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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모시는 글

WELCOME MESSAGE

이재명

LEE Jae-myung

경기도지사

Governor, Gyeonggi Province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의 간절한 여망입니다.
난관이 있더라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ing a system of peace is the great dream of our people.
Whatever obstacles lie in this path, we cannot give up hope.

경기도는 "DMZ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17일(목) 부터 18일(금)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DMZ Forum 2020'을 개최합니다.

Towards that path, Gyeonggi Province is hosting the DMZ Forum 2020 at KINTEX, Goyang City on September 17-18,
2020, under the theme, "DMZ Wants Peace."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특별세션, 6개 테마의 기획세션,
6개 테마의 평화운동 협력세션과 초청세션을 마련했습니다.

The Forum will discuss Inter-Korean peace cooperation and the peaceful use of the DMZ. International and local scholars
will participate in plenary sessions, six themed parallel sessions, six Peace Movement sessions, and invited sessions.
On behalf of Gyeonggi Province, the heart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my great pleasure to
invite you to the DMZ Forum 2020.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가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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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행

OVERVIEW
명

2020 DMZ 포럼

Name

DMZ Forum 2020

주

제

DMZ는 평화를 원한다

Topic

DMZ wants Peace

일

자

2020. 9. 17(목) ~ 18(금)

Date

17-18 September 2020

장

소

고양시 킨텍스 [비대면 온라인 개최]

주

최

Host

주

관

Organizer

후

원

Sponsor

홈

사

페

이

지

Venue

www.dmzforum.or.kr

Homepage

행사 개요
시간

주요내용

9:30 ~ 10:25
10:25 ~ 11:30

9.17 (목)

Date

Time

Contents

개회식

9:30 ~ 10:25

Opening Ceremony

기조연설

10:25 ~ 11:30

Keynote Speech

기획세션 1

13:30 ~ 14:50
1-1

1-2

Sep. 17 Thu.

1-3

기획세션 2
2-2

16:50 ~ 18:10

1-2

2-1

2-2

2-3

Sep. 18 Fri.

2-3

1-2

1-3

Peace Movement Session 2

10:50 ~ 12:00
2-1

2-2

2-3

평화운동 협력세션 종합

12:10 ~ 12:55

Peace Movement Session Wrap-up

14:00 ~ 15:20

특별세션 2

14:00 ~ 15:20

Plenary Session 2

15:40 ~ 17:00

포럼 종합 라운드테이블 및 폐회

15:40 ~ 17:00

Round Table and Closing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Invited
Session 2

Peace Movement Session 1

12:10 ~ 12:55

*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nvited
Session 1

Plenary Session 1

1-1

평화운동 협력세션 2

10:50 ~ 12:00

2-2

9:30 ~ 10:40
1-3

1-3

Parallel Session 2

16:50 ~ 18:10

평화운동 협력세션 1
1-1

1-2

2-1

2-3
특별세션 1

9:30 ~ 10:40

1-1

15:10 ~ 16:30

초청세션 2
2-1

Parallel Session 1

13:30 ~ 14:50

초청세션 1

15:10 ~ 16:3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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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일자

9.18 (금)

KINTEX, Goyang [Contactless Online Conference]

*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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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PROGRAM

DAY 1 9월 17일(목)

DAY 1 September 17 Thu.
OPENING CEREMONY

개회식
역할
09:3010:25

성명

국적

소속 / 직함

이재명

한국

경기도지사

이해찬

한국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환영사

임동원

한국

Let’s DMZ 조직위원장

축사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개회사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LEE Jae-myung

Korea

Governor, Gyeonggi Province

LEE Hae-chan

Korea

Chairman,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Welcoming Remarks

LIM Dong-wo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Let’s DMZ Organizing Committee

Congratulatory
Remarks

LEE In-young

Korea

Minister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LEE Jae-myung

Korea

Governor, Gyeonggi Province

Joseph NYE

USA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Leymah GBOWEE

Liberia

Peace Activist

Role
09:3010:25

Opening Remarks

KEYNOTE SPEECH
10:25-

기조연설
10:2511:30

기조연사

이재명

한국

경기도지사

죠셉 나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 석좌교수

리마 보위

라이베리아

인권운동가

발표

토론

박배균

한국

서울대학교 / 교수

쉬 진위

대만

국립대만대학교 지리학과 / 교수

신진숙

한국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부교수

이승욱

미국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 조교수

정현주

한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부교수

지상현

한국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 부교수

좌장

문태훈

한국

중앙대학교 / 교수
한국환경정책학회 / 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 대표

13:3014:50

발표

토론

노현균

한국

경기문화재연구원 / 문화유산팀장

이수재

한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박은진

한국

국립생태원 / 실장

계획의 관점에서 로컬 에코뮤지엄의 네트워킹과 사례

기획세션 1-3
좌장
발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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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장인경

한국

ICOM 한국위원회 / 위원장
철박물관 / 관장

라울 달 산토

이탈리아

파라비아고 경관 에코뮤지엄 / 코디네이터

황순주

한국

경기문화재단 / 지역문화팀장

석현덕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정연학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 학예연구관

Communities of North and South Korea
: Border Communities at the Urban and Regional Scales

Bae-Gyoon PARK

Korea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Jinn-yuh HSU

Taiwan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National Taiwan University

Jin-sook SHIN

Korea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Seung-Ook LEE

USA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KAIST

Hyunjoo JUNG

Korea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g-Hyun CHI

Korea

Associate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Presenter

Discussant

DMZ를 세계유산으로

기획세션 1-2

Keynote Speaker

PARALLEL
SESSION 1-1

남북한 주민의 공동체 : 도시 및 지역 스케일의 접경 공동체

기획세션 1-1
좌장

11:30

13:3014:50

PARALLEL
SESSION 1-2
Moderator

Presenter

DMZ as a World Heritage

Taehoon MOON

Korea

Professor, Chung Ang University /
President, Korea Environment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Bernhard SELIGER

Germany

Representative, Hanns-Seidel-Foundation Korea

Hyeonkyun NOH

Korea

Cultural Heritage Team Manager,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Soojae LEE

Korea

Chief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Eunjin PARK

Korea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Discussant

PARALLEL
SESSION 1-3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Networking Multiple Local Ecomuseums around
DMZ on The Angle of Planning

Inkyung CHANG

Korea

Chairperson, ICOM Korea / Director, Iron Museum

Raul DAL SANTO

Italy

Coordinator, Parabiago Ecomuseum – Municipality of Parabiago

Soonju HWANG

Korea

Team Leader of Regional Culture Team,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Hyundeok SEOK

Korea

Senior Directo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Yonhak JUNG

Korea

Senior Curator,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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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50

