말에는 평균기
온 2.8~4.7℃ 상승이 예상된다. 2100년, 북한 해수면 2000년 대비 0.67~0.89m 상승이 예상된다. 100년간 동해는 67~89m, 서해는
670~890m 해안선 후퇴가 예상된다. 21세기 말, 수자원(지표수)은 현재(1971~2000년 평균)와 같거나 7.9% 감소가 예상된다. 우기 홍수
와 봄철 가뭄이 더 심해짐에 따라 토지 자원 손실 및 황폐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환경단체인 저먼워치(Germanwatch)
가 2013년 발표한 세계 기후 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후 위험지수가 세계 7위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복구 의지
북한은 산림복원, 조력·풍력·원자력발전, 에너지 절약을 통해 NDC(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019년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200만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0.11%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배출량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6.5%이며, 미국과 비교 시 0.8%에 불과하
다. 북한은 기후위기의 주요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자체적인 산림복구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
북한 대표로 참여한 리수용 외무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삼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 나라의 산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황금
산으로 만들고자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제22차 당사국총회(COP22)에서도 고위급 세션 연설을 통해 산림복
구노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려 나가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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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합니다.” 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24년까지 ‘산림복구전
투사업(War on Deforestation)’ 추진하여 10년간 63억 그루 나무 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도, 시, 군 단위 산림복구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15~`17년까지 60만 3천ha 산림복구를 완료했으며, `24년까지 100만ha 이상 산림 조성 및 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직(국토환
경보호성 산림총국) 정비 및 산림분야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양묘장 건설 및 산불보호사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노동신문 등 보도
에 따르면 `18년 강원도양묘장, `19년 함경북도양묘장을 건설하였으며, 올해에는 황해북도•평안남도•남포시•평안북도양묘장을 준
공하였다. 최근에는 산지에 산림조성과 농작물 재배를 동시에 추진하는 임농복합 경영을 강조하여 식량생산과 산림복구를 병행하고 있다.
스위스개발청(SDC)과 국제혼농임업센터(ICRAF)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복구에 전력하고 있다.

○ 기후위기 공동대응 및 기여

○ 북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복구 의지
북한은 산림복원, 조력·풍력·원자력발전, 에너지 절약을 통해 NDC(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019년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200만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0.11%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배출량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6.5%이며, 미국과 비교 시 0.8%에 불과하
다. 북한은 기후위기의 주요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자체적인 산림복구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
북한 대표로 참여한 리수용 외무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삼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 나라의 산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황금
산으로 만들고자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제22차 당사국총회(COP22)에서도 고위급 세션 연설을 통해 산림복
구노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신년사를 통해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해양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적극 늘려 나가며 나무
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합니다.” 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24년까지 ‘산림복구전
투사업(War on Deforestation)’ 추진하여 10년간 63억 그루 나무 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 도, 시, 군 단위 산림복구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15~`17년까지 60만 3천ha 산림복구를 완료했으며, `24년까지 100만ha 이상 산림 조성 및 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직(국토환
경보호성 산림총국) 정비 및 산림분야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양묘장 건설 및 산불보호사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노동신문 등 보도
에 따르면 `18년 강원도양묘장, `19년 함경북도양묘장을 건설하였으며, 올해에는 황해북도·평안남도·남포시·평안북도양묘장을 준공하
였다. 최근에는 산지에 산림조성과 농작물 재배를 동시에 추진하는 임농복합 경영을 강조하여 식량생산과 산림복구를 병행하고 있다. 스
위스개발청(SDC)과 국제혼농임업센터(ICRAF)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복구에 전력하고 있다.

산림협력의 경우, 산림전용 방지(RED) 사업을 통해 남북한이 2030년까지 총 4,000만톤의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하다. 2030년까지 국외
에서 연간 평균 1,6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NDC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620만톤을 탄소배출권으로 구입할
경우 KOC 가격 적용 : 23,000원 (`20.11.30 기준)연간 비용 3,726억원 추정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산림정책 또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전용 방지
(RED) 사업으로 2040년까지 보전되는 산림 72.4만ha의 입목가치는 약 1조원, 공익가치는 약 123조원에 달한다. 북한의 적극적인 산림복
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편차 심화와 더불어 산림면적의 30%가 황폐화되는 등 여전히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68만여ha
의 산림 조성목표를 세운 1단계 회복기(`13~`22)가 2년 남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남·북·미 관계 개선
에 개선에 큰 역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협력은 북미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된 협력 관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의 온실
가스 추가 감축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통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후위기가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 모두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까. 산림협력이라는 대중적이고 지구적인 공통분모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새로운 물꼬가 될 수 있다.
산림에 이어 화력발전량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IEA 기준으로 태양광 1,400MW와 풍력 1000MW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비용으로는 연 740억과 1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연간 2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수 있
다.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을 늘리는 공동사업은 기후위기 시대가 가져온 또다른 공통
의 협력과제가 될 수 있다. 산림에 이어 재생에너지까지 발전하면 남한의 재생에너지 기업에게도 새로운 진출의 기회가 된다. 모두에게 도
움이 되는 일이다.

2018

석탄

유류

수력

태양광

1,852

765

12,800

15

< 북한의 산림실태 모니터링 결과 >
(기간: `99 ~ `18, 10년 단위 / 단위: 만ha)
산림황폐지
조사연도

산림면적

입목지 (%)
소계(%)

1999

917

2008

899

2018

939

증(△)감
(’08∼’18)

39

488

163
(18%)
284
(32%)
262
(28%)
△22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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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산지

무립목지

산간나지

97

53

13

753
(82%)

132

142

10

615
(68%)

122

131

9

677
(72%)

△10

△11

△1

62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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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man Kim, Jong-un has declared war on deforestation and put forward a massive project to turn all the mountains of the country
into mountains of gold, thickly wooded with trees.” North Korea also underscored its response to climate change on the basis of forest
restoration efforts in a high-level session speech delivered at the 22nd Conference of Parties (COP22).

Forest-Enabled Inter-Korean Cooperation Strategy
Jai-kwan CHOI
Chief Director, Agricultural and Fisheries Policy Forum

◦ US President-elect Joe Biden demonstrates strong commitment to addressing climate crisis
US President-elect Joe Biden appointed former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signee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s the US
representative, as the Presidential climate envoy, and named Brian Deese, the special advisor for climate chang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He won the presidency with campaign pledges to rejoin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meet energy demands with 100% renewable energy sources by 2050, in
contrast with President Trump’s stance. He is displaying an ambition to bolster the climat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 plans to hold a climate summit with the heads of major greenhouse gas-emitting countries 100 days
after inauguration. He recently held the Sino-US talk to conclude the agreement on carbon footprint reduction. He also intends to stop
extending financial support to high-carbon-emission projects in foreign countries at the G20 level. How can the Korean peninsula
benefit from his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ccording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South Korea, North Korea is
watching the President-elect cautiously, revealing anxiety that the relationship built with ex-President Trump has come to naught. As
North Korea said that, by delivering on its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t could contribute to additional carbon emission
reduction on the condition of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potential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to North Korea in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could lead to momentum to forge North-US relation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enhance
Washington’s global climate leadership. Will the new variable of the climate crisis restart dialogu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 North Korean climate crisis outlook
The annual average temperature in North Korea rose 1.9℃ in the 20th century (courtesy of the North Korean Bureau of HydroMeteorology), three times more than the global annual average,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2.8–4.7℃ on the annual average by
the end of the 21st century. Sea water level is also predicted to rise 0.67–0.89 m by 2100, compared to the year 2000. The North
Korean coastline is expected to recede 67–89 m in the East Sea and 670–890 m in the West Sea in the upcoming century. By the end
of the 21st century, water resources (surface water) will remain at the current level (averaged between 1971 and 2000) or shrink by
7.9%. Floods in rainy seasons and droughts in spring are predicted to intensify even more and will further accelerate the loss of landbased resources and the impoverishment of soil. According to the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3 report published by the German
environmental watchdog group Germanwatch, North Korea is ranked 7th in the world in terms of climate risk index.

◦ Pyongyang’s commitment to forest restoration in overcoming the climate crisis
North Korea vows to achieve its NDC by restoring forests, deploying tidal water/wind/nuclear power plants, and saving energy. North
Korea emitted 42 million tons of greenhouse gas (GHG) in 2019, accounting for 0.11% of global GHG emissions, 6.5% of South Korea's,
or just 0.8% of that of the United States. As one of the key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North Korea emphasizes
independent forest restoration efforts. Representing North Korea in the 21st Conference of Parties (COP21)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North Kore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Ri, Su-yong commented, “The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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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new year’s speech in 2014, Chairman Kim, Jong-un said, “We must proactively protect and ramp up precious resources of the
country including underground, forest, and marine resources and stage tree-planting projects in an all-out movement to ensure that
all mountains are thickly wooded with green forests.” North Korea is working on forest restoration battles at province, city, and county
levels to achieve the goal of planting 6.3 billion trees in 10 years by pressing ahead with a "War on Deforestation" from 2015 to 2024.
North Korea completed reforesting 603,000 ha between 2015 and 2017, with a plan to develop and restore forests covering over 1
million ha by 2024. Overhauling the competent organization (General Bureau of Forestry of the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rawing up an exclusive forestry budge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working hard to build tree nurseries
and promote forest fire prevention programs. According to media reports by Rodong Sinmun, etc., it constructed Gangwon tree
nurseries and Northern Hamkyeong tree nurseries in ’18 and ’19 respectively, with additional tree nurseries completed in Northern
Hwanghae Province, Southern Pyongan Province, Nampo City, and Northern Pyongan Province this year. Pyongyang is now working
on food production and forest restoration in parallel, emphasizing the synergy of forestry and agriculture by developing forests and
cultivating crops at the same time. Pyongyang is availing itself of support from the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and the World Agroforestry Center (ICRAF) to make all-out efforts to restore forests.

◦South-North-US Forestry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Forestry Service, impoverished forests cover 2.62 million ha in North Korea as of 2018 (28% of the
total forest area of the country). As Chairman Kim directly ordered forestation projects be implemented, North Korea reques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sector organizations to extend support for their reforestation efforts.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was named one of the top priority initiatives for advancing South-North relations in the Inter-Korean Panmunjeom
summit declaration announced on April 27, 2018, and pesticides against pine wilt disease were delivered to North Korea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as a practical move to accelerate cooperation. Although no further progress was achieved after the North-US deal
broke down in Hanoi in February, 2019, the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Taskforce of the Korean Forestry Service is making
preparations to work on joint efforts to address forest diseases and insects and modernize tree nurseries as priority projects.
Specifically concerning tree nursery modernizatio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greed last September to exempt supplies
required for reforest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from the scope of sanctions imposed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infrastructure
for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is being laid down, including the Paju South-North Forestry Cooperation Center, Goseong Peace
Tree Nursery, and Cheolwon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Center (under preparation); and the smart tree nursery installed at
the Paju South-North Forestry Cooperation Center is working on a pilot project to produce tree species optimized to the ecological
conditions of North Korea. The Goseong Peace Tree Nursery is conducting a test of gathering, storing, germinating and nursing tree
seeds suitable for North Korea while the Cheolwon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Center is preparing for joint South-North efforts
to prevent damage by landslides and forest insects and disease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Korean forestry cooperation projects conducted by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KFRI) in `18, reforesting impoverished mountainous areas in North Korea will take 21 trillion won in total by 2098, with public benefits
to be created in 20 years, estimated to reach 292 trillion won. *Costs to be assumed by the two Koreas: (North Korea) 11.5 trillion won
/ (South Korea) 9.4 trillion won.
Carbon emission credits earned by conserving forests in North Korea and restoring deforested areas will benefit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also pave the way for better North Korea-US relations by allowing the United States to ea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lation to forest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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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n Forests at a Glance >
(Period: `99–`18, in 10-year intervals / unit: 10,000 ha)
Impoverished Forest
Year Surveyed

Forest Area
Sub-total (%)

Cleared Mountain Area

Un-stocked Area

Bare Mountain Area

Stocked Area
(%)

1999

917

163
(18%)

97

53

13

753
(82%)

2008

899

284
(32%)

132

142

10

615
(68%)

2018

939

262
(28%)

122

131

9

677
(72%)

Change (△)
(’08–’18)

39

△22
(△4%p)

△10

△11

△1

62
(4%p)

Aside from forestry, to replace electricity generated by thermal power plants with solar and wind farms, 1,400 MW of solar energy and
1,000 MW of wind energy capacities are required as estimated by the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hich will cost 74 billion won
and 130 billion won per annum respectively. This will translate into a GHG reduction of 2 million tons each year. Green energy projects
envisaged jointly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taking the initiative in overcoming climate challenges to mitigate carbon emissions
and increase carbon absor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present another opportunity for cooperation presented by the climate
crisis era. Renewable energy projects developed alongside forestry cooperation initiatives will usher in a new window of opportunity
for South Korean clean energy businesses. They will benefit all concerned.

< Power Generation in North Korea (DATA: IEA) > (In: GWh)

2018

Coal

Oil

Hydro

Solar

1,852

765

12,800

15

◦ Joint response to climate crisis and contribution
In terms of forestry cooperation, RE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programs are expected to allow the two Koreas to
earn carbon credits worth 40 million tons in total by 2030 on the assumption that carbon credits are tradeable through the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regime. Forestry cooperation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South Korea’s
NDC target that requires 16.2 million tons of greenhouse gas to be reduced abroad from the annual average by 2030. If carbon credits
worth 16.2 million tons are purchased, the required cost is estimated to reach 372.6 billion won per annum on the basis of the KOCestimated carbon credit price of 23,000 won (as of Nov. 30, 2020).
Forestry policies spearheaded by Chairman Kim are also expected to produce significant outcome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Forestry Service, mountain forests of 724,000 ha to be reforested by 2040 in RED projects will produce about 1 trillion won in terms
of tree growth and create public benefits of approximately 123 trillion won. In spite of its proactive policy stance, North Korean
reforestation projects have yet to demonstrate significant outcomes on account of the intensifying gap between different regions
and 30% of forest area still being impoverished. With just two years left in the 1st stage of forest restoration intended to reforest over
1.68 million ha (’13–’22), international support for Chairman Kim’s top priority policy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South-North-US relations.

◦ Forestry cooperation is the pump-primer for improving North Korea-US relations
If renewable energy/forestry cooperation projects are implemented with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ased, it is possibl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forge a cooperative ti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ncrease leverage on
Nor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ased on both direct/indirect support for additional reduction of GHG emissions by
North Korea. Can the climate crisis be a common denominator linking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popular
and global common denominator of forestry cooperation can be a new pump-primer for South-North relations and North Korea-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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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지자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제안
신수연

신수연
Sooyun SHIN
녹색연합 팀장
Peace Action Team Leader, Green Korean United

신수연은 2012년부터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 군사기지 환경감시활동과 연대 활동을 담당하였다. 미군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운동, 공군사격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한 협의회 간사, 제주 해군기지 주변 해양생태계 모
니터링팀 운영, 한국·일본·오키나와 미군기지 환경평화 심포지엄 참여 등의 활동하였다.

SHIN Sooyun joined environmental civil organization Green Korea United in 2012. Shin has been doing environmental monitoring
work around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US Forces Korea (USFK) military bases, as well as solidarity action work on the military
bases issue since 2014. She has covered the issue of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USFK, as well as the issue of freedom to
access information related to such damage. She served as staff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on the impact of the ROK Air Force
bases on local residents’ health, and served as leader of the team monitoring the marine ecosystem near the ROK naval base in Jeju
island. Shin has also organized international symposiums for environment and peace related to the US military bases in Okinawa,
Japan and Korea.

녹색연합 팀장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진 땅을 미군 공여구역이라고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전국 미군기지 93개소, 242㎢(7,322만 평)중 경기도 내 미군 공여구역 면적은 211㎢(6,370만
평)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2000년 미국의 요구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논의되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2002년), 「용산기지
이전협정(YRP)」(2004년)이 체결되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가 재배치되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 경기 북부에는 반환 예정
인 미군기지가 많고, 평택 등 경기 남부에는 지속적으로 공여할 미군기지가 집중되어 있다.
통상 미군기지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다. 용도에 따라 미군기지에서는 다양한 오염 유발 물질을 사용·관리·
폐기하고, 이것은 대기·토양·지하수·하천 등의 오염원이 된다. 가장 많은 환경피해 사례는 유류저장탱크나 송유관 등에서 새어 나온 기름
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이다. 대부분 미군기지에서는 난방, 취사, 차량 운행 등 일상적인 에너지원으로 기름을 사용하고 낡은 시설과
관리 태만 등으로 유류유출사고가 잦다. 한편 폭격 훈련이나 미 군용기의 이착륙, 사격연습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미군 비행장과 사격장
이 있는 군산, 대구, 평택, 포천 등의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사격 연습, 폐기물 소각, 매립으로 인한 복합오염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
미군기지 환경 관련 주요 사건으로 2000년 매향리 사격장 오폭 사고, 용산 미군기지 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001년 원주 캠프롱 기름
유출 사고, 2007년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돌려받은 23개 미군기지, 2011년 퇴역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증언, 2015년 평택 기지 탄
저균 반입 실험사건 등이 있다. 각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에 미군 측에 책임을 묻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
이 형성되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를 더 이상 환경오염 사각지
대로 둘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힘입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이 부속서 형태로 제정되고,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열리거나 사고 지역에 한미 합동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지 바깥으로 오염물질이 세어나오거나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무렵 에야 오염 사실이 드러나 SOFA의 환경조항이 실효성
이 없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5년에 한 번, 미군기지 바깥에서 진행되는 환
경기초조사의 경우 기지 경계부의 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 지자체가 정화하고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미군
기지 내 출입과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염원이 있는 내부가 아니라 경계 바깥에서 처리해야하는 근본적 한계가 드러난다.
최근 미군기지 관련 정부의 협상 결과는 어떠할까. 지난해 12월, 정부와 주한미군은 서울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12개 주한미군기지 반환
에 합의했다. 미군기지 반환은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 개시-시설 및 환경오염 조사-환경문제 협의-반환 승인'의 절차를 밟는다. 한
미 양측이 ▲오염 정화의 책임 ▲현재 사용하는 미군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결국 핵심 쟁점인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정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우선 복원사업비를 지
불하기로 결론지었다. 앞서 2019년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4개 미군기지를 한국 정부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 미 측과 협의
를 하겠다며 돌려받은 바 있다. 통상 해방 이후 최근까지 군사기지로 사용하여 유류, 중금속, 각종 유해물질로 오염된 땅을 정화하려면 막
대한 비용이 든다. 2019년 12월 반환받은 부평·원주·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은 정부추산 1,140억 원이다. 부평 미군기지의 경
우,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정화 국내기준도 없고, 정화방법도 알지 못했기에 기준을 정하고 정화방법을 실증 실험하는 과정을 거
쳤다. 최근 춘천의 캠프 페이지 사례처럼 이미 돌려받고 정화작업까지 마쳤지만, 문화재 발굴이나 공원화 과정 중에 오염원이 추가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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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절차상 협의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선(先)반환, 후(
後)협상'으로 결론내는 것은 사실상 환경복원비용에 대한 포기를 드러낸다.
아래 표는 현재 SOFA 환경조항에 관한 것이다. 해석에 문제가 되는 SOFA 본협정(1966)조항, 부속 문서인 합의의사록(2001) 신설 조항,
합의의사록 신설 조항에 부합하여 서명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
차(2002)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미군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2003), 공동환경
평가절차(JEAP, 200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SOFA, SOFA 부속서의 환경 관련 조항 및 내용>
환경 관련 조항
한미SOFA 본 협정(1966. 7. 9)

한미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2001.1.18)

주요 내용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항: 시설 반환시 미국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대한민국에서의 방위활동과 관련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인
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환경법령과 기준을 이행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관리기준: 합중국 정부는 미국의 기준과 대한민국의 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수용할 목적으로 주한 미
군기지에 적용되는 환경관리기준(EGS)을 2년마다 검토 수행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2001.1.18)

정보공유 및 출입: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SOFA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의 체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합중국 군인·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
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다. 시설 및 구역에 대한 적절한 출입은 합동위원회에서 수립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환경이행실적: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인간건강의 보
호에 필요한 추가적인 치유조치를 고려한다.
환경협의: SOFA 합동위원회의 환경분과 및 관련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환경문제, 인접
한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2002.1.18)

2002년 1월 18일 이후 발견된 통보가 필요한 수준의 새로운 환경오염사고 및 반환 공여하기로 지정된 시설과 구
역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접근 절차
- 정보교환: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 환경협의(환경부와 주한미군과의 연락망 수립 및 갱신, 지방자치단체와 미
군기지간 사고 통보 및 보고 절차, 사고의 보고 책임기관과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및 미군기
지의 상호 협력, 주한미군과 환경부 간 환경정보의 교환
- 공동접근, 실사 및 모니터링 절차
- 오염사고 후속조치 평가
- 언론보도: 모든 정보는 보도자료 배포 전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위원장이 공동 승인하여야 한다.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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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A 환경분과위 양측 위원장은 시설과 부지의 공여와 반환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한다.
- 3단계 환경조사절차 사용, 치유가 요구되는 오염에 대하여 협의
-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비용으
로 한국 측이 SOFA 및 관련 합의에 부합되게 치유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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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환경평가절차서(2009.3.19)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를 개선하기 위해 채택
- 미군기지 반환/공여 협상과정의 환경조사 및 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서
- 부지면적 및 오염유발시설을 고려한 조사기간 연장(기존 50일->최장 150일)
- 위해성평가 방식을 통해 환경오염치유 수준을 결정

SOFA 환경조항 관련 여러 쟁점이 있다.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항 시설 반환시 미국의 원상 회복 의무가 없다는 조항에 대해
한미 양측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이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
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환경오염치유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7년 23개의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당시, 한국
정부는 SOFA 합의의사록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오염 치유수준을 협의할 때 중요한 판단기
준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미군 측은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상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인 경우에만 오염을 치유할 것이며, 협상 대상 기지 중에 그 정도 수준의 오염
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당시 반환받은 미군기지 대부분이 국내 토양지하수 기준치를 언급하는 게 무색할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
었고, 이로 인해 반환협상 과정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결과가 SOFA 환경조항 취지와
절차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오염 치유 기준이 모호하고, 국회 비준 없이 막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 정보 비공개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향후 국내 환경 기준으로 미군이 오염을 치유하도록 SOFA 환경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진통 끝에 2009년 미군
기지 반환협상 과정에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와 위해성평가방식이 도입됐지만, 실제 미군이 오래도록 사용한 ‘헌집’을 누가 치울지 결과
만 놓고 보자면 현재까지 달라진 게 없다.
이렇듯 중앙정부는 구속력 없는 한미SOFA 조항 등으로 인해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기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향후 접
경 지역이나 미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대리자이자 보호
를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 피해 수집, 자체 담당 인력 확보,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도 의회는 2015년 5월 평택 오산미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사건을 계기로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주한미군기지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
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됐고 경기 평택(2016년 11월), 부산 남구(2017년 2월), 서울시(2020년 1월)도 잇따라 미군 관련 환경 조례를 만들
었다. 특히 경기도는 이런 조례의 집행을 전담하는 공여구역 환경팀을 신설하였다. (2017년) 해당 조례의 적용 분야는 대부분 ‘환경’문제
와 관련되어 있다. 지자체 조례가 법령체계상 하위법이어서 중앙정부와 미군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정보접근권과 사전예방의법칙, 오염자부담의 원
칙에 있어 사각지대인 미군 관할 영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부와 미
군과의 협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구성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민관공동조사단, 경북 왜관 캠프캐롤 오염에 따른 한미공동 환경오염조사 및 민관공동 건강영향
조사도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특히 부평 캠프 마켓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우 지자체, 지역구의원,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유해물질 폐기 의혹이 제기된 캠프마켓 주변의 조사 방법과 범위, 시기 등을 논의하였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왔다. 또한 민관공
동조사단 중심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 외 포천시 의회, 서울시, 평택시 등의 환경피해 사실의 수집·기록 역할도 눈에 띈다. 포천시 의회는 미군 종합사격장인 포천시 영평 사
격장(로드리게스)에서 도비탄, 유탄, 극심한 소음, 화재 등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빈번하자 피해 사례를 조사·수집하여 영상을
제작, 지역 피해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시의회의 역할로 미군 측과 사격장 및 훈련장 관련 양해각서를 체
결하였고, 이후 주민들과 함께 양해각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병행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용산 미군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 정
도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센서링 장치와 모니터를 기지 주변에 설치하였다. 해당 지역은 용산기지 경계부의 6호선 녹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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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인근으로, 2001년 1월,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가 다량 발견된 곳이다. 평택시의 경우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소음
실태 조사를 위해 2008년부터 소음과 진동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상시 측정망을 통해 소음을 측
정할 경우 피해의 범위와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 소음·진동 대책구역 설정이나 피해보상 규모 산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연구모임, 지역 활동가와 주민들의 미군기지 환경감시활동 지원 등
의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국가안보 관련 문제는 중앙정부의 고유 영역이었으며, 지방정부나 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정책에 개
입할 여지는 매우 적었다. 하지만 공항 및 댐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주요 공공정책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첨예해지면
서, 국가의 공공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 수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로 인한 환
경문제의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 반환 이후 공간 활용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지방의회의 역할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통상 미군기지로 사용된 토양에서 반복 검출되는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는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로 1군 발암
물질 벤젠은 단기간 흡입 시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하며, 고농도 흡입 시 사망 초래, 장기간 흡입 시 빈혈, 면역 체계에 영
향, 암 발생을 유발한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 발생, 언어소통에 문제, 소화 계통에 영향을 주며 두통, 불면증 등
을 유발하고, 에틸벤젠은 급성증상으로는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유발.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을 유발한다. 크실렌
은 장기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을 초래하고, 혈관계와 신장에 영
향을 준다. 미군이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제트유(JP-8)의 경우 노출됐을 경우 특히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소음의 경우 동일한 크기의 소음이라 하더라도 연속적인 소음보다는 단속적인 충격음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격장 소음이
비행장 소음이나 생활 소음에 비해 더 피해가 크다.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대부분 지속시간이 짧고 최대 음압의 크기가 110dB(A)이
상인 충격소음이다. 음압의 크기가 큰 충격 소음은 방음 차폐물을 통한 소음저감이 어렵다. 사격장 소음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2차 소음
이 발생하기 때문에 놀람이나 불쾌함의 정도가 더 심하다. 이렇듯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문제의 영향은 광범위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노력은 부족하다.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의 오염문제, 관련 정보 공개, 반환 이후 미군기지 터의 공공공간 조성 과정 등 단계별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미
군기지가 집중되었고, 향후 지속 주둔하는 지역의 경우 그동안의 환경문제 외에도 새롭게 등장하는 갈등 사안(코로나 방역, 범죄 등) 등에
대한 예방, 해소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자체 내 주한미군 관련 조직과 기구, 협의회의 보강 등 지역주민의 피해와 민
원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SOFA 개정 및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지자
체/지방의회의 피해 사실 수집과 해결 촉구 노력은 법제도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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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for the Environment Issues of US Military Bases and Enhancement of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Sooyun SHIN
Peace Action Team Leader, Green Korean United

Land necessary for bases, facilities, and military training were granted to the US forces, with the land to which US forces have the
right to use being called "the district granted to the US Armed Forces." The districts granted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are
concentrated in Gyeonggi-do. Currently there are 93 US military bases around the country. Out of 242㎢ in total, the area of the districts
granted to US forces in Gyeonggi-do is 211㎢, accounting for 87% of the total area. In 2000, at the request of the US, relocation of
US military bases was discussed, and according to the Land Partnership Plan (LPP) (2002) and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2004), US military bases, scattered around the country, were relocated. In northern Gyeonggi-do, e.g. Dongducheon, Euijeongbu
and Pocheon, there are many US military bases scheduled to be returned, and in southern Gyeonggi-do, e.g. Pyeongtaek, there is a
concentration of US military bases to which land will be granted.
Ordinarily, in areas where US military bases are concentrated, there are many conflicts over environmental issues. Depending on
chemical use needs, US military bases utilize, manage, and discard various pollutants, and they pollute the air, soil, groundwater, and
rivers. The most frequent cases of environmental damage are the pollution of soil and underground water due to oil spills from oil
storage tanks or oil pipelines. Most US military bases use oil as the main energy source for heating, cooking, and vehicle operations,
and oil spills happen frequently due to old facilities and negligence. Meanwhile, noise damage due to bombing drills, the takeoff and
landing of US military aircraft, and firing practices is especially prominent in areas where there are US airfields and shooting ranges,
e.g. Gunsan, Daegu, Pyeongtaek and Pocheon, and combined pollution due to shooting practices, waste incineration, and landfills
also occurs frequently.
Major cas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of US military bases include the mistaken bombing in the Maehyang-ri shooting range in
2000, the discharge of toxic chemicals in the Han River by the Yongsan US military base, the oil spill by Camp Long in Wonju in
2001, the 23 US military bases returned seriously polluted in 2007, a retired American soldier’s testimony of burying defoliants in
2011, and the anthrax test in Pyeongtaek base in 2015. Each and every case led to the formation of a public opinion holding the US
forces accountable fo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y US military bases and calling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Local residents’
environmental rights and health rights should not be viola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US military bases, scattered
around the country, cannot remain blind spots in environmental pollution anymore. As these issues were raised,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ere enacted in the form of an annex, and a National Assembly hearing was held
with regard to the US military base return negotiations, with a Korea-US joint investigation of the accident areas conducted.
However, it continues to be pointed out that pollutants are still leaked from the bases, and as the pollution is not revealed until US
military bases are returned,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SOFA are not effective.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on the Support for
the Area around the Land to Be Returned by US Forces in Korea, once every 5 years, if the environmental survey outside of US military
bases confirms pollution of the boundaries of the bases, local governments will clean them up and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sued for damages.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authority to enter and investigate US military bases, the fundamental limitation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handle cases outside of the boundaries, not inside the boundaries where the pollution sources
exist.
What is the result of the Government’s recent negotiation related to US military bases? Last December, the Government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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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 in Korea agreed to the return of 12 US military bases in Korea, including the Yongsan base in Seoul. The return of US military
bases will undergo the "Start Negotiation-Investigate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Discuss environmental issues-Approve
return" process according to the related provisions of SOFA. The US and Korea imposed a condition that they would continuously
discuss 1) responsibility for cleaning up the pollution 2) measures to reinforce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of the US military
bases currently in use and 3) the possibility of revising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but the
ultimate conclusion was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pay the restoration project cost first with regard to the key issue, i.e. the
pollution remediation costs of the bases to be returned. Earlier in 2019, the Korean Government agreed that four military bases,
including Camp Market in Bupyeong, would be returned to Korea after pay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remediation costs and
consulting with the US thereafter. As the military bases were used from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until recently, it was costly
to clean up the soil polluted by oil, heavy metals, and various hazardous substances. The Government estimates the cleanup cost for
the four US military bases in Bupyeong, Wonju, and Dongducheon, which were returned in December 2019, is KRW 114 billion. In the
case of the US military base in Bupyeong, as there is no domestic standard for soil remediation in regard to carcinogenic dioxin, and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have standards for the remediation method; it had to establish standards and conduct experiments
to find the remediation method. In the recent case of Camp Page in Chuncheon, it was already returned and the remediation work
was done, but additional pollution sources were discovered during the exca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process of making a
park. Given this situation, failure to solve the issu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f US military bases to be returned in the procedural
consultation stage, and choosing to "return first and negotiate later" is in fact as good as giving up the environmental restoration cost.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visions of SOFA. The key contents of the provisions of the main SOFA
with problems in interpretation (1966), new provisions in the annexed agreed minutes (2001), the signed special MOU regar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in line with the new provisions in the agreed minutes (2001), the procedure for sharing and acces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2002), the procedures for its fulfillment, and Annex A to the procedure for sharing and acces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Procedure agreemen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investigation of US military bases returned/granted
and consultation about pollution remediation, 2003), and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2009)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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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will review the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EGS) applicable to US military bases in Korea every two years for
the purpose of accepting the more protective standards of the US standards and the laws of Korea.

Special MOU concerning
Environmental Protection (January
18, 2001)

Information sharing and acces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work together to
exchange appropriate information on issues, which can affect the health and environment of the
citizens of Korea, American soldiers and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and their family members,
through the joint committee installed according to Article 28 of SOFA. Appropriate access to facilities
and areas will be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joint committee.
Environmental performance result: Pollution which causes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KISE), caused by the US Forces in Korea, will be remedied
immediately, and additional remedial measures necessary for protection of human health will be
considered.
Environmental consultation: The environmental subcommittee of the joint SOFA committee and
related subcommittees will meet periodically to discuss the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the
facilities and areas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adjacent local
communities.
The procedure for exchanging and accessing information on new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discovered after January 18, 2002, which need to be notified, and the facilities and areas designated
for return or granting

- Information exchange: the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of the US Forces in Korea,
environmental consultation (establishing and updating the contact network with the Ministry
Sharing and accessing environmental of Environment and US Forces in Korea, the procedure for notifying and reporting acciden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S military bases, the roles of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information procedure (January 18,
reporting accidents and the SOFA Environmental Subcommittee, mutual cooperation between local
2002)
governments and US military bases, and exchang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between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Joint access, due diligence and monitoring procedure
- Evaluation of measures following pollution accidents
-M
 edia coverage: All information must be jointly approved by the chairs of both the Korean and US
SOFA environmental subcommittees before the release of press information.

<Table. Provisions related to the environment in SOFA and Annex to SOFA and the contents thereof>
Provisions related to the
environment
Korea-US SOFA
(July 6, 1966)

Paragraph 2 of Article 3 of the
Korea-US Agreed minutes of SOFA
(January 18, 2001)

Key contents
Article 4 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Paragraph 1: If facilities are returned, the US is not
obligated to restore them.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relation to the defense activities in Korea pursuant to the Mutual Defense
Treaty of 1993. The US government promises to implement this agreement in a way consistent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protection, and verifies policies that respect the related
environmental laws and standards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verifies the
policies for implementing environmental laws and standards in consideration of the health and safety
of American citizens.

The procedural agreement for US forces returned/granted areas, environmental investigations, and
consultation on pollution remediation
- The chairs of both the Korean and US SOFA environmental subcommittees will periodically consult
with each other about the granting and return of facilities and sites.
Annex A to the procedure for
- Using the 3-step environmental investigation procedure, and consulting about pollution that requires
sharing and accessing environmental
remediation
information (2003)
- The US will take remedial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e SOFA and related agreements for
returned facilities and sites at the expense of the US, and Korea will take remedial measures in
conformity with the SOFA and related agreements for granted facilities and sites at the expense of
Korea.
Adopted to improve "Annex A to the procedure for sharing and acces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March 19, 2009)

- A procedure for consultation on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nd remediation in the US military base
return/grant negotiation process
- Extension of the survey period in consideration of the site area and facilities causing pollution (from
50 days to a maximum of 150 days)
- Determining the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remediation through the risk assessment method

There are several dispute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SOFA. With regard to Paragraph 1 (Return of facilities) of Article
4 Facilities and Areas, i.e. the provision prescribing that when facilities are returned, the US is not obligated to restore them,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terpreted that this provision does not
mean that facilities and areas can be returned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neglected. That is, this provision is not an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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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nvironmental pollution remediation. When 23 US military bases were returned in 2007,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that as the agreed minutes of SOFA prescribed that “The US government will respect the laws and standards of Korea,” the level of
pollution remediation should be considered an important judgment criterion during consultation. US Forces said that according to
the special MOU on the environment, pollution will be remedied only in the case of "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KISE)," and there is no such pollution in the bases under negotiation. Most of the US military bases that were
returned at the time were so seriously polluted that it would be embarrassing to mention domestic soil groundwater thresholds, and
as a result, a public hearing was held about the return negotiation process.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pointed out that the result of the US military base return negotiation directly violates the intent and procedure of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SOFA, the pollution remediation standards are ambiguous, Korea would pay the enormous remediation
costs without the ratif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at not enough information was disclosed. The Government requested
that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of SOFA be revised so that US forces could remedy pollution according to domestic environmental
standards. In 2009, after these difficulties,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and the risk assessment method
were introduced to the US military base return negotiation process, but simply looking at the results, i.e. who will clean up the "old
house" of the US forces and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to residents, nothing has changed so far.

occur frequently at the Yeongpyeong shooting range (Rodriguez) of US forces, the Pocheon City Assembly investigated and collected
cases of damage, made a video, and conducted activities to publicize damages to the area. Due to the strong protest of residents and
the role played by the city council, Pocheon City signed an MOU with US forces in relation to the shooting range and training ground,
then monitored compliance with the MOU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Seoul Metropolitan City installed real-time sensing devices
and monitors around the base so that citizens can check the degree of underground water pollution from the Yongsan US military
base. The area is near Line No. 6 Noksapyeong Station in the vicinity of the boundary of the Yongsan base. In January 2001, during
the subway construction process, large amounts of oil and polluted groundwater were found. Pyeongtaek City installed noise and
vibration meters in 2008 to investigate the noise around the US military base and disclosed the results on the city hall website. If noise
is measured by a constant measurement network, the correct scope and size of damage can be know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orrect data collection. It will be very useful in identifying areas in need of noise and vibration countermeasures and determining
the scale of damage compensation. Pyeongtaek is also active in holding research meetings with the city council and local residents
and supporting the US military base environmental monitoring activities of local activists and residents.

It is evid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limited in present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ssues of US military
bases due to non-binding Korea-US SOFA provisions. It seems that the roles of the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ssemblies in border areas or areas where US military bases are concentrated will become gradually more important. To represent
and protect local residents, local governments need to collect data on damages to local residents, secure their own manpower to
work for local residents, and actively request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moves of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the rights of residents, not the central government, are becoming apparent. The Gyeonggido Assembly took the lead in enacting an ordinance after anthrax was imported to the Osan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in May
2015. The Ordinance for Preventing and Managing Environmental Accidents on US military Bases in Korea and the Ordinance for
Preventing Damage in Areas US Forces in Korea are Stationed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m were newly enacted, and Pyeongtaek,
Gyeonggi-do (November 2016), Busan Nam-gu (February 2017), and Seoul (January 2020) enacted environmental ordinances related
to US forces one after another. In particular, Gyeonggi-do established the granted area environmental team dedicated to enforcement
of these ordinances in 2017. Most of the areas to which these ordinances are applied are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As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subordinate statutes, they are limited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US forces. But local governments are directly requesting the protection of the safety and rights of local residents, raising issues, local
residents’ will to democratically control the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US forces, the closing of the blind spot in information access
rights, while demanding tha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the polluters pay principle be verified. It will go a long way in creating
superior laws and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and US forces.
The Camp Market public-private joint investigation team for the US military base in Bupyeong, organized in 2011, and the joint
Korea-US investigation and public-private health impact assess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t Camp Carrol in Woegwan,
Gyeongsang-bukdo are good reference cases. In particular, the Camp Market public-private joint investigation team for the US
military base in Bupyeong consisted of local governments, local lawmakers, civic groups, and experts recommended by civic groups
to discuss and disclose the method, scope, and timing of the investigation of the areas around Camp Market suspected of having
hazardous substances disposed. In addition, the public-private joint investigation team gave a presentation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to residents, announced its requirements for the central government, held a meeting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members
of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filed a revocation litigation against the government for the
decision on the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roles played by the Pocheon City Assembly, Seoul City, and Pyeongtaek City in collecting and recording data on environmental
damages are also noteworthy. As safety accidents threatening the lives of residents, e.g. ricochets, stray bullets, extreme noise and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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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ow, the central government had sole jurisdiction over issu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while local governments or local
resident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policies had very little room for involvement in policies. As regional conflicts about major public
policies, e.g. construction of airports, dams and nuclear power plants, become acute, however, the necessity of collecting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s emphasiz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and executing national public policy. In particular, as environmental
issues involving US military base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issues of local residents’ health and space utilization after the return of
US military bases, the roles and solidarity of local governments/local assemblies are essential.
With regard to 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and xylene), which are repeatedly detected in the soil of US military bases,
the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 benzene, a group 1 carcinogen, causes dizziness, headache, and fainting if inhaled for a short
time, death if inhaled at a high concentration, anemia, immune system weakening, and cancer if inhaled for a long time. Toluene
deteriorates the function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causes communication problems, affects the digestive system, and causes
headaches and insomnia, while ethylbenzene causes such acute symptoms as dizziness, tightness in the chest and chronic symptoms
by affecting the vascular system. Xylene causes headaches, dizziness, fatigue, convulsions, difficulty breathing, and chest pain if
inhaled for a long time by affecting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affects the vascular system and liver. If the jet fuel (JP-8), used by
the US forces for multiple purposes, is exposed to humans for prolonged periods, it is known to cause reproductive toxicity.
Also, as intermittent impulse sounds cause greater damage than continuous noise even if the noise level is the same, shooting range
noise causes greater damage than no airfield noise or domestic noise. Most of the noise generated by shooting ranges are impulse
noises which have a short duration and a maximum sound pressure of higher than 110dB(A). Impulse noise with a high sound
pressure is difficult to reduce with soundproof shielding. As the shooting range noise generates a secondary noise, which causes
strong vibrations, it causes a higher level of surprise and displeasure. These examples show that the environmental issues caused by
US military bases have wide-ranging influences, but the efforts to solve them are insufficient.
There are many issues in every stage, e.g. the pollution of the US military bases scheduled to be returned, disclosure of related
information, and the process of creating a public space at the sites of US military bases after their return. In areas where US military
bases are concentrated and US forces will continue to be stationed, it will be necessary to prevent and alleviate new conflicts
(COVID-19 quarantine, crimes, etc.) in addition to environmental issues. Organizations, dedicated to managing the damages to local
residents and their complaints, will be necessary, e.g. organizations, organs and councils related to US Forces in Korea, within local
governments, which are tailored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o solve the environmental issues of US military bases, fundamental revisions of SOFA and improvements to related laws are essential.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local assemblies in areas where there are US military bases to collect damage data and urge their
solutions will lay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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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와 지자체 : 독일의 사례와 교훈
황준서

황준서
Juneseo HWANG
퀸즈벨파스트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PhD Candidate in Politics, Queen's University Belfast

황준서는 평화학을 공부한 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연구인턴으로 근무했다. 분쟁지역 거버넌스
재건과 조직범죄 대응을 주로 연구했다. 또한 독립연구활동가로서 전 세계 군대의 환경책임에 대해 연구해왔으며, 특히 전시 환경파괴
에 대한 법적 책임과 평시 군사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브래드퍼드대학교에서 평화
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지금은 퀸즈벨파스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북아일랜드에서 환경운동을 통해 아래로부터 만
들어지는 일상의 평화에 주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군비축소, 조직범죄, 생태정의, 이행기 정의, 탈자유주의적 평
화와 안보이다.

HWANG Juneseo after studying paxology, worked as a research intern at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 Foundation where he focused mainly on the rebuilding of governance in conflict areas and fighting against
organized crime. As an independent activist, he researched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of armed forces all over the world,
with a special focus on legal accountability for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during wa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within
military bases during times of peace. He studied Sociology at Sungkonghoe University and earned a master’s degree in Peace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Bradford. He is currently studying at Queen’s University Belfast to earn a doctor’s degree in Politics, with a
focus on day-to-day peace created bottom-up through environmental movement in Northern Ireland. His areas of work include arms
reduction, organized crime, ecological justice, transitional justice and post liberalistic peace and security.

퀸즈벨파스트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시작하면서
한국은 여의도 5배에 달하는 크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를 포함하여 여전히 상당 수
의 미군기지 및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해당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처음으로 1조가 넘었으며, 올
해 3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2025년까지 1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군에 대한 ‘책임’은 정치, 경제, 사회 다
방면에서 계속 커지는 상황과 대조하여 미군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가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음, 그리고 미군의 각종 노상 및 대인범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 여러 미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미군의 책임을 규정한 법적 장치도, 미군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주한미군지위협정(US-South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개정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중앙
정부가 주체인 SOFA 개정 문제와 별도로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미군문제를 대응하고 있을까? 이번 발표에서는 미군이 전 세계에
서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미군기지 문제, 특히 소음과 환경오염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
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독일법상 미군의 환경책임
독일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규제하는 법과 정책이 강하다고 알려져있다. 실제로 독일은 적극적으로 주독미
군기지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1993년에 <나토군 지위에 대한 보충협약>을 개정하
면서 주독미군은 물론독일에서 활동하는 나토군의 환경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독일은 주독미군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을 요
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보상 규모는 독일의 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군사훈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군사훈련 규모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정보를 제공받고, 외국군은 훈련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을 해야 한다. 주독미군 및 나토군에 대한 법적 환경책임을 명시한 부분은 우리나라와 사뭇 대조를 이룬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주
둔국의 환경법을 존중한다’라는 모호한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다
만 이러한 협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독미군이 독일법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독일 정부가 강제적인 법 집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환경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주독미군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 법률 소송이나 자체적인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법적 조건과 한계 속에서 독일 지자체들이 어떻게 미군이 유발하는 환
경오염(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소음 공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독일 지자체의 미군기지 환경문제 대응사례 1 :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미군기지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는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나 화학물질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다. 독일 역시 이 문제
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라는 인공 화합물로 인한 오염이 사회적인 문제
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가 인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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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경에서 생분해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는 ‘영구적인 화학물질(forever chemical)’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 이 특수 화합물은 체내에 축
적될 경우 성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고, 면역체계가 약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PFAS는 포장지 같은 상품들뿐만 아니
라 화재 진압용 물질로도 사용되는데, 미군은 후자의 용도로 비행장에서 전투기나 항공기 화재 진압 훈련 및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
다. 여기서 미군이 이 화합물질이 그대로 토양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하면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다. 2019년 독립언론인 “Civilian
Exposure”의 보도에 따르면 람슈타인 공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검출된 PFAS 농도는 264 ug/l로 유럽연합(EU)의 허용 기준치(지하수 및
음용수 0.1ug/L)보다 2,640배 높았다2. 다른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허용수치조차 더 높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미군기지에서 사용된
PFAS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상당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슈팡달렘 공군기지(Spangdahlem Airfield) 인근에 위치한 매헨바이어
연못(Märchenweiher Teich)에서는 PFAS가 3ug/L만큼 검출되었으며, 연못에 있었던 낚시터가 폐쇄되었다. 비트뷔르크 공군기지(Airbase
Bitburg)는 1952년부터 1994년 반환 전까지 나토 군(미 공군)의 전진기지로 사용되었는데, 인근 지하수 PFAS 오염 농도는 최고 108ug/
L을, 활주로 주변 지표수에 PFAS 오염 농도는 19.1ug/L을 기록했다. 이는 유럽연합 허용 기준치를 1,000배 이상 상회하는 오염 수치이다.
독일 의회 문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 역시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 여러 나토 군기지(미군기지 포함)가 PFAS로 오염되어 있거나 오염이 의심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독일 정부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
다(의회보고서 17쪽)’고 한발짝 물러서있다3.

투트가르트(Stuttgart) 시에 외곽 지역인 뵈블링엔(Boeblingen)은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작년에 미군과 소음 방지벽 설치에 합의했다. 뵈
블링엔에 있는 판체 카제르네 사격장(Panze Kaserne Fire Range)는 구 나치 군사기지였지만,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직후 미군이 점유하
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기지 주변에 주거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사격장 훈련이 증가하면서 소음 공해로 인한 주민과 미군 사이
갈등도 고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에 뵈블링엔과 주독미군은 각각 34만 달러와 80만 달러를 지출하여 소음 방음벽
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주목할 점은 예상 비용 외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이다5. 실제로 이 방음벽은
당초 예상과 달리 총 2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미군이 사격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초 예상보다 2배를 더 지출하는 셈이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미군기지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한 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미군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다.
실제로 안스바흐(Ansbach) 시는 자체 조차를 통해서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화학물질로 인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미
군은 이를 부인했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독일 지자체들이 미군에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미군이
오염 미군기지 반환 시 정화 비용을 모두 책임진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의 경우 이처럼 미군이 협조하지 않는다
는 변수가 있다. 안스바흐의 경우 2014년 지자체에서 미군에게 카테바흐 육군 비행장(Katterbach Army Airfield)에 있는 구 사격장 토양
오염 조사를 요청하여 미군이 실시하기까지는 했지만, 그 결과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2020년 4
월 Stars and Stripes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사 보고서는 오염 정도를 확인만 했을뿐 정화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알려져있다. 발
표자가 안스바흐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 변호사와 동료들은 미군이 마치 ‘점령군’과 같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환경오염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또한 중앙정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미진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나토군지위협정과 나토군지위에 대한
보충협약에 따르면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의 환경법 위반에 대해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미군은 공동 협력을 하
기로만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은 비록 독일이 미군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층 앞서있는 나라임에도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지자체의 미군기지 환경문제 대응사례 2 : 소음 공해
소음은 환경오염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다. 지속적인 소음은 인간은 물론 동
식물에게도 각종 스트레스, 청력 손상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이미 잘 알려져있다4. 따라서 항공기 및 전투기 소음 등 군사기지
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변 주민들과 야생 동식물에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가해지는 환경 위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음 공해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환경 위해이기 때문에 독일 지자체의 대응도 토양 및 지하수 오
염 문제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들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슈

1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nknown) Basic Information on PFAS. https://www.epa.gov/pfas/basic-information-pfas

2

Civilian Exposure (2019) PFAS Contamination at U.S. Airbases in Germany. Aug 20. https://www.civilianexposure.org/pfas-contamination-at-u-s-airbases-in-germany/

3

Deustcher Bundestag (German Parliament) 18/5905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Peter Meiwald, Oliver Krischer, Dr. Julia Verlinden,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BÜNDNIS 90/DIE GRÜNEN (In response to the minor request from MPs Peter Meiwald, Oliver Krischer, Dr. Julia Verlinden, another MP and the parliamentary
group ALLIANCE 90 / THE GREENS)

4

 epper, C. B., Nascarella, M. A. and Kendall, R. J. (2003) A Review of the Effects of Aircraft Noise on Wildlife and Humans, Current Control Mechanisms, and the Need for
P
Further Study. Environmental Management, 32, pp. 41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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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슈타인 공군기지가 있는 카이저슬라우테른 시에서는 미군과 시 당국, 지역 환경단체들이 민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 지자체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미군에게 전달하고, 미군은 지자체의 의견과 자체 조사를 바탕
으로 대체 훈련지 모색, 야간 비행금지시간 설정, 주거단지 인접 비행을 막기 위한 기술 개선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6. 참고로 이 협의체
는 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역 사안으로 제기해온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설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발표자가 예전에 카이저슬
라우테른을 방문했을 당시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했던 주민들은 카이저슬라운 시 당국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다고 주장한다.
시 당국이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미군의 대책 또한 더 빨리 나왔을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소도시인 비스바덴(Wiesbaden)에서도 시 당국과 미군이 카이저슬라우테른과 비슷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 미군과 시 당국 관계자들은 항공훈련 관련 실제 자료를 살펴보며 기지 확장 여부 등 민감한 내용들도 주민들의 알 권리 차
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마치면서 :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주한미군의 PFAS 사용? 소음? 주독미군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도 PFAS가 함유된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군기지 인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2020년 1월 경향신문은 주한미군기지 주변 과불화합물(PFOA와 PFOS)
오염 관련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입수하여, 캠프 캐럴(경북 칠곡), 캠프 워커(대구), 캠프 레드클라우드(경기 의정부), 캠프 스탠리(경기 의
정부), 군산공군기지에서 두 화학물질의 복합농도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치인 70ppt를 최대 15배나 초과했다고 보도했다7. 또한 그러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했다던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후속 보도
는 안타깝게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독일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슷하게 맞딱드리고 있다. 법적 장벽으로 인한 미군
환경오염 대응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독일 지방자체단체는 미군기지 인근 오염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미군에게 공식적
인 조사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 역시 주한미군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해
외 지자체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모색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소음공해의 경우 주민들의 불
편사항을 미군이 듣고 흘려버리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미군이 ‘얼마나, 어떻게, 왜, 언제까지’ 책임을 지는가 따져 묻는 협의체를 설립
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5 Stars and Stripes. (2020) Army to pay $1.6 million to quiet noise complaints at Stuttgart area range. https://www.stripes.com/news/europe/army-to-pay-1-6-million-toquiet-noise-complaints-at-stuttgart-area-range-1.636739
6 Ramstein Air Base. (2008) Aircraft noise addressed by base leadership, local officials. https://www.ramstein.af.mil/News/Article-Display/Article/305245/aircraft-noiseaddressed-by-base-leadership-local-officials/
7 경향신문. [단독] 주한 미군기지 5곳 지하수 기준치 ‘15배’ 발암물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1606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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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German municipalities are addressing the environmental (soil and groundwater) and noise pollution caused by U.S. forces under
these legal conditions and limitations.

US Military Bases and Local Authorities : Lessons from Germany
Juneseo HWANG
PhD Candidate in Politics, Queen's University Belfast

Introduction
In South Korea, there remain a substantial number of U.S.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including USAG Humphreys (Camp
Humphreys) in Pyeongtaek — the world's largest U.S. military base, which is five times the size of Yeouido. The defense cost-sharing
for the stationing of the U.S. Forces Korea (USFK) exceeded KRW 1 trillion for the first time in 2019, which is expected to further
climb to KRW 1.5 trillion by 2025 according to the new defense cost-sharing deal initialized in March this year. However, against the
backdrop of the ever-growing “responsibility” South Korea takes for the U.S. military across multiple facet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re are increasing doubts about how much “responsibility” the latter assumes for the former. In particular, although a range
of issues involving U.S. troops have occurred, such as environmental and noise pollution caused by U.S. military bases and various
street crimes, criminal offenses against persons, and violations of the COVID-19 guidelines for social distancing by U.S. soldiers, few
legal arrangements can hold them accountable, and USFK has rarely attempted to resolve these problems in a responsible manner.
Thus far, efforts to solve these issues have been centered on the amendment of the U.S.-South Korea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However, there is a growing call for separate countermeasures at the level of municipality where the respective U.S. military
base is located as the revision to SOFA is mainly dr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n, how are other overseas local governments
dealing with issues stemming from the stationing of U.S. troops? This presentation will examine how the local authorities of Germany
— the nation hosting the largest number of active-duty U.S. troops deployed overseas — address these issues, focusing on nois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to deliver meaningful lessons for South Korea.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of the U.S. Military Under German Laws
Germany is known to have strong laws and policies in place to regulat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curred by U.S. military bas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deed, it has been dealing with the issue by developing environmental policies regulating the U.S.
military bases within Germany. After reunification, the amendment of the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NATO SOFA made in
1993 toughened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by the NATO and U.S. forces in the nation. Accordingly, the agreement
has vested Germany with the authority to request compensation for any environmental contamination stemming from the U.S. troops
stationed in the nation,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can be determined following the standards set by Germany. Furthermore,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amage that may occur due to military exercises,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s provided
with information on the scale of such military training in advance, while all foreign forces must strive to reduce the environmental
burdens arising from their activities. The amendment contains provisions governing the environmental liability of the U.S. and
NATO forces, showing a stark contrast to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USFK has been actively avoiding solving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f its bases by arbitrarily interpreting SOFA’s ambiguous clause “…respect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However, regardless of the amendment arranged between Germany and the U.S., there still exists a limit in the
German government’s forceful law enforcement in response to the infringement of German laws by the U.S. forces in Germany.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who have suffered such environmental damage are faced with a situation in which they have
to resolve the problem on their own through filing a lawsuit or discussing the issue with the U.S. military. This presentation wil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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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1 :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One of th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issues involving U.S. military bases is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due to spilled oil
or chemicals. Germany has been no exception to this issue. In particular, contamination caused by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a group of man-made compounds,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recent years.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tipulates that PFAS are “forever chemicals” that, being non-biodegradable, accumulate progressively under environmental
conditions1. When collecting in the body, these special compounds are reported to cause reproductive complications, induce tumor
growth, or weaken the immune system. PFAS are used as coatings for packaging or for fire suppression. For instance, U.S. troops
use the substances in firefighting training for fighter jets or aircraft at the airfield or in real operations. In doing so, they leave PFAS
eventually seeping into the soil, which causes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In 2019, independent news media outlet Civilian
Exposure reported that groundwater at Ramstein Air Base was found to contain 264 ug/l of PFAS, 2,640 times the threshold set by the
E.U. (0.1ug/L in groundwater and drinking water)2. Another study points out that the E.U.’s regulatory standards are not ambitious
enough, attesting to the significance of soil and groundwater poisoning by PFAS used on U.S. military bases. In Märchenweiher Teich
near Spangdahlem Airfield, PFAS was measured at 3 ug/L, and as a result, a fishing site on the pond was closed. Bitburg Air Base was a
front-line NATO air base (for the U.S. Air Force) from 1952 until its return to Germany in 1994. PFAS was detected and measured at 108
ug/L and 19.1 ug/L in nearby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around the runway, respectively. These measurements are up to more
than 1,000 times the E.U.’s allowable level. According to German parliamentary papers,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lso admits
that Ramstein Air Base and several other NATO military bases (including U.S. military bases) are, or are suspected to be, contaminated
with PFAS. However,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has stepped back from the issue, saying, “The federal government has no
specific knowledge about the cases of damage and renovation on the sites that it does not own (Parliament Report, page 17).” 3
It is difficult to conclusively prove a direc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and the pollutants leaked
from U.S. military bases, let alone actively respond to the issue, since the poisoning is often discovered only when it has progressed
too far. The U.S. military’s withholding of related data also exacerbates such situations. Indeed, the city of Ansbach opened its own
investigation and revealed that the chemicals spilled from the U.S. military led to groundwater contamination near its facilities, but
the U.S. Army denied the results. Unfortunately, German municipalities have few tools that they can resort to in addressing these
situations. Germany is known to hold the U.S. military responsible for all the costs of cleaning up the contaminants left behind when
the bases are returned. However, another variable is that the U.S. military does not cooperate regarding the bases currently in use
by its troops. In the case of Ansbach, the U.S. Army conducted soil tests on the old firing range at Katterbach Army Airfield upon the
request of the local government in 2014, but it was reluctant to share its test results with the local authorities. Moreover, according
to a news report published by Stars and Stripes in April 2020, the study report developed by the U.S. military confirmed the levels
of contamination only without recommending remediation methods. An attorney and his/her colleagues who I met during my visit
to Ansbach criticized the U.S. military for concealing its environmental pollution with a non-cooperative attitude as if it were an
“occupying force”. They also pointed out that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had not made sufficient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Indeed, according to the NATO SOFA and the Supplementary Agreement, German state and local authorities cannot compel the U.S.

1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nknown) Basic Information on PFAS. https://www.epa.gov/pfas/basic-information-pfas

2

Civilian Exposure (2019) PFAS Contamination at U.S. Airbases in Germany. Aug 20. https://www.civilianexposure.org/pfas-contamination-at-u-s-airbases-in-germany/

3

Deutscher Bundestag (German Parliament) 18/5905 auf die Kleine Anfrage der Abgeordneten Peter Meiwald, Oliver Krischer, Dr. Julia Verlinden, weiterer Abgeordneter und
der Fraktion BÜNDNIS 90/DIE GRÜNEN (In response to the minor request from MPs Peter Meiwald, Oliver Krischer, Dr. Julia Verlinden, another MP and the parliamentary
group ALLIANCE 90 / THE G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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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to take measures on their violations of German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only cooperation between the U.S. forces and
the German federal authorities concerning such issues is set forth in the provisions thereof. This reveals the limitations in Germany’s
response to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aused by the U.S. military even though it has obtained a more advantageous status
than South Korea.

Conclusions : German Lessons for South Korea

Case Study 2 : Noise Pollution
Noise, like environmental pollution, is the cause of adverse physical and mental health effects among residents in the neighborhoods
surrounding U.S. military facilities. It is widely known that continuous noise exposure in everyday life can induce a wide array of
health problems such as stress and hearing loss in humans as well as animals and plants4. Therefore, noise generated from military
bases, including aircraft and fighter jet noise, can be said to be a persistent and regular environmental hazard to nearby residents
and wildlife. In contrast to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noise pollution is an environmental hazard that residents experience
firsthand on a daily basis, and as a result, Germa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ore proactive in addressing noise pollution than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Their efforts have come to fruition in some cases. For instance, Boeblingen, located in the vicinity
of Stuttgart, Germany, came to an agreement with the U.S. military last year to install noise barrier walls after more than a decade of
related efforts. Panzer Kaserne Fire Range in Boeblingen, a former Nazi military base, was occupied by U.S. forces shortly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ince that time, residential complexes have been constructed in neighboring areas, while training drills at the firing
range have increased. As a result,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the U.S. military over noise pollution have escalated. To resolve noise
complaints, Boeblingen and the U.S. Forces in Germany reached an agreement to soundproof the firing range by contributing USD
340,000 and USD 800,000, respective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S. military has agreed to bear all the additional costs incurred
beyond the estimates5. In fact, the costs of constructing barrier walls are expected to rise to a total of USD 2 million, much more than
the original estimates. This means that the U.S. forces will spend twice its original agreement to abate noise from the firing range.

It has continued to be disclosed that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have used items containing PFAS, as was the case in Germany, and
the compounds have seeped into the soil and groundwater near their bases. In January 2020, through obtaining reports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on PFOA and PFOS contamination of the sites near U.S. military bases,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that the combined concentration of the two compounds exceeded the threshold of 70 ppt set by South Korea and the U.S. by up to
15 times at Camp Carroll (Chilgok, Gyeongbuk), Camp Walker (Daegu), Camp Red Cloud (Uijeongbu, Gyeonggi), and Camp Stanley
(Uijeongbu, Gyeonggi). Unfortunate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follow-up articles reporting that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responded to these issues in a responsible manner or that the South Korean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proactively developed
countermeasures. German local authorities likely have faced similar situations. It is noteworthy, however, that in order to overcome any
limitations arising from legal barriers in handling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U.S. military bases, German local governments
have requested that the U.S. forces open official investigations and shared related data based on their own investigations on the issue.
If South Korean municipalities cannot obtain information directly from the U.S. military, they may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ir overseas counterparts for sharing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related data. In the case of noise pollution, an important
implication from the German case is that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that calls upon the U.S. military to take
responsible actions with a specific plan based on “to which extent, how, why, and by when”, rather than simply holding meetings as a
mere formality to deliver complaints from residents to the U.S. military without any follow-up measures.

In Kaiserslautern, home to Ramstein Air Base, representatives from the base, city officials, and local environmentalists have forged
a public-military-private committee and held meetings on a regular basis to address aircraft noise. During the meetings, local
authorities deliver noise complaints received from residents to the U.S. military, and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self-investigation, the latter introduces countermeasures such as seeking alternative training locations, setting quiet hours
at night, and improving technology to avoid flying low above residential areas. Parenthetically speaking, the committee would
not have been established without the relentless efforts of local residents to put the issue on the local agenda. During my visit to
Kaiserslautern in the past, residents who sought to solve the aircraft noise issue argued that the Kaiserslautern city authorities were
also consistently lukewarm in addressing the problem. This implies that if the city authorities had been more aggressive in dealing
with noise complaints, the U.S. military would have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ooner. In another small city, Wiesbaden, the
city authorities and the U.S. military have been operating a committee similar to that of Kaiserslautern. It is worth noting that in
this committee, officials from the two sides review actual data on aviation training and even deal with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expansions of the military base as residents' right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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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per, C. B., Nascarella, M. A. and Kendall, R. J. (2003) A Review of the Effects of Aircraft Noise on Wildlife and Humans, Current Control Mechanisms, and the Need for
Further Study. Environmental Management, 32, pp. 41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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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s and Stripes. (2020) Army to pay $1.6 million to quiet noise complaints at Stuttgart area range. https://www.stripes.com/news/europe/army-to-pay-1-6-million-toquiet-noise-complaints-at-stuttgart-area-range-1.63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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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역 주민 권익보호 관련 법률 검토와 제안 –
환경문제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송봉준

송봉준
Bongjoon SONG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Attorney at Law, Firm Yulip

송봉준은 법무법인 율립 소속 변호사이며, 대법원 국선변호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으로서,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유엔군사령부,
방위비분담금, 기지이전과 환경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SONG Bongjoon is a lawyer at the Law Firm Yulip, and he also has served as a public defender at the Supreme Court and a legal rescue
committee member at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on U.S. military issues and the committee
on Reunification of the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he has been researching relevant issues such as the Armistice
Agreement, a peace agreement, the United Nations Command, US-ROK cost sharing on U.S. military presence, relocation of the U.S.
military bases and environmental issues. He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Law of Korea University and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2020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된 토양이 5년 전과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초조사 결과 캠프 험프
리스 27곳, 오산에어베이스 35곳에서 중금속 등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1 . 이러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주
민이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주민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미군 공여지역과 관련한 현행 법률을 살펴 문
제점을 고찰하고 과거 발의되었던 법률안을 검토하여 앞으로 미군 공여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1. 현행 법률
미군 공여지역과 관련한 현행 법률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28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
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2. 현행 법률의 문제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환경기초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지는 기지내부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기초조사를 통해서 주변지역의 오염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러나 녹색연합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환경기초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지의 환경기초조사가 5년의
조사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기조초사 보고서 분석결과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 53개 중 24개 기지 주변지역에
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토양,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으나, 그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기지 내부 활동에 의한 오염이 외부로 확산된 것”으
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고, “정확한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여구역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3.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도로 환경기초조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실시 주기가 5년인 것은 우리 군이 「군 환경관리 훈
령」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수시)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4비교하더라도 길고, 환경보호에 관한 특

1

연합뉴스, 2020. 10. 27.자, 「평택 미군기지 주변 토양 오염 5년 전보다 증가」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①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
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

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2018. 12.),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보고서」, 19-21쪽.
군 환경관리 훈령 [시행 2019. 8. 8.][국방부훈령 제2307호, 2019. 8. 8., 일부개정]
제29조(토양환경보전) ① 각급기관의 장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기관의 장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수시)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고, 대책이 필요한 경
우에는 소요제기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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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양해각서에 따라 ‘주한미군 환경 관리기준’을 2년마다 검토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길게 책정되어 있다. 현행
법률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보고는 입법되지 않았고, 오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취
해졌는지, 기지 외부 오염사고의 원인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지 내부 조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염 예방대책을 정확
하게 수립할 수도 없다. 부실한 환경기초조사 등으로 환경오염 치유가 덜 된 상태에서 공여지역이 반환된다면 그 후 오염 정화비용은 한국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오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이에 위 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① 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보고를 위해서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 제
40조의 공여지역에 대한 연 2회 정기조사,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그 관련성 여부에 대
해 조사 실시 규정을 활용할 수 있고, ② 환경오염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기지 내부 조사를 위해서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
한법률안 제41조의 긴급환경오염 발생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군시설에 대한 오염정도와 원인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
정을 활용하여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2001년 발의된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환경 관련 조항이 주는 교훈

4.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미군 공여지역과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는 SOFA 환경조항의 개정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
결방안을 SOFA의 개정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SOFA 기타 부속합의서 내 환경 관련 규정 어디에도 한국의 영토 내 미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영토주권에 기한 입법·행정관할권의 행사를 포기한다거나 미국측의 환경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한다고 선언하고 있
는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5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문제 등에 대하여 한국이 명시적으로 주권적 권한의 행사
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지 않은 이상 한국 영토의 일부분인 주한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국토의 완전성과 환경적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
하여 한국의 환경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6서울고등법원은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를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SOFA에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따
르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도 본 협정 및 부속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을 적
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7즉 특별히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국내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따라서 미군 공여지역과 관련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국내법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과거 발의되었던 법률안의 내
용 중에서 현재도 의미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2001년 미군기지가 주
둔하고 있는 전국 15개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한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는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
호에관한법률안8〉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였다. 목요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주한미
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군공여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안 제40조)
환경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환경부장관등”)은 제공시설등을 포함한 미군공여지역 전체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조사를 실
시하여 환경오염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공시설등이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미
군공여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등은 미군시설관리자가 정기조사에 필요한 환경감시 및 측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히 유지되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며, 나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안 제41조)
긴급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미군측에 환경오염의 발생과 그 원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환
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긴급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환경부장관등은 미군측에 통보하고 미군시설에 대한 오염정도와 원인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직접 조사, 처리하는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다. SOFA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문제가 발생한 미군측에 요구하여
기지 내부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련 비용을 미군측에 부담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환경문제에 대한 직통 연락망을 구
축하여 상시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9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미군기지 밖으로 유출된 오염에 대한 미군의 책임을 부과하
고, 오염부지의 정화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오염사고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안전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오염사고
의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권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여지역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미군 측에 지속
적으로 정보공개와 기지내부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조례 제정과 입법 추진 노력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공여지역 관련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2016년 8월 3일 제정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하여, 평택시, 부산광역시 남구, 대구
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등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등
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외
국정부를 상대로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법의 실효성이 전통적인 강제수단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비구속적 합의, 교섭, 문화, 예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법에서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이 땅의 법을 준수하라고 선언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외국정
부가 인식을 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10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2001
년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
동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공여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5. 맺으며
○ 환경복구, 원상회복의무 등(안 제43조 내지 제45조)
환경조사결과 환경오염이 제공시설등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등은 미군측에 환경복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공시설등의 반환시 미군측과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는 일반주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오염을 제거할 책임
을 지거나 오염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수한다.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주대책 등을 시행한다.