역할

성명

국적

소속 / 직함

좌장

서운석

한국

보훈교육연구원 / 연구원

이찬수

한국

보훈교육연구원 / 원장

발표

토론

채경희

한국

총신대학교 / 교수

엄현숙

한국

북한대학원대학교 / 연구교수

현인애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 초빙교수

윤승비

한국

보훈교육연구원 / 연구원

좌장

이상준

한국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토마츠 비르쯔보우스키

폴란드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 연구위원

최대식

토론

한국
한국

국립공주대학교 / 교수

이성우

한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종합정책연구본부장

이상대

한국

15:1016:30

발표

한국

통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

일본동북아경제연구소 / 선임연구위원

박영민

한국

대진대학교 / 교수

최진욱

한국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교수

토론
정일영

발표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 연구교수

DMZ의 기억 : 한반도 전쟁에서 세계평화로

기획세션 2-3
좌장

한국

고상두

한국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 교수

헤롤드 테너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 사학과 / 교수

이고르 톨스토쿨라코프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 교수

김강일

중국

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 / 교수

김재한

한국

한림대학교 / 교수

토론
최운도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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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소장

Name

Nationality

Moderator

Woonseok SUH

Korea

Chansu YI

Korea

Kyunghee CHAE

Korea

Professor, Chong Shin University

Hyunsuk OUM

Korea

Research Professor / Ph.D.,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Inae HYUN

Korea

Visiti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Seungbi YOON

Korea

Researcher,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Presenter

PARALLEL
SESSION 2-1

Presenter

Discussant

15:1016:30

Presenter

Discussant

Korea

Senior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Tomasz
WIERZBOWSKI

Poland

Research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 Institute

Daesik CHOI

Korea

General Manager,
North Korea Research Center, Land & Housing Institute

Gyeongseok KIM

Korea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ngwoo LEE

Korea

Division Head,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Sangdae LEE

Korea

Senior Research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Establishing DMZ Governance

Hanbum CHO

Korea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itsuhiro MIMURA

Japan

Senior Research Fellow,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Youngmin PARK

Korea

Professor, Daejin University

Jinwook CHOI

Korea

Professor, Korea University

Ilyoung JEONG

Korea

Research Professor, Sogang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PARALLEL
SESSION 2-3
Moderator

Presenter

Discussant

Researcher,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President,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Sangjun LEE

PARALLEL
SESSION 2-2
Moderator

Position, Affiliation

Spatial Integration and Co-prosperit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Border Region

Moderator

경기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조한범

Role

Discussant

DMZ 거버넌스 구축

기획세션 2-2
좌장

14:50

LH 토지주택연구원 / 북한연구센터장

김경석

Peace and Rewarding Patriotism: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iewed
by North Korean Women Defector Researchers

13:30-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간 통합과 균형발전

기획세션 2-1

발표

INVITED
SESSION 1

평화와 보훈: 탈북 여성 연구자들이 보는 한반도 평화론

초청세션 1

Memories of DMZ
: from the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orld Peace
Sangtu KO

Korea

Professor, Graduate School for Area Studies, Yonsei University

Harold TANNER

USA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North Texas

Igor
TOLSTOKULAKOV

Russia

Professor,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Qiangyi JIN

China

Professor,
Center for North and South Korea Studies of Yanbian University

Chaehan KIM

Korea

Professor, Hallym University

Woondo CHOI

Korea

Director,
Dokdo Research Institut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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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세션 2
역할

성명

좌장

강호제

국적

소속 / 직함

한국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 소장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 공동연구원

강호제

15:10-

발표

16:30

토론

변학문

한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박사후연구원

윤여령

한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강사

김지수

한국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유영호

한국

경기도의회 / 도의원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교 / 교수

종합

16:5018:10

발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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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with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with North Korean Technology Companies and Scientists & Technologists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Korea

Director, Institute for STENK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y of North
Korea) / Affiliated Fellow,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Hakmoon BYUN

Korea

Post-doc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Yeolyeong YOON

Korea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Technology

Jisoo KIM

Korea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Yeongho YOO

Korea

Member, Gyeonggido Assembly

Kyungae PARK

Canada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Role

Name

Moderator

Ho Jye KANG
Ho Jye KANG

15:1016:30

Presenter

Discussant

Discussion

전체 세션 종합 및 마무리

PLENARY
SESSION 1

한강하구와 한반도 메가리전

특별세션 1
좌장

INVITED
SESSION 2

한반도의 미래와 대화 : 북한의 기술기업, 과학기술자와 협력하기

이한주

한국

경기연구원 / 원장

정태욱

한국

인하대학교 / 교수

박원일

한국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 집행위원

이정훈

한국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 센터장

강태호

한국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편집위원장

최동진

한국

국토환경연구원 / 대표

Moderator

16:5018:10

Presenter

Discussant

The Han River Estuary and ‘Hanbando(Korean Peninsular)’ Mega-region
Hanjoo LEE

Korea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Taiuk CHUNG

Korea

Professor, Inha University

Wonil PARK

Korea

Junghoon LEE

Korea

Taeho KANG

Korea

Chairman of Editorial Board, Le Monde Diplomatique

Dongjin CHOI

Korea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 & Development

Executive Committee/Steward,
West Sea Peace Zone Association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Border Studi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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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PROGRAM

DAY 2 9월 18일(금)

DAY 2 September 18 Fri.

평화운동
협력세션 1-1
역할
좌장

발표

토론

성명

09:3010:40

발표

토론

소속 / 직함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조영미

한국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 집행위원장
중앙대학교 / 연구교수

Moderator

Youngmi CH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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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틴 안

미국

Women Cross DMZ / 사무총장

Christine AHN

USA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재클린 오닐

캐나다

캐나다 외교부 / 여성, 평화, 안보 대사

Jacqueline O’NEILL

Canada

김정수

한국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상임대표

Ambassador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Government of Canada

Jeongsoo KIM

Korea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잰 셔카우스키

미국

미 의회 / 하원의원 (민주당)

Jan SCHAKOWSKY

USA

Congresswoman, U.S. Congress

이재정

한국

대한민국 국회 / 국회의원

Jaejung LEE

Korea

이정아

한국

경기여성단체연합 / 상임대표

National Assembly Member,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Junga LEE

Korea

Standing Representative,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윤기종

한국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 고문
(재)안산환경재단 / 대표이사

이시우

한국

사진작가, 작가

팀 셜록

미국

저널리스트

이재훈

한국

(사)겨레하나 파주지회 / 사무국장

장창준

한국

한신대학교 / 강의초빙교수
글로벌평화센터 / 부센터장

미국

종합

종합

조지워싱턴대학교 / 객원연구원

PEACE
MOVEMENT
SESSION 1-2
Moderator

Keyjong YOON

Korea

Adviser, The Ans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
Chief Executive Officer, Ansan Evergreen Foundation

Siwoo LEE

Korea

Photographer, Author

Tim SHORROCK

USA

Independent Journalist

Jaehun LEE

Korea

Secretary General, Paju branch, Movement for One Korea

Changjun JANG

Korea

Visiting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
Deputy Chief, Global Peace Center for Justice

Stephen COSTELLO

USA

Non-resident Visiting Schola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09:3010:40

Presenter

Discussant

Peace and Safety of Residents in the North-South Border Region

Discussion

한국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태호
백가윤

토론

Discussant

전체 세션 종합 및 마무리

평화운동
협력세션 1-3

발표

Presenter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스테판 코스텔로

좌장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국적

평화운동
협력세션 1-2
좌장

PEACE
MOVEMENT
SESSION 1-1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와 한반도

메리 조이스

한국
한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운영위원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상임집행위원

PEACE
MOVEMENT
SESSION 1-3
Moderator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상임집행위원
(사)제주다크투어 / 대표

How can we end the endless Korean war?