5

심영규(2008), 「주한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2호, 189쪽.

6

심영규(2008), 「주한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2호, 195쪽

7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판결.

8

2001. 10. 16. 목요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기지와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 법률의 환경기초조사만으로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군 공여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발의되었던 법률안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에도 의미가 있다. 미군 공여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 환경오염 발생시 지
방자치단체의 기지내부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 제40조, 제41조 등을 활용한 법률개정안
을 발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군 공여지역의 환경문
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사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역할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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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2008. 7.),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42-50쪽.

채영근(2006),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의 문제」, 『환경법연구』, 제28권 2호, 309-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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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Laws and Suggestions on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Interests of
Residents in Areas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S. Forces in Korea －
Focusing on Environmental Issues and Local Authorities
Bongjoon SONG
Attorney at Law, Firm Yulip

In October 2020, more soil near U.S. military bases in Pyeongtaek, Gyeonggi Province, Korea, was found to be contaminated
compared to five years ago. According to basic environmental research, heavy metals and other pollutants were detected exceeding
the threshold levels at 27 sites near Camp Humphreys and 35 sites near Osan Air Base.1
Concerning such environmental pollution incurred by operations at the U.S. military bases, the local residents in the neighboring areas
are the inevitable victims. Since their everyday lives and safety are directly affected by this problem, local governments should pay
keen attention to the issue as a matter associated wi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ir residents. This presentation
will take a critical view of the current laws that govern the districts granted to U.S. Forces Korea (USFK) and influence the everyday
lives and safety of residents, examine previously proposed legislative bills, and explore and discuss meaningful ways to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in these areas.

1. Current Laws
In relation to the areas granted to USFK, the current laws include the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Relocation of U.S. Military Bases in Korea” and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Etc.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Article 6 of the former stipulates environmental and traffic impact assessments with regard to USFK facility
projects, while Article 28 of the latter prescribes environmental basic research on the areas adjacent to a granted and returned district
to develop and implement remedial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2

2. Issues of Current Laws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Etc.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stipulates that basic
environmental surveys shall be conducted every five years. Since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bases currently in use by USFK or
yet to be returned, their pollution status should be ascertained through basic environmental research on the surrounding areas.
However, according to Green Korea’s meta research on environmental basic surveys from 2008 to 2017, many of these areas are
found not to have followed the five-year research cycle. The survey reports confirmed serious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in the areas surrounding 24 of the 53 bases currently in use by USFK, but for the cause of the damage, the reports only assumed,
“Contamination due to activities inside the bases might have spilled outside,” while stressing, “Investigating inside the district granted

the U.S. military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exact cause of contamination.” 3
As a way to develop remedial an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Etc.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only stipulates basic environmental surveys on a five-year cycle. This
cycle is too long considering the periodic (ad-hoc) soil tests conducted by the Korean Armed Forces to prevent soil cont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ili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Directive and the regulations that require the review4 and update of the
“standards on environmental compliance of USFK” every two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Memorandum of Special Understanding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laws, targeted and appropriat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ntamination cannot
be developed as the laws do not set forth provisions on regular inspections and reporting on installations that trigger environmental
pollution or on research inside the military bases to determine the root causes of pollution and check if the causes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pollution outside the bases and if any measures have been taken to avoid further spills. When a district granted to USFK
is returned without being fully recovered from environmental damage due to substandard basic environmental investigations or
other reason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must bear all the costs to clean up any contamination in the districts after
being returned. Therefore, a thorough investigation on their pollution status prior to return is necessary, but no specific provisions are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s.

3. Lessons from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Set Forth in the Bill on Granted Districts Proposed in 2001
Much research, undertaken under the aim of solving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concerning the areas granted to USFK,
concludes that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set forth in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should be amended.
However, it is unnecessary to confine feasible solutions to any relevant problem to a SOFA amendment. No environmental
clauses provided in SOFA and the annexes thereof explicitly declare or prescribe that Korea gives up its exercise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resting in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r completely exempts USFK from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roblems concerning its bases in Korea.5
Unless Korea explicitly waives the exercise of its sovereign authority or any claims in respect to the damage, etc., caused by the
environmental pollution of U.S. military bases, it should be taken for granted that Korea can exercise its environmental sovereignty
over the U.S. military bases, as a part of Korea’s territory, to secure and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al
soundness as a whole.6
In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non-conduct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runway at Osan Air Base,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e priniciple is confirmed in SOFA that the U.S. government respects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standards, and accordingly, the facilities and districts granted to
USFK shall be subject to relevan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tradict to this Agreement and the annexes thereof.” 7 In other words,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therein, domestic laws
should be applied.

3

1

4

Yonhap News Agency. (October 27, 2020). Soil contamination near U.S. military bases in Pyeongtaek increases from five years ago..

2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Etc.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Special Act on USFK Granted Districts) Article 28 (Implementation
of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eventive Measures) (1)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hall conduct a basic environmental survey on areas adjacent to
a granted district and areas adjacent to a returned district on a regular basis and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such surveys: Provided, That basic environmental surveys on an area adjacent to a returned district shall be conducted until before the removal of polluted
soil in a returned district under Article 12 (5) is completed. (2) Methods and timing of the basic environmental survey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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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Korea, Incheon Green Korea, & Green Law Korea. (December 2018). Report on Environment Issue of USFK Bases, 19-21.
Military Environmental Management Directive [Enforced, August 8, 2019] [MoD Directive 2307, August 8, 2019, Partially Amended]

Article 29 (Soil Environment Preservation) (1) The head of each institution shall develop and implement mid- and long-term plans for preserving the soil environment. (2) The
head of each institution that has facilities subject to soil pollution management, such as storage facilities for oil and hazardous chemicals, in place shall conduct periodic (adhoc) soil contamination inspections to prevent soil contamination and apply the findings to requisitions and mid-term plans if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5

Shim, Young-gyu. (2008).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Responsibilities of US Forces in Korea”. International Law Society Journal, 53(2), 189.

6

Shim, Young-gyu. (2008).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Responsibilities of US Forces in Korea”. International Law Society Journal, 53(2), 195.

7

Seoul High Court. Case No. 2011Nu37376. Ruled on December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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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re can be several ways to addres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 concerning the areas granted to USFK based
on the provisions of domestic laws. One such way can be to amend the current laws by adopting the clauses of the bills previously
proposed but that still hold value today. In 2001, the Council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ere U.S. Military Bases Are Located,
representing 15 municipalities in the nation, developed and proposed the Bill on Districts Granted to the U.S. Forces in Korea and
Protection of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ill on Granted Districts”). Proposed by Rep. Yo-sang Mok
as its main sponsor, the bill was abolish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its effect 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Etc.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was not insignificant. Major
clauses on environmental issues provided in the Bill on Granted Districts are as follows:

on environmental issues with USFK.8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hold USFK responsible for leaking pollutants outside of
bases and demand the clean-up of contaminated sit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Since contamination and pollution directly
affect the everyday lives and safety of local residents, it is their right to have accurat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any pollution
accident.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ely involved in environmental issues on granted areas and continue to demand
that USFK disclose information and conduct investigations inside its bases.

○ Environmental Survey on Areas Granted to USFK (Proposed Article 40)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nister of Environment,
etc.”) shall conduct periodic surveys twice a year on all USFK granted districts, including facilities provided, to check thei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tatus. If the facilities provided, etc., are recognized to have caused or are likely to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adhoc environmental research shall be conducted on the USFK granted area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etc., can check whether the
U.S. military facility manager maintains th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measurement system necessary for periodic surveys, and
if not, request corrective actions, and further request consultation with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 Investigation on Urgent Environmental Pollution (Proposed Article 41)
In the case of urgent environmental pollution,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shall immediately demand the U.S.
military to confirm the case and cause and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When urgent environmental pollution occurs,
the Minister of Environment, etc., shall notify the U.S. military of the incident and check and investigate the status and cause of
contamination of the U.S. military installations.
○ Environmental Recovery, Obligation to Restore Original Conditions, Etc. (Proposed Article 43 or 45)
If environmental pollution is found to be related to the facilitie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surve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etc., shall request the U.S. military to take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environmental recovery. When the facilities
provided, etc., are returned, the State shall conduct a joint environmental survey with the U.S. military and take responsibility for
removing environmental pollution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used for general housing or purchase the land if it is impossible to
remove the pollution. If the land cannot be used as a residential area due to environmental damage, relocation measures, etc., shall
be implemented.
The current laws can be amended by incorporating some of the abovementioned clauses of the Bill on Granted Districts as follows : (1)
In terms of periodic monitoring and reporting on the granted areas, Article 40 thereof on periodic surveys twice a year, and the launch
of ad-hoc research at any time to determine possible correlations between the area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an be adopted;
and (2) In the event of urgent environmental pollution, Article 41 thereof on allowing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to
check and investigate the status and cause of pollution on U.S. military installations can be applied to the amendment.

4.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Protect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s

B. Efforts to enact ordinances and laws
Local governments are striving to enact ordinances to prevent and manage environmental pollution related to USFK granted areas.
Starting with the Ordinance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Accidents in U.S. Military Bases and Granted Districts
in Gyeonggi Province enacted on August 3, 2016, local governments where such bases and districts exist have enacted and enforced
ordinance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ccidents involving these bases and districts. These local governments include
Pyeongtaek in Gyeonggi Province, Nam-gu in Busan, Nam-gu in Daegu, and Seoul. The enactment of these ordinances is the result of
the unyielding efforts made by local councils and authorities, which is all the more meaningful as the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wellbeing of residents. These ordinances are not without limitations as they cannot compel foreign governments to comply with their
provisions. However, in international law, it is accepted as a convincing claim that the effectiveness of a law can be achieved not only
by traditional means of coercion, but also by various causes such as non-binding agreements, negotiations, culture, and courtesy.
If the local authorities where a USFK base is located consistently and persistently repeat the declaration that foreign governments
should comply with the laws of the host land, the foreign governments might change their perceptions and actions.9 This marks the
exercise of local governments’ authorit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ir residents, which will lead to further consolidating
the rule of law in Korea.
Furthermore, local authorities should actively pursue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current relevant laws to address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areas granted to USFK. Based on legislative experiences and other proactive endeavors, such
as the pursuit of the enactment of the Bill on Granted Districts by the Council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ere U.S. Military Bases
Are Located in 2001, local authorities should strive to make legislative efforts to deal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in the
granted areas in Korea.

5. Conclusions
It has been 15 years since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Etc. Adjacent to Districts Granted to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ook
effect, but environmental pollution concerning U.S. military bases is still an on-going issue. This clearly shows that the environmental
problem cannot be prevented only with the basic environmental survey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s. To address the issue, it is still
meaningful today to examine the legislative bills proposed in the past. Amending the current laws incorporating Articles 40 and 41 of
the Bill on Granted Districts can be a way to ensure periodic surveys of and reports on the areas granted to USFK and investigations
inside its bases by local governments in the event of related environmental pollut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respond to environmental issues stemming from the areas granted to USFK, which directly affect the everyday lives and safety of
their local residents, while making legislative efforts, including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o regulate and address environmental
accidents and problems.

A. Active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In the event of an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it is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that investigates and handles the problem
firsthand. No clauses in SOFA prohibit such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This means that environmental issues can be settled
through their active efforts.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demanded that the U.S. troops involved investigate the accident site
inside the base and collect samples, held them accountable for the costs incurred, or established a window of direct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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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Committee on U.S. Military Base Environmental Damage. (July 2008). U.S. Military Base Environmental Damage Report, 42-50.

9

Chae, Young-geun. (2006). “The Jurisdiction Issue in the USFK Base”. Environmental Law Study, 28(2),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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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패러다임의 평화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김진향

김진향
Jin Hyang KIM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President,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GIDF)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분단에 갇힌 안보전략을 통일 지향의 평화전략으로!”
“안보전략은 분단체제 유지전략!”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전략이 필요하다!”

김진향은 북한/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로 참여정부 청와대(NSC/통일외교안보책실)에서 5년간 대북정책을 수립·집행했다. 2008년 이
후 개성공단에 직접 들어가 관리위원회에서 대북협상을 담당했다. 북한/통일문제를 전공한 학자로 북에 장기 체류하면서 북측 사회를 속
속들이 들여다본 유일한 북한학자로 평가된다. 더불어 북측과의 공식협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의 한 명으로 평가된다. 카이스트 미래
전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을 보면서 북에 대한 무지, 즉 북맹(北盲)이 만든 정책실패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의 북
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일상적 왜곡, 거짓을 바로잡는데 소명을 갖고 역할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
이며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을 주제로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 평화·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람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KIM Jin Hyang as a scholar who majored in North Korea/unification issues, h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orth Korea policy for
five years at the Blue House(NSC). Since 2008, he entere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was in charge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t the Management Committee. As a scholar who majored in North Korea/unification issues, he is evaluated as the only
scholar who has deeply looked into North Korean society while staying in the North Korea for a long time. He is rated as one of the
people who made the most formal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 While serving as a professor at KAIST, while looking at the
process of halt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he defined it as ignorance of the North Korea, that is, a policy failure created by
the North Korean alliance, and corrected the hostile perceptions, everyday distortions, and lies in our society. It has a calling and is
playing a role. 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chairman of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 and is talking about peace and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as it is under the theme of “Happy peace, too easy unification”. There are many books such as 『Peopl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Can We Live Together?』.

“전쟁과 분단의 안보전략을 평화와 통일의 평화전략으로!”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 : 비핵화 프레임의 실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다. 비핵화 프레임에 빠진 정부 정책의 실패다.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폴 합의, 9.19 평양선언의 결론적
실패는 평화를 위한 비핵화 정책이 아닌 비핵화 자체를 전략적 목표로 삼은 정부 비핵화 정책이 가져온 실패다.
자문해봐야 한다. 4.27과 6.12, 9.19, 2.28은 비핵화 회담이었는가, 평화회담이었는가?
1) 미국의 비핵화 정책 : 분단 유지전략
미국의 비핵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분단 유지전략이다. 북핵 문제의 근원, 즉 북이 핵을 갖게 된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의 해법은 북미간 적대 청산, 전쟁 종식, 관계 정상화, 평화 실현이 궁극의 해법이다. 즉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
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종전/평화협정을 통한 실질적 평화의 구현이 비핵화의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평화협정을 통한 실질적 평화 구현에는 관심
이 없다. 이율배반이다. 비핵화의 목적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평화의 해법인 종전/평화협정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미
국의 비핵화 정책은 애초부터 목적이 다른 것이다.
결국 미국의 ‘선비핵화 후평화’의 비핵화 우선론과 CVID는 핵문제 해결이 아닌,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해결 불가능한 비핵화 방법
론을 제시하여, 핵문제를 항구적 갈등 요인화하여 오히려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미국의 비핵화 담론은 분단 유
지를 위한 허구적 명분인 것이다.
2) 북의 핵개발 이유 : 대미전략, 경제전략, 대중국전략
북이 핵무기를 갖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알면 비핵화는 불가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잘 알다시피 북의 핵개발 이유는 대미 안보전략에서 출
발했다. 즉 미국과의 핵무력-군사적 공포의 균형을 통한 전쟁 억제 안보전략이 그 이유다.
두 번째로 북의 핵전략은 경제전략의 일환이다. 즉 ‘핵무력-경제발전 병진전략’아디. 이것은 북측의 특수한 경제구조인 군수경제-민수경제
운영에서 민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무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즉 가장 적은 재원으로 가장 확실한 군사적 안전보장을 담보
하고 기존의 재래식 무기 생산에 투입되었던 관련 재원/자원/노동력을 민수경제로 전환시키는 경제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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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징적으로 북측의 핵무기보유는 대중국전략이다. 즉 ‘중국이 핵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북측의 전통적 중국관이 전통적으로 대립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었던 역사적 경험에 기원한다. 즉 국제정치의 본질이 자국의 국
익 중심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북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전통적인 북
측의 정치철학(사상적 주체, 정치적 자주, 국방의 자위, 경제적 자립)에 기인한다.

④ 관계중심축 전환 : 한미관계에서 남북관계로

결론적으로 비핵화 문제는 이미 ‘한반도의 비핵화’ 차원을 넘어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 현실적으로 불가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중국이 비핵화 하지 않는 한 북도 비핵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중심적 사고, 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정치는 자국이 국익이 절대선이다. 분단 극복 평
화 구현의 과정에서 한/미간의 국익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국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의고 진리다. 국익(국민행복)
은 양보하거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 프레임에 갇히면 한미관계를 중심축(제재의 틀)으로 북한 문제를 풀게 된다. 대신 평화의 프레임, 평화전략의 관점에 입각하면 남
북관계(민족공조)를 중심축(화해의 틀)으로 미국 문제를 풀게 된다. 분단 극복, 평화의 과정은 남과 북이 결국 주체가 될 때 실천가능한 영
역이다. 분단/통일 문제에 대한 통찰과 확고한 역사인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3) 비핵화 정책 :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결국 비핵화 정책은 핵문제의 속성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정책 실패가 오히려 평화의 위기를 야기하는 반평화적 정책 요인으
로 작동하기도 한다.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결국 분단체제 유지가 목적인 미국의 비핵화 프레임에 갇힌 정책 실패였다. 즉 ‘핵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
짝도 못 나가?’라는 미국 네오콘의 비핵화 우선론, 분단유지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여 4.27/9.19의 많은 합의들을 거의 실천하지 못하는, 오
히려 평화의 위기를 만드는 역설을 낳았다.

2) 정부, 비핵화 중재자역 내려 놓기, 평화정책의 주체 되기
북측은 2019년 2월 하노이회담 노딜 이후 “더 이상 비핵화 협상 없다”고 누차 천명했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정책을 이야기하면 남북관계
복원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풀도록 하고 우리 정부는 low key로 대처하고, 대신 우리 정부는 남북평화
의 구체적 실천(종전/평화협정 등) 사업에 몰두해야 한다.

비핵화프레임은 제재프레임, 한미동맹 프레임, 안보프레임과 궤를 같이 한다. 비핵화 정책은 결국 분단 유지를 위한 유령의 덫과도 같다.
결과적으로는 반평화의 기제로 작동되기도 했다.

평화협상의 주제로 4.27/9.19 선언의 핵심 합의인 종전/평화협정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북측은 여하한 간에 우리
정부가 비핵화 프레임만 벗어나도 남북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 기존 정책의 실패는 안보전략에 근거한 비핵화 정책, 비핵화 프레
임의 실패였다.

결론적으로 안보전략에 근거한 비핵화 정책은 평화를 담보하지 못한다. 평화의 실현은 비핵화 정책이 아닌 평화 정책을 실천할 때 가능하
다. 안보 패러다임의 비핵화 전략을 넘어 평화 패러다임이 평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3. 전략기조 전환 : 안보전략에서 평화전략으로

2. 평화의 구체적 해법 : 인식의 대전환
1) 전략기조 / 정책프레임 / 정부역할 / 관계중심축 전환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 전략기조, 정책프레임의 전환
을 제안한다.
① 전략기조 전환 : 안보전략에서 평화전략으로
안보전략은 평화전략의 하위 개념이다. 즉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며 안보의 목적이 평화다. 그런데 남북의 적대적 분단체제에서 북을 적으
로 규정하는 안보전략은 결국 분단 유지전략으로 귀결된다.
분단의 본질적 속성은 휴전 상황, 즉 전쟁 상황으로 이 전쟁적 상황이 모든 비정상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분단/전쟁 체제를 종전/평화체제
로 바꾸는 것이 국가의 기본전략이 되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보전략은 분단/전쟁 유지전략이다.
평화와 통일은 대한민국이 헌법정신이다. 통일/외교/국방의 기본전략을 종전/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실현으로 본다면 평화
전략이 국가의 전략기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② 정책프레임 전환 : 비핵화 프레임에서 평화 프레임으로
마찬가지로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비핵화는 평화의 수단일 뿐이다. 비핵화가 오히려 반평화의 정책요인으로 작
동됨을 설명했다.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전략에 입각한 평화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청와대 안보정책실을 평화정책실로!”
“분단체제의 안보프레임에 갇히면 평화체제의 평화와 통일을 구현할 수 없다!”

정부가 수십 년간 통일/외교/국방의 포괄 개념을 <안보>로 치환해 온 것은 인식의 오류다. 휴전-전쟁 상황의 특수성을 함축하는 안보는 국
민기본권을 유린한 독재정치의 기제이기도 했다. 안보는 전가의 보도처럼 무비판적으로 활용되어졌다. 북을 적대시하는 안보전략은 결국
적대적 분단체제 유지전략로 귀결된다.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면 평화/통일 실현 전략인 평화전략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안보 개념은 북에 대한 ‘주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북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대와 극복 대상으로 보는 안
보전략은 결국 분단 유지전략이 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안보’이지 ‘안보를 위한 평화’가 아니다.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이며 평화가 ‘적극적 안보’의 상태이다. 안보의 목적이 바
로 평화인 것이다.
평화전략, 평화 프레임이 분단(전쟁) 극복, 통일(화해) 실현 담론이다. 대한민국의 근본과제는 전쟁 상태(휴전)의 분단체제를 넘어 화해협
력, 교류, 신뢰구축의 평화체제 실현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③ 정부역할 전환 : 중재자에서 당사자로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바로 전쟁 상황(휴전)이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의 안보특수성을 강조하는 비정상성이 지속된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북은 적(enemy)으로 대상화되고 평화적 관계 진전에 한계로 작동한다. 분단-전쟁체제를 끝내고 종전-평화체제로 바꾸
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과제이다.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 프레임으로 전환하면 우리 정부는 핵문제의 중재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의 주체/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
의 능동적 주체로서 적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국방의 최우선 정책을 종전-평화, 즉 종전/평화협정을 기본 과제화해야 한다. 결국 기존의 분단/전쟁 유지전략인 안보전략을 넘
어, 종전/평화협정을 추동하는 평화전략을 국가의 전략적 기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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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화전략’은 우리의 국가 공식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의 실체적 노정에도 가장 부합하는 전략기조이다. 민족공동
체 통일방안이 제시하는 통일의 실체적 개념이 1단계(화해협력)-2단계(남북연합)-3단계(완전통일)로 이어지는 ‘오랜 평화의 과정‘ 이므로
평화전략이 해당 기조에 부합한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 1 Peace Movement Session Ⅲ- 1

Transition of the Security Paradigm to the Peace Paradigm

또한 ‘평화전략’은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방안의 원칙적 노정과도 궤를 같이 한다.

Jin Hyang KIM
President,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GIDF)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키기로 하였다.”
상기와 같이 남과 북은 통일의 과정/절차를 큰 틀에서 수십 년 간의 ‘화해협력’을 거쳐 ‘남북연합’으로 가는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통일방안
을 합의한 것이다. 결국 남과 북이 수십 년에 걸친 평화공존, 평화번영의 오랜 과정이 통일이 실체적 과정이므로 이것을 담보하는 국가전
략이 바로 평화전략-평화패러다임인 것이다.
분단체제 유지의 안보전략을 넘어 평화와 통일울 구현해가는 평화전략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다.

안보(분단) 외교가 아닌 평화(통일) 외교를!
안보(분단) 경제가 아닌 평화(통일) 경제를!
안보(분단) 국방이 아닌 평화(통일) 국방을!

“Shifting from the security strategy trapped in division to a peace strategy directed toward reunification!”
“The security strategy is a strategy to maintain division!”
“To achieve peace, a peace strategy is required!”
“Replacing the security strategy on war and division with a peace strategy to realize peace and reunification!”

1. Failure of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Failure of the Denuclearization Frame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has failed. This is a failur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rapped in the
denuclearization frame. The conclusive failures of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the June 12 Singapore Agreement, and the
September 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have been brought abou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enuclearization policy,
which sets denuclearization itself, not peace, as its strategic goal.
We should ask ourselves, “Were the talks on April 27, June 12, September 19, and February 28 denuclearization talks or a peace talks?“
1) U.S. Denuclearization Policy: Strategy to Keep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Conclusively speaking, the U.S. denuclearization policy is a strategy to maintain the divided Peninsula. The root caus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 the reason why it began its pursuit of a nuclear arsenal ― was Washington’s hostile policy toward Pyongyang.
Therefore, resolving hostilities between the two sides, ending the state of war, normalizing bilateral relations, and achieving peace
are the ultimate solutions to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In other words, creating conditions under which Pyongyang can abandon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is the answer to the issue.
Establishing genuine peace through a peace treaty to end the state of war on the Peninsula is the most direct shortcut to the North’s
denuclearization. However, the U.S. is not interested in realizing viable peace through the fastest path. This is a paradox. The purpose
of the North’s nuclear disarmament is to achieve peace. However, the denuclearization policy of the U.S. has been directed toward a
different purpose from the very beginning because it has no interest in ending the Korean War through a peace treaty, arguably the
surest path toward peace.
After all, the U.S.‘s “denuclearization preceding peace” and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pproach shows
its intention to perpetuate the North’s nuclear issue, rather than solve it. Dictating a scheme that is impossible to implement is to
maintain the existing division regime by turning the nuclear issue into a cause of permanent conflict.
2) Reasons for North Korea’s Building of a Nuclear Program: Strategy for the U.S., the Economy,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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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ace, strategic stance, and policy frame.

With knowledge of the background and reasons behind the North’s pursui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 is easily understood
that its nuclear disarmament is a task impossible to achieve. First of all, it is widely known that North Korea institute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s part of its security strategy for the U.S. ― a strategy to deter war by establishing a balance of power with the U.S.
through building its nuclear arsenal and instilling military fear.
Second,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were also initiated as part of its economic strategy,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Under its unique defense-civil economic structure, the North has sought nuclear capabilities to revitalize the civil economic sector.
The strategy was designed to guarantee the most reliable military security with the least amount of financial resources and divert the
remaining financial sources, resources and labor force previously channeled into the production of conventional weapons into the
civil economy.
Third, from a characteristic perspective, North Korea's nuclear build-up is a strategy related to China. It argues, "Because China is a
nuclear-armed state, we must be a nuclear-armed state." The notion originates from its historical experience and relations with China,
which have been confrontational, and sometimes even hostile. Based on the perspective that the essence of international politics is
to maintain the order centered around a nation’s own interests, North Korea pursues its traditional political philosophies (ideological
agent, political independence, national self-defense, economic independence) that, in order to maintain equal relations with China,
it should be comparable to China in national defense.
In conclusion, the North’s denuclearization is an impossible mission in reality as the issue has already been connected with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world, transcend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short, with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U.S. and China, North Korea will never disarm its nuclear weapons.
3) Denuclearization Policy: A Policy Destined to Fail
After all, the denuclearization policy is destined to fail due to the nature of the nuclear issue. Policy failure may, adversely, be used by
anti-peace elements, leading to a crisis of peace.
The denuclearization polic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a policy failure as it was trapped in the U.S.‘s denuclearization frame,
which ultimately aims to maintain the division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uncritically accepted the U.S. neoconservative’s
“denuclearization preceding peace” scheme, a strategy to keep the Peninsula divided, arguing, “No step can be taken in inter-Korean
relations without any progress in the North’s nuclear issue.” As a result, it has implemented few among the many agreements arranged
from the talks on April 27 and September 19, which, paradoxically, resulted in a crisis of peace.
The denuclearization frame is consistent with the frames of sanctions, the ROK-U.S. alliance, and security. The denuclearization policy
is like placing a ghost trap to maintain the divided Peninsula. It has sometimes functioned as an anti-peace mechanism.
In conclusion, a denuclearization policy based on the security strategy cannot guarantee peace. The realization of peace is possible
only when a peace policy, not a denuclearization policy, is implemented. This shows that a peace strategy built upon a peace paradigm
is necessary, going beyond the denuclearization strategy based on the security paradigm.

2. Concrete Solution to Peace: Great Transition in Perceptions
1) Transition in Strategic Stance, Policy Frame, Governmental Role, and Relational Axis
In order to achieve peace, peace must be claimed and put into practice. To do so, I propose fundamental transitions in the perception

① Shift in strategic stance: from security strategy to peace strategy
Security strategy is a sub-concept of peace strategy. Security is a means of peace, and the purpose of security is peace. However, in the
age of hostility and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urity strategy that defines the North as an enemy eventually amounts to
a strategy that perpetuates division.
The state of division and ceasefire means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technically at war, which is the cause of all abnormalities today.
In this regard, the basic strategy of South Korea should be to change the division and war regime into a peace regime by ending the
state of war. From this perspective, the security strategy is a strategy to maintain division a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and reunification are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basic strategies of reunification,
diplomacy, and national defense are to realize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y ending the state of war through a
peace treaty, a peace strategy should be the nation’s strategic foundation.
② Transition in policy frame: from denuclearization frame to peace frame
Similarly, the denuclearization frame must be transitioned to a peace frame. Denuclearization is only a means to achieve peace. As
already explained, denuclearization is adversely used by anti-peace policy elements. For peace, a peace policy built upon a peace
strategy must be implemented.
③ Transition in governmental roles: from mediator to party
If the denuclearization frame is shifted to a peace fra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ole can change from that of a mediator to
becoming the agent and the party of the peace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n active agent for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it can act in a positive manner.
④ Transition in relational axis: from U.S.-South Korea relations to inter-Korean relations
If trapped in the frame of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 problem will be addressed with U.S.-South Korea relations as the central
axis (sanctions frame). If the issue i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a peace frame and peace strategy instead, the U.S. issue
would be dealt with by positioning inter-Korean relations (national cooperation) as the central axis (reconciliation frame). The process
of overcoming division and moving toward peace, in the end, can be put into practice only when the South and the North become
the true agents. This requires insight on the issue of division and reunification and a firm recognition of history.
Above all, perception change is essential. The America-centered thinking and paradigm need to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one’s own national interests are an absolute good. If the national interests of South Korea and the U.S. collid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division and achieving peace, we would naturally choose our own national interests. This is justice and truth. National
interests (people's wellbeing) are not a matter of concession or charity.
2) South Korean Government, Moving Away from the Mediator Role for Denuclearization Toward the Agent of Peace Policy
Pyongyang has repeatedly declared, "There will be no mor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fter the no-deal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If Seoul brings up denuclearization policy, the rest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fundamentally impossible.
Therefore, it should maintain a low-key approach to the denuclearization issue and let Washington deal with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Pyongyang, while focusing on concrete actions to achieve inter-Korean peace (peace treaty to end the state of war,
etc.).
As an agent of peace negoti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show its willingness to actively pursue the end of the war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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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ace agreement, which is the core agreement of the April 27 and September 19 Declarations.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the North will actively seek the rest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once the South deviates from the denuclearization frame.
The failure of South Korea’s existing policies was the failure of its denuclearization policy and denuclearization frame founded upon
its security strategy.

June 15 Joint Declaration.

3. Transition in Strategic Stance: From Security Strategy to Peace Strategy

“Change the Blue House Security Policy Office to the Peace Policy Office!
“If trapped in the security frame based on the division regime, peace and reunification under
the peace regime cannot be realized!”

It is an error of percept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placed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reunification, diplomacy,
and national defense with “security” for decades. While implying the peculiarity of the armistice-at-war state in itself, security was
also a mechanism of dictatorship, which violated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ecurity has been used uncritically as if it were a
trump card in any game. The security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eventually leads to a strategy to maintain hostility and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achieve peace and reunification by overcoming division, a peace strategy to realize peace and
reunification is needed.

<Paragraph 2 of the Joint Declaration on June 15, 2000>
“For the achievement of reunification, we have agreed that there is a common element in the South's concept of a confederation and
the North's formula for a loose form of federation.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d to promote reunification in that direction.”
As described above,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d on a formala for reunification as a long-term course toward peace leading
to the “inter-Korean confederation” after decade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a broad framework. In the end, the longterm process of peacefu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etween the two Koreas over several decades is a practical process, so the
national strategy that secures this process is the peace strategy-peace paradigm.
Th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ecurity strategy of maintaining the divided Peninsula to a peace strategy that achieves
peace and reunification.

Peace (Reunification) Diplomacy, Not Security (Division) Diplomacy!
Peace (Reunification) Economy, Not Security (Division) Economy!
National Defense for Peace (Reunification), Not for Security (Division)!

As is well known, the concept of security implies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the “primary enemy”. A security strategy that views
North Korea as an object of hostility and to be overcome, not as an object to reconcile and cooperate with, constitutes a strategy to
perpetuate division.
Security exists for peace, not vice versa. Security is a state of “passive peace,” and peace is a state of “active security”. The purpose of
security is peace.
The peace strategy and peace frame are discourses on how to overcome division (war) and realize reunification (reconciliation). The
fundamental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o go beyond the divided state and the state of war (armistice); realize a peace regime
based on reconciliation, cooperation, exchange, and trust-building; and progress towards reunification.
The nature of th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state of war (truce). Since the Peninsula is technically at war, abnormalities
that emphasize country-specific security as a whole persist. Since the two Koreas are technically at war, the North is objectified as an
enemy and functions as a barrier to making progress in peaceful relations. It is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and task of the state to
end the division and the state of war on the Peninsula and transform it into a peace regime.
The policy to end the state of war through a peace treaty should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as a policy on reunification, diplomacy,
and national defense. After all,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the security strategy, which maintains the division and the state of war
on the Peninsula, and pursue the peace strategy that seeks to end the war and sign a peace treaty as the strategic basis of the state.
On the other hand, the “peace strategy” is the strategic stance that is most consistent with the practical roadmap toward reunification
under South Korea’s reunification formula, termed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Reunification Formula. As the Formula proposes
a “long-term peace process”, consisting of Stage 1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tage 2 (Inter-Korean Confederation), and Stage
3 (Complete Reunification), the peace strategy is in line with its overall scheme.
In addition, the peace strategy is aligned in principle with the roadmap already agreed between the two Koreas in Paragraph 2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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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보와 국방전략
문장렬
Jangnyeol MOON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前 국방대학교 교수
Membe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
Former Professor,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문장렬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국방대학교 교
수로 재직했다. 국방대학교 재직 기간 중 노무현정부 초기 2년간 국가안보회의사무처 전략기획실에 파견되어 국방담당으로 근무했다. 또
한 1996년부터 2년간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비확산정책 담당으로 한미 미사일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MOON Jangnyeol i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since the inauguration of Moon Jae-In in 2017. He
retired from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NDU) in 2019, where he had taught in the Department of Military and Strategic
Studies for 20 years. While in KNDU he was dispatched as an action officer to the Strategy Planning Division in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for Years 2003 and 2004. He also worked in the Arms Control Office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participated in the ROK-US missile negotiation from 1996 to 1998.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前 국방대학교 교수

1. 지속되는 안보 개념의 변화
1-1) 안보란 안전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보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의 주체와 대상은 전통적으로 모두 국가였다. 국가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단은 주로 군사력이었다.
1-2) 20세기말 탈냉전을 계기로 안보 개념은 주체와 객체의 확장을 통해 변화했다. 안전을 제공하는 행위에서 국가뿐 아니라 국제 단체
나 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누구 또는 무엇의 안전인가 하는 ‘참조대상(referent object)’의 문제에서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서부
터, 국가의 경제와 사회 부문, 국제평화, 전지구적 기후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안보의 수
단도 다양해졌다.
1-3) 물론 국가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행위자로 남아 있다. 다만 참조대상의 확대에 부응하여 국가의 정책적 자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
는 일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예컨대 경제나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적 협력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2. ‘평화와 안보’에서 ‘평화안보(peace security)’로
2-1) 본 논의에서 제시하는 ‘평화안보’는 평화를 참조대상으로 하는 안보정책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평화와 안보 두 단어를 단순히 붙
여 놓은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는 안보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지만 평화와 안보가 따로 언급되는 것은
아직도 안보의 개념에 전통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2-2) 평
 화안보의 특징은 첫째, 평화의 회복, 조성, 구축, 그리고 정착과 제도화를 안보의 최우선적 목표로 한다. 둘째, 이 목표는 국제적 차
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공히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구조적 폭력, 정치·경제·사회적 불안과 불안정, 평화구조의 취약성 등을 제거함
으로써 달성된다. 셋째, 평화안보는 철저히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다. 넷째, 따라서 대외정책은 예방외교와 다자간 협력안
보를 중시하며 범지구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2-3) 평
 화안보 패러다임에서 국방 및 군사 분야의 전략과 정책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군사력은 ‘방위충분성(defense
sufficiency)’ 내에서 보유하며 현존 또는 잠재적 적대국에 대하여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를 추구한다. 둘째, 군사전략의 목
표는 전쟁 억제와 위기관리에 두며 외부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는 침략의 격퇴와 비례적 응징, 최단 시간 내의 평화 복원으로 한정한
다. 셋째, 양자간 및 다자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국방 및 군사 외교를 강화한다. 넷째, 국제
평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분쟁의 해결과 평화의 구축, 인도주의적 군사 지원에 기여한다.

3. 한반도 평화안보와 국방전략의 방향
3-1) 평화안보는 특정 국가나 지역,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나 한반도의 경우 그 적용성(relevancy)이 특별히
크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70년의 전쟁이 ‘기술적으로’ 지속되고 있기에 전쟁의 위험이 상존한다. 남북한은 각기 과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에는 주한미군 전력이 추가로 전개되어 있다. 핵문제와 상호 적대 정책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전쟁의 문턱에
근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사국인 한국의 정책 자율성은 오랜 대미의존적 구조와 관행 속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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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따라서 평화안보 패러다임의 채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재발을 막고 평화의 토대 위에서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 내며 나아가 지
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기 위한 시대적 당위(當爲)다. 이는 남북한이 협력하며 함께 실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 상
황에서는 총체적 국력이 우위인 남한이 선제적으로 추동해 나가야 한다.
3-3)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은 냉전적 국가안보에서 탈냉전의 평화안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먼저 체제 수준에서 만들어 갈 변화는 첫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종전 및 평화 선언, 평화협정 협상 및 체결 등이 과제다. 둘째, 남북 군사 대결을 군사 협
력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상당 기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관련 협상이 선행될 것이다. 셋째, 냉전적 군사동맹체제를 탈
냉전 지역다자안보 협력체제로 대체해 나간다. 남북이 각각 맺고 있는 양자적 군사동맹은 전쟁 대비 위주에서 평화 유지와 위기관
리 위주의 동맹으로 성격이 진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남북한은 군사안보에 대한 과도한 집중에서 탈피하여 인간안보와 포괄적 안
보를 증진해 나간다.
3-4) 남
 한의 국방 정책 및 전략 수준에서 변화할 방향은 첫째, 대미 의존적 국방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자주국방 위
에서 한미동맹의 성격은 작전적 수준의 군사동맹에서 전략적 차원의 평화동맹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군비경쟁의 안보딜레
마와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을 일으키는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방위충분성 유지와 군비통제를 지향하는 적정 국방비 책정으로 조정
해야 한다. 넷째, 대북 군사전략의 목표를 반격 후 북한 지역의 수복과 군정 실시 등에서 침략의 격퇴와 파괴의 최소화 및 최단시간 내
의 평화 복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4. 한반도 평화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
4-1)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의 성격을 평화동맹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동맹 역할은 평시에는 평화유지와 위기
관리, 전시에는 앞에서 언급한 평화안보 패러다임 하에서의 평화 복원을 위한 협력과 지원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이 안보와
국방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하며 정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
4-2) 또
 한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과 전력 증강 및 운용 등의 문
제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사실상 또 하나의 주한미군인 유엔사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통제
도 필요하다. 정전체제의 관리와 DMZ의 관할권도 한국이 행사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5. 한반도 비핵화 문제
5-1) 한반도 평화안보는 비핵화와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비핵화가 평화안보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핵문제의 본질은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남북한과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와 불신이다. 따라서 본질적 문제를 상호 존중의 바탕에서 점진적·단계적·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는 길 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 평화안보 패러다임은 핵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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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Jangnyeol MOON
Member,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 Former Professor,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 Continuous changes in the concept of security
1-1) Security means a safe condition or an act that ensures such a condition. Traditionally, the subject and object of such an act was
the state i.e., the state guaranteed the safety of the state. In most cases, the means used was the military power.
1-2) In the post-Cold War er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concept of security changed. In the act of providing safety, the role
of not only the state, but also external international groups and/or organizations has become important. Regarding the issue of
the 'referent object,’ i.e. safety for whom or what, there has been a rise in the pursuit of a comprehensive solution, ranging from a
certain level of decency in life for individuals through to the national economy, society, international peace, global climate, and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is, not only has the object of security changed, so too has the means of security been diversified.
1-3) Of course, the state remains the most important and powerful actor on the stage.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referent
objects, however, the rational distribution of the state's policy assets has now become more important. For exampl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conomy, health and the environment is in greater demand.

2. From ‘peace and security’ to ‘peace security’
2-1) ‘Peace security,’ as presented in this discussion, can be said to be a paradigm of the security policy that regards peace as a referent
object. This is of course more than the act of simply placing the two words, i.e. peace and security, side-by-side. In general, pea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pursued by a security policy, but the fact that peace and security are mentioned separately
proves that the overall concept of security is still firmly rooted in the traditional notions. traditional elements still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understanding that lays behind the overall concept of security.
2-2)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peace security, first, the primary goals of security are the restoration, creation, implementation,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eace. Second, these goals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elimination of structural
violence, an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unrest, in addition to the instability and vulnerabilities of the peace structure that
threate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ace. Third, peace security pursues peace through peaceful means. Fourth, and finally,
foreign policies must accordingly place importance on preventive diplomacy and 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and take an
active par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global security threats.
2-3) In the peace security paradigm, the strategies and policies of the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circles shar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military power must possess and be limited to a certain level of ‘defense sufficiency,’ and pursue 'minimum
deterrence’ against any present or potential adversaries. Second, the goals of military strategies are deterrence and crisis
management, and are thus limited to the repulsion of aggression, proportionate punishment, and the restoration of peace in
the shortest time possible with regard to external armed attacks. Third, bilateral and multilateral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and

536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537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 1 Peace Movement Session Ⅲ- 1
arms control must be pursued constantly, and defense and military diplomacy must be reinforced for this purpose. Fourth,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must be ensured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disputes, peace building and
humanitarian military support.

3. Peac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3-1) Peace security can be said to have universality and is not limited to certain countries, regions, or times. This is also of particular
relevance to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isk of war breaking out still persists
as the 70-year-old war ‘technically’ continues. North and South Koreas both have excessive military force, and there are also US
Forces that are additionally stationed in South Korea. The nuclear issue and mutually hostile policies are so close enough to the
threshold of war that it would cause the annihilation of the Korean people. Nevertheless, the policy autonomy of Korea, a directly
involved party, is restricted by the long-standing US-dependent structures and practices.
3-2) Accordingly, the adoption of a peace security paradigm is the call of the tim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 war in any
circumstance, while seeking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The North and
South must cooperate for this to happen, but in the current situation of deadlocked inter-Korean relations, South Korea whose
overall national power is superior to that of North Korea, must take th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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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In addition, to make sure that the US Forces in Korea do not have any negative impact on the peac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the US must consult each other closely and draw agreement on issues such as strategic flexibility, building
up military strength and operations. Furthermore, there is the necessity for Korea to have sovereign control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which at present is, in fact, just another arm of USFK. South Korea should enjoy freedom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y having authority to manage the armistice regime and exercise jurisdiction over the DMZ.

5. The Korean Peninsula issue of denuclearization
5-1) Peac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denuclearization issues. However, there is no need for
denuclearization to be a premise of peace security. The essence of the nuclear issue is primarily the hostility and mistrust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s well a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this has been formed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a long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e only real solution is to solve the main essence of the problem through progressive,
phased, and continuous negoti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The peace security paradigm will also work positively in solving
the nuclear issue.

3-3) The security paradigm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switch from what has been in place with the cold-war national security to
a new, post-cold war peace security. For starters, if changes that must be made at the level of the regime are considered, the
armistice regime must be replaced with one of peace, for the achievement of which the tasks facing us include ending the war, a
declaration of peace, negotiations for and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Second, the inter-Korean military confrontation
must be transformed into a relationship of military cooperation, which will need to be preceded by negotiations related to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control for quite some time. Third, the cold-war military alliance system must be replaced by a
post-cold war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The nature of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s of North and South
Korea each must change from preparations for war to those of peace keeping and crisis management. Lastly, North and South
Korea must break from having such excessive concentration on military security, and instead move toward enhancing human,
and comprehensive security.
3-4) As for the direction of changes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strategies of South Korea, first, South Korea must
break away from the US-dependent national defense approach and establish a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system. Second,
based on such a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system, the nature of the ROK-US alliance must evolve from an operational military
alliance to one that is geared toward a strategic peace alliance. Third, the excessiv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which in turn
causes the security dilemma, unviable cycle of an arms race , as well as bia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resources, must
be changed to an appropriate level in pursuit of defense sufficiency and arms control. Fourth, the goal of military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must be readjusted from the full restoration of North Korea after a counterattack including military government, to
the repulsion of aggression, the minimization of destruction, and the restoration of peace in the shortest time possible.

4. Peac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4-1) For the peac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ature of the ROK-US Alliance must be changed to a peace alliance. The US
alliance role must be changed to and include peace keeping and crisis management in a time of peace, as well as cooperation
and support for the restoration of peace under the aforementioned peace security paradigm in wartime. What this means is that
Korea plays the leading role in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and to ensure policy autonomy, operational control must also be
first transferred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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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3년, 다시 보는 평창 평화 프로세스
이정철
Jung-chul LEE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정철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과 경제안보팀 팀장을 거쳤으며 2006년 9월부터 숭실대학교 정치
외교학과에서 강의하였다. 숭실대학교 재임 시절에는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연구 활동 매진했다. 2014년에는 조지워싱
턴대학교 시거센터에서 15개월간 방문학자 연수를 마쳤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통일부, 국회,
청와대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남북관계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1995년
부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997년 석사 학위를 그리고 2002년에는 북한 정치 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LEE Jung-chul is a Professor in the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 former
Chief of Economic Security Team in th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2-2006) and a Professor in the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Soongsil University. (2006-2021) and for a year in 2014, he served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i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holds a Bachelor of Laws degree (1991)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M.A. (1997)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mplet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2. He has written books and articles on North Korea, including “Sanctions for Nuclear Inhibition:
Comparing Sanction Conditions between Iran and North Korea”(Asian Perspective, 2019),”Costly Signals, Failed Deterrence and A New
Alternative”(Legislative Studies in Korean, 2017); “Obama Doctrine and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Geopolitics, Nuclear Strategy,
and Value Diplomacy,”(Journal of Korean Politics in Korean, 2016) "Making Sense of North Korea: How to Respond to Pyongyang's
Charm Offensive,"(Foreign Affairs, 2015) and DPRK-US Confrontation(in Korean, 2012).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1.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
2018년 4.27일 판문점 선언 당시의 공연 “봄이 온다”의 감동이 언제였는가 싶을 정도로 남북관계는 급전직하로 얼어붙었다. 김여정 부부
장이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은 이래 기대와 열망은 식을 대로 식고 있다.

2019년 여름의 패착
남북관계가 악화된 결정적 계기는 2019년 8월이다. 그해 6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성사된 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에게 8월 한미군사연습이 중단된다면 북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연습을 중
단하라고 지시하였다. 볼턴 보좌관은 그의 자서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뒤집는 과정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있다. 7월 24일 한국을
방문한 볼턴은 에이브럼스 주한 미사령관과 해리스 주한 미대사와의 조찬 회동에서 반대를 이끌어내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8
월 군사연습을 강행하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이 군사연습을 극렬히 반대하고 초대형 방사포 등을 포함한 이른바 4종 세트의 미사
일 발사를 이어간다. 8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거세게 몰아세우며 한미군사연습을 강행한 것을 후회한다며 술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한편 이 상황을 다른 차원에서 공개한 우드워드의 ‘분노’는 2019년 8월 6일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다룬다.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와 군사연습이 병행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행동을 비판한다. 이어 한국 때리기에 나선 그는 “남조선의 국방장관이라는 자
(정경두 장관)가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였음을 비난하고 남조선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군사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힐난한다. 비대칭
전략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였음을 의미하는 장면이다.
실제 8월 16일 조평통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망언으로 문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에 나섰다. 남북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의 군사연습 중단이 가져온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주지하다시피 2018년 평창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2017년 12월 19일 강릉행 열차에서의 대통령 성명이다. 한미군사연습을 연기한다는
올림픽 휴전론이 이듬해 4월의 봄날을 이끌어 낸 것이다.
다시 싱가폴 북미 합의, 종전선언 내용을 담고 있던 합의문 초안(six p.m. text)이 허물어진 이래 간신히 짧은 합의문(short statement)이
싱가폴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볼턴의 초안 뒤집기 신공은 결국 종전선언을 파탄냈고 7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마저 빈손 귀국으
로 이어지게 했다.
이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것은 바로 그 해 8월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자 김정은 위원
장은 소위 러브레터로 알려진 2018년 8월 10일자 친서를 보낸다. 북미간 백악관 2차 정상회담 논의가 급진전된 것도 이 때였다. 이어 9
월 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친서 즉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는 친서가 전달되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적극 화답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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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이 바로 남북 9.19 정상회담이었다. 이후 사소한 논란으로 2차 정상회담은 해를 넘기게 되었지만 하노이 회담까
지 대화의 동력은 이어졌다.

논법이 적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제재와 생존의 경계를 넘나드는 북한을 읽는 두 번째 키워드인 셈이다.

북한이 2018년 8월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을 얼마나 반겼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반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면이다.

전작권 반환과 한미군사연습 중단의 딜레마
한미군사연습을 무조건 중단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하고 있고 한미 간 실행 훈련을 거쳐 IOC, FOC, FMC 등의 평가를 진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군사연습의 실행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한미군사연습의 중단 간에 적절한 균형
을 잡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원칙적으로 두 토끼 중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2020년 8월 북한은 한미군사연습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 지휘소 훈련을 중심으로 그 규모를 축
소한 덕분이었다. 반면 2021년 3월 지난 해 8월 수준 즉 지휘소 훈련을 중심으로 한 한미군사연습에 대해 북한은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그 막바지인 16일, 17일 비난 성명을 쏟아 내었다. 그리고 이어진 미사일 발사....
아마도 북한의 속내는 이번 3월의 군사 연습 역시 지휘소 훈련 중심의 연습임을 평가하였으리라. 그렇지 않았다면 3월 8일 훈련 시작 시점
에 비난 성명이 시작되었을 터이다. 뒤늦었지만 3월 26일 북한이 성명을 쏟아내고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이유는 한미군사연습 자
체에 있기 보다는 블링컨 국무 장관의 방한이나 말레이시아 단교와 문철명 송환 사태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북 정책 리뷰 결과 발표 등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도 있고, 급격히 화해 국면으로 전환할 지
도 모를 일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두 번의 평화 올림픽이라는 계기가 다가온
다는 점,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닫힌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 대북 인식론과 세 가지 키워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바라보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달콤한 민족주의로 북녘 땅을 생각하다가도 망언과 도발을 서
슴지 않는 저들의 행태를 보면 분노가 앞서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과 자제’로 되돌아가면 북한의 도발마저 우세(primacy)를 점하기 위한 의도적 광기(madman theory)로 번역해 볼
여지는 있다. 합리성을 가치나 도덕이 체현된 두터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옅게만(thin) 생각할 경우이다. 북한의 행태는 글로벌 가치에
는 반하지만, 자기들이 지켜온 역사적 경로와 그에 내재한 이익을 사수한다는 견지에서는 일관성을 그리고 때로는 효율성마저 갖고 있다.
‘합리적 비합리성(Rational Irrationality)’이 북한 이해의 첫 번째 인식론적 키워드인 이유이다. 북한의 도발은 예측 가능성이 없고 이 점에
서 일관되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사건이 지난 후 인과관계를 역추적해보면 그마저도 우리 측 인텔리젼스의 한계였거나 우리 내부
의 민-관 인지부조화 혹은 비대칭 정보 능력의 결과로 판명 나는 경우도 많다. 소위 참주식 폭정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대적 선전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우리의 무능력을 광고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한편 “잔 매 앞에 장사 없다”는 우리 속담이 증거 하듯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제재’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협상의 장을 강제한다는 주장
은 매력적이다. 차단(Interdiction)과 강압(Coercion)의 강도가 높을수록 제재가 더욱 힘 있게 작동한다는 논법은 탈냉전 시기나 아랍 스프
링의 경험을 통해 더욱 큰 힘을 받은 가설이다. 그런데 그런 시민 봉기의 미래가 민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현실은 봉기의 원인이
된 제재가 인도주의적 결손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 그 결과 질서 없는 미래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일
부 신권위주의 체제들이 붕괴되기보다는 국제 제재 레짐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하는 것 또한 예사롭지 않다. 쿠바, 이란, 베네주엘라, 미
얀마에 이어 북한을 보게 되면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민주주의 체제의 전유물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제재가 타겟 정권의 정책 수단을
‘붕괴’시키면 좋겠지만, 때로는 독재 권력의 정당성을 더 높여가는 역설도 재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시
아 국가들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비대칭성을 연구해 온 신권위주의 체제론의 주제인 독재 국가의 회복 탄력성(Autocratic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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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키워드는 정체성(Identity Politics)이다. 국제 관계론에서도 정치 경제와 합리성 예찬보다는 문화와 정체성을 되묻는 추세가 확산
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정학의 거대 컨텍스트 ‘내’에서 대결과 화해를 거듭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와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가? ‘북한
과 우리’를 묶는 하나의 정체성을 상정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매끈한 목소리가 질척거리는 역사의 궤도를 내칠 수만 있다면 경청해야 하겠
다. 하지만 이 불편한 ‘우리’를 둘러싼 정체성 논법이야말로 북한 독법의 대전제이다. 대북 우위 테제를 전제하면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과 혐오는 동전의 양면이다. 우월감에 근거한 동정 가득한 시선은 열패감을 직감할 때 느닷없이 적대와 혐오로 돌변하기도 한다. 도발
에 대한 혐오의 근원이 공동체 안팎의 구획과 그 우열 비교에 있다면 공동체의 범주 설정과 그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다. 이 점에서 민족공동체와 평화공동체의 낡은 이분법을 벗어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던진 생명공동체 논법은 중요한 시도의 하나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대통령이 나서야한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우리 대통령이 직접 첨단무기 도
입 건이나 군사연습 강행에 대한 해명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3월 16일 김여정 부부장은 조평통 해체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폐지 건이 김
정은 총비서에게 보고된 상태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막을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북한의 속내를 읽
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회군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경론이라는 외골수 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4.27
3주기를 맞이하는 연설이라도 조기에 개최해서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도쿄 올림픽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우리는 다시 올림픽 휴전의 계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 평창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 올림
픽 휴전론이었다면, 2021년의 평화 프로세스는 8월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적절한 균형 감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적절한 시점에 8월 군사
연습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하반기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점을 알리는 빵빠레가 될 것이다.
미국은 다행히 FFVD니 CVID니 하는 헛소리는 삼가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폴 합의문의 구절을 가이드 라인으로 삼고 있는 듯하
다. 3월 24일자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식 톱-다운 정상회담도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보텀-업도 아
니라고 알려왔다. 오바마식 보텀-업이 차관보, 부차관부 수준의 대화 채널을 의미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최소한 차관급 혹
은 장관급 대북 직접 대화를 정책 수단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공식 호칭으로 불러주는 것
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thug이라고 비하했지만 이젠 president라는 공식 호칭을 불
러 준다면 일단 장차관급 대화의 바퀴를 굴러하게 하는 윤활유는 뿌려지는 것이 아닐까?
실기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북한이라는 성질 급한 야생마를 말릴 길이 없을 태세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
할 이유가 없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불을 지피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4자 종전선언이라는 성과를 가져온다면 한
반도 평화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것으로 칭송될 것이다. 평화를 원하는 우리가 평화를 향해 뛰어들 때다.
2) 남북관계가 악화된 결정적 계기는 2019년 8월이다. 그해 6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성사된 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
령에게 8월 한미군사연습이 중단된다면 북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볼턴 보좌관은 그의 자서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뒤집는 과정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있다. 7월 24일 한국
을 방문한 볼턴은 에이브럼스 주한 미사령관과 해리스 주한 미대사와의 조찬 회동에서 반대를 이끌어내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
여 8월 군사연습을 강행하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이 군사연습을 극렬히 반대하고 초대형 방사포 등을 포함한 이른바 4종 세트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간다. 8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거세게 몰아세우며 한미군사연습을 강행한 것을 후회한다며 술회하지
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도쿄 올림픽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우리는 다시 올림픽 휴전의 계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 평창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이 올림픽 휴
전론이었다면, 2021년의 평화 프로세스는 8월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적절한 균형 감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적절한 시점에 8월 군사연습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하반기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점을 알리는 빵빠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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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행히 FFVD니 CVID니 하는 강경론을 자제하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폴 합의문의 구절을 가이드 라인으로 삼고 있는 듯
하다. 3월 24일자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식 톱-다운 정상회담도 아니지만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보텀-업도
아니라고 알려왔다. 오바마식 보텀-업이 차관보, 부차관부 수준의 대화 채널을 의미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최소한 차관급
혹은 장관급 대북 직접 대화를 정책 수단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공식 호칭으로 불러주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thug이라고 비하했지만 이젠 president라는 공식 호칭을
불러 준다면 일단 장차관급 대화의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윤활유는 뿌려지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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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 Peace-Building Process in Retrospect Three Years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Jung-chul LE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실기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북한이라는 성질 급한 야생마를 말릴 길이 없을 태세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
할 이유가 없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의 불을 지피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4자 종전선언이라는 성과를 가져온다면 한
반도 평화는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것으로 칭송될 것이다. 평화를 원하는 우리가 평화를 향해 뛰어들 때다.

1. Causes Exacerbating Inter-Korean Re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North has declined so dramatically that all the excitement from the joint performance
“Spring Is Coming” on the sidelines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April 27, 2018, has been all but forgotten. Ever since Deputy
Director Kim Yo-jong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the North spoiled the mood by saying, “those warm spring days three years ago
won't come easily again,”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have reached a new low.

A Bad Move in the Summer of 2019
The critical incident that exacerbated inter-Korean relations happened in August 2019. Earlier in June of the same year, a historical
trilateral summit was held between the South, North and US. During the talks, President Kim Jong-un said to the t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that he would continue dialogue with the US i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in August were stopped. In July, as if
supporting Kim’s call for the suspension, President Trump ordered a halt to the joint military drills. John Bolton,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described proudly in his book how he rejected the President’s demand. During his visit
to South Korea on July 24, he drew opposition from the Commander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Robert Abrams and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Harry Harris in a breakfast meeting and, ultimately, persuaded President Trump to go ahead with joint
military exercises in August. As everyone now knows, North Korea condemned the exercises and resumed their missile launches for
the four newly developed types of missiles including a super-large multiple rocket launcher. On August 17, President Trump harshly
criticized Bolton and said he regretted that he had given the green light to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but it was already too late then.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Bob Woodward described President Kim Jong-un’s personal letter, dated August 6, 2019, in his book
Rage. President Kim criticized Trump in his letter for exhibiting contradictory behavior, saying that it was not possible for joint military
exercises to take place at the same time as dialogue. He did not stop there and verbally attacked South Korea too. He said, “the socalled Defense Minister of South Korea (Minister Jeong Kyeong-doo) defined us as [South Korea’s] primary enemy,” and stated that
South Korea was no match to North Korea in terms of military prowess.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 thinks it has the upper hand
with its “asymmetric strategy.”
On August 16, the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went one step further and directly attacked President
Moon Jae-in by stating that his remarks would make the “boiled head of a cow roar with laughter” and that he was “the mountain that
labored and brought forth just a mouse.” Their denouncement implies that inter-Korean relations crossed a threshold that cannot be
re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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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uspensions of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wo DPRK-US Talks & Three Inter-Korea Summits as
Outcomes

2. The Three Keywords Regarding Our Awareness of North Korea

It is already known that the 2018 PyeongChang peace-building process began with the President’s remarks delivered on a train
bound for Gangneung on December 19, 2017. The “Olympic armistice” suspended KOR-US military drills and brought forth “spring
days” in April of the following year.
After an agreement draft dubbed the “six p.m. text”—encompassing DPRK-US negotiations in Singapore and a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became unattainable, a short statement ended up constituting the Singapore Declaration. Bolton’s act of flipping the
situation eventually disrupted the potential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made Mike Pompeo, the then US Secretary of State,
return from his visit to North Korea in July empty handed.
That situation was dramatically flipped again due to the suspension of KOR-US joint military exercises in August. Once President
Trump halted the military drills, President Kim Jong-un sent him a private letter, a so-called “love letter,” dated August 10, 2018. This
incident allowed the White House to make rapid progress in negotiations for holding a second round of DPRK-US talks. On September
6, President Kim Jong-un sent a historic private letter that mentione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nd President Trump responded to
it positively. These were the circumstances that allowed the Inter-Korean Summit to take place on September 19. Some insignificant
controversies delayed the second round of the DPRK-US talks into the next year, but the driving force of dialogue lasted until the
Hanoi Summit.
The positive respons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showed toward the drill suspension in August and its outcome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need to ruminate on if we are to examine where we are now.