Taeho LEE

Korea

Chair of Steering Committe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Gayoon BAEK

Korea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Representative, Jeju Dark Tours

호주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 코디네이터

Meri JOYCE

Australia

Regional Liaison Officer, GPPAC Northeast Asia

케빈 마틴

미국

피스 액션 / 의장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 코디네이터

Kevin MARTIN

USA

President, Peace Action / Coordinator, Korea Peace Network

잘갈사이칸 엔자이칸

몽골

블루 배너 / 의장

Jargalsaikhan
ENKHSAIKHAN

Mongolia

Chairman, Blue Banner NGO

강주석 베드로 신부

한국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 소장

Rev. Peter Ju Seok
KANG

Korea

Director,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전체 세션 종합 및 마무리

Presenter

Discussant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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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2-1
역할

성명

국적

소속 / 직함

좌장

고유경

한국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코리아피스나우 / 컨설턴트

임윤경

한국

평택평화센터 / 사무국장

구중서

한국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 사무국장

발표

토론

김은진

한국

두레방 / 원장

하주희

한국

법무법인 율립 / 대표변호사

신수연

한국

녹색연합 / 정책팀장

종합

10:5012:00

발표

토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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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Moderator

Youkyoung KO

Korea

Consulta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nd the Women-led Korea Peace Now

Younkyung LIM

Korea

Director, PyeongTaek Peace Center

Jungseo GOO

Korea

Director,
Gunsan Citizens' Society to Reclaim the Land from US Forces in Korea

Eunjin KIM

Korea

Director, Durebang

Juhee HA

Korea

Managing Partner, Law Firm YULIP

Sooyun SHIN

Korea

Director of Policy, Green Korea United
Discussion

PEACE
MOVEMENT
SESSION 2-2
Moderator

한국

평화네트워크 / 대표

김종대

한국

정의당 / 한반도 평화본부장

10:50-

존 페퍼

미국

미 정책연구소 / 소장

12:00

배제선

한국

녹색연합 / 자연생태팀 팀장

강혁민

한국

뉴질랜드 오타고대학 평화갈등센터 / 박사과정

최민지

한국

평화네트워크 / 연구위원
전체 세션 종합 및 마무리

남북교류협력의 현재와 과제

Presenter

Discussant

홍상영

한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사무총장

이주성

한국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사무총장

김서진

한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 상무

최은아

한국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사무처장

엄주현

한국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사무처장

이영동

한국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상임집행위원장
전체 세션 종합 및 마무리

Nuclear-Weapon-Free Zone (NWFZ)
and Disarma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ooksik CHEONG

Korea

Director, Peace Network

Jongdae KIM

Korea

Peace Planner, Justice Party

John FEFFER

USA

Director,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esun BAE

Korea

Team Manager, Ecosystem Conservation, Green Korea United

Hyukmin KANG

Korea

Ph.D Researcher,
The National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Minji CHOE

Korea

Researcher, Peace Network
Discussion

PEACE
MOVEMENT
SESSION 2-3
Moderator

토론
종합

Name

Discussant

정욱식

평화운동
협력세션 2-3

발표

Role

Presenter

한반도 비핵지대와 군축

종합

좌장

U.S. Army Base and Residents' Life: Problems and Solutions

전체 세션 종합 및 마무리

평화운동
협력세션 2-2
좌장

PEACE
MOVEMENT
SESSION 2-1

미군기지와 주민들의 삶 – 문제점과 해결방안

Presenter

Discussant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angyoung HONG

Korea

Secretary General, Korean Sharing Movement

Jusung LEE

Korea

Secretary General,
KNCCK(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eojin KIM

Korea

Managing Director, The Corporates' Emergency Measures Commission
for Gaesong Industrial Complex

Eun-A CHOI

Korea

Secretary General,
The Souther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Juhyun UM

Korea

Secretary General, Medical Aid for Children

Youngdong LEE

Korea

Chair of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KCRC)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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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MOVEMENT SESSION WRAP-UP

평화운동 협력세션 종합
역할

성명

국적

소속 / 직함

사회

조영미

한국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 집행위원장
중앙대학교 / 연구교수

정강자

한국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공동대표
참여연대 / 공동대표

12:1012:55

인사말씀

12:1012:55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Moderator

Youngmi CH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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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Ja Jung

Korea

Representative,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
Representativ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EE Hae-chan

Korea

Chairman,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Greeting

이해찬

한국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대담

리마 보위

라이베리아

인권운동가

Online Discussion

Leymah GBOWEE

Liberia

Peace Activist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

박진아

한국

박진아 작가

Korea peace
appeal campaign

Park Jina

Korea

Artist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 도전, 기회, 전망

특별세션 2
역할

성명

국적

소속 / 직함

좌장

문정인

한국

연세대 / 명예특임 교수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한국

세종연구소 / 수석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14:00-

이종석

15:20
토론

캐슬린 스티븐스
반 잭슨

미국
미국

종합

한미경제연구소(KEI) / 소장
전 미국 외교관(주한미국대사)

PLENARY
SESSION 2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in Korea
: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Prospects

Role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Moderator

Chungin MOON

Korea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Jongseok LE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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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President & CEO,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
Former American Diplomat(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USA

Adjunct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14:0015:20

Discussant Kathleen STEPHENS

신미국안보센터(CNAS) / 선임연구위원

Van JACKSON

전체 세션 종합 및 마무리

Discussion

포럼 종합 라운드 테이블 및 폐회

15:4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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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소속 / 직함

이재강

한국

경기도 / 평화부지사

스테판 코스텔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 객원연구원

박배균

한국

서울대학교 / 교수

한국

중앙대학교 / 교수
한국환경정책학회 / 회장

장인경

한국

ICOM 한국위원회 / 위원장
철박물관 / 관장

이상준

한국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박영민

한국

대진대학교 / 교수

고상두

한국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 교수

문태훈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ROUND TABLE AND CLOSING

15:4017:00

Name

Nationality

Position, Affiliation

Jaegang LEE

Korea

Vice Governor for Peace, Gyeonggi Province

Stephen COSTELLO

USA

Non-resident Visiting Schola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Bae-Gyoon PARK

Korea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Taehoon MOON

Korea

Professor, Chung Ang University
President, Korea Environment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Inkyung CHANG

Korea

Chairperson, ICOM Korea / Director, Iron Museum

Sangjun LEE

Korea

Senior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Settlements

Youngmin PARK

Korea

Professor, Daejin University

Sangtu KO

Korea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Area Studies,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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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Opening address

이재명

LEE Jae-myung

경기도지사

Governor, Gyeonggi Province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열리는 DMZ포럼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welcome to all of you attending the DMZ Forum, which is being held to celebrate the
2nd anniversary of the September 19th Pyongyang Joint Declaration. My name is Lee Jae-myu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먼저, 렛츠 디엠지 행사와 오늘 포럼까지 이끌고 계신 ‘피스메이커’ 임동원 조직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DMZ포럼을 공동주최하고 국내외 평화NGO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포럼을 빛내주시는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respect and gratitude to peacemaker Lim Dongwo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who is leading the Let's DMZ event, as well as today's forum.

전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이는 대신 온라인으로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무척 아쉽지만 대신에 시간과 거리의 장벽 때문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을 분들도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I am also grateful to all of our guests, including Mr. Lee Hae-chan, former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 Peace Economy Association, which is co-hosting the DMZ Forum and has brought
together peace-focused NGOs from home and abroad, and the Honorable Lee In-young, Minister of Unification, who is
gracing the forum with his presence.

올해 포럼의 기조는 “DMZ는 평화를 원합니다.”입니다.
기조에 걸맞게 아주 특별한 분들이 기조연설을 맡아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오신 세계적인 석학, 죠셉 나이 교수님,
그리고 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평화운동가이신 리마 보위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의 기조연설이 매우 기대됩니다.

The unprecedented COVID-19 situation has led to this event being held online instead of as an in-person gathering. It
is very unfortunate, but I believe that those who would have been unable to participate due to the barriers of time and
distance can now share their concerns at this online forum.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께서도 기꺼이 패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한 뜻깊은 토론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올해는 평화운동 협력세션도 신설했습니다.
국내외 평화 운동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DMZ의 가치, 당면 실천과제들을 논의합니다.
매우 유용한 논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The title of this year's forum is ‘The DMZ Wants Peace.’
To befit the title, two distinguished individuals will deliver keynote speeches.
We have invited a world-renowned scholar who has demonstrated a keen interest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ofessor Emeritus Dr. Joseph Nye, and Nobel Peace Prize Laureate and peace activist Ms. Leymah Gbowee. I look
forward to their keynote speeches. In addition, the foremost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are joining the panel. I
believe there will be meaningful discussions based on their great insights.

평화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특히, 분단의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는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This year, a peace movement cooperation session has also been newly established. Domestic and foreign peace activists
will discuss the value of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MZ, as well as the challenges that we face. I think it will
be a very enlightening discussion.

평화를 만드는 것도 평화를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eace is a value that cannot be compromised. Furthermore, peace is an especially urgent task for those of us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a divided land.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도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 보다 평화를 위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포럼이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통찰과 혜안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Making peace and keeping it is not easy, but that is why I believe this endeavor is even more meaningful.
At a time when inter-Korean relations are gridlocked and dialogue is not proceeding smoothly, it is timelier than ever to
make efforts for peace.

다시 한번 DMZ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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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Opening address

이해찬

LEE Hae-chan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Chairman,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안녕하십니까.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이해찬입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LEE Hae-chan, Chairman of the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역사적인 2020 DMZ포럼, ‘DMZ는 평화를 원한다’의 개회를 선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t is my great pleasure and honor to declare the historic DMZ Forum 2020 under the theme "DMZ Wants Peace" open!

이틀간의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이재명 경기 지사님, 기꺼이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리마 보위님, 죠셉 나이 교수님, 각 세션에 참여해주신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I sincerely thank Governor LEE Jae-myung of Gyeonggi Province for putting together this meaningful platform for two
days of in-depth discussions, Ms. Leymah GBOWEE and Professor Joseph NYE for your keynote speeches, the renowned
experts from home and abroad participating in each session, and of course, our distinguished audience.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되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어 내년 2021 DMZ 포럼에는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 비무장지대는 한민족 공동체를 남북으로 나눈 실선이 됩니다.
우리는 수십년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꽉 막혀있는 실선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선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를 이은 문재인정부는 그 분단의 실선을 뚫어 평화와 소통의 점선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민족은 마침내 그 선을 없애는 날까지 평화와 통합을 향한 전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DMZ포럼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와 협력 지대로, 세계적인 생태와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장입니다. 한반도 서쪽 비무장지대의 당사자인 경기도가 그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DMZ 포럼에서 있을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 토론과 나눔이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시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와 DMZ의 변화를 염원하며 이제, 2020 DMZ 포럼의 개회를 여러분과 함께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It is a shame that we have to meet virtually due to the global Covid-19 pandemic.
I hope that the Covid-19 pandemic will subside soon so that we can meet in person at DMZ Forum 2021 next year.
Distinguished participants, When you look at the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emilitarized Zone is indicated as a
solid line which divides the Korean community into North and South.
Over the past decades, we have made strident efforts to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goal of turning
this completely blocked solid line into one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course of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is
committed to unblocking that solid line of division and turning it into a dotted line of peace and communication.
The aspirations for peace of the Korean people, myself included, will never cease as we push toward peace and
unification until the day that solid line is finally removed.
Distinguished participants, The DMZ Forum is a platform upon which to change the DMZ from a symbol of division into a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a symbol of the global ecosystem and peace.
Gyeonggi Province, whose northern border contains the western part of the DMZ, is leading the charg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words of encouragement and gratitude to Governor LEE Jae-myung
and the residents of Gyeonggi Province.
Your insights and passion, discussions and sharing of ideas over the next two days at the DMZ Forum represent an
important milestone in advancing the time for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look forward to your insights and input.
With that, as we aspir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DMZ, please join me in officially
declaring the DMZ Forum 2020 ope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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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Welcoming speech

임동원

LIM Dong-won

Let’s DMZ 조직위원장

Chief Executive Officer, Let’s DMZ Organizing Committe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et’s DMZ 조직위원회 위원장 임동원입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LIM Dong-won, Chief Executive Officer of Let's DMZ Organizing Committee