A Dilemma: OPCON Transfer vs. Suspension of KOR-US Joint Military Exercises
The suspension of KOR-US joint military exercises cannot be made blindly but requires OPCON transfer, which involves the assessment
of the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I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and full mission capability (FMC)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KOR-US military exercises. That is why we need to strike a balance between drill implementation
for OPCON transfer to occur before the end of the Moon administration and drill suspension for the enh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principle, we should not lose both.
North Korea responded only with silence to KOR-US joint drills in August 2020 because the drills were scaled down to focus on
command post exercis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March 2021, when another round of joint drills focused on command
post exercises was carried out on a similar scale as those of last August, North Korea remained silent again. However, as the end of the
exercises approached, it hurled condemnations on March 16 and 17. Not long after, missiles were launched.
North Korea must have discerned that the joint drills in March were also focused on command post exercises, or it would have started
criticizing them at the beginning of the exercises on March 8. Assumably, North Korea’s motives behind the belated condemnations
and the series of missile launches on March 26 has less to do with the joint exercises but more to do with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s trip to South Korea, North Korea’s decision to cut ties with Malaysia and Mun Chol-myong’s extradition to the US, among
others.
Depending on the US's policy direction based on its North Korean policy review and other factors, Pyeongyang’s response may go
from bad to worse rapidly or lead to a conciliatory mood.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it is certainly impossible to carry out OPCON
transfer before the end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Still, what is certain for us is that we have the two upcoming events that may
serve as peace-promoting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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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hard to evaluate President Kim Jong-un’s regime by rational standards. We could try to understand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ism, a tempting option, but the North’s absurd condemnations and blatant provocations
make it difficult for us to contain our anger.
Nevertheless, after rediscovering our calmness and temperance, we might interpret the North’s provocations as the manifestation
of its madman theory on retaining primacy, based only on a thin version of rationality—instead of on the thick rationality as the
embodiment of value or morality. The North’s behavior contradicts global values but has been consistent or even efficient in maintaining
its historical trajectory and reaping the inherent benefits by doing so. For this reason, rational irrationality is the first keyword to help
improve our awareness of North Korea. Some opponents may argue that North Korean provocations are unpredictable and, therefore,
inconsistent. When we trace back such unpredictability and inconsistency in retrospect, however, it turns out in many cases to stem
from a limit in our intelligence gathering competency, or either internal cognitive dissonance or asymmetric intelligence gathering
capabilities of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t may be meaningful to call attention to the North’s unpredictability in the form
of anti-North Korean propaganda with the aim of highlighting its tyrannical rule, but we must remember that such an approach is a
double-edged sword advertising our incompetency.
As in the Korean proverb that states, “everyone gets weak when beaten even lightly but continually,” some insist that continued
and consistent sanctions can cripple the opponent and coerce it to the negotiation table, which is a tempting option. The logic
that more intensified interdiction and coercion leads to more powerful sanctions was further supported by post-Cold War or Arab
Spring phenomena. However, as the reality that takes hold after civil uprisings falls short of our democratic expectations, there have
been doubts about whether sanctions resulting in the uprisings are somehow lacking in humanity and whether such issues may
bring about a disordered future. On top of that, it is noteworthy that neo-authoritarian systems maintain a strong front against an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instead of being disrupted. Judging from North Korea as well as Cuba, Iran, Venezuela and Myanmar,
we realize that the notion of resilience does not exclusively belong to democratic systems. Sanctions might well be an appropriate
response if they disrupted the political means of their targeted regimes, but they sometimes instead give rise to the replication of a
paradox where the justification for dictatorial power is bolstered. The applicability of autocratic resilience—which has been a subject
of research for neo-authoritarianism theory to find asymmetric aspects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n
China, Russia and other Asian countries—is the second keyword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 straddling boundaries
between sanctions and survival.
The third keyword is identity politics. A growing trend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s to ruminate on culture and identity, instead
of applauding political economy and rationality. Which identity does North Korea share with South Korea while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confrontation and reconciliation within the larger geopolitical context of East Asia? If gentle voices from people who
feel uncomfortable about assuming a single identity shared by North Korea and us wake us up to stop history repeating itself, we
must listen to them. However, the identity argument behind the uncomfortable notion of us is the very prerequisite needed to truly
understand North Korea. If we assume the South has the upper hand over the North, pity and loathing toward North Korea and its
people are the other side of the same coin. A sympathetic gaze, based on a sense of superiority, can change abruptly into antagonism
and hatred as soon as a sense of defeat is perceived. If hatred toward North Korean provocations had originated from the drawing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boundaries within the same community and the comparison of which side is superior based on such
boundaries, we should have contemplated the scope of our community and its identity. In this sense, the “survival community”
argu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outes attempt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break the old dichotomy of an ethnic
community and a peace community.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549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 2 Peace Movement Session Ⅲ- 2
3. What then shall we do?
Our President must take a step forward. North Korea has already urged President Moon to step forward, twice. In January, President
Kim Jong-un asked that President Moon, at least, provide a direct explanation of the adaptation of advanced weapons and military
exercises that were carried out. On March 16, Deputy Director Kim Yo-jong threatened the South and said that the discussion over
the abolition of the Committee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and Geumgangsan Mountain International Tourism
Bureau had already been reported to General Secretary Kim Jong-un. We need to read the motives behind North Korea’s emphasis that
only th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can stop North Korean President Kim from deciding to do so. President Kim too has no choice
but to take a single-minded, uncompromising stance because there are no justifiable reasons to withdraw his troops. Therefore, our
President should step forward and, at the very least, give a speech in advance of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pril 27) to present a vision for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he meantime, we need to restore the opportunity for an “Olympic armistice” on the sidelines of the Tokyo and Beijing Olympics.
As the PyeongChang peace-building process started with the “Olympic armistice,” the peace-building process of 2021 could begin by
developing a good sense of balance, regarding KOR-US joint military exercises slated for August. We should announce what measures
would be taken for the joint drills in August at the right time, which will trumpet the beginning of the peace-building proces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Fortunately, the US now avoids mentioning nonsense such as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an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It seems that the US has taken up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in a provision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as its mantle. On March 24, the Washington Post report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neither President Donald Trump’s top-down approach of meeting with President Kim Jong-un nor President Barack Obama’s bottomup formulation. While the bottom-up formulation refers to the DPRK-US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assistant secretaries or
deputy assistant secretaries,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adopts DPRK-US direct communications, at least, on
secretary or assistant secretary levels as a policy means. In this vein, President Biden call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by his
official title would be a good start for future discussions. During the latest presidential election, Biden as a candidate offended the
North Korean leader by calling him a “thug.” If Biden addresses him by his official title of “president,” that would lubricate conversation,
for starters, between secretaries or assistant secretaries from the US and North Korea.
We cannot let this opportunity slip away. Should we delay this opportunity even slightly, North Korea may run amok like a wild horse,
and we will not be able to stop it.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make the same mistake as President Barack Obama did in 2009. If we can
ignite the “flame of peace” during the 2021 Tokyo Olympics and bear the “fruit of a quadruple joint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during the 2022 Beijing Olympic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pplauded for embodying the Olympic spirit in the best way
possible. It is time for us who want peace to make the leap forward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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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김경민
Kyung-min KIM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National General Secretary, YMCA Korea /
Standing Executive Chair, 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김경민은 한국사회의 손꼽히는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평생 가진 단 하나의 직업이 ‘시민운동가’였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1990년 대구YMCA 간사로 시민운동을 시작한 그는 기독교 사회운동, 청소년운동, 사회적 경제운동 등을 맹렬히 펼쳐 왔다. 2018년부터
한국YMCA전국연맹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상임대표이자 상임집행위원장으로 다양한 각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조율하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뛰고 있다.

KIM Kyung-min is one of the best-known civil activists in South Korea. He is proud of being able to say that the only job he has had in
his whole life is a ‘civil activist.’ Entering into the civil’ movement community as the secretary of Daegu YMCA in 1990, he has actively
engaged in, among others, Christian social movement, youth movement, and social economic movement. He was appointed to
be the secretary general of YMCA Korea in 2018 and is now coordinating a wide range of civic social networks in support of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standing representative and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chairman of the
June 15 South Side Committee.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1. 4.27 판문점선언 3년, 지켜지지 않은 약속
4.27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로 향한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낸 역사적인 선언이었다. 판문점선언은 그 1조 1항에서 확인했듯이 “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조로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자신감과 남북 지
도자의 리더십이 결합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한해를 넘기지 못하고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합의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계속되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물
론 역대급 군비증강과 무기도입 등 대북 적대정책은 강화되었으며, 대북전단살포 중단 등 기본적인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까지 가는 과정에 한미워킹그룹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넘어서지
못한 채 합의대로 남북관계를 과감하게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기였다.

2. 판문점선언을 만든 시대전환의 동력
판문점선언을 만들어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북측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새로운 국면 창출은 북미대결에서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었다. 남측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불의의 찬 권력
을 몰아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새판을 설계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의 중재자가 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도 넘쳐났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렇게 남북이 손발을 맞춰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시대전환의 힘에 기초했다.
문제는 그 모멘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는가이다.
출발의 단초로 판문점선언이 촛불혁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힘에 의한 정권교체가 없
었다면 남북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새로운 장은 만들기 어려웠음을 복기해야 한다. 오로지 시민의 힘을 믿고, 민족의 힘을 믿고 난관을 과
감히 돌파하는 용기있는 결단과 행동이 절실한 이유이다.

3.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진단 없는 대안은 해법이 아니다.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실현이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
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제 다시 대화를 준비할 시간이라 말했다. 더불어 5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
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했다. 한미동맹을 강화
기조에서 남북관계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하며, “남측이 움직이는 만큼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근본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입장과 자세”를 요구하며 적대행위 중단, 남북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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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의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한다. 적대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과거를 불문하고 양보하고 타협
하며 극적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양보와 타협도 상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지난 2년은 철저히 남북의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상실한 ‘조건 없는 대화’ 촉구는 듣기 좋은 말일 뿐이다.

화가 진행될 때는 이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2년간의 남북합의 이행의 조건과 환경은 끊임없이 악화되었다. 이것이 신뢰파괴의 근본 원인이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 악화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는 대화 제안에 진정성은 있을 수 없으며, 약속 불이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지 않은 대안은 해법이 아니다. 또한 대
화 재개를 위한 환경 변화의 노력 없는 일방적 대북지원 발표와 같은 기능주의적 접근이나, 지엽적인 협력요구는 현 국면을 더 고착, 악화
시킬 뿐이다.

6.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4. 국면을 전환하려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인만큼 새로운 세대의 정서와 감각, 현실에 맞는 운동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의 청년과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는 더 힘을 쏟아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 기조 속에 미국에 대한 설득이든 협력이든 한미공조의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해법은 과연 올바른가? 그렇
게 하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구축되는 것인가? 정부가 자평하는 ‘평화관리’가 우리의 최종 지향은 아닐진대, 오히려 새로운 긴장
과 대결국면을 양산하지는 않겠는가?
문제는 한미동맹 강화 속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은 정부가 일관되게 주창하는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현실적 실현과 정면으
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이 공존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미중 간의 경쟁과 대결이 심화되는 속에서 동맹의 성
격도 변화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의 해법이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협력에 과연 도움을 주는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미국은 어떠한가. 바이든 정부도 인권을 내세우고, 비핵화를 내세우며 아태지역에서의 패권 유지, 강화에 애쓰고 있다. 외교와 압박을 병행
한다고 하면서 공은 북으로 돌리고, 대북 적대정책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 북은 ‘선대선 강대강’의 입장에서 적
대정책의 전환 없이는 협상은 없다 일축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이 냉전적 ‘군사동맹’으로, 대결적 ‘가치동맹’으로 나가가고 있다면 이는 결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주시 못할뿐더러 동북아
의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킬 수 있다.

때로는 정부를 지지·지원하고 때로는 비판·견인하며 보다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이다.

시민사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민족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과제를 과감히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남측
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일에도 더 주목해야 하며, 남북합의 이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보도 필요하다. 다양한 교
육, 캠페인 등을 통해 평화통일의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통해 민간의 통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꽉 막혀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2막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시급히 실천에 나서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2018년 두 번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 가져온 남북, 북미관계의 진전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현재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
해서는 상호신뢰를 위한 적극적인 선행주조가 필요하며, 특히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인 중단이 절실하다. 또한 군비증강 등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하는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판문점선언 1조 1항의 실질적 구현과 실현이야 말로 유일한 해법이
며,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남북합의 이행에 다시 나서는 것이 정확한 길이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담론을 제기하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답을 찾아보자.
2020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
결하는 것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끊임없이 상상하고 시민들과 대화했으면 한다.
더불어 “냉전동맹을 평화동맹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평등한 한미관계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한 발 과감히 선을 넘자고 제안한
다.
낡은 동맹질서를 남북협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함께 만들자

이제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특히 한미,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가면서 남북공조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길이 필요한 때다.

5. 남북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시민사회는 당사자로서의 자기 몫을 충실히 다해 왔다.
60년 4.19 1주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의 외침에서, 80년대 청년학생들의 선도적인 통일투쟁, 문익환 목사의 방북으로 대표되는 선
지자들의 발걸음과 3자연대 운동, 6.15공동선언 이후 10.4선언으로 이어지는 ‘6.15시대’라 불리는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시기를 거쳐 오늘
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시민사회는 쉼 없이 달려왔다.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민간차원
의 남북협력과 단합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시민사회는 고유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정세가 악화되더라고 긴장의 완충 역
할을 수행해 왔으며 꾸준한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해 왔다. 당국 간 관계가 어려울 때도 상대적 유연성을 바탕으
로 남북관계 개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져왔다.
시민사회는 남북관계 개선의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일,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구조, 제도, 인식 등을 바꾸기 위한 일, 남북합의의 적극
적 이행을 위한 실천 및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은 물론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는 이를 연결하는 가교로, 당국 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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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 alternative without diagnosis of the non-fulfillment of promises is not a solution.

The Role of Civil Societies for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Kyung-min KIM
National General Secretary, YMCA Korea / Standing Executive Chair, 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In celebration of the 3rd anniversary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President Moon Jae-in said that the realization of the Declaration
has many difficulties due to “external conditions and practical constraints,” bu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managed
stably without any military conflict,” and that it is time to prepare for talks again. He also said that he expects that the Korea-U.S.
summit in May “will become an opportunity to further solidify the ROK-US alliance and closely coordin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establishing a direction for development.” This demonstrates that he intended to seek inter-Korean relations while reinforcing
the ROK-US alliance.

It has been 3 years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In contrast, North Korea commented on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by stating that “we returned to the pre-Panmunjom
Declaration era,” and “we would do whatever is necessary to counter South Korea’s moves.” North Korea also “demanded a position
and attitude to resolve the fundamental issues first,” and urged suspension of hostilities and faithful fulfillment of the North-South
Declaration. If the fundamental issues are not resolved, North Korea insists that inter-Korean relations will not move forward.

The Declaration was historic, creating a new horizon for the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confirmed in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it wa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between of confidence that there is nothing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cannot achieve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independence which specifies that the destiny of
our nation is determined on their own accord” and the leadership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Some demanded an “unconditional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to overcome this reality. Even in hostile relations, regardless
of the past, concessions, compromises, and dramatic dialogues are created at times. However, these concessions and compromises
are impossible without mutual trust. For at least the past two years, the tru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disintegrated. The
call for an “unconditional dialogue,” which did not evaluate or reflect on this erosion of trust, is just lip service.

But the agreement was broken less than a year after the Declaration,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continued its actions
running against the agreement. South Korea reinforced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e.g.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an unprecedented military buildup and purchase of weapons. In addition, basic agreements such as the suspension of distribution
of leaflets to North Korea were not honored.

In the past 2 years, the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North-South agreement constantly deteriorated. This
is the root cause of the destruction of trust. A proposal for dialogue without taking responsibility for or reflecting on the deterioration
of these conditions and environment cannot be sincere; an alternative not based on a correct diagnosis of the non-fulfillment of
promises is not a solution. Also, a functionalist approach such as the announcement of unilateral support for North Korea without
any effort to change the environment to resume dialogue or a peripheral call for cooperation will only solidify or worsen the current
situation.

1. The 3rd anniversary of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 broken promise

In particular, from the September Joint Declaration in Pyongyang to the DRPK-US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the interference
and intervention of the US, symbolized by the ROK-US Working Group, could not be overcome, and the biggest mistake was the
failure to move inter-Korean relations forward as agreed.

2. The driving force of transformation leading to the Panmunjom Declaration
Where is the power that created the Panmunjom Declaration?
North Korea’s new turn toward "completion of nuclear power" led the US to the negotiation table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gainst the backdrop of South Korea having driven away its own previous unjust administration with the power
of "candlelight citizens," the country accomplished a regime change and designed a new framework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The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nted to become a mediator for establishment of a new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as full of confidence.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was based on the power of transformation allowing
North and South Korea to cooperate and take inter-Korean relations to a new level.
The question is from where and how we can revive this momentum.
As a starting point, I’d like to emphasize that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an extension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Without the
regime change by the overwhelming power created by candlelight citizens, we should remember that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make a new arena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peace and prosperity. This is why we desperately need to
trust the power of citizens and the power of people, with the courageous determination and action to boldly break through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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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 tip the balance, a new order in line with the new era is needed.
At a time when the ROK-US alliance is being reinforced, is the effort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Korea-US cooperation
the right solu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means persuading the US or cooperating with the US? If we do so, will a powerful peace
system be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As what the Government calls "peace management" is not our final goal, won’t it
rather create a new tension or confrontation?
The problem is that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while the ROK-US alliance is being reinforced runs counter to the realistic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system, consistently advocated by the government.
We must now ask, "Can the Korean Peninsula peace and ROK-US alliance coexist?" With the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tensifying, the nature of alliance is also changing. We must strategically judge whether the reinforcement of the
ROK-US alliance will help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that matter, peace cooperation in East Asia.
What about the U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lso striving to maintain and strengthen its hegemony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advocating human rights and denuclearization. While juxtaposing diplomacy and pressure, the US says the ball is with North
Korea while never letting up its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is the harsh reality. Regarding this, North Korea says there is no
negotiation without a change in the hostile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the "'tit for tat"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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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ll, if the ROK-US alliance is moving toward Cold War-like "military alliance" and confrontational "value alliance," it will never help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y increase the tension and confrontation in Northeast Asia.

military buildup, is the key to problem solving.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realiz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is the only solution, and the correct way is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agree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independence

Now on the path to a new change in world order, we need a new way to crea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ind a new road
leading to prosperity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while harmonizing rel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particularly the ROK-US and ROK-China relations.

5. The role of civil societi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civil societies have done their part faithfully as parties directly involved. From the
shout on April 19, 1961, “Let’s go to the North, come to the South!,” through the development period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hich is called the June 15 age, e.g. the young students’ proactive unification struggle in the 1980’s, the prophetic steps
represented by Reverend Moon Ik-hwan’s visit to North Korea, the trilateral solidarity movement,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after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civil societies have constantly worked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unification. Even during the
period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in which inter-Korean relations were again strained, the effort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unity at the private level continued.

Let's raise a fundamental discourse to crea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alk with citizens and find the answers.
I hope that civil societies will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which started in 2020. Let's
constantly imagine what future the cessation of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clusion of the peace agreement will bring
and talk with citizens. In addition, to turn the Cold War alliance into the Peace Alliance and the unequal ROK-US alliance into equal
ROK-US relations, I propose that civil societies boldly cross the line. Let's make a new Korean Peninsula by turning the old alliance
order into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civil societies have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ir
uniqueness and autonomy and played a role as a buffer of tension even through a worsening situation guaranteeing the continuity of
inter-Korean relations by consistent exchange and cooperation activities. Even when the relations between authorities were difficult,
they could serve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their relative flexibility.
Civil societies have been creating the social conditions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changing the structures, institutions and
perceptions hindering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aking actions to actively implement North-South agreements,
forming public opinions, creating social agreements,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two Koreas when the dialogue has been cut off,
and accelerating the dialogue between authorities. At times, they advocated and supported the government, and at other times, they
criticized and checked the government in a bid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6. Tasks facing civil societies for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Civil societies must broaden the national consensus by boldly presenting tasks that both Koreas can agree to for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y must pay more attention to generating social consensus in South Korea and take bold actions in regard
to those elements which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They must not only raise the awareness of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various forms of education and campaigns, but also strengthen the unification competency of the private sector
by reinforcing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More than anything, as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design a new future, they must constantly explore movements suited to the emotions, senses, and reality of
the new generation. In this respect, civil societies must work harder to increase the roles of youth and women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even private-level exchanges are tightly blocked, to open a new chapter in Korean Peninsula peace,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civil societies must urgently accomplish. In 2018, we already experienced advance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DPRK-US relations brought about by the cessation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on two occasions. To resume
inter-Korean talks, an active precursor for mutual trust is necessary, and in particular, preemptive cessation of the August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is urgently needed. Also, fundamental policy changes, such as cessation of the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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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P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넥서스와 평화 ODA 플랫폼
김성규

김성규
Sung Gyu KIM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President,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KAIDEC)

김성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FU Berli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베를린 자유대 오토주어인스티
튜트 연구원을 지냈다. 한국에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of Korea) 전문위원, 한
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상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SNUAC)) 국제개발협력연구
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
개발협력과 한국의 ODA 정책이며, 주요 논문과 저서로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모색> <개도국 사회적 기회와 안전망 확대 방안
연구>, <개도국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연구>, <개도국 민간기업 형성 방안 연구>, <새마을운동 ODA 와 개발협력>, <기업의 글로벌 공헌
(Global CSR)과 개발협력> 등이 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KIM Sung Gyu received his MA from the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Ph.D. from Freie Universität
Berlin (FU Berlin). He was also a researcher of Otto-Suhr-Institute of FU Berlin. In Korea, he has been an expert committeeman of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of Korea, a senior research fellow of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d a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SNUAC). He is now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enter of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at Korea University.
His main research areas includ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ODA policies of South Korea, with his main theses
and books including < Searching for a new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A study on social opportunities
and ways to expand safety nets in developing countries>, <A study on ways to support job cre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rivate enterp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Saemaul Undong OD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and <(Global CSR) of enterprise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urrently, he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AIDEC).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1. 개발협력과 Triple Nexus : 개념과 배경

•2016년 UN의 인류애를 위한 의제 (Agenda for Humanity)'는 구조화된 갈등과 개발의 현안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 시스
템의 혁신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개선하는 것. 이는 인도주의 부문과 개발 부문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현장의 필요성, 위험성,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공유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통상적으로 '새로운 작업 방식'(New Way of Working, NWOW)이라고 명명 됨.
•'인도주의-개발 넥서스 (Humanitarian-Development nexus)' 혹은 '더블 넥서스 (double nexus)' : 인도주의적 지원-개발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방식. 두 분야가 다년간 수행된 운영방식을 상호 공유, 협력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달성하고자 함. 예를
들어, 단기 구호 활동이 장기 지역사회 요구와 경합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함. 사례: Micro Finance 사업이 지역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
과 사회결속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사회적 기업을 통해 여성의 권리향상이 난민지원 프로그램에 통합되는 경우, 현금지원과 바우처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서 지역시장이 활성화되는 사례 등.
•Double nexus에서 Triple Nexus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성(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triple nexus)이란 실
제 사업의 기획 및 운영차원에서 사용되는 접근방식 중의 하나.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세 분야 간의 상이한 활동방식 및 재원조달 방식
을 상호 조율하여 공동의 자금과 활동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공동성과(collective outcome)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협력 방식. Triple nexus 논의는 지난 2016년 5월 개최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를 기점으로 본격화 됨.
•Triple nexus 가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취약성에서 기인함. 분쟁의 만연화/구조화로 인한 평화의 위협, 대규모 난민 발생 등
의 분쟁 위기를 해소하며, 분쟁예방 및 평화지속화(sustaining peace)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활동가들이 평화요소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자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서로의 한계 및 제약사항을 상호 보완하고자 함.
지난 10년간 분쟁과 갈등으로 발생한 이슈들과 국제개발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동시에 급증함. 2017년 무력갈등 건수는 30년
만에 가장 높게 집계되었고, 갈등이 지속되는 기간 역시 점점 길어지는 추세임. 1970년에 종료된 갈등 사태들은 평균적으로 9.6
년이 지속되었던 반면, 2014년에는 갈등 지속 기간이 평균 26.7년으로 늘어남. 무엇보다 갈등은 ‘종식’ 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 평화협정들은 체결된 이후 5년 안에 3분의 1이 무효화 된다는데 평화 구축의 어려움이 있음. 개발이 지속가능한 ‘
평화 구축’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2. HDP Nexus 주요 이슈와 현황
•최
 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갈등 사태는 난민의 증가와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 현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 예를 들어 2018
년 말 기준 전 세계 ‘비자발적 이동’의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 국내외 난민, 망명 신청자 수는 20년 전보다 두 배 늘어난 7,080만 명에
달함. 현재 전 세계 난민의 약 84%는 출신 국가와 국경을 맞댄 중-저소득 국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장기화
된 난민 상황으로 고국을 떠난 기간은 평균 26년임. 취약계층 및 빈곤층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OECD에 따르면 2030년까
지 이미 극심한 빈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80%가 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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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국 개입’과 SDGs: 2011년 국제사회에서 ‘취약국 개입을 위한 뉴딜’이 채택되면서 개발협력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이슈가 본격적으
로 연계되기 시작했음. 아울러 2015년 SDGs 채택 이후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하지만 SDG 16 이행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분쟁 예방, 평화 구축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액은 ODA 총액의 3%에 불과한 실정. 특히 대부분의 지원이 분쟁의 근
본적인 원인해결과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구축 간의 유기적 연계 역시 매우 미흡한 상황.

인권 및 안전 보장, 법치 접근성 향상, 2) 현지 주민 주도 평화 기반 확대: 소외, 취약계층의 자발적 참여 커뮤니티 그룹 형성,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커뮤니티 내 청년 및 아동 대상 평화/정의/인권 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현지주민(여성, 청년 중심) 참여를 통한 커뮤니티
내 자발적 문제분석 및 갈등관리, 해결방안 도출, 3)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포용적 거버넌스 확립: SDG16 및 국제인권기준 등 글로
벌 아젠다에 부합하는 국가 이행 정책 및 제도 수립, SDG16 관련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지표 이행 역량 강화

•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ODA 중 60% 이상이 프로젝트 원
조 형태이며, 프로그램 원조는 10% 미만에 머물고 있음.

• 메콩 4개국(CLMV;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평화마을 조성 사업 : 2020년부터 SDG가 종료하는 2030년까지 캄보디아, 라오
스, 미얀마, 베트남 농촌지역에서 ‘평화롭고 포용적인 농촌마을’을 만들어가는 평화 이니셔티브. 메콩강 인접 4개국은 제2차 인도차이
나 전쟁과 내전 기간 사용된 지뢰·집속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며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음. 메콩 4개국 평화마을 조성 프로그램은 크게 지뢰 위험 제거, 장애인 인권보호, 농촌 소득 증진, 여성의 권한 강화 및 참여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

• 만성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분쟁 취약국 대상 사업의 경우,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발굴과 시행, 모니터링 보다는 현지 시스템을 활용
하여 국가우선순위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다자출연 신탁기금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최근 HDP 넥서스 지원 단계별, 다
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 상황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일맥상통함. 재정 프로그램 원조는 프로젝트, 기술협력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 예산 지원 등 재정 프로그램 원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산지원
방식을 활용할 때는 수원국 정부와 현지 파트너 기관의 역량구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대상국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지 주인의식 및 시스템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역량 강화에 대한 기술협력과 정책자문이 함
께 이루어져야 함. 이때 개별 국가와 상황의 특수성과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분쟁 후 안정화 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 국가시스템 구축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이 중요함. 하지만 ‘분쟁 후 안정화’ 의 과
정과 방식은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3. 지방정부 국제협력과 네트워크
• 그간의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추세를 보면, 인권보장, 인종차별반대, 연대운동, 긴장완화와 평화건설, 한반도 통일 기반조성, 행정역량과
민주주의 강화, 인도적 원조와 빈곤퇴치, 사회개발, 문화교류 등의 영역이 강조되고 해당 부문 사업이 발굴, 수행되어 옴.
• 환경부문은 1990년대 지구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자체간 국제협력이 크게 늘어난 영역임. 1990년에는 43개국 200여 개의 지방
자치단체들이 환경관리능력의 향상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지자체환경협의회(ICLEI)을 창설. 1991년 국제
지방자치단체연합(IULA)은 환경의 질, 인간의 건강, 생물과 문화의 다양성 등의 가치를 지방정부의 운영 전반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환경과 보건 및 생활방식에 관한 선언’을 채택 함.
• 지방정부 네트워크 역할: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주도적인 지방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민간
부문이 협조하는 체제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부문의 참여는 소극적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낮은 효과성과 낮은 지속가능성 등
의 한계가 나타남.
• 긍정적인 사례: 네덜란드 그로닝겐 시는 1989년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 인권, 환경보호에 관한 지방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제3세계센
터, 제3세계상점, 평화정보센터, 자매결연사업, 탄자니아 난민구호사업 등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냄. 해당 성공 사례는 계획수립 초
기부터 모든 시민단체들의 참여와,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방외교정책심의회 개최에 기인한다고 평가됨.
따라서 지방정부는 의제설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부문, 특히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경기도형 평화 ODA' 사업: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뢰 제거, 국제 산림 협력 등 사업추진. 평화 ODA는 인도주
의적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가 정착·확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
점을 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권고한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 모델에 부합하는 국내 최초 지방정부 ODA 사업으로 주
목 됨.

4. 우리나라 평화 ODA 사업 사례
• KOICA SDG16 PEACE 이니셔티브 사업은 크게 세 부문으로 이루어짐. 1) 소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및 정의 접근성 강화: 커뮤니티 내
시민법률활동가(paralegal) 또는 평화 활동가 양성, SDG 16 관련 정부 정책 이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애드보커시 역량 강화, 소외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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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는 매설되어 있는 많은 지뢰 때문에 폭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러한 폭발사고로 연간 100명 이상이 죽거나 다
쳐 휴유증과 절단 장애에 시달리고 있음. 캄보디아 지뢰 없는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캄보디아 지뢰제거 연대와 협력으로 1단계 사
업을 통해 71.5만 제곱미터, 2단계를 통해 113.2만 제곱미터 면적의 지뢰를 제거함.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지뢰를 제거한 면적
은 각각 서울과 경기도 면적보다 클 정도로 꽤 넓은 지역. 지뢰의 물리적 제거 외 주민 대상으로 지뢰 위험성 교육을 실시함. 또한
지뢰를 제거한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초등학교 등 교육 시설을 개·보수하고, 태양열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마을
에 우물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에게 식수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음. 결국 교육과 보건,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주민
정착 및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함.

• 우리나라는 지뢰 제거 및 지역발전 사업을 메콩지역 CLMV 국가들로 확대하고자 함.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가별 지
원을 넘어 지역 수준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지향하는 ‘한-메콩 평화공동체 조성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한-메콩 평화공동체 조
성 프로그램을 통해 메콩 농촌지역의 전쟁폭발물을 제거, 폭발물 피해자(장애인) 지원, 재활을 도울 예정. 또한 폭발물 제거 후 생산적
인 토지로 활용하고 농촌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5. HDP Nexus, 평화 ODA 플랫폼 방향성
•현
 재 한반도 평화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평화이슈를 주요한 정부 가치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평화 ODA 이슈의 이행, SDG16의 이행
을 위해 triple nexus 차원에서의 개발협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
 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할 평화 ODA가 ‘무엇’ 인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또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
도적 지원, 개발 그리고 평화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특
 히, SDG16 차원에서의 평화전략, 취약국 지원전략, 인도적 지원전략을 triple nexus 차원에서 연계하여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
triple nexus 파일럿 사업을 발굴, 실제 사업 운영을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함.
•재
 원마련 방안과 운영 방식 개선은 triple nexus 이니셔티브 형성과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다년도 예산 운영 방식의 효
과성을 인지하고 전환이 필요함. 실제로 일시적, 단년도 예산구조는 수원국의 원조 의존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지
 방정부 특성화 사업과 개도국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파일럿 사업 발굴: 그간대부분의 ODA 사업은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
기보다는 분쟁 후 개입하는 경향이 높음. 따라서 정치사회, 경제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분쟁의 예방,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는 중점
을 두어야 함.
•평
 화 ODA 수행을 위한 Triple nexus 방법론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의 중요성, 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 지방 정부를 포함한 다양
한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열린 플랫폼) 형성과 이들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committee 구축의 요구가 증
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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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 issues and current status of the HDP Nexus

HDP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and Peace ODA platform
Sung Gyu KIM
President,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KAIDEC)

1.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riple Nexus: Concept and background
• In 2016 the UN Agenda for Humanity aims to improve countermeasures by innovating the humanitarian aid system at a time when
structured conflicts and development issues coexist. Its purpose is to minimize the necessities, risks, and vulnerabilities of the field
and derive shared outcomes by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the humanitarian sector and the development sector. In general,
it is called the New Way of Working (NWOW).
•Humanitarian-Development nexus, or double nexus, is an approach to reduce the gap between humanitarian aid and development.
It tries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achieve results by sharing the operation methods according to which the two areas have
been operated for many years and through cooperation. For example, short-term relief efforts sometimes lead to outcomes that
compete with long-term community needs. One case is microfinance projects, which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economic
independence and social cohesion of local refugees. If improvement of women's rights is integrated with the refugee support
program through social enterprises, the local market is invigorated as cash and voucher services are provided at the same time.
•From double nexus to triple nexus: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HDP triple nexus) is one of the approaches used
in planning and operating actual projects. Its purpose is to raise common funds and prepare common methods of activity by
coordinating the different methods of activity and raising funds among the three areas, i.e.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and
peace. It is a method of cooperation to effectively achieve a collective outcome. The triple nexus began to be discussed in earnest
at the World Humanitarian Summit held in May 2016.
•The triple nexus attracted attention because of the vulnerabilities of international society. To reduce threats to peace due to
the perpetuation/structuralization of disputes and crises of disputes, e.g. the occurrence of large numbers of refugees, prevent
disputes, and build sustaining peace, humanitarian aid and development activists will utilize the comparative advantages thereof
based on their common understanding of the elements of peace, while complementing each other's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In the past 10 years, issues due to dispute and conflicts and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by international development
increased sharply at the same time. The number of armed conflicts in 2017 was the greatest in 30 years, and the duration
of conflict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conflicts that ended in 1970 lasted for 9.6 years on average, whereas the duration of
conflicts increased to 26.7 years on average in 2014. More than anything else, conflicts are highly likely to recur even if they
"come to an end." The difficulty of peace building is the fact that 1/3 of peace agreements are nullified 5 years after they are
signed. Questions are raised as to whether development contributed to sustainable peac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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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conflicts, which are intensifying around the world in recent years, are highly related to the increase of refugees and the
problem of poverty. For example, as of the end of 2018, the size of global forced displacement was the greatest in history, and
the number of domestic and overseas refugees and asylum seekers doubled to 70.8 million compared to 20 years ago. Currently,
about 84% of refugees around the world are staying in mid-to-low income countries sharing the border with their country of origin.
According to the 2017 statistics, the average amount of time that refugees are away from their homeland is 26 years due to the
prolonged refugee situation. Damages to the vulnerable and the poor are gradually getting worse, and according to the OECD, 80%
of those who are already extremely poor will be exposed to a more vulnerable environment by 2030.
•Intervention in vulnerable countries and SDGs: As international society adopted the “New Deal on Fragile States” in 2011, peace
and security issues began to be linked in earnest for the sak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addition, after SDGs were adopted
in 2015, visible efforts to prevent disputes and build peace are being made. However, Korea's aid amount for dispute prevention
and peace building, which are keys to implementation of SDG 16, is merely 3% of the tot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mount. In particular, most support is ex-post support rather than solving and prevent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disputes, and
the organic link between humanitarian aid-development-peace building is also unsatisfacto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e need to think about types and areas of aid. For example, currently,
about 60% of Korea's ODA is the in the form of projects; aid program aids account for less than 10%. And as for projects targeting
dispute fragile countries, which have chronic vulnerabilities, the utilization of multi-donor trust funds, which use local systems
to invest in top-priority national projects is emphazised rather than identification,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individual
projects. It is consistent with the recent effor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by linking HDP nexus support stages and
various means. Financial program aid is not robust in Korea where project aid and technical cooperation enjoy a large proportion of
aid. A serious approach to financial aid programs, e.g. budget support, is necessary. When the budget support method is utilized,
support for building the competency of the govern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local partner institutions must be provided
together.
•It is necessary to use the systems of the target country to develop a sense of ownership and build system competency. At the same,
technical cooperation to reinforce competency and policy consulting must be provided together. At this time, it is important to
fully understand the specificity and differences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ake a differentiated approach. For example, in countries
that are in the stabilization stage after a dispute, technical support for building national systems and reinforcing governance is
important. But it must be admitted that there are various processes and methods of stabilization after a dispute.