이번 DMZ 포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해주시는 내외 귀빈들과 청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각국의 지성인들과 세계적인 석학,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메시지를
온라인으로나마 접하는 것은 무척 특별한 경험입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펼치는 지혜의 향연 속에서 난국을 타개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2020 DMZ 포럼」은 Let’s DMZ의 4대 행사 중 하나로, DMZ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국제학술행사이자 국경을 초월한 지성인들의 축제입니다.
분단과 냉전의 유산처럼 존재하는 DMZ에 대한 평화로운 접근법을 새로 마련하자는 취지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포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0 DMZ 포럼」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하버드 대학교수이신 죠셉 나이 교수님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리마 보위 여사님을
비롯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기조연설이 담긴 영상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2020 DMZ 포럼」에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 여러분의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DMZ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견을 제시하고 또 널리 공유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과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2020 DMZ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the distinguished guests and participants who are joining the DMZ Forum
with much interest and affection.
This forum offers the unique experience of listening to intellectuals from all over the world, world-class scholars, and
Nobel Peace Prize laureates gathered in one place to explore ways to usher peace and cooper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 sincerely hope that through this forum, we realize meaningful results from the insightful wisdom shared by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hat we face.
The 2020 DMZ Forum, which begins today, is one of the four major events of Let's DMZ, an international festival for
members of the intellectual community who specialize in the DMZ's past and present, as well as its vision for the future,
and a platform enabling the transcending of borders.
This year marks our second forum. Last year’s event was held with the intent of creating a new peaceful approach to the
DMZ, which currently exists as a legacy of division and a remnant of the Cold War.
The 2020 DMZ Forum will commence with a video featuring keynote speeches from Harvard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Joseph Nye and Nobel Peace Prize Laureate Leymah Gbowee, as well as Gyeonggi Governor Lee Jae-myung.
It is my hope that sincere and enthusiastic discussions will be presented and shared by our panel of experts in each field
regard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on creative ideas and opinions on the peaceful use of
the DMZ
Fina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preparing for this large-scale
event, even in the face of the spread of the unpredictable pandemic and natural disasters.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forum shall now begin.
We sincerely welcome you to the 2020 DMZ Foru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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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이인영

LEE In-young

통일부 장관

Minister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이인영입니다. 「2020 DMZ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의 DMZ,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국내외 연구자, 활동가 분들과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 한반도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높고 푸른 계절, 가을이 시작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여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남과 북 모두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남북이 재난과 재해를 함께 이겨내는 생명·안전 공동체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남북이 뜻과 지혜를 모으면 어떤 길도 열어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세계 앞에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2년 전 9월 19일, 남과 북의 지도자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를 통해서 DMZ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는 변화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Lee Inyoung, Unificatio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Please allow me to offer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launch of the 2020 DMZ Forum.
My deepest gratitude goes to the passion and efforts of Gyeonggi Province and its governor Lee Jae-myeong towards a
Peaceful DMZ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 truly welcome and thank the scholars and activists at home and
abroad who are joining us onlin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ol breezes and high blue skies that accompany the fall season have begun. It is truly
unfortunate, however, that both Koreas have recently suffered severe damage due to several typhoons and heavy rain. I
hope we continue to cooperate as a community that focuses on life and safety to overcome disasters and hardships. We have
proven to the world that we can initiate any road that we want to take when the North and South combine our respective will
to do so and collective wisdom. Two years ago on September 19th, leaders of both sides promised to turn the DMZ into the
Land of Peace via the Pye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military agreements. Afterwards, the DMZ, which had been a symbol
of war and division, encountered a time for change.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은 감시초소의 일부를 철수시켰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모든 총기가 사라졌습니다.
화살머리고지에서는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발굴도 이루어졌습니다.
철수한 감시초소를 따라, DMZ에 「평화의 길」이 조성되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만 오천명이 넘는 내외국인들이
이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아가, 지난 해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70년의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의 공간을 세계가 함께 가치를 누리는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armistice, the North and South withdrew some guard posts and all firearms disappeared from the
Joint Security Area of Panmunjeom. At the battlefield of Arrowhead Hill, an excavation project of the remains of those who
were killed during the Korean War was performed. Along the withdrawal line of the watchtowers, the “Road of Peace” was
established in the DMZ, and more than 15,000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s walked along this road before it was stopped
due to an outbreak of African swine fever. Furthermore, last September,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ransforming the
DMZ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in his speech at the U.N. General Assembly. His intent was to channel the tragedy of 70
years of military confrontation into a space of peace and life that the entire world can enjoy together.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DMZ와 접경지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DMZ에 남북이 공동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갖춘다면 수해, 병해충, 산불 등이 경계를 넘나들 때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남과 북의 DMZ를 연결한 「평화의 길」을 따라, 만남, 화해, 생명으로 가는 새로운 미래를 걷게 될 것입니다.
발전이 더디던 접경지역에도 사람이 오가고,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어 평화경제의 엔진이 힘차게 뛰게 될 것입니다.

Now we must look towards the DMZ and border area with a new sense of imagination. If the two Koreas jointly implement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e DMZ, we will be the first to detect and respond and keep residents safe when floods, pests,
and forest fires cross the border. You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walk in a new future that leads us to encounters,
reconciliation, and life along the “Road of Peace” that connects the DMZ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People will come and go to the border area, where development has been slow, and roads and railroads will be laid so that
the engine of the peace economy will run vigorously. Distinguished guests at the forum today, the rest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new future of the DMZ.

오늘 포럼에 함께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남북관계의 복원이 DMZ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남북이 다시 평화와 협력의 문 앞에 설 때 DMZ는 화해와 대화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발원지가 될 것이며,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라는 역설적인 명칭은 평화, 생태, 역사적 가치를 세계 속에 발신하는 국제평화지대(IPZ, International Peace
Zone)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When the two Koreas stand again at the door of peace and cooperation, the DMZ will become the origin of a stream of
reconciliation and dialogue, and the paradoxical name of the DMZ (Demilitarized Zone) will transform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IPZ) that transmits peace, ecology, and historical values to the world.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이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인도협력과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대화의 장을 다시 열어나가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겨서 신뢰를 쌓고 2년전 평양에서 남북이 함께 꿈꾸었던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활짝 여는 순간도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To this end, the Korean government will resume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exchanges while complying with the
agreements promised by the two Koreas two years ago, and reopen a forum for dialogue. We will strive to build trust by
implementing small ideas into practice, and achieve a moment of opening the era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two Koreas had dreamed of together in Pyongyang two years ago.

오늘 이 자리가 DMZ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여러 상황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DMZ 평화의 길을 직접 걷고 평화의 숨결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여러분과 나누어 봅니다.

I hope that this forum serves as a meaningful milestone for the peacefu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MZ and, by next
year, inter-Korean relations and various situations improve dramatically so that everyone who is joining us online can walk on
the DMZ Peace Road and feel the breath of peace.