3.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etwork
•Looking at the trends in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reas as guaranteeing human rights, anti-racism,
solidarity movements, relaxation of tensions, peace construction, laying down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inforcement of administrative competency and democracy, humanitarian aid, eradication of poverty, social development and
cultural exchange, are committed to, and projects in those area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environmental a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greatly increased in the 1990’s amid concerns
about the global environment. In 1990, over 200 local governments in 43 countries founded the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ICLEI) to improve the ability to manage the environment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1991, the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IULA) adopted the Declaration on the Environment, Health
and Lifestyle urging local governments to reflect such values as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human health, and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in their overal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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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network: The network between local governments basically has a system in which local
governments take the initiative and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civil societies cooperate. Accordingly, the private sector has been
passive in participation. This has led to such limitations as a low level of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A positive case: Groningen, Netherlands established local diplomatic policies concerning sustainable development, peac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89, and achieved many results in third world centers, third world stores, peace
information centers, sisterhood projects, and Tanzania refugee relief projects. This success story is attributed to the participation of
all civil societies so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and the local diplomatic policy council in which they can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and criticism.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hat local governments guarantee and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particularly, citizens, in all processes from agenda setting to evaluation.
•Gyeonggi-do peace ODA projects: Gyeonggi-do is carrying out projects, e.g. mine removal and Inter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in 9 countries including Kyrgyzstan and Vietnam. Peace ODA is based on humanitarian projects, and promotes the socio-economical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ies. It focuses on laying down the foundation for ultimately establishing and spreading peace.
They are the first ODA projects of a local government in Korea that conform to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link" model
recommended by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4. Domestic cases of the peace ODA projects
•The KOICA SDG16 PEACE initiative project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1)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and reinforcing accessibility to justice: training paralegals or peace activists in the community, monitoring the understanding
of SDG 16-related government policies, reinforcing advocacy competency,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and safety of the
underprivileged, improving accessibility to the rule of law, 2) expansion of the foundation for peace led by local residents: forming
voluntary participation community groups of the underprivileged, reinforcing their socio-economical competency, reinforcing the
competency of citizens by providing peace/justice/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youth and children in the community, voluntarily
analyzing problems in the community, managing conflicts and deriving solution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women and youth in particular), 3) establishing transparent and responsible inclusive governance of the government: establishing
national implementation policies and systems in conformance with the global agenda, e.g. SDG16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mplementing SDG16-related institutions and systems, and reinforcing indicator implementation competency
•Project to construct peace villages in 4 Mekong countries (CLMV;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A peace initiative to
make peaceful and inclusive rural villages in the rural areas of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from 2020 to 2030 when
SDG concludes. The four countries adjacent to the Mekong River continue to suffer damages due to the mines and cluster bombs
used during the 2nd Indochina War and the civil war, and have difficulties in securing the safety of residents and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The program for constructing peace villages in the four Mekong countries is planning to carry out such projects as
mine removal,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increasing rural income, reinforcing the rights of women and increasing
thei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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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mbodia, many explosion accidents take place due to the large number of mines, and more than 100 people die or are
injured each year in such explosion accidents, suffering from aftereffects and amputation disorders. The project to construct
peace mine-less villages in Cambodia removed mines from a 715,000m2 sized land area in phase 1 and from a 1,132,000m2
area in phase 2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Cambodia Self-Help Demining(CSHD). The total area from which mines were
removed in phases 1 and 2 is larger than Seoul and Gyeonggi-do respectively. In addition to physical removal of mines, the
project provided education about the danger of mines to local residents. Also, to ensure that those villages from which
mines were removed can develop, the project renovated and repaired educational facilities, e.g. elementary schools, and
installed solar systems. Also, it installed wells in the villages to provide drinking water to the local residents. Ultimately, it
has improved the education, health, and energy environment, promoted the stable settlement of residents, and helped the
recovery of the village community.

•Korea will expand the mine removal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o the CLMV countries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in the Mekong area. At the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Korea agreed to carry out the KoreaMekong Peace Community Creation Program for building a regional cooperation system beyond the country level. Through the
Korea-Mekong peace community creation program, Korea is planning to remove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from the rural
areas of Mekong, support the victims of explosives (the disabled), and help them with their rehabilitation. Also, after removal of
explosives, it will provide support so that the land will be used as productive land and the income of the rural areas can be increased.

5. Direction of the HDP Nexus and peace ODA platform
•At a time when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actively discussed, it is time to establish the peace issue as one of the main values of
the government, and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at the level of the triple nexus for implementation
of peace ODA issues and accomplishment of SDG16.
•To this end, Korea must set the direction for what exactly the peace ODA is and build a consensus. Also, to achieve peace, it must
present a specific and step-by-step implementation plan with regard to how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and peace must be
linked.
•In particular, Korea must link the peace strategy from the viewpoint of SDG16, the vulnerable country support strategy, and the
humanitarian aid strategy from the viewpoint of the triple nexus, and to this end, it must identify pilot triple nexus projects and
make advance preparations for actual project operations.
•Improvement of fundraising and operation method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triple nexus initiativ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year budget operation method and make
changes. Factually speaking,, there are studies that showed a temporary single-year budget structure increases recipient countries’
dependence on aid.
•Identifying pilot projects that can link the specialized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sites of developing countries: Most
ODA projects are highly likely to intervene after a dispute rather than finding the cause of a dispute and preventing it. Accordingly,
focus must be placed on preventing disputes and building peace through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rograms.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importance of spreading international society’s consensus about the triple nexus methodology for
peace ODA, the increasing demand for establishment of an exchange and network (open platform) between various subjects and
stakeholder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r implementation of projects,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that can coordinate thei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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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ODA 플랫폼 구축을 위한 아태 지역 지방 정부의 역할과 함의
버나디아 텐드라데위

버나디아 텐드라데위
Bernadia Irawati TJANDRADEWI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UCLG ASPAC

버나디아 텐드라데위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지부를 대표하는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서 15년 이상 도시 개발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뒤 요코하마 소재의 시티넷(CITYNET)에 합류했다. 버나디아 박사는 또한 일
본의 여러 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활동하였으며, 다양한 국제 행사에서 연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2015년, 유엔인간정주계획(UN-Habitat)
의 젠더 이슈 관련 자문 그룹(AGGI) 회원으로 위촉되었다. 2018년에는 GovInsider Asia가 버나디아 박사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
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버나디아 박사가 주력하는 분야에는 전략적 도시 계획, 기후변화, 재난 관리, 수질 관리, 여
성 역량 강화 및 지역 거버넌스가 포함된다. 일본 동경대에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나고야 대학에서 대기 물리학 및 싱가
포르 국립대학에서 공공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녀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해당 부문의 일일 활
동을 총괄하며 지역 총회, 지역 의회, 집행부의 결정 사항을 집행한다. 버나디아 사무총장은 또한 의장의 지침에 따라 아태지부의 사무국
활동과 프로그램 및 재정을 관리하며, 이를 집행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Bernadia TJANDRADEWI is the first woman Secretary General of the UCLG’s regional section. She has been working in urban
development and related fields for more than 15 years. She began her career at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and
afterward CITYNET in Yokohama. Dr. Bernadia has also been a visiting professor at several universities in Japan and speaking at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In 2015, she was appointed as a member of the Advisory Group on Gender Issues (AGGI) of UNHABITAT. She
was selected as one of prominent women whose work makes impacts in Asia Pacific in 2018 by GovInsider Asia. Her interests are on
strategic urban planning,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water management, women empowerment, and local governance.
Dr. Bernadia received her PhD in urban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and two master degrees in Atmospheric Physic from
Nagoya University, Japan and in Public Policy fro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s the Secretary General, she i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UCLG Asia-Pacific Section. She directs the daily activities of the Section and carries out the decisions of the Regional General
Assembly, the Regional Council and the Executive Bureau. The Secretary General manages the Secretariat’s activities, programmes
and finances of the Section under the guidance of the Presidency and reports to the Executive Bureau.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지부(UCLG ASPAC)는 7,000개가 넘는 지방 정부를 연결해 주는 UCLG 산하의 최대 규모 지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37억 6천만 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UCLG ASPAC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회원 간 단결과 협력을 강
화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지역 내에 증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북한과 남한을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 위치한 24개 이상 국가의 지역 정부와 그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CLG ASPAC는 지역 담화와 외교를 통해 지방 정부를 연결해
주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 지역 외교를 통해, 관계가 없었던 도시와 지방
정부가 담화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북한을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세계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해가 깊어지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 방문 이후, 북한과 다른 회원, 이를테면 남한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수
라바야 방문은 북한이 폐기물 관리, 위생 등 지방 정부가 당면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반
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합니다. 지역 간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평화 구축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UCLG는 UCLG 평화상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지방 정부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니셔티브
를 기리고 다른 회원들이 좋은 선례를 따르도록 자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평화적인 개발을 담보하는 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UCLG ASPAC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와 파리 협정,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등 기타 다수의 글로벌 어젠다를 현지화
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P2P 학습, 지지, 정책 담화 및 협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몇 가지 자료와 도구를 개발해 도
입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UCLG ASPAC이 개발한 도시 외교 훈련 모듈은 SDG를 달성함에 있어 국제 협력의 효과를 회원들에게 소개합
니다. 지방 정부 차원의 분권적 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이나 기증자와의 관계 수립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증자들은 인도주의적, 정치적 및 경제적 고려 등 다양한 이유로 ODA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가혹
한 가난과 굶주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도덕적 의무를 가지
고 있습니다. 더욱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가 전쟁, 테러리즘, 기후 변화, 기타 환경 문제, 전염병 및 세계 금융 위기 등
시급한 전 지구적 문제의 범위와 양상을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의 집단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그 어떤 국가도 이러한 공동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번영
과 안보를 영속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UCLG ASPAC 선언 2020-2025는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지방 정부와 훌륭한 거버넌스 수립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본 선언을 발표함
에 따라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SDG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인도주의-개발-평화 연계(HDP Nexus)를 공
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국제 위기에 대한 통합적 대응으로, HDP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UCLG ASPAC 위원회가 제안되었습
니다. UCLG ASPAC은 아태 지역 지방 정부가 함께 협력해 HDP 연계를 차기 ODA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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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HDP 연계 위원회의 설립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가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지
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The Role and Implic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Asia-Pacific Region to Build the
Peace ODA Platform

HDP 연계 이니셔티브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HDP 연계 위원회는 아태 지역 지방 정부 회원들이 양자 및 다
자 ODA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며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시급한 전 지구적 문제에 우
리 지방 정부들이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 지방 정부들은 서로 간 교훈을 공유하
고 모범 사례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 모든 회원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태 지역 지방 정부 차원의 플랫폼으로 HDP 연계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각 회원 지방 정부의 지도자와 주요 이해관계자가 재난,
기후 변화, 국제 분쟁 및 기타 인도주의적 위기 등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더욱 진지하게 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회원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DP 연계의 모든 요소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시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가 진행하는 이니셔티브는 SDG를 달성함에 있어 UCLG ASPAC이 생각하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궤를 같이 합니다. 아태 지역
은 전 세계 인구의 59%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중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인 지방 정부
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또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이니셔티브 덕분에 UCLG ASPAC이
조정 기구로서 지방 정부가 의견을 내고 전 지구적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장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방 정부의 ODA 실행 경험을 배우는 것은 HDP 연계 위원회가 수행할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가 국제 교류와 협력의 차원에서 ODA를 제공한 사례를 참고하려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독자적인 ODA 브랜드 활동을
진행했고, 대구광역시는 수자원 관리 활동에 ODA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브랜드 활동은 미래 HDP 연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UCLG ASPAC은 경기도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는 바이며, 해당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여정에서 중요한 주체입니다. UCLG ASPAC은 HDP 연계 위원회가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에 명시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자원 활용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선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성공할 경우,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와 공유할 수 있는 우리만의 모범 사례를 수립할 수 있게 됩
니다.
이제 HDP 연계와 관련하여 저의 5 Zero 비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등 제로입니다. 저는 여성, 아동 및 청년 등 모든 이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람 지향적인 아시아 태평양을 꿈꿉니다.
두 번째는 가난 제로입니다. 모두가 거주할 집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누구도 빈민가에
살거나 근근이 살아서는 안됩니다.
세 번째는 범죄, 폭력, 재난 및 사고 제로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여성과 아동, 사회 취약 계층이 분쟁이나 재난 위험에서 자유로운 안전한 환
경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과 오염 제로입니다.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는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
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편협 제로와 차별 제로입니다. 서로 다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존
중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Bernadia Irawati TJANDRADEWI
Secretary-General, UCLG ASPAC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Asia-Pacific (UCLG ASPAC) is the largest regional section of UCLG that links more than 7,000
local governments. We represent over 3.76 billion people, making up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One of main goals
of UCLG ASPAC is to promote strong and effective democratic local self-governance throughout the region by fostering unity and
cooperation among members. Our members are all tier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associations from more than 24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including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rough local dialogue and diplomacy, UCLG ASPAC manages to bring
local governments and exchange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on various issues. With the local-to-local diplomacy, dialogues and
exchanges amongst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from countries that have no relations can happen.
I have been to North Korea twice, and the visits allowed m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nd different perspective as I saw the
realities not shown in global media. Following the visit, we facilitated the exchange between North Korea and members, including
South Korea. North Korean delegation’s visit to Surabaya, Indonesia was the opportunity for them to learn about local governments’
challenges and solutions, including waste management, sanitation, etc. We support the Korean Peninsula’s peace and reunification.
We hope through local-to-local dialogues, we can support the peace building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e support the effort towards building peace. UCLG has set up the UCLG Peace Prize. The Prize celebrates successful initiatives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and stimulates others to follow suit. It also aims at generating international public attention on the
role that local governments play in ensuring sustainable and peaceful development.
UCLG ASPAC has been working on the localis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many other global agenda including the
Paris Agreement and Sendai Framework for Action on Disaster Risks Reduction to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mote
peace. Training, peer-to-peer learning, advocacy, policy dialogues and consultations are some of the modalities being used. Several
materials and tools have been developed and introduced. The City Diplomacy Training Module developed by UCLG ASPAC introduces
to local governments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chieving the SDGs. Access to finance and establishment of
connection with potential donors for decentralised cooperation at local government levels has also been conducted.
Donors provide ODA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humanitarian, politic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Over a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continue to suffer today from grinding poverty, hunger, and natural calamities. We, as th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ar a moral obligation to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our society. At a more practical level, we must
not forget how the continuing globalisation today increases the range and kinds of pending issues the entire planet faces including
: war, terrorism, climate change,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epidemic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crises.1 Certain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require a collective cooperation from all of us. In other words, we must recognise that no country can hope

평화롭고 안전하고 공정하며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행복한 번영의 아태 지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평화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이 실행해야 하고 또 모두가 기대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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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stain its prosperity and security forever without participating in global efforts to overcome these common problems, first and
foremost of which is the ongoing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I would like to share my five zero vision as these are in line with HDP Nexus:

UCLG ASPAC manifesto 2020-2025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effective democratic local governments and good
governance. The release of this Manifesto also gives an opportunity to create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DP) in
supporting the world peace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SDGs, particularl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 UCLG ASPAC Committee focused on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HDP) Nexus has been proposed as a comprehensive
response to protracted international crises. UCLG ASPAC stands with Gyeonggi Province that local governments in Asia-Pacific should
gather together and start to exchange ideas on ways to incorporate HDP Nexus into their next Officials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jects. In order to pursue this, setting-up the HDP Nexus Committee should be the first step to take and I trust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will provide continuous support to operate and maintain the Committee effectively.
The key implications of this initiative are threefold. Firstly, the implementation of HDP Nexus Committee will motivate the local
government member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o exchange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bilateral and multilateral ODA. This is
vitally needed if we, as local governments, were to keep pace with the fast moving and increased duration of emergencies around the
world. And in order to be more prepared, the member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share lessons-learnt and find best practices;
that way, all members can cooperate more efficiently whenever needed.
Secondly, building HDP Nexus Committee as a local-government level platform in the Asia-Pacific region will prompt the leader of
each member local government and all key stakeholders to commit more seriously and play an active role in tackling urgent global
challenges such as disaster,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other protracted humanitarian crises. This will not only help
strengthen the capacity of each player, but also bring us practical results which address urgent global challenges across the HDP
Nexus.

1. First zero is zero inequalities. I envision a human-oriented Asia-Pacific that considers the rights of all, including women, children
and youth.
2. Second zero is zero poverty. A society where everyone has a home and food on their tables is something that we all want to see. No
one should be living in slums and on a hand-to-mouth existence.

3. Third zero is zero crime, violence, disaster and accident. We want a safe environment, especially for women, children and less
privileged people, free from conflict and disaster risk. We want peace and stability.
4. Fourth zero is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zero pollution. Every human being, in fact, every living being, has the right to
breathe clean air, drink clean water, and live in a clean environment.
5. Fifth and last zero is zero intolerance and zero discrimination. Even with different faiths and beliefs, we must show respect to earn
respect. We are all equal human beings.
We should work together to build peaceful, safe, just, prosperous, liveable and sustainable Asia-Pacific region, and certainly a happy
society. Peace starts from an individual. It is the role that every human being can do and want to see.

Thirdly,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s initiative closely aligns with UCLG ASPAC’s view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wards achieving the SDGs. The Asia-Pacific region is home to 59% of the world’s population with over 50% living in urban areas. It
becomes inevitable to say that local governments, as strategic partners of national governments, should and can play a critical role
in achieving a sustainable future. And thanks to Gyeonggi Province’s initiative, UCLG ASPAC, as the coordinating body,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encourage local governments to voice their opinions and take up greater responsibilities by being more responsive
to the global challenges.
Learning from the experienc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in implementing the ODA is an important step that HDP Nexus
Committee will take. Hence, we should refer to the case of both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Daegu Metropolitan City that have
provided ODA with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Gyeongsangbukdo provided its own unique ODA
brand activity under the Saemaul Undong or new community movement and Daegu Metropolitan City has focused its ODA on the
water management activities. The brand activity its deemed necessary to achieving the goals of HDP Nexus in the future.
On that note, UCLG ASPAC welcomes Gyeonggi Province’s initiative and we are excited to be part of it. Local governments are the
key players in sustainable development. UCLG ASPAC expects the HDP Nexus Committee to lead and provide guidance on how to
enable the effective, efficient and transparent mobilisation and use of resources as stated in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And if it is done successfully, it would not only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but also have our own set of best practices to share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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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ODA
문경연

문경연
Kyungyon MOON
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문경연은 2006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평화분쟁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영국 크랜필드대학에서 “대북식량지원과 NGO”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2012년)를 받았다. 이후,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2010~2013),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임연구원(2012),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2013.1~2014.4),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북한대학원대학
교에서 겸임교수로 북한개발 및 국제협력 과목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중앙대, 한동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숙명여대, 카톨릭대
학교 등에서 국제개발협력 과목을 강의해 왔다. 활동으로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2014~201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
위원(2014~2015), 국제개발협력학회 사무국장(2012~2013), 세계지역학회 사무국장(2012)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 7월, 제 17기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 청년분과에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규범의 변천 과정과 행위자에
관한 연구로,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uman Rights Norms, and North Korea” (CAS, 2014, Vol. 46, No. 1), "Policy
diffusion and its determinants: The cas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in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PPSJ,
2014. Vol. 35, No. 2), "NGO Influence on State Aid Policy" (Asian Perspective, 2016, Vol. 40. No. 2, forthcoming)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탈북자와 함께 본 북한사회』(오름출판사, 2012), 『공적개발원조의 정치경제』(세종연구소, 2012), 『인간안보와 남북한 협력』(서
울대학교, 2013), 『국제개발협력 해설서』(KAIDEC, 2014) 등이 있다.

MOON Kyungyon is Assistant Professor of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ince March
2016. Before joining to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e was Research Fellow at the Research Institute for North Korea Developmen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rom May 2014 to February 2016 and Research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Korea University from March 2013 to April 2014. He is the Chair of Research Committee of Kore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AIDEC) since June 2019. Before he served as the Chai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ttee
of KAIDEC and now also serving as Policy Advisor for the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ince 2013. Dr. Moon has
master’s degree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University of Oslo, Norway and a doctoral degree in Security and Management,
Cranfield University in Britai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aid architecture and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journal papers published a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inance: Discuss and
Analysis of Major Actor’s Policies on Development Finance” (East and West Studies, vol. 26, no. 2, 2014), “Collaborating with NGO for
Korean Unifi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19, no. 1, 2014) and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uman Rights
Norms, and North Korea” (Critical Asian Studies, vol. 46, no.1,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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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과정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했던 국제개발협력 방식의 한계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시민사회, 기
업, 학계 등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안보 영역을 제외하면 중앙정부와 큰 차이가 없는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들과 우호도시 협약을 통해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두고 있으며 이들 도시들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ODA 예산 혹
은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개도국 도시들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작,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경상북도는 새마을 운동을, 서울시는 도시개발 및 관리, 전남과 강원도는 인적자원 개발, 제주도는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개도국 도시들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도주의와 평화를 주제로 개도국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
럼 지방정부는 그들이 가진 강점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다른 ODA 사업, 국가 중심의 사업 한계를 보완하는 ODA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역할이 가능함을 확인시키고 있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21년 현재 약 2조 9000억원 규모로 GNI 측면에서 0.16%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인식 하에 2025년까지 0.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ODA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방정부가 ODA 사업의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분절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인 파트너로 끌어 들이는 참여적 ODA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HDP Approach 하에 평화와 개발을 접목하는 방식에 대한 UN, OECD, World Bank의 관심이 높다. 한국은 경이로운 경제, 정치, 사
회, 문화 발전을 통해 평화를 달성한 국가이지만 북한이라는 존재로 인해 여전히 평화가 위협받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
ODA에 앞장서야 할 동기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중앙정부가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평화
개발 ODA를 개도국과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이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지방정부 연합을 바탕으로 도시 수준의 평화 ODA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연합 조직
내 평화와 개발을 접목하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리드할 조직 설립을 제안한 경기도의 구상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평화-개발 ODA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먼저 소극적평화, 적극적평화에 대한 기
존의 이론적 논의와 개발 영역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제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평화-개발 ODA는 그 수준에 있어 너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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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ODA for Peacebuild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Kyungyon MOON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doption of the SDGs in 201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me to realize the limitations of state-centri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eading 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partnerships with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o nonstate actors such as civil society, corporations, and academia.
South Korea’s local governments exercise autonomous rights similar to the central government in areas other than national security.
They actively engage in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partner friendship cities in other countries. Furthermore, these local
governments recently began to initiate and exp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undertaken jointly with c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using the central government’s ODA budgets or their own budgets.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Gyeongsangbuk-do is helping its overseas friendship cities proceed with Saemaeul Undong (New
Community Movement), while Seoul Metropolitan City is engaging in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Jeollanam-do and
Gangwon-do are involved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s, while Jeju-do is focused on ecological tourism projects.
Gyeonggi-do is partnering with its friendship cities for humanitarian support and peacebuilding projects. The local governments
continue to prove their capacity for identifying and conducting ODA projects that are clearly differentiated from and effective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state-centric ODA projects by drawing on their unique strengths and originality.
South Korea is striving to raise its ODA scale to 0.2% of GNI by 2025 from a mere 0.16% (equivalent to KRW 29 trillion) as of 2021.
What is important at this point is to ensure th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the growing ODA resources. In this sense, the local
governments’ ODA initiatives should not be viewed as actions that drive their separ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 central
government must build more engaging ODA governance to utilize them as resourceful partners.
The UN, OECD, and World Bank are highly interested in pursuing peacebuilding and development simultaneously through the HDP
approach. While acclaimed for its peacebuilding achievements through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dvancement, South
Korea remains the only country with its peace threatened by national division. Thus, it has both the motivation and obligation to
promote peacebuilding ODA.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the leadership of KOICA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as been
undertaking ODA projects encompassing both peacebuilding and development jointly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relation to such
projects, the local governments can serve as valuable partners.
It is deemed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develop and conduct peacebuilding ODA projects for overseas cities based on the coali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Gyeonggi-do’s proposal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pushing ahead with and
leading initiatives encompassing both peacebuilding and development within this coalition is evaluated to be highly significant.
In order to elicit further progress on this proposal, an innovative approach towards peacebuilding-development ODA is required.
Interdisciplinary efforts should be made to seek ways to combine theoretical definitions of passive peace and aggressive peace with
the development area. The current discussions on peacebuilding-development ODA are still in their fledgl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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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게일 하트리
Abigail HARTELY
유엔지뢰행동기구(UNMAS) 정책부장
Chief of Policy, Advocacy, Donor Relations and Outreach,
UN Mine Action Service(UNMAS)

아비게일 하트리는 2014년 5월 UN지뢰행동기구(UNMAS)의 정책, 옹호 및 공공정보 부문 부장으로 취임했다. 하트리 부장의 총 지휘 아
래, 해당 부문은 지뢰대책에 대한 기관간 합동위원회(IACG-MA, 12개 UN 기구 및 2개 감시단으로 구성) 리더십과 지뢰대책 정책개발,
2019~2023년 유엔 지뢰제거 활동전략 모니터링, 지뢰 관련 국제법규 옹호 및 UNMAS 소통 및 원조 활동에 집중해왔다. 2019년에는
UNMAS 자원활용관리를 맡았으며, 국제지뢰행동표준 검토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하트리 부장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부와
현장에서 지뢰 활동 관련 중책을 맡아온 경험자이다. 전쟁의 잔해인 지뢰와 기타 폭발 잔여물로 큰 타격을 받은 국가이자 세계 최대 지뢰
활동 프로그램이 가장 오래 펼쳐진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의 6년을 보냈다. 하트리 부장은 선임 프로그램 담당자로 UNMAS 프로그램에 합
류한 이후, 정책적, 정치적, 법적, 인도주의적, 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을 총괄하는 총책임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 직위를 맡아왔다. 그전에는
수 년간 전 세계의 지뢰 제거 조직인 지뢰자문그룹(MAG)과 함께 하면서 주로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에서 활동했다. 2019년 한 해는 소말
리아에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부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2020년 초에 UNMAS로 복귀했다. 브래드퍼드대학(University of
Bradford)에서 국제정치안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Abigail HARTELY was appointed Chief of the Policy, Advocacy and Public Information section of UNMAS in May 2014. Under Ms.
Hartley’s supervision, the section focuses on leadership of the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on Mine Action (comprising 12
United Nations entities and 2 observers), development of mine action policy, monitoring of the United Nations Mine Action Strategy
2019 - 2023, advocacy in support of mine-related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s well as UNMAS communication and outreach. In
2019 Ms. Hartley took on management of resource mobilization UNMAS and was appointed Chair of the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Review Board. Ms. Hartley has over 15 years of progressively responsible experience in the mine action sector at both
headquarters and field level. She spent almost 6 years working in Afghanistan, a country significantly impacted by landmines and
other explosive remnants of war and the oldest and largest mine action program in the world. Ms. Hartley joined the UNMAS program
as a Senior Programme Officer and thereafter held posts of Chief of Staff and Programme Manager overseeing policy, political, legal,
humanitarian, social and economic aspects of the programme. Prior to this, Ms. Hartley worked for many years with the mine clearance
organization Mines Advisory Group (MAG) all over the world but primarily in South Sudan, Sri Lanka and Sudan. For all of 2019 Ms.
Hartley served as the Deputy Head of Office for OCHA in Somalia, returning to UNMAS in early 2020. She is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Bradford and holds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cur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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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대책 입법 및 거버넌스 모델
바론 쿰노바
Valon KUMNOVA
제네바 인도적 지뢰제거 센터 사업부장
Chief of Mine Action Programmes,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GICHD)

바론 쿰노바는 22년 이상의 지뢰 행동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다. 현재 제네바 인도적 지뢰 제거센터(GICHD)에서 지뢰 행동 관련 모든 프로
그램과 전략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동 센터 내에서 일부 운영 부문도 관리하고 있으며, 총장과 재단 협의회 및 기타 파트너와 긴밀히 협
력하고 있다. 제네바 인도적 지뢰 제거센터에 합류하기 전에는 지뢰퇴치 운동 재단인 헤일로 트러스트(HALO Trust)에서 20년 이상 활동
하였다. 지금까지 스리랑카,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및 조지아에 지뢰 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캄보디아, 모잠비크, 압하지야, 아제
르바이잔(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및 소말리아(소말릴란드 포함)에서 프로그램과 작전을 관리하였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역
사무처장, 최고보좌관 및 전략기획이사 등 임원급 직위를 일부 맡았다. 해당 기간 동안 정책, 전략, 운영, 전략적 파트너십, 모니터링 및 평
가, 책무, 학습(MEAL), 외부 관계 등을 관리했다. 커리어 초반에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에서 코소보 정전 감시단의 단장으로 활동
하였다. 학사 학위는 프리슈티나 대학에서 취득하였으며, 에딘버러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바론 쿰노바는 지뢰
행동 부문에서 가장 높은 IMAX EOD3+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Valon KUMNOVA has considerable Mine Action experience spanning over 22 years. In his current role in the GICHD, Valon is responsible
for all programmatic and strategic aspects of the GICHD’s mine action programme. He manages several operational divisions within
the Centre and works very closely with the Director, Council of Foundations and other partners. Before joining GICHD, Valon worked
for the HALO Trust for over 20 years. During his career, he set up Mine Action programmes in Sri Lanka, Kosovo, Afghanistan and
Georgia and managed programmes and operations in Cambodia, Mozambique, Abkhazia, Azerbaijan (Nagorno Karabakh region)
and Somalia (including Somaliland). From 2009 to 2019, Valon Kumnova held several senior director roles including Regional Director,
Chief of Staff and Director of Strategy. During this period, he managed Policy, Strategy, Operations, Strategic Partnerships, Monitoring,
Evaluation, Accountability and Learning (MEAL), and External Relations. In his early career, he worked for the 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as a Team Leader monitoring the ceasefire in Kosovo. He holds a Bachelor’s degree from Pristina
University and a Masters on Business Administration degree from the Edinburgh Business School. Valon is IMAS EOD3+ qualified,
which is one of the highest operational qualifications in the mine action sector.

바론 쿰노바
제네바 인도적 지뢰제거 센터 사업부장

지뢰 대책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지침
‘지뢰 대책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국가 MAC(지뢰 대책 센터)가 지원하는 NMAA(국가 지뢰 대책 기구)와 같은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지뢰
대책 프로젝트 그룹을 가리킨다.
또한 지뢰 대책 프로그램은 정부 기관 및 부처, 국제 기구, 후원 조직, 공동체, 업계 등을 포함한 다른 부문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설명
한다.

일반적으로 관리 체제가 잘 갖춰진 지뢰 대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
NMAA는 지뢰 대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전략적 및 정책적 결정을 책임진다.
MAC는 일상적인 관리와 일부의 경우 지뢰 대책 프로젝트의 이행을 책임진다.

국가 지뢰 대책 기구의 책무
국가 지뢰 대책 기구와 지뢰 대책 센터의 분명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으로는 NMAA는 어떤 정부 부처 또는 행정부 부서나 구성원이 지뢰 대책을 감독하거나 책임을 질 지 명확히 하는 국가 법령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며 NMAA의 구성원이 될 부처 및/또는 관료를 식별해야 한다. 그와 같은 기관에는 일반적으로 지뢰 대책의 일
부 측면을 담당하거나(예 : 국방부, 교육부, 외무부, 보건복지부, 내무부, 및 사회복지과) 그 업무가 지뢰 및 기타 ERW 오염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정부 부처 또는 부서(예 : 농무부, 교통부 등)의 임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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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률에서는 NMAA의 의장직을 수행할 부처 또는 부서를 식별해야 한다. NMAA는 해당 국가에서 지뢰 대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전략
적 및 정책적 결정을 책임진다.

CMAA는 총리와 CMAA 부청장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있으며 CMAA 사무총장이 임무와 관련된 운영을 관리한다.

a) 지뢰 대책 법률 이행에 대한 설계 및 감독
b) 지뢰 대책과 관련한 진전 사항을 정부, 국민, 후원 조직, UN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보고
c) MAC 업무 감독
d) 지뢰 대책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
e) 성별 및 다양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지뢰 대책 활동을 관장하는 국가 표준, 규정, 지침 또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보장 (이는 IMAS 및
관련 국가 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함)
f) 국내 및 국제 출처로부터 자원 조달

CMAA는 NSDP(국가 전략적 발전 계획)에 명시된 우선 순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 및 업무 성과 계획을 입안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
다. CMAA는 2010-2019 국가 지뢰 대책 전략 및 제휴 원칙과 같은 핵심 정책 및 전략 체제를 수립하고 CMAS(캄보디아 지뢰 행동 표준)
및 계획/우선 순위 설정 지침과 같은 지뢰 관련 활동의 관리 및 규제를 위한 지침을 입안하는 작업을 주도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뢰 제거 운영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지뢰 대책 활동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 및 기관, 개발
파트너, 지방 당국, 지역 사회 개발 조직 및 기타 개발 주체 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개발 프로젝트를 지뢰 대책 활동에 통합하는 사업
을 촉진한다. 개발 파트너와 정부 간의 원조 조정 및 제휴를 개선하기 위해 CMAA는 부청장의 지휘 하에 있는 TWG-MA(지뢰대책기술작
업단)의 업무를 조정한다.

CMAA의 구조

지뢰 대책 센터의 책무
운영 수준에서 지뢰 대책을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MAC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a) 국가 지뢰 대책 계획을 이행
b) 지뢰 대책 운영 주체 인가
c) 지뢰 대책 활동 모니터링 및 보고
d) NMAA 사무국 역할 수행
e) 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f) 국가 개발 계획과 국가 지뢰 대책 계획의 조화를 보장
g) NMAS를 개발하고 지뢰 대책 활동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및 절차 수립

양 기관의 핵심 성공 요인
a) NMAA 사무국에 대한 충분한 지원
b) 사무국의 기능을 포함한 강력한 NMAC
c) 다수의 운영 주체(효율성 및 유효성 증진)
d) 후원 조정 및 상당한 국가 기금
e) NMAA의 적극적 활동(MAC/운영 주체의 높은 성과 목표 설정 및 면밀한 성과 모니터링)
f) 독립 운영 주체 배제

사례 연구 #2 베트남
VNMAC(베트남지뢰대책기구)는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지뢰 대책 활동의 관리 및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되었다. 민간 조
직이지만 MoD(국방부)의 관리 하에 있다. 현재 VNMAC는 지뢰 대책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향후 베트남에서 ‘지
뢰 대책 활동의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령이 승인되면 VNMAC는 베트남 내 모든 지뢰 대책 운영 주체 및 활동에 대한 규제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지뢰 대책 기구가 될 것이다.
VNMAC는 체계가 매우 잘 확립되어 있고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 지뢰 대책 기구로부터 기대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 구성 요소를 모두 갖
추고 있다.
• 설문 조사,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 센터
• 교육 센터
• 정보 관리 센터

사례 연구 #1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NMAA와 MAC 간의 책임 분리 측면에서 좋은 예이다.
2000년 9월 6일에 칙령 #177에 의거하여 설립된 CMAA(캄보디아 지뢰대책피해자지원청)는 캄보디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뢰 대책을
규제, 모니터링 및 조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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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AC의 구조

지뢰 대책 프로그램의 수명 주기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지뢰 대책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체제에 대한 초기 결정은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뢰 대책 활동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 대비 활동을 진행하는 중이라도 국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뢰 대책 프로그
램을 여러 단계에 걸쳐 추진할 수 있다. 지역별로 프로그램 개시 일정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연구 #3 레바논
LMAA(레바논지뢰대책기구)는 지뢰 대책 관련 문제에 대한 여러 부처 간 조정을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해 레바논 내각에 의해 1998년에
설립된 법정 기관이다. LAF(레바논 군)의 일부인 LMAC(레바논지뢰대책센터)는 LMAA를 대신하여 LNMAP(레바논 국가 지뢰 대책 프로
그램)를 실행하고 조정한다. LMAC는 국방부 내에서 운영하고 LAF/G3를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LMAC의 인력은 LAF에서 지뢰 대책 프로그램에 배정된 육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인 인력은 UNDP를 통해 제공되며 부족한 부분을 충
당한다. 베이루트에 소재한 LMAC 사무소는 인도적 지뢰 제거 활동을 관리하며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뢰 제거 작전을
계획, 관리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나바티예(Nabatiyeh)에 RMAC-N(지역지뢰대책센터)을 설립했다.
LMAC의 임무는 레바논 내의 지뢰 대책 활동(지뢰 제거, EORE(폭발물 위험 교육), VA(피해자 지원), 옹호 활동)을 관리하고 행정 및 물류
지원을 통해 NMAS 및 IMAS에 따라 레바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지뢰 대책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LMAC는 지뢰 제거 팀에 임무를 부여하고, 품질 보증 및 관리를 보장하고, EORE 및 지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두 국가 조정 위원회의 의장
직을 수행하고, IMSMANG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자원을 동원하며 피해를 입은 지방에 협력 사업 및 기술 지
원을 제공한다.
한편 레바논 당국, 후원 조직 및 제휴 이행 기구를 통합하여 레바논 내에서의 지뢰 대책 노력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지뢰 대책 포럼을 설립
하였다.

결론
대한민국의 경우 내부 역량을 통해 다수의 작업을 수행하고 적어도 단기, 중기적으로 지뢰 제거 조직을 포함한 다수의 지뢰 대책 운영 주체
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경험과 임무의 분리에 관한 우려를 고려할 때 NMAC/국가 운영 주체 통합 모델은 권장
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및 베트남에 존재하는 NMAA 사무국 및 NMAC 통합 모델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남아
시아의 경우 국가 지뢰 대책 기구 간의 역내 협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어 최선인 국가 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 지뢰 대책은 대한민국 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다
 수의 개별적인 충돌을 고려할 때 평화 구축 및 조기 회복에 관한 안건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시기에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속도는 다르지만 진전을 보일 수 있다.
•평
 화를 위한 모멘텀이 증가하고, 사람들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지뢰의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개발 활동이 진행됨에 따
라 지뢰 제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확장될 것이다.
• 지뢰 제거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는 주로 대규모 정부 자금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 사업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알려진 비무장 지대 오염을 해소한 후에 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잔여 오염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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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e work may be significantly constrained by landmine and other ERW contamination (e.g. Ministries of Agriculture, Transportation,
and so on).

Model of Mine Action Legislation and Governance

The legislation should also identify which ministry or department is to chair the NMAA. The NMAA responsible for the broad strategic
and policy decisions related to mine action in the country for:

Valon KUMNOVA
Chief of Mine Action Programmes, Geneva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itarian Demining (GICHD)

Guide for the establishment of a mine action programme

a) the design and overseeing the implementation of mine action legislation;
b) reporting on the progress made on mine action to the government, the public, donors,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c) overseeing the work of the MAC;
d) advising the government on mine action matters;

The term ‘mine action programme’ refers to a group of mine action projects managed by a central agency such as 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NMAA) supported by a national Mine Action Centre (MAC).

e) ensuring that national standards, regulations, guidelines or procedures, including those on gender and diversity, are laid down
that govern mine action activities. These should be based on IMAS and relevant national legislation; and

When we speak about a mine action programme, we also refer to how such a programme relates to other areas, such as, the
government institutions and ministries,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donors, the communities, and the business sector.

f) resource mobilization from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Mine Action Centre Responsibilities
As the body coordinating mine action at the operational level, the MAC is responsible to perform the following tasks:
a) implementing the national mine action plan;
b) accrediting mine action operators;
c) monitoring of and reporting on mine action activities;
d) acting as the secretariat for the NMAA;
e) establishing a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 ensuring harmonization between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the national mine action plan;
g) developing 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NMAS) and internal systems and procedure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mine
action activities.
Generally speaking, a well governed mine action programme constitutes of:
A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NMAA) is responsible for the broad strategic and policy decisions related to mine action.
A Mine Action Centre (MAC) responsible for the day-to-day management and in some ca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mine action
projects.

Key success factors for both bodies are:
a) Adequate provision for NMAA secretariat
b) Strong NMAC, including secretariat functions
c) Multiple operators (foster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d) Donor coordination plus significant national funding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Responsibilities

e) Active NMAA (sets high performance targets for the MAC/operator, & monitors performance closely)

Going back to the role of a national authority and of a mine action centre,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ir distinct role.

f) No independent operators

Ideally, a NMAA should be established by a national legislation or decree which clarifies which government ministry or department
or member of the executive is to oversee or be responsible for mine action, and identify the ministries and/or officials who are to be
members of the NMAA. Such bodies typically include officials from the government ministries or departments that have responsibility
for some aspect of mine action (e.g. Ministries of Defence, Education, Foreign Affairs, Health, Interior and Social Services), and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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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CMAA), established under Royal Decree No. 177 on 06 September 2000,
is mandated to regulate, monitor and coordinate the mine action sector in Cambodia.

VNMAC Structure

CMAA is under the direct leadership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CMAA Vice President while the CMAA Secretary General manages
operations related to its mandate.
The CMAA is also responsible for formulating strategic and work performance plans necessary to achieve the priorities stipulated in
the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The CMAA has led the sector in formulating key policy and strategic frameworks,
such as the National Mine Action Strategy 2010-2019 and the Partnership Principles, as well as guidance and instructions for managing
and regulating the sector, such as the Cambodian Mine Action Standards (CMAS), and the planning and prioritization guidelines.
CMAA is also tasked to lead and coordinate mine action activities implemented by mine clearance operators. In addition, CMAA
facilitates the integr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into mine action activities by enhancing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development partners, local authorities,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other development
entities. To improve aid coordin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development partners and the Government, CMAA coordinates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n Mine Action (TWG-MA) which i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MAA Vice President.

CMAA Structure
Case study N°3: Lebanon
The Lebanon Mine Action Authority (LMAA) is a legislative body established in 1998 by the Lebanese Council of Ministers to enhance
and facilitate coordination among different ministries in matters relating to mine action. The Lebanon Mine Action Centre (LMAC), a
part of the Lebanese Armed Forces (LAF), executes and coordinates the Lebanese National Mine Action Program (LNMAP) on behalf
of Lebanon Mine Action Authority (LMAA). LMAC operates within the Ministry of Defense and reports to the minister through LAF/
G3.
The LMAC is staffed with army personnel assigned to the mine action program from the Lebanese Armed Forces (LAF). Civilian
personnel are made available through UNDP support to cover shortfalls. The LMAC office, based in Beirut, manages all humanitarian
demining activities, and has established a Regional Mine Action Center (RMAC-N) located in Nabatiyeh to plan, manage and monitor
all demining operations in the South of Lebanon.

Case study N°2: Vietnam
The Vietnam Mine Action Authority (VNMAC) was established in 2014 to oversee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mine action
activities in Vietnam, it has civilian status but is under Ministry of Defence (MoD) management. Currently the VNMAC is mandated
to oversee the mine action projects. However, with the future approval of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Mine Action Activities’ in Vietnam, the VNMAC will become the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of all mine action operators and activities in Vietnam.
The VNMAC is very well structured and has all the key components you would expect to find in a functioning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The LMAC’s mission is to manage mine action activities (Demining, Explosive Ordnance Risk Education (EORE), Victim Assistance (VA),
Advocacy) in Lebanon and to ensure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and logistical support to facilitate the work of all mine action
organizations working in Lebanon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NMA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MAS).
The LMAC tasks the Demining Teams, ensures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chairs the Two National Steering Committees on
EORE and Mine Victim Assistance, manages database using IMSMANG software, mobilizes resources and provides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o affected states.
Interesting to note that a Mine Action Forum has been established in Lebanon bringing together the Lebanese authorities, donors
and implementing partners to support the coordination of mine action efforts in the country.

• Survey, Monitoring and Quality Management Centre
• Training Centre
• Information Management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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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AC Structure

Conclusion
It appears that Republic of Korea will do much of the work with internal capacity and it may host a number of mine action operators,
including demining organisations, in at least the short- and medium-term. Therefore, based on global experience, as explained due to
concerns about the separation of duty we would not recommend the combined NMAC/national operator model. Instead, we would
suggest consideration of the combined NMAA secretariat and NMAC model, such as now exists in both Cambodia and Lao PDR, and
Vietnam.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ies is strong in S E Asia and there is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best national structure option for Republic of Korea.
• Mine action is well-position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eacebuilding in Republic of Korea
• Because of the many distinct conflicts, the peacebuilding and early recovery agenda may well start at different tim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and progress at different rates
• The demands for demining services are likely to expand rapidly as the momentum for peace grows, flows of people accelerate, and
as more development activities take place in the communities affected with landmines
• Long-term demand for demining services is likely to be driven principally by large-scale Governmental funding and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projects

Programme Lifecycle for Mine Action

• In due course, Republic of Korea would need to consider transition to reactive capacities to address residual contamination after
known DMZ contamination has been cleared.

International experience suggests that the initial decisions on the appropriate architecture for a national mine action programme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likely evolution of the programme, and the transition to sustainable mine action services. While
important preparatory activities are underway, based on international experience we can expect the mine action programme to go
through a number of stages, perhaps with different start dates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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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지역 국가별 지뢰행동 법체계와 거버넌스가
한국 지뢰행동 제도화에 주는 함의
권구순

권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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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순은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협력-북한전공 책임교수 겸 미래 융합인재학부장을 맡고 있고 국제개발, 글로벌화, 평화구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적 지원, 평화구축, 민군협력 등이다. 최근 한국정부의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의 대표적 원조프
로그램인 메콩유역국 지뢰행동을 통한 미래평화 공동체 조성사업에 외부전문가로서 타당성조사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학계 입문 전
그는 적십자사, 유엔 임무단, 국제비정부기구 등에서 국제구호와 개발협력, 평화구축과 재건 등의 현장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그는 외
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전문가단, 한국국제협력단 평화분야 전문위원,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상임이사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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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Ⅰ. 서론
1960년대 제2차 인도차이나 무력충돌 시 교전당사자들에 의해 매설된 지뢰와 미군에 의해 투하된 집속탄 중 상당수가 불발탄(UXOs)으
로 잔존하여 현재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오염지대의 중장기적인 사회·경제·환경적 위협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Bryden 2005, 161).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피해당사국에서 자국의 피해경감 혹은 토지활
용을 위해 지뢰제거를 해왔지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지뢰제거는 1988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 현지NGO대상의 기술교육 및 훈련에 다수
의 유엔기구들이 참여하면서 대상지역이 유사한 환경에 노출된 아시아, 아프리카, 발칸반도, 아메리카대륙으로 확대되었다. 메콩유역국
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경우, 2014-2018년 기준, 지뢰행동수원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어 있다(ICBL 2020). 참여주체도 유엔기구
이외에 동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비정부기구가 1988년 이후 설립되면서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고 1991년 걸프전 이후 민간기업까
지 참여하면서 다양해졌다. 현재 메콩 3개국에도 지뢰행동정부기구와 함께 유엔개발계획(UNDP)을 비롯한 유엔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민
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상태 하에 전략차원에서 지뢰의 필요성으로 인해 1997년 제정된 대인지뢰금지협약(APMBC)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1983년 발효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1의정서, 개정 제2의정서, 제5의정서에 가입한 정식회원국(High Contracting Party)
이 되었다.1 이후 2014년 정부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다자성 양자 지원방식으로 베트남을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
면서 주변국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 9월, 문재인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에서 DMZ의 평화지대화 공언과 동년 11월 한-메콩정상회의 선언
문에 지뢰행동이 의제로 편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메콩 유역국에 대한 프로그램형 지뢰행동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개도국의 지뢰행동을 지원하는 공여국인 것과 동시에 현재 DMZ를 비롯한 후방방공기지에 대규모 지뢰지대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임에도 지뢰행동의 보편적 규범인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의 견지에서 제도화가 미비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한국정부의 지뢰행동을 통한 메콩 평화미래공동체 조성 프로그램의 수원국별로 형성된 법제와 거버넌스의 분석을 통해 한국 지뢰행
동의 제도화와 함께 중부전선을 관할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CLMV의 지뢰/불발탄 오염 현황 및 지뢰행동 제도화 분석
1. 지뢰/불발탄 오염 현황
베트남전 당시 북베트남의 남하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미군은 중부지역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하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북베트남은 라오
스를 통해 우회 침투하는 호치민 경로(Ho Chi Min Trail)와 캄보디아 서부항을 통해 군수품을 조달하는 병참로인 시아투크 경로(Sihanouk
Trail)를 확보함에 따라, 미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공중폭격을 단행하였다. 이때 투하된 집속탄 등의 폭격규모는 캄보디아가 2
천6백만 발(190만~580만발의 불발탄 예상), 라오스가 2억 7천만 발(8천만 발 불발탄 예상), 베트남에는 413,630톤으로 추정된다(ICBL

1

https://www.un.org/disarmament/the-convention-on-certain-conventional-weapons/high-contracting-parties-and-signatories-ccw/
(접속일: 2021.05.03.)

596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597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 4 Peace Movement Session Ⅲ- 4

평화운동 협력세션 Ⅲ- 4 Peace Movement Session Ⅲ- 4

2020). 더불어 베트남과 함께 내전당시 집중교전이 벌어진 북서부지역에 대규모 지뢰지대가 형성된 캄보디아는 라오스에 비해 대규모 지
뢰오염지대가 형성되었다. 미얀마의 경우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추정이 불가한 상황이다.

원에서 '주 지뢰행동위원회(PMAC)'와 산하에 ‘지뢰행동기획단(MAPU)'이 설치되어 사업의 우선순위설정과 관련한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지뢰행동에 있어 민군 간 분업원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국내 지뢰행동은 CMAA를 중심으로 민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
고 군은 유엔평화활동 차원에서 지뢰행동소요가 있는 주둔국별로 파병되어 인도적 지뢰제거작전을 수행한다. 한편, 2020년 2월, CMAA
의 대표로서 훈센총리는 국제공약으로서 2025년까지 지뢰제거를 완수하기 위해 2,000명의 군 병력(RCAF)을 국내 지뢰활동에 투입하기
로 결정함으로써 군의 국내 지뢰행동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다.4

<표 1> 불발탄 및 지뢰오염도 추정치(2017년 기준)
불발탄

지뢰

오염지대 분류

해당국가

오염지대 분류

해당국가

1,000㎢ 이상

라오스, 베트남

100㎢ 이상

캄보디아 등 11개국

100 ~ 1,000㎢

캄보디아, 이라크

20 ~ 99㎢

스리랑카 등 8개국

5 ~ 99㎢

시리아 등 11개 국

5 ~ 19㎢

타지키스탄 등 6개국

5㎢ 미만

크로아티아 등 4개국

5㎢ 미만

에콰도르 등 11개국

불명확

앙골라 등 10개국
추정불가

추정불가

콜롬비아, 조지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북한 등 23개국

출처: Cluster Munition Monitor 2018, Landmine Monitor 2018, KOICA 2019 재인용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2018년까지 약 6만 4천여 명, 라오스는 5만 여명, 베트남은 46,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미얀마는
현재까지도 소수종족별 무장세력과 대치 중인 상황으로 정확한 매설규모는 알려진 바 없으나 1999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가 4,623명
으로 상위 10개국 중 9위이고 2007년부터 2017년 기준 3,539명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이어 3위로 집계되며 2018년에만 430
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4개국 중 최근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2. 지뢰행동 제도화
⑴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조약 및 법제에 있어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제1~4의정서,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1999년), 장애인권리협약(2012년)
에 각각 가입하였으나 집속탄 금지협약(CCM)은 미 가입상태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대인지뢰 사용금지법(1999년)과 무기 · 폭탄 · 탄약
관리법(2005년)을 제정하였고 국제지뢰행동표준(IMAS)을 준용한 국가지뢰행동표준(CMAS)도 승인되어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발
전계획과 지뢰행동전략 및 운영계획은 적절하게 계열화되어 있는데 2019~2023년까지 국가전략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국가지뢰
행동전략(2018~ 2025년)은 Maputo+15년 선언에3 의거 2025년까지 제거완료를 상정하였으며 3개년 행동계획(2018~2020년)을 수립
하였다. 또한 지뢰행동과정에서 성 평등 가치가 존중되도록 성 주류화 5개년 전략(2018~2023년)도 수립하였다.
이행 거버넌스는 부처수준의 조정과 정책기구(NMAA)로서 「캄보디아 지뢰행동, 피해자 지원처(CMAA)」가 2000년 9월 3일 시행령(royal
decree) 177호에 의거 설립되었고 처장(president)은 당연직으로 총리가 역임하고 실질적 대표는 제1부처장(부총리급 선임장관)과 제2부
처장(4성 장군)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실무책임은 사무총장(장관급)이 관리 및 재무, 사회경제기획 및 데이터관리, 피해자 지원, 감독 및 모
니터링, 홍보의 6개 본부를 관할하고 있다. 현장의 실행주체로는 특수법인으로서 캄보디아 지뢰행동센터(CMAC)를 비롯하여 인도적 지뢰
제거분야, 폭발물 위험교육분야, 피해자 지원분야별로 국제비정부기구와 국내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차

2

http://www.the-monitor.org/en-gb/reports/2019/landmine-monitor-2019/casualties.aspx (접속일: 2021.05.03.)

3

http://icbl.org/media/2146336/Maputo-plus-15-_Declaration.pdf (접속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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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라오스
라오스는 조약 및 법제에 있어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제1~3 & 5의정서, 1993년)의 정식회원국이자 동남아에서 유일한 집속탄 금지
협약(CCM)의 가입국(2008년 서명, 2009년 비준)으로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제1차 당사국회의(2010년)를 개최한 바 있으며 라오스 지뢰
행동표준이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 권리협약(2008년 서명, 2009년 비준)에도 가입한 반면, 대인지뢰금지협약에는 미 가입 상
태이다. 국가발전계획은 제8차 국가사회발전계획(8th NSEDP)이 2020년으로 종료되고 제9차 계획이 수립되어 2021~2025년까지 추
진될 예정이다. 국가발전계획과 연계된 불발탄/지뢰 행동전략으로서 제2차 안전로 확보 전략(Safe Path Forward Ⅱ)도 동일하게 2020
년에 종료되어 제3차 전략(2021~2025년)이 수립 중에 있고 다년도 불발탄제거 운영계획(2016~2020년) 및 불발탄 피해자 지원전략
(2014~2020년)도 업데이트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행 거버넌스는 총리령 제67호(PM Decree no.67)에 의거, 노동사회부(MLSW) 산하 독립외청형 조직으로 「불발탄제거관리청(NRA)」이
2018년에 설립되었다. 상위정책결정기구로서 불발탄제거관리위원회(NRA Board)는 노동사회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외교부,
노동사회부(상임), 기획투자부 차관, 국방부 부참모장이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주정부 부지사, 유관부처, 여성동맹, 청년동맹 국장급이 위
원으로 참여하고 불발탄제거관리청을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청장은 기획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사업부청장이 조사 및 제거, 정보관리,
위험교육, 피해자지원업무를 담당하며 대외협력부청장이 조약관리, 국제협력,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현장에서 불발탄제거 실무를 담당하
는 공공기관은 UXO Lao(1986년 설립)과 함께 라오인민해방군 소속 58불발탄제거공병단(Unit 58)이 있고 다수의 국제비정부기구와 현
지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Tetra Tech)을 비롯한 현지기업 등이 활동하고 있다. 라오스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주(province)와 시(district)
단위의 이행조직도 총리령에 명시하였다. 15개 주(최근 18개 주로 확대 지정)가 불발탄 오염지대로 확인되어 전술한대로 주정부의 사회복
지/문화담당 부지사가 중앙정부의 불발탄제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주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노동사회국, 국제협력국,
라오인민해방군 주 사령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노동사회국이 사무국기능을 담당한다. 마찬가지로 시는 사회복지/문화담당 부시장
이 시 불발탄제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노동사회과, 국제협력과, 시 사령부, 기타 유관기관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노동사회과
가 사무국기능을 맡는다 (Lao Government 2018).
라오스는 주무기관인 불발탄제거관리청이 신생조직으로 노동사회부 산하의 외청이면서 유관부처, 주정부, 산하기관들로 구성된 불발탄
제거위원회의 사무국역할을 담당하며 지방정부별 위원회조직이 명시적으로 계열화되어 있다. 최근 불발탄제거분야의 예산과 기술 관리
에 대한 높은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58불발탄제거공병단의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고 이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⑶ 베트남
베트남은 주요 교전당사국으로 지뢰와 불발탄 오염지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조약가입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1981년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 등 후속조치가 미실시 되었고 대인지뢰금지협약, 집속탄 금지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신 국내법으로 전후 지뢰, 불발탄 제거관련 관리 및 이행관련 시행령(2019년)과 국가기술규정 및 지뢰행동표준도 제정하였다. 또
한, 장애인권리협약(2015년)도 비준하였다. 국가발전계획으로 10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2011~2020년)을 제정한 바 있고 차기 10년 계
획을 수립 중이며 국가지뢰행동계획(2010~2025년)이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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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거버넌스는 2014년 총리행정명령 제319호(PM Decision no. 319)에 근거하여 2015년 「베트남지뢰행동센터(VNMAC)」가 설립되면
서 기존 군 주도의 지뢰행동업무를 이관 받아 문민화를 모색하고 보고채널도 총리실로 설정했다(GICHD 2014). 그러나 동 명령은 국방부
에 국가차원의 지뢰행동관리 및 조정업무를 위임함으로써 문민화의 한계성이 노출되었다. 센터 설립 전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내 행
정명령으로 2008년 민간 지뢰제거실무기관인 베트남폭발물지뢰행동센터(VBMAC)를 설립한 적이 있으나 구성원 대부분이 군인이었다
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국방부의 영향력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여국 그룹이 군주도의 지뢰행동에 지원을 기피하는 요
인이 되었다. 국방부와 노동보훈사회부, 기획투자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상위 정책결정기구로 2018년 701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는
데 이는 국가지뢰행동계획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2010년에 기 구성된 504운영위원회와 미 고엽제 피해대책을 담당하는 33운영위원회를
합병하여 전후 폭발물 및 독성화학물질문제의 해결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국내 및 국제 이해관계자(공여국, INGO
등) 간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뢰행동파트너그룹(MAPG)이 총리의 승인을 받아 2017년에 조직되었다. 베트남지뢰행동센터는 기
획조정, 대외홍보, 기술, 재무의 4개 부서와 정보관리, 기술컨설팅 및 품질관리, 연수의 3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 지뢰제거 실무는
1996년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폭발물/지뢰처리기술센터(BOMICHEN)와 더불어 현재는 육군 공병단과 70개의 군 직영기업이 담당
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270여개의 지뢰제거팀은 기반시설, 민간상업시설, 개발목적의 지뢰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
민원조조정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국제비정부기구와 현지 민간단체도 비무장지대주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지뢰행동에 참여하고 있다.

진해왔던 포용적 농촌개발모델은 한국 ODA의 중점사업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가 기 검증되었기 때문에 지뢰행동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는 판단이 주효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CLMV국가의 SDGs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장기목표(overall goal)를 설정하고 ERW로부터 자유롭고 피해자들이 포용
적 인권의 보호를 받으며 ERW로 인해 소외된 농촌지역이 번영의 땅으로 전환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농촌 공동체를 조성 및 확산시킨
다는 목표(Objectives)를 수립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계획에 의하면, 첫째, 메콩 유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가, 평화와 장애인
인권, 번영, 범 분야를 포괄하는 다분야, 다자성 양자사업과 더불어 국별협력사업과 민관협력사업 등 다 수단을 활용하는 총체적 접근방
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사업대상지역은 수원국별 수요에 부합하게 중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셋째, 대상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분야
와 수단을 도입한다. 넷째, 수원국 지뢰행동 거버넌스의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주요 취약계층을 중점지원한
다.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성과와 교훈, 지식을 기획 및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접근전략을 채택하였
다(한국국제협력단 2019, 15).
상기 전략에 의거, 기존의 프로젝트들은 합목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신규 프로젝트들은 영역별, 단계별로 계열화하여 상치시키
는 방법으로 설계하여 2030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밀도 지뢰/불발탄 오염지대가 있는 중부지방은 일정 수준이상의 자율성이 허용되는데 제도적으로 국제비정부기구의 경우, 인민원조조
정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주정부에 별도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서 광찌(Quang Tri)성은 영국 대외개발부(DFID)의
재원과 노르웨이국민원조(NPA)의 지원을 토대로 관할지역 내 지뢰행동의 조정을 맡은 전쟁유산조정센터(LWCC)를 설립하여 국제기구들
과 연간사업계획, 조사, 제거, 폭발물처리 등 제반업무를 협의하였다. 주목할 점은 자체 지뢰활동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 내 오염지
대 조사 및 제거정보를 외부행위자들로부터 취합하여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 정부는 지뢰행동계획이 성 단위 사회경제발전계획
과 연계시키기 위해 부서대표와 LWCC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베트남지뢰행동센터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그림 1> 국별 프로젝트 현황

베트남은 국가지뢰행동의 문민화가 제도화된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달리 상대적으로 군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추진력과 집행력이 보
장된 반면, 베트남지뢰행동센터의 정보관리와 공유, 품질관리, 외부 행위자들과의 조정과 협력에 대해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국방부에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개방성과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정보관리에 있어 지뢰오염지대의 자
체 조사 및 제거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행위자들로부터의 관련정보 취합도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여국들
이 중앙정부대상의 협력을 우회하여 자율성과 개방성을 갖춘 주정부와 협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Ⅲ. 메콩 평화미래 공동체 조성사업의 전략 및 이행분석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뢰제거가 개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1998년 이래로 다자지원채널을 통해 무력충돌을 겪은 개도국 내 전쟁잔여폭발물
(ERW)의 제거에 점진적인 기여를 해왔다. 초기에는 주로 자발적 신탁기금(Voluntary Trust Fund)의 출연을 하였고 2003년 이라크 전후
재건 과정에서의 지뢰제거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개발그룹(UNDG) 이라크신탁기금에 각각 출연하였으며 2007
년에는 타지키스탄과 페루-에콰도르 국경지뢰제거에 소액을 지원한 바 있다(평화나눔회 2019, 140-141). 메콩유역국에 대한 지원은 2014
년에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다자성 양자(multi-bi)방식으로 유엔개발계획에 위탁하여 2016년에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1차 사업이 개시
되었고 2020년에 캄보디아로 확대되었다.
지뢰행동은 ① 인도적 지뢰제거, ② 폭발물 위험교육, ③ 피해자지원, ④ 지뢰를 포함한 적재폭발물 소거, ⑤ 국제옹호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IMAS 2019). 이 중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도적 지뢰제거, 폭발물 위험교육, 피해자 지원’영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중 목표1(빈곤퇴치), 목표2(기아종식), 목표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9(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목표15(생태계 보호),
목표16(평화·정의·제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GICHD/UNDP 2017).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담론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인도
지원-개발-평화의 결합성(HDP Nexus)」 담론에 있어 지뢰행동은 지뢰/불발탄 피해자의 고통경감과 해제지역의 중장기적 개발, 무력충돌
의 잔재로서의 ERW조사 및 제거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아있다. 더구나 관련 전문가그룹이 실시한 타당성조사과정에서 수원
국 별 지뢰행동 영역 간 분절화 및 지뢰 및 불발탄 해제지역의 중장기적 개발에 대한 연계성이 미비한 점을 간파한 한국정부는 이를 통합
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원국별 특성을 아우르는 준지역적 접근을 통해 프로그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더구나 3개국에서 기존에 추

600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Ⅳ. 한국의 지뢰행동 제도화에 주는 함의
한국은 남북 대치상황 하에서 지뢰는 북한군의 남측 DMZ 무단침입을 억제하는 저가의 비대칭적 전술자산으로 DMZ와 후방 방공기지에
대량 매설되었다. 필연적으로 인도적 지뢰제거활동보다는 군의 주도와 임무에 기반한 군사목적의 지뢰제거활동이 수행되는 구조라는 점
에서 포괄적인 지뢰행동의 관점보다는 지뢰행동의 한 요소인 지뢰제거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지뢰행동을 규율하는 법이 전후 70여년이
경과된 2021년이 돼서야 입안 중에 있고 다행히 피해자지원과 관련 보상조건과 한정된 신청기간을 명시한 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메콩
유역 3개국 내 지뢰행동이 제도화되는 과정과 한국의 기여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서명과 비준이 불가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베트남처럼 국내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020
년에 국방부는 국제지뢰행동표준의 영한번역 사업과 관련 법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법률
안을 작성 중에 있다. 다만, 법안이 군 주도의 지뢰제거작전 및 기술적 표준에 천착한다면 포괄적 지뢰행동의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게 되고 이는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 제시하는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이행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한국의 안보적 특성 상 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제지뢰행동표준에서는 문민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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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사례를 준용하여 위원장은 총리가 담당하고 국방부장관이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유관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정책단위의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 사무국역할을 하는 실행기구로서 조사 및 제거관리, 정보관리,
품질관리, 피해자지원 및 인식교육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와 기획관리, 홍보, 대외협력, 조약이행 등의 지원 부서에 민군으로 구성된 지뢰행
동센터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Implication of Legal Framework and Governance of Mine Action in the Mekong
Region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ine Action in Korea

셋째, 사례대상 3국 모두 지뢰행동의 전 영역에 국내외 민간기구 및 단체의 참여를 수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국내외적으로 지뢰행동
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가 있는 만큼 법과 제도적으로 민간의 참여의 범위와 자격, 그리고 인증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해서 민간
기업 혹은 단체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DMZ를 제외한 후방지역 미확인 지뢰지대나 지뢰유실 의심지역, 사유지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우호그룹의 형성차원에서 메콩 유역국 지원이 실시된 바, 전후재건 및 평화구축의
과정에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뢰행동지원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가칭)한국지뢰행동센터와 국내 민간지뢰행동기구들이 무상원조
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자 및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을 양자지원방식으로 배분하여 비
용효과성을 높이고 한국정부의 기여를 평화와 개발 연계 공공외교채널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북서부 3개 주와 라오스의 15개 주, 베트남의 광찌성을 비롯한 중부지역 지방정부는 중앙부처 및 국가지뢰행동기
구의 조정과 협조 하에 관할지역 내 연간사업계획의 수립, 조사 및 제거의 우선순위 선정, 정보관리와 취합을 통한 개방적 공유, 피해자의
의료 및 복지 등 실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라오스의 사례와 같이 정책결정기구에 경기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자체의 입
장을 대변하고 광찌성 정부의 운영위원회나 LWCC처럼 관내 지뢰행동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관내 지역의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한 만큼 피해생존자와 유가족들이 복지사
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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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A considerable number of the mines buried during the 2nd Indochina War in the 1960's and the cluster bombs dropped by the
US forces, called UXOs (unexploded ordinances), are causing thousands of personal injuries in Cambodia, Laos and Vietnam while
posing seriou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threats to the polluted zones. As a result, they are acting as a serious constraint
on sustainable development (Bryden 2005, 161). Since the Second World War, war-ravaged nations have been removing mines to
reduce their damages or utilize land. But as for mine removal based on humanitarianism, many UN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echnic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local NGOs in 1988 after the War in Afghanistan, and the target areas were expanded to Asia,
Africa, the Balkan Peninsula, and the American Continent. Mekong Basin countries, i.e. Cambodia, Laos and Vietnam, are included in
the top 10 mine action affected countries from 2014 to 2018 (ICBL 2020). As international NGOs with expertise in this area other than
UN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after 1988, the range of activities of participating entities expanded, and as private enterprises
began to participate after the Gulf War in 1991, participating entities were diversified. Currently, in the three Mekong countries, UN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nternational NGOs, and private enterprises are participating
together with mine action government organizations.
South Korea could not join the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APMBC), signed in 1997, due to the necessity of landmines at the
strategic level under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but became a high contracting party to the First Protocol, the revised Second
Protocol, and the Fifth Protocol of the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CCW), which came into force in 1983.1 Then, as
South Korea began to provide support for Vietnam using the multi-bi aid method in 2014 through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 Free Government Aid Agency, the aid spread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as President Moon Jae-in declared
transformation of the DMZ into a peace zone in his address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9, mine action
was included in the agendas of the Korea-Mekong Summit Declaration in November 2019, causing the program-type mine action
project for the Mekong Basin countries to gain momentum in earnest.
Consequently, South Korea is a donor country supporting the mine a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nd has large minefields in rear air
defense bases, including the DMZ, but has inherent limitations in institutional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IMAS), the universal norm in mine ac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trie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Gyeonggi-do, a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s jurisdiction over the central front, and for institutionalizing Korea's mine action by analyzing the
legal framework and governance of each recipient country of the Mekong Peace and Future Community Creation Program through
the mine a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http://www.the-monitor.org/en-gb/reports/2019/landmine-monitor-2019/casualties.aspx (접속일: 2021.05.03.)
•http://icbl.org/media/2146336/Maputo-plus-15-_Declaration.pdf (접속일: 2021.05.03)
•https://www.phnompenhpost.com/national/government-steps-reach-2025-mine-free-goal (접속일: 2021.05.03)
1

https://www.un.org/disarmament/the-convention-on-certain-conventional-weapons/high-contracting-parties-and-signatories-ccw/
(connection date: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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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nalysis of CLMV's Mine/UXO pollu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mine action

the Cambodian Mine Action Standards (CMAS) based on the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IMAS) were approved and they
are used as a reference.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mine action strategy and operation plan are properly structured.
The Five-Year Plan for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was established for 2019~2023, and the national mine action strategy
(2018~2025) postulated the completion of removal by 2025 according to the Maputo+15-year Declaration,3 1and the 3-year action
plan (2018~2020) was established. Also, to ensure that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would be respected in the process of mine action,
the 5-year strategy for gender mainstreaming (2018~2023) was established.