오늘 막을 올리는 DMZ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I wish all of you health and happiness, as well as my best wishes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DMZ Forum, which
commences from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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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EE Jae-myung

죠셉 나이
Joseph NYE

경기도지사
Governor, Gyeonggi Province

하버드대학교 / 석좌교수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가난으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 후 소년공 생활을 이어갔다.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쪽 팔을 다쳐 장애인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였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지만, 시민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직접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민선5기와 6기(2010~2018년) 성남시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에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되었으며 2018년
7월 민선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 후 공정, 평화, 복지를 중심으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죠셉 나이는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전 학장이자 석좌교수이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우등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옥스포드에서 로즈 장학금을 수상하였고,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국가정보위원회 의장, 국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세 기관 모두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권력의 미래 The Future
of Power> <파워 게임: 워싱턴 소설 The Power Game: A Washington Novel>, <도덕이 중요한가? Do Morals Matter?> 등이
있다. 그는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미국 외교 아카데미의 동료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관계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는 미국 외교 정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100대 글로벌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그를 선정했다. 2014년 일본은 그에게 욱일장을 수여했다.

Mr. LEE Jae-myeong was born in a small mountain village of Andong City,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1964. Raised
in poverty, he had to work as a factory worker after graduating from elementary school. He injured his left arm while
working and was classified as a disabled individual. Lee later took academic equivalency exams and was able to enter
Chung-Ang University as a scholarship student in majoring law. He went on to pass the 28th bar exam and joined the
civil rights movement as a human rights lawyer. Aware of the limitation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he decided to
enter politics so that he could change society.
Lee served two consecutive terms as Mayor of Seongnam City from 2010 to 2018, and became a presidential contender
fo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2017. He was then popularly elected to the office of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in July of 2018, and has since been striving to realize “Fair World, New Gyeonggi” with a focus on fairness, peace, and
welfare.

Joseph S. NYE, Jr. is University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Emeritus and former Dean of Harvard’s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summa cum laude from Princeton University, won a Rhodes
Scholarship to Oxford, and earned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Harvard. He has served a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Chai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and a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 and won distinguished service awards from all three agencies. His books include The Future of Power, The Power
Game: A Washington Novel, and Do Morals Matter? He is a fellow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the
British Academy, and the American Academy of Diplomacy. In a recent surve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he was
ranked as the most influential scholar 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in 2011, Foreign Policy named him one of the top
100 Global Thinkers. In 2014, Japan awarded him the Order of the Rising Sun.

36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37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기조연설 (KEYNOTE SPEECH)

리마 보위
Leymah GBOWEE
인권운동가
Peace Activist

201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리마 보위(Leymah Roberta Gbowee)는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화 운동가, 전문 사회복지사, 여성 권리
옹호자, 인도주의자이자 치열한 정의 옹호자이다. 그녀는 당당하고 공평하게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수많은 단체를 위한 거치
없는 지지자이자 조언자인 동시에,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연설 및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연설로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연사이기도 하다. 보위는 전 세계의 많은 대학에서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보위 아프리카 평화재단(Gbowee Peace
Foundation Africa: GPFA) 및 보위 아프리카-미국 평화재단(Gbowee Peace Foundation Africa-USA: GPFA-USA)의 설립자겸 현
총장을 맡고 있다. 그녀는 또한 국가 평화 및 화해 이니셔티브(National Peace & Reconciliation Initiative)를 설립했으며 아프리카
여성, 평화 및 안보 네트워크(Woman, Peace and Security Network – Africa: WIPSEN-A)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무 이사직을
역임했다. 기독교 여성과 이슬람교 여성들을 규합하여 “평화를 위한 라이베리아 여성 집단행동(Women of Liberia Mass Action for
Peace)”을 결성하여 비폭력 시위를 이끌어 냄으로써 2003년 라이베리아의 내전을 종식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201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회고록인 “강인함은 우리의 힘Mighty Be Our Powers”과
수상 경력이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프레이 더 데빌 백 투 헬 Pray the Devil Back to Hell”에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저명한 독립 기업
정보 통신 기술 (ICT) 전문가이자 관리 컨설턴트인 Jay Kesselee Fatormah와 결혼했으며, 여덟 명의 훌륭한 자녀를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이다. 기독교인인 보위는 본인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딸”이라고 부른다.
2011 Nobel Peace Laureate Leymah Roberta GBOWEE is a Liberian Peace Activist, trained Social Worker and Women’s
Rights Advocate, a Humanitarian, a fierce Advocate for Justice; who speaks Truth to Power without Fear or Favor,
an outspoken Supporter, an Advisor for numerous organizations, a highly sought-after Speaker Internationally with
her Speeches to advance Women’s Rights, and Peace & Security. Madam Gbowee serves as a Guest Lecturer at many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She is the Founder and current President of the Gbowee Peace Foundation Africa (GPFA)
and Gbowee Peace Foundation Africa-USA (GPFA-USA). She also founded the National Peace & Reconciliation Initiative
and is the CoFounder and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Women, Peace and Security Network – Africa (WIPSEN-A). Won
the Nobel Peace Prize in 2011 for her leadership of the Women of Liberia Mass Action for Peace; bringing together
Christian and Muslim women in a nonviolent movement that played a pivotal role in ending Liberia’s civil war in 2003 –
chronicled in the memoir; “Mighty Be Our Powers”, and in the award-winning documentary, “Pray the Devil back to Hell”.
Married to Mr. Jay Kesselee Fatormah, a Renowned Independent Corporate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Professional & Management Consultant and is the proud mother of Eight (8) wonderful children. A Christian and proudly
calls herself a “Daughter of Gloriou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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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와 한반도 메가리전
The Han River Estuary and ‘Hanbando(Korean Peninsular)’ Mega-region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한반도 메가리전의 구축은 남과 북이 평화협력과 공동번영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핵심 아젠더이다.
정전협정에는 한강하구를 중립수역으로서 자유 항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은 옛 포구의 복원, 습지의 보전, 사람과 물자의 이동, 남북 연안 주민의 자연스런 만남 등을 통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공존의 방법을 체득하게 해줄 것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남포권, 해주권, 황해남북도 등을 포괄하는
지역으로서 남북간 경제통합의 실험장이자 미래 한반도 경제권의 심장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적 비전이다. 한강하구와 서해 연안
경기만 지역은 지정학적 의미와 풍성한 자연, 사회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메가리전의 번영과 발전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이다. 본 세션을 통해 한강하구와 한반도 메가리전의 전략적 의미와 비전을 논의하고 향후 남북 평화 번영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establishment of a mega-region on the Korean Peninsula are
key agenda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share as a vision of peaceful cooperation and co-prosperity. Although the
Armistice Agreement stipulates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Han River estuary as a neutral zone, that is not the
reality. The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restoration of old ports, preservation of wetlands, movement of
people and supplies, natural encounters between the residents in the coastal area etc. will help eas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coexist. As the Mega-Region cover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North Korea's PyongyangNampo region, Haeju region and North and South Hwanghae Province, it is considered to be a test site for economic
integration and later form the heart of the future economic bloc on the Korean Peninsula in strategic visions.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coast of Gyeonggi bay area will be the source of prosperity and energy development
for the mega-region based on its geopolitical significance, abundant natural and socioeconom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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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정태욱
Taiuk CHUNG

경기연구원 / 원장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인하대학교 / 교수
Professor, Inha University

Hanjoo LEE, president of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received a doctorate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4. He has been a professor of economics at Gachon University since 2004, serving as the dean and
vice-presid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He studied policy issues and coordinated national tasks while serving
as the head of the First Economic Division of the Government Policy Planning Advisory Committee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Growth Divisio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He led the development of the vision and plan for Gyeonggi
Province by co-chairing the 7th Gyeonggi Provincial Governor’s Transition Committee, that is New Gyeonggi Committee.
As the head of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he is currently working hard to come up with policy alternatives such a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Gyeonggi Province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establishing a fair economic
ecosystem, expanding good jobs and establishing new welfar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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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I Presenter 1

이한주
Hanjoo LEE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199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4년부터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경영
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
으며 현안정책을 연구하고 국정과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
서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정의 비전과 계획 수립을 주도하였다. 현재 경기연구원에 재직 중이며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삶
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공정한 경제 생태계 확립, 좋은 일자리 확충,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등의 정책 대안 제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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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현재 한국법철학회 회장이며, 통일과 북한법 연구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법철학, 헌정사, 한반도 문제 등이다. 주요 저술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2009), 한반도 평화협정(2016) 등이 있다.
Dr. Taiuk CHUNG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professor at School of Law, Inha University. He serves as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 since July 2020 and board member of Association of North Korean Legal
Studies since April 2017. Prof. Chung’s research areas are Philosophy of Law, History of Constitutional Thought, and
Korea Question. His publications include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and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Hanool,
Seoul, 2009 and “Korean Peace Agreement: Past and Present”, Inha Legal Studies, Vol.19 No.2, 2016. He can be reached
at water@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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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I Presenter 2

특별세션 1 (PLENARY SESSION 1)
발표 3 I Presenter 3

박원일
Wonil PARK

이정훈
Junghoon LEE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 집행위원
Executive Committee/Steward, West Sea Peace Zone Association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 센터장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Border Studi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인천의 평화활동가로 서해5도 주민들과 서해평화 실현하고, 인천시민들과 평화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a peace activist in Incheon, I am making efforts to realize peace in the West Sea with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and to create a peace city with Incheon Citizens.

이정훈 박사는 현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1999년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박사(사회경제지리학
전공)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대한지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기학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주요 저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트윈시티모델에 기반한 남북한 접경지역 분석과 발전
전망(2019) 등이 있다.
Dr. Jungh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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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s are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rn
Gyeonggi Development Strategy(2019)> and <Prospect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Border Region Development
Based on the Twin City Mode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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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I Discussant 1

특별세션 1 (PLENARY SESSION 1)
토론 2 I Discussant 2

강태호
Taeho KANG

최동진
Dongjin CHOI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편집위원장
Chairman of Editorial Board, Le Monde Diplomatique

국토환경연구원 / 대표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 & Development

서울대 경제과 졸업,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쳐 한겨례신문에서 통일팀장 등 20여년 이상을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다룸. <미국의
세계전략>(편역), <코리아엔드게임>(공역), <천안함을 묻는다>(편저), <북방루트 리포트>(공저) 외 다수 글을 <창작과 비평> 등 저
널에 기고. 2017년 4월부터 한겨례통일문화재단 평화연구소장. 2018년 7월 정년 퇴직. 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최동진 박사는 국토환경연구원 대표이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물정책, 기후변화, 적정기술 등이다. 한강하구와 관련해서는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화와 신곡보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Taeho KANG was a head of The Hankyoreh Peace Institute and senior writer on Inter-Korean affairs at The Hankyoreh
Daily. Mr. Kang received his B.A.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orked as a researcher 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before joining The Hangyereh in 1988. Since then he has covered extensively on North Korea and
security-relaterd issues of Korean Peninsula, heading the inter-Korean affairs team at the newspaper for more 20 years.

Dr. Dongjin CHOI is the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of Land and Environment and als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Climate Change Action. He has serv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and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Nation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Han River Watershed Management Committee. The main research fields are
water policy, climate change, and appropriate technology. Regarding the Han River estuary, he is a member of the Ara
Waterway Public Debate Committee, the Shingokbo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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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특별세션 1
한강하구, 정전협정, 유엔사

PLENARY SESSION 1
정태욱
인하대학교 / 교수

한강 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함께 정전협정 상 접경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사와 공산 측은 한강하구를 개방 하천으로 하여 남과 북이 공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는 남과 북이 한강하구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 또 한강하구가 남북 주민들의 생계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한강하구는 보통 중립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강하구는 무귀속 영토가 아니며, 제3의 지대도 아니다. 한강하구가 중립지역이라고
하여 남북의 통치권에서 구분되는 별도의 자립적인 영역으로 오해하거나, 한강하구에 대한 유엔사의 권한을 독립적 통치권으로
오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강하구는 비무장지대이다. 그러나 한강하구의 비무장지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성격이 다르다.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원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한강하구의 경우 민용 선박 운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방어 목적의 완충지대로서의 성격이 크다면, 한강하구는 민간 이용의 보호를 위한 공동영유 지역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강하구는 남과 북의 경계이며, 공동영유(condominium) 지역이다. 한강하구에는 별도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았다.
공동영유로서 경계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물론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관할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엔사의
관할권은 정전협정상 오직 군사적 성질의 것에 국한되어 있어, 그를 초과하여 남북의 영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한강하구의 유엔사 관할권에는 이중의 과제가 있다. 하나는 남북의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군사적 과제, 다른 하나는 남북 민용 선박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평화적 과제이다. 그 가운데 유엔사의 관할권은 후자를 기준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유엔사는 선박 등록절차와 항행 규제의 권한이 있지만, 군사적 위험성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유엔사는 선박 등록과 항행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위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엔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체제 평화유지만을
담당하고 그 관할은 군사적 문제에 국한된다. 따라서 남북의 교류 협력 및 남북 사이의 평화적 합의에 대하여 유엔사는 간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남북의 자결권은 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정전협정과 한강
하구 관련 후속 합의서에서는 비항행적 이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한강 하구의 비항행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사의 평화유지 역할과 남북의 자결권 원리를 생각하면, 남북이 합의하거나 동의한 사업에
대해 유엔사가 방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유엔사는 관련 민간 선박을 등록케 하고 항행을 감독할 수 있을 따름이다.
육상의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목적의 완충 지대라면, 한강하구는 민간 공동이용 지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강하구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한계이자 정치의 실패이고 사회경제적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하구를 다시 원래의 개방 구역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항행적 목적만이 아니라 비항행적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엔사는 평화유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평화적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에 대하여도 합의되었다. 이제 남북이 한강 하구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엔사와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견인해 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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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River Estuary, Korean Armistice Agreement,
United Nations Command