1. Mine/UXO pollution
In the process of countering North Vietnam's southward movement during the Vietnam War, US forces buried a large number of mines,
and as North Vietnam secured the Ho Chi Minh Trail to penetrate through Laos and the Sihanouk Trail, a logistics route for procuring
military suppliers through the western port of Cambodia to avoid the mines, US forces conducted large-scale aerial bombardment
to block the North Vietnamese. It is estimated that 26 million cluster bombs were dropped in Cambodia (1.9 million–5.8 million UXOs
are anticipated), 270 million in Laos (80 million UXOs are anticipated), and 413,630 tons in Vietnam (ICBL 2020). In addition, in Vietnam
and Cambodia with a large mine zone in the Northwestern region where there was intensive engagement during the civil war, there
are larger mine zones than in Laos. As no specific survey has been done in Myanmar until now,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the amount
of cluster bombs that were dropped.

<Table 1> Estimated UXOs and mine pollution levels (as of 2017)
UXOs
Classification of polluted zones

Mine
Applicable countries

Classification of
polluted zones

Applicable countries

1,000㎢ or more

Laos, Vietnam

100㎢ or more

11 countries including Cambodia

100 ~ 1,000㎢

Cambodia, Iraq

20 ~ 99㎢

8 countries including Sri Lanka

5 ~ 99㎢

11 countries including Syria

5 ~ 19㎢

6 countries including Tajikistan

Less than 5㎢

4 countries including Croatia

Less than 5㎢

11 countries including Ecuador

Uncertain

10 countries including Angola
Cannot be estimated

Cannot be estimated

Columbia and Georgia

23 countries including Laos, Myanmar,
Vietnam and
North Korea

Source: Cluster Munition Monitor 2018, Landmine Monitor 2018, KOICA 2019 requoted

Accordingly, Cambodia has had approximately 64,000 victims, Laos approximately 50,000, and Vietnam approximately 46,000,
according to 2018 figures. Meanwhile, as Myanmar is still in a standoff with the military groups of ethnic minorities, the exact burial
scale is unknown, but 4,623 people were victimized from 1999 to 2018, 9th among the top 10 countries, and 3,593 people were
victimized from 2007 to 2017, 3rd following Afghanistan and Pakistan. In 2018 alone, there were 430 victims. Myanmar was hit the
hardest among the four2 countries in recent years.
2. Institutionalization of mine action
⑴ Cambodia
Cambodia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protocols 1
through 4, 1997), the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1999),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2), but has not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 yet. And domestically Cambodia enacte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nti-personnel Mines (1999) and the Act on Management of Weapons, Bombs and Ammunition (2005), and

2

http://www.the-monitor.org/en-gb/reports/2019/landmine-monitor-2019/casualties.aspx (connection date: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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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or implementation governance, the 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CMAA) was established as the
National Mine Action Authority (NMAA) on September 3, 2000 according to Royal Decree No. 177, and the Prime Minister will be the
president ex-officio, with the de-facto representatives being the first deputy director (a deputy prime minister-level senior minister)
plus the second deputy director (a 4-star general). The secretary-general (ministerial level) has practical responsibility for the 6
divisions, i.e. administration, finance, socioeconomic planning, data management, support for victims, supervision and monitoring of
victims, and PR. Field agents are special juristic persons, e.g. the Cambodia Mine Action Center (CMAC); international NGOs; domestic
private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in such areas as humanitarian mine removal, education on the dangers of explosives,
and support for victims. Additionall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Provincial Mine Action Committee (PMAC) and the Mine Action
Planning Unit (MAPU) under PMAC were established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local governments in regard to the prioritization of
projects, and act as a brid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In Cambodia,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military in mine action is clearly defined.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take charge of its domestic mine action with CMAA playing the central role, and the military is dispatched to each
host nation in need of mine action at the level of UN peace activities and performs humanitarian mine removal operations. Meanwhile,
in February 2020, Prime Minister Hun Sen, as representative of CMAA, decided to inject 2,000 soldiers (Royal Cambodian Armed
Forces: RCAF) into domestic mine activities to remove all mines by 2025 as an international pledge. Thus the military's participation
in mine action increased.
⑵ Laos
As for treaties and legal framework, Laos is a high contracting party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Protocols 1~3 & 5, 1993), and the only signatory to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 in
Southeast Asia (signed in 2008 and ratified in 2009). It held the first Conference of the Parties (2010) in Vientiane (2010), its capital,
and the Laos Mine Action Standards were established and applied. It also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gned in 2008 and ratified in 2009), but has not acceded to the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yet. The 8th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8th NSEDP) ended in 2020, and the 9th plan was established. There are plans to carry it out from
2021 to 2025. The UXO/Mine Action Strategy, linked to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i.e. Safe Path Forward Ⅱ, also ended in 2020,
and Safe Path Forward III (2021~2025) is now being established, while the multi-year UXO removal operation plan (2016~2020) and
UXO victim support strategy (2014~2020) are in need of updates.
As for implementation governance, according to PM Decree No. 67, the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NRA) was established in 2018
as an independent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MLSW). As a higher-level policy-making body, the Minister
of Labor and Social Welfare becomes the ex-officio chair of the NRA Board, and the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Vice-Minister
of Labor and Social Welfare (standing), the Vice-Minister of Planning & Investment, and the Deputy Chief of Staff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rve as vice-chairs, and vice-governors of provincial governments, directors of related ministries, female unions
and youth unions participate as board members, and the NRA plays the role of the secretariat. The director general is in charge of

3

http://icbl.org/media/2146336/Maputo-plus-15-_Declaration.pdf (connection date: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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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and management, and the deputy director general (Business Division) is in charge of investigation, removal, information
management, danger education, and victim support, while the deputy director general (Foreign Cooperation Division) is in charge
of treaty manag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ublic relations. The public institutions in charge of removing UXOs in the field
are UXO Lao (established in 1986) and Unit 58 of the Lao People’s Armed Forces, and many international NGOs, local NGOs and local
enterprises including a multinational corporation (Tetra Tech) are participating. In Laos, local governments specified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at the level of provinces and districts in the Prime Minister's Decree. 15 provinces (recently increased to 18 provinces)
were confirmed as UXO-polluted zones, and as mentioned above, the vice-governors of provincial governments in charge of social
welfare/culture participate in the NRA Board of the central government serve as chairs of provincial boards. The heads of the Bureau
of Labor and Social Affairs and the Bureau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lus the representative of the provincial headquarters of
the Lao People’s Armed Forces will participate as board members, and the Department of Labor and Social Affairs serves as the
secretariat. Likewise, the vice-mayor in charge of social welfare and culture will chair the NRA Board of the city,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Department of Labor and Society,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unicipal headquarter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will participate as board members, and the Labor and Society will serve as the secretariat (Lao Government 2018).
In Laos, NRA, which is the main authority, is a new organization and an independent agency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and serves as the secretariat of the NRA Board consisting of related ministries, provincial government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the board organizations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re explicitly structured in. Recently, to overcome the high degree of
external dependence in budget and technology management in the area of UXO removal and enhance sustainability, Laos is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size of Unit 58, with the Korean Government in support.4
⑶ Vietnam
Vietnam has both mine and UXO-polluted zones as a major party in the war, but it is taking a lukewarm position on acceding to
related treaties. It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in 1981,
but did not take any follow-up measures, e.g. ratification, instead enacting the Mine and UXO removal-related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related enforcement decrees (2019) as domestic laws, and established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and mine action
standards ratehr than acceding to the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In addition,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5) to pledge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For a national development
plan, Vietnam established the 10-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1~2020), and i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next
10-year plan, and executing the National Mine Action Plan (2010~2025).
As for implementation governance, according to PM Decision No. 319 in 2014, Vietnam established the Vietnam Mine Action Center
(VNMAC) in 2015, transferred the existing military-led mine activities to VNMAC to privatize mine removal, choosing the Prime
Minister's Office as the reporting channel (GICHD 2014). However, this order exposed the limitations of privatization by delegating
national mine action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ctivities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efore the center was established,
with an executive order of the 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MOLISA), the Vietnam Bomb and Mine Action Centre
(VBMAC), a private mine removal agency, was established in 2008, but in that most of its members were soldiers, it could not but be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t ultimately led the group of donor countries to avoid supporting military-led
mine action. As a higher level policy-making body in which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participate, the 701 Steering Committees was organized
in 2018, and it merged with the 504 Steering Committee, which was organized in 2010 to manage and supervise national mine
action plans, and the 33 Steering Committee in charge of countermeasures against defoliant damage, and took charge of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solving the post-war problems of explosives and toxic chemicals. Also, to facilita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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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domestic and global stakeholders (donor countries, INGOs, etc.), the Mine Action Partner Group (MAPG) was organized
in 2017 with the approval of the Prime Minister. The Vietnam Mine Action Center consists of four departments, i.e. planning and
coordination, public relations, technology and finance, and three centers, i.e. information management, technical consulting and
quality management and training. The Army Corps of Engineers and a company directly managed by the 70th Army as well as the
Center for Bomb and Mine Disposal Technology (BOMICEN), which was established as an affiliat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1996, are in charge of mine removal in the field. The 270 or so mine removal teams they operate are in charge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private commercial facilities, and mine removal for development purposes. Additionally, international NGOs and local
private organizations, which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People’s Aid Coordinating Committee, are also participating in mine
action in the central region near the demilitarized zone.
Autonomy above a certain level is allowed for the central region with high-density mine/UXO-polluted zones. Institutionally,
international NGOs must obtain separate approval from provincial governments even if they sign an agreement with the People’s Aid
Coordinating Committee.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Quang Tri Province used the fund from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of the UK and the support from Norwegian People’s Aid (NPA) to establish the Legacy of War Coordination
Center (LWCC) in charge of mine action in its jurisdiction, and consulte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bout its duties, e.g. annual
business plans, investigation, removal and disposal of explosives.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 province established its own mine
ac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collects and shares the information on investigation of polluted zones in the province
and removal information. Also, to link the mine action plan to the provinci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provincial
government is holding a steering committee meeting attend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department and the representative of
LWCC every quarter, and closely cooperating with the Vietnam Mine Action Center.
Unlike Cambodia and Laos where the national mine action is privatized, the military has a relatively greater influence in Vietnam. In
this respect,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are guaranteed, where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sponsible for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Vietnam Mine Action Center’s information management and sharing, quality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 external actors, holds a conservative and closed position, thus the constant calls for the necessity of openness and
information disclosure. In particular, in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on mine-polluted zones’ own investigation and removal
is not shared, nor is related information collected efficiently from external actors. Accordingly, i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donor
countries to bypass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operate with autonomous and open provincial governments.

Ⅲ. Analyzing the strategy and implementation of the Mekong peace and future community creation projec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gradually contributing to the removal of the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within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experienced armed conflicts, through a multilateral support channel since 1998, 10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of humanitarian mine removal. Since early on, Korea has been contributing mostly to the Voluntary Trust Fund, and contributed t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UNDG) International Reconstruction
Fund Facility for Iraq to support mine removal in the reconstruction process after the Iraqi War in 2003, and provided a small amount
for the removal of mines in Tajikistan and the border between Peru and Ecuador in 2007 (Peace Sharing Association 2019, 140~141).
As for the support for the Mekong Basin countries, starting with the feasibility study in 2014, Korea consigned it t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sing the multi-bi method, and the primary projects were initiated in Vietnam and Laos in 2016,expanding
to Cambodia in 2020.
Mine action consists of ① humanitarian mine removal, ② education on the dangers of explosives, ③ support for victims, ④ elimination
of loaded explosives including mines, and ⑤ international advocacy activities (IMAS 2019). Among them, "humanitarian mine
removal, education on the dangers of explosives and support for victims," which directly affect local communities, contributes to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 (No poverty, Goal 2 (Zero hunger),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Goal 9 (Industry,

https://www.phnompenhpost.com/national/government-steps-reach-2025-mine-free-goal (connection date: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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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Goal 15 (Life on land) and Goal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GICHD/UNDP 2017). In
particular, in the humanitarian support-development-peace nexus (HDP Nexus) discourse, which is emerging as a new discours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g. the UN, mine action has the same context in that it includes relieving the pain of mine/UXO victims, midto long-term development of released regions, and investigation and removal of ERW as remnants of armed conflicts.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detected the segmentation between mine action areas in each recipient country and lack of connection
to the mid-to long-term development of mine and UXO-removed areas through the feasibility study conducted by a related group
of experts. It then came up with a method of mine action in an integrated way, programming mine action through a semi-regional
approach encompass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cipient country. In addition, as the inclusive rural development model, which
has been pursued in the 3 countries, is the core business of Korea’s ODA, and its performance is proven in various aspects, if it is linked
to mine action support projects, synergies will be created, and this judgment proved to be very effective.

Ⅳ.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institutionalization of mine action

The overall goal of this program is to contribute to CLMV countries’ achieving SDGs, and its objectives are to ensure freedom from
ERW, inclusiv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victims, the conversion of rural areas, alienated by ERW, into a land of prosperity,
and ultimately the creation and spread of a peace rural community.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first, it adopted a holistic approach, which utilizes all means, e.g. 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in addition to the multi-country, multi-area multi-bi projects for the Mekong Basin countries encompassing all
areas such as peace, the rights of the disabled and prosperity. Second, it selected priority target areas in line with the demand of each
recipient country, and third, it will introduce support areas and means in consideration of target areas. Fourth, it will emphasize the
reinforcement of the competency of the mine action governance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intensively support maj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victims and the bereaved. Lastly, it adopted an approach that will utilize the achievements generated in the
course of project execution, lessons learned and knowledge for planning and monitoring,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m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9, 15).

First, considering that the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cannot be signed and ratified,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method of
regulating them through domestic laws following Vietnam. In 2020,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utsourced policy studies for the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from English into Korea and enactment of related laws to a specialized institution,
and it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preparing legislative bills based on the results. If the legislative bills concentrate on mine removal
operations led by the military and technical standards, however, they will not appropriately reflect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mine action, and it may lead to the problem of nonconformance with the universal standards presented in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According to the above strategy, it is expected that existing projects will be supplemented to increase their purposiveness, and new
projects will be designed by systematizing them by area and stage and carried out by 2030.

<Figure 1> Projects of individual countries

In South Korea, mines are low-priced asymmetric tactical assets to suppress North Korean army’s trespassing the southern part of
the DMZ amid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a lot of mines were buried in the DMZ and rear air defense
bases. Inevitably, in that mine removal activities are conducted by the military for military purposes based on its duties rather than
humanitarian mine removal, Korea has been concentrating on mine removal, an element of mine action, rather than comprehensive
mine action. Accordingly, a law governing mine action is being legislated in 2021, 70 years after the Korean War, and a law was
enacted to stipulate support for victims, related compensation conditions, and limited application periods. Accordingly,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mine action in the three Mekong Basin countries and South Korea’s contributions were analyzed in detail an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Second, in relation to implementation governance, due to the security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 the role of the military is
important, but in that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place emphasis on privatization, it is necessary to form a decision-making
body in which the prime minister will be the chairperso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ll be the vice-chairperson, and related
ministers will participate as members as in Cambodia and Vietnam. And as the implementation body serving as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mine action centers, consisting of civilians and the military, must be established in the business departments in charge
of investigation and removal management, information management, quality management, support for victims and awareness
education, and the support departments in charge of planning and management, public relations, external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ea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fact that all three countries allow domestic and overseas organizations and groups to
participate in all areas of mine action, prepare the scope of private participation, qualifications and certification criteria systematically
and institutionally as there are demands for participation in mine action at home and abroad. In relation to this, training opportunities
to develop the competencies of private enterprises or organizations may be provided, and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may be given
first to the unidentified mine zones in the rear area, areas suspected of mine loss and privately-owned land excluding the DMZ.
Fourth, to create a consensus about the peace zone in the DMZ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ke friendly groups, the support for
the Mekong Basin countries was provid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mine action support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in the post-war reconstruction process and building peace, and increase cost-effectiveness by having (tentative) the Korean
Mine Action Center and domestic private mine action organizations build partnerships wit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 charge of free aid in this process, and changing the current multilateral and multi-bi aid method to the bilateral support
method, and publicize the contribu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e public diplomatic channels linked to peace and
development.
Lastly,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central region, including the 3 Northwestern provinces of Cambodia and 15 provinces of Laos, and
the Quang Tri Province of Vietnam, are in charge of practical works, e.g. establishment of annual project plans in the areas under their
jurisdiction, investigation, prioritization of removal, management, collection and open sharing of information, and medical service
and welfare for the victims, under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f central ministries and national mine actio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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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n the case of Laos, the Gyeonggi-do Governor may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body as a committee member, represent
the posi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prepare a governance system in which private mine action organizations participate as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Quang Tri provincial government or LWCC have. In particular, as Gyeonggi-do has already conducted an
extensive investigation of the mine and UXO victims in its jurisdiction, it must take interest in and support them so that the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are not exposed to welfare blind sp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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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Jaegang LEE
경기도 평화부지사
Vice-Governor for Peace, Gyeonggi Province

이재강은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이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지를 맞대고 있고, 70년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지금은 대한민
국의 최북단이지만, 머지않아 남북 평화협력시대가 도래하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 될 곳이다. 이재강은 전국 유일의 평화부지사
로서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은 오솔길을 낸다는 생각으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 방향을 모색하여 남북평화시대의 마중물을 붓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가 대북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성과로는, 2019년 12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지원물자 152
개 품목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이 꼽힌다. 또한 이재강은 개성공단 재개 선언, 종전선언 지지 등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겨울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며 43일간 파주 임진각에 천막 집무실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개성공단 125개 입주기업을 의미하는 통일대교 1.25km를 3보1배로 건넜다.

LEE Jaegang is Gyeonggi Province’s Vice-Governor for Peace. Bounded by the Demilitarized Zone to the north, the Province has
borne the pain of division over the past 70 years. Although one of South Korea’s northernmost provinces today, it will emerge as the
epicenter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era of inter-Korean peace and cooperation arrives in the near
future. As the nation's only vice-governor for peace, Jaegang Lee is serving as a pioneer in preparing the Province for the advent
of the borderless era. Imbued with the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he is priming the pump of reconciliation and charting a narrow
but meaningful path towards peace on the Peninsula, he is exploring realistic and practical direc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Gyeonggi Province has been acknowledged for its substantial contribution as a local government to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ts primary achievement is being granted an exemption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1718
DPRK Sanctions Committee on the 152 materials necessary for the Gaepung Tree Nursery project. In addition, Vice-Governor Lee is
focusing his endeavors on implementing measures to restart the clock of peace on the Peninsula, including support for a declaration
to resum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o end the Korean War. In the winter of 2020, he set up a tent office in Imjingak, Paju,
for 43 days, calling for the resumption of operations at th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e also crossed the 1.25 km-long Tongil
Daegyo Bridge, which symbolizes the 125 tenant companies a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by repeatedly taking three steps
and one bow during his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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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1 -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고계성
Kye-Sung KO

고계성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

경남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
Professor, School of Tourism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Vice President,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TOSOK)

고계성은 경남대학교 교수이자 현재 회원수 3,000 여명에 이른 한국 최대 최고 관광학술단체 ‘한국관광학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학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자문단, 경상남도 관
광정책자문단, 한국관광공사 평가위원, 해양수산부 평가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평가위원 및 경남관광재단 선임직 이사 등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현재까지 6권의 저술활동과 6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울산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사를 취득한 후 하와이 소재
하와이패시픽대학교(Hawaii Pacific Univ)에서 관광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에 2006년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에서 ‘관광
목적지 유형에 따른 매력성 평가에 관한 연구’로 관광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KO Kye-Sung is a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and the Senior Vice-President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the largest
and the most authoritative of its kind in Korea with over 3,000 members. From 2023, he will serve as the Chair for two years. Previously,
he was a member of the Tourism Advisory Panel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member of the Tourism Advisory Panel
for Gyeongsangnam-do, an evaluator for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 evaluator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
evaluator for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and a senior executive at the Gyeongnam Tourism Organization. He has published
six books and over 60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so far. After receiving a bachelor’s degree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University of Ulsan, he earned a master’s degree in Tourism Management from Hawaii Pacific University. After returning to Korea, in
2006, he earned a doctorate degree in Tourism Management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with his thesis entitled “Visitor evaluations
of the tourist destination attra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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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1 - Contact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Residents of
the South and North
Kye-Sung KO
Professor, School of Tourism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Vice President,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TOS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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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2 - 접경지역의 남북교류협력 거점화 전략
우명제

우명제
Myung-Je WOO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우명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스마트시티학과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Center for Quality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의 연구원과 Assistant Director (2007-2012)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메가리전계획, 도시
성장관리정책, 경제개발과 공간계획, 스마트시티, 축소도시, GIS와 공간분석, 북한도시계획 연구 등이다. 그는 53편의 연구보고서,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3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106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WOO Myung-Je is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and the department of smart cities at the
University of Seoul. He worked for Center for Quality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at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as Research Scientist and Assistant Director.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are in megaregion planning, urban growth manage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spatial planning, smart city, shrinking city, GIS and spatial analysis, and planning North Korea. He has
published 53 professional reports in applied research and 39 papers in academic journals, and presented 106 papers in academic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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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2 - Socio-Economic Facilities and Zones for the Cooperation and Trade on
the Border Region of the North-South Korea
Myung-Je WOO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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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3 - 동북아 생태축의 기지, DMZ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동근
Dong Kun LEE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동근은 서울대학교 교수이다. 1993년 4월부터 1994년 1월까지 일본 국립환경연구원 공동연구원, 1994년 2월부터 1995년 1월까지 일
본 과학기술청 특별연구원, 1995년 2월부터 1996년 8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1996년 9월부터 2003년 상명대학
교 교수를 거쳐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1986년 2월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
대학에서 녹지학연구실에서 1989년부터 도쿄대에서 석사와 박사를 졸업하였다.
LEE Dong Kun now serves as a professo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ing started there in March, 2003 after working as joint
researcher in Japan’s 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from April, 1993 to January, 1994; a special research fellow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of Japan from February, 1994 to January, 1995; Responsible Researcher in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rom February, 1995 to August, 1996; and a professor in Sangmyung University from September, 1996 to 2003.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February, 1986 and completed a master’s course
in 1989 and doctoral course in 1993 in the Landscape Ecology & Planning Lab of the University of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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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3 - DMZ, A Base Camp of Northeast Asian Eco-belt
Dong Kun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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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4 - DMZ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고상두

고상두
Sangtu KO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Professor, Yonsei University

고상두는 세계정치학회 연구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외교부 한독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소장을 맡아 한국사회의 갈등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연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KO Sangtu served as the chair of the research sub-committee of the IPSA and also as an advisor to the Korean-German unification
foreign polic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o the NUAC. Currently, he is the director of CARIFS at Yonsei University and is
conducting research on the subject of conflict and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Professor Sangtu Ko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Yonsei University and received Master and Ph.D.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Free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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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4 - DMZ Northeast Asia Peace Network
Sangtu K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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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5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
최완규
Wan Kyu CHOI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Director, Institute of Trans-Division and Border Studies,
Shinhan University

최완규는 신한대학교 석좌교수로서 현재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경실련 통일협회 대
표를 맡고 있다. 그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장, 세종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하
였다. 그는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비교사회주의), 북한정치, 남북관계 등이다.

CHOI Wan Kyu is Chair Professor at Shinhan University in Korea. 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Institute of Trans-Division and Border
Studies, Shinhan University, the Co-President of the Korean Sharing Movement and the Chairman of Unification Associatio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He was the President of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Professor of Kyungnam University, a
Member of a senior advisory group for inter-Korean summit, the Chairman of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dvisory
Committee, the Chairman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an advisory of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ejong Institute. Prof. Choi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Kyunghee University, Korea (1987). His main research field focuses on comparative politics (comparative socialism), North
Korean politics and inter-Korean relations. Prof. Choi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book chapters on North Korean politics and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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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5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olicy of Gyeonggi-do
Wan Kyu CHOI
Director, Institute of Trans-Division and Border Studies, Shinh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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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6 - 풀뿌리로부터 국제연대까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제안
조영미
Youngmi CHO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
Research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조영미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의 집행위원장이자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의 한
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앙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국제협력과 시민공공외교,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등을 연구한다. 그녀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국내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의 전문가로 알려
져 있다. 그녀는 외교부 공공외교지원네트워크의 위원이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의 연구위원,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임집행위원으로
도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회와 국제평화교류위원회 등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CHO Youngmi is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and the Korea National Organizer of the global
campaign ‘Korea Peace Now! –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She is a research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Republic of Korea. She has researched and published academic paper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civic public diplomacy;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women, peace and security; cultural diversity, cultural sustainability, etc. Dr. CHO is an
expert in establishing links and partnership building with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other organizations. She is a member of a
Network for Civic Public Diplomac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 research fellow for of Peace Forum on the Korean Peninsula
of the National Assembly, a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 member of international
peace exchange committee of Gyeonggi-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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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6 - From Grassroots to International Solidarity :
Women’s Peacebuilding Initiatives and Recommendations
Youngmi CHO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 Research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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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Forum 2021」
Gyeonggi Declaration for Peace
「2021 DMZ 포럼」 경기평화선언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 DMZ 포럼」 경기평화선언

「DMZ Forum 2021」 Gyeonggi Declaration for Peace

DMZ는 70여 년 남북 분단의 상처이자 냉전의 유산이다. 그러나 DMZ는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합의한 비무장지대로
서 그 자체가 평화의 공간을 지향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 화해와 협력을 향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2021 DMZ 포럼」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남북 분단의 극복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2021 DMZ 포럼」은 모든 참여자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DMZ에서 시작된 평화는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는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남북한 당국과 관련 국가들은 즉각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한반
도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기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DMZ를 분단과 대립의 역사 현장에서 소통과 협력의 미래 공간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남북협력
사업으로서, DMZ 내 생태보전과 문화유산 복원,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DMZ 일원의 지뢰 제거, DMZ
의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4. 한
 강하구의 남북한 평화적 활용, 임진강 수자원의 남북한 공동 관리를 위해 남북협력시스템을 수립하고 강화해
야 한다.

「2021 DMZ 포럼」 경기평화선언

「DMZ Forum 2021」 Gyeonggi Declaration for Peace

The DMZ is a testament to the tragic national division that has continued for more than seven decades and the legacy of
the Cold War. As its name suggests, it is an area where military installations and activities are forbidden as agreed by the
two Korea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such, it also represents the pursuit of peace and the starting point for
reconcili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DMZ Forum 2021 served as a venue for discussing ways to overcome national division, buil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under the theme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We
declare the following on behalf of all participants of the DMZ Forum 2021.
1. Peace initiated in the DMZ will spread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advancing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roughout the world.
2. The authorities of the two Koreas and relevant countries should take active measures to resume dialogu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faithfully implementing all
existing agreements to ensure peacebuilding and put an end to the state of war on the Peninsula.
3. In order to transform the DMZ into a forward-looking space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from a site of division
and conflict, the two Koreas should join hands and push ahead with projects to preserve the ecosystem and restore the
cultural legacy of the DMZ, list the DMZ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remove landmines in and around the DMZ,
and designate the DMZ as an International Peace Zone.
4. An inter-Korean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reinforced to ensure the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jointly manage the water resources of the Imjin River.

5. 서해경제공동특구의 설치와 한반도 메가리전의 창설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재건하고 확대하여 남북 공
동번영의 기초와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5. The two Koreas must restor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opening of the West Coast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and continue to solidify the foundation for co-prosperity.

6.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 간 관광 추진 등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왕래와 교류를 재개하고 확대해야 한다.

6. Cross-border visits and exchanges between the residents of the two Koreas must be expanded by resuming reunions
of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and arranging inter-Korean tourism.

7.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19,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라리아 등 초 국경 전염병에 대해 남북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8. UN과 미국/일본/EU 등의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가로막는 제재는 중단되어야 한다.
9.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10.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선봉을 자임할 것
이다.
2021년 5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1 DMZ 포럼」 세션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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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 inter-Korean healthcare cooper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combat trans-border pandemics such as
COVID-19, African swine fever, and malaria through concerted efforts.
8.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mposed by the UN and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the US, Japan, and the EU must
not threaten the livelihoods of North Korean residents. Any sanctions that deter humanitarian aid and inter-Korean
cooperation must be lifted.
9. We must break free from the vicious circle of the arms race and prioritize the safety of our citizen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10. Gyeonggi Province will take the lead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collabo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to advance peace and co-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Participants of the DMZ Forum 2021 sessions
May 22, 2021
KINTEX, Goyang, Gyeonggi Province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657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MEMO

658

2021 DMZ 포럼 |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MEMO

DMZ Forum 2021 | Opening the New Horizon of Peace

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