Taiuk CHUNG
Professor,
Inha University

Han River Estuary is a demilitarized zone. However, the Han River Estuary is defined differently from the land DMZ.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UNC and the Communist Party shared the view in making the
Han River estuary an open river so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can use it. This could be said to be natural in light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South and the North share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importance of the Han River Estuary
to the livelihoods of North and South Koreans and the economy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he Han River Estuary is usually referred to as a neutral area. However, the Han River Estuary is not a no man’s land,
nor is it a third area. The Han River Estuary should not be mistaken as an area governed by the UNC because it is
independent from the sovereignty of the South and North.
In the case of the Han River Estuary, civil ships are permitted in principle. If the land demilitarized zone has a character
as a buffer zone for military defense purposes, the Han River Estuary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mon territory for
protection of civilian use.
The Han River Estuary is the borde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is a condominium area. No separat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established in the Han River estuary.
Of course, the Han River Estuary is also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C. However, the jurisdiction of the UNC is limited
to those of military nature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so it cannot infringe on the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beyond that.
There is a double task in the UNC jurisdic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One is a military task to prevent hostiliti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other is a peaceful task to ensure navigation of civil ships for the two Koreas. Among
them, the UNC's jurisdiction should be exercised based on the latter.
Although the UNC has authority over ship registration procedures and navigation regulations, the UNC should allow ship
registration and navigation unless military risks are evident. It should be seen that the UNC bears the burden of proof
of military danger. The UNC is in charge of maintaining peace in the armistice system, and its jurisdiction is limited to
military matters. Therefore, it should be seen that the UNC cannot interfere wit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peaceful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Rath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respected as the jus cogens of international law.
If the land demilitarized zone is a buffer zone for military purposes, the Han River Estuary can be said to be a civilian joint
use zone. However, the Han River estuary is currently in the same situation as the land demilitarized zone. This is the
limi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failure, and socioeconomic loss.
The Han River Estuary will have to be restored to its original open area. Furthermore, it should be able to be used
not only for navigational purposes but also for non-navigational purposes. The UNC will be able to fulfill its role in
maintaining peace, and the South and North will be able to carry out peaceful cooperation projects in the Han River
estuary.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s, an agreement was also reached on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Now is the time for the two Koreas to form a joint committee for the Han River Estuary to lead
the armisti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peace regime with the UN.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51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특별세션 1
한강하구와 서해평화
- 수평선(水平線, 한강하구와 서해를 연결하는 평화의 선)을 잇자

PLENARY SESSION 1
박원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
집행위원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서해는 분쟁수역으로 불리고 있지만 한강하구와 서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수운,
해운의 중심지였으며 서울의 관문으로 삼국시대부터 군사 요충지이며, 한강하구와 서해의 생태계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는
한강하구와 서해의 평화적 이용을 개별적인 점이 아닌 연결되어 있는 선으로 접근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강하구와 서해의 평화와 공동이용을 위해 남과 북은 군사회담과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합의를 만들어 노력해왔다.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남북 군사신뢰의 실질적인 조치로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낸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남과 북의 관계는 롤러코스터처럼 대결과 협력을 오가며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한강하구와 서해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
서해바다는 90년대부터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해 황폐화되고 어족자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5도 주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난 8년 동안
해상시위, 중국어선 나포, 국회 토론회, 정부부처 간담회, 집회, 기자회견, 한반도기 게양 등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이 대치 할 때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수많은 군사•안보 규제로 삶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서해5도에게 서해평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서해5도 주민들에게 서해평화가 절실한
이유이다.
사전에서 수평선의 하늘과 바다가 멀리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을 뜻한다. 하지만 서해와 한강하구에서의 수평선은 한강하구와
서해를 연결하는 평화의 선이 되어야한다. 한강하구와 서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리적 요충지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서 한강하구와 서해는 환황해 경제벨트의 중심지이며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이 될 것이다. 북의
해주, 개성, 강령국제녹색시범구와 인천(서해5도와)과 파주일대의 경기도를 연결하는 서해경제공동특구는 환황해 경제벨트의
핵심이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수평선(서해와 한강하구를 연결하는 평화의 선)을 잇는 것부터 시작하자.

Peace in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 Let’s Connect the Horizontal Line (水平線, The line of
peace connecting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Wonil PARK
Executive Committee/Steward,
West Sea Peace Zone Association

Although the Han River estuary is called neutral waters and the west sea is called the conflict-waters,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are interconnected. Historically, it was the center of water transport and marine transpor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key military post since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as a gateway to Seoul, and the ecosystem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is closely connected.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should be sought by approaching not by the individual dots rather the connected lines.
For peace and joint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endeavored by
reaching agreements through military talks and summit conference. Peace process as a practical measure of military trust
by establishing peace and cooperative atmosphere i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made. Unfortunately, however, the
realty of North-South relations is repeating confrontation and cooperation just like a roller coaster. Peaceful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should start from thoroughly fulfilling the agreement of north and south.
The west sea is becoming devastated and the fish resources are declining drastically due to illegal sweeping fishing
operation by the Chinese fishing boats having increased since 1990s. The livelihood of the residents living in the 5 west
sea islands is being seriously threatened accordingly. Although the residents of 5 west sea islands have engaged in
numerous activities including marine demonstration, seizing Chinese fishing boats, National Assembly Debate, meeting
with branches of the government, rally, press conference, raising the national flag, etc. to eradicate illegal fishing
operation by Chinese fishing boats for the past 8 years, they are still in a difficult situation.
Residents of 5 west sea islands are threatened whenever the south and the north confront each other, their basic human
rights are infringed from numerous military•security regulations, and they are concerned about their livelihood due
to illegal fishing operation by Chinese fishing boats. Peace in the west sea is necessary not an option to the 5 west sea
islands. This is why peace is so desperate needed for the residents of 5 west sea islands.
The horizontal line is defined as a line that forms a boundary between the sky and the sea in the dictionary. However, the
horizontal line in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should be the peace line that connects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are interconnected and are a geographical strategic point. This
remains the same even at the era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on the new
economic zone is the center of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elt, and will become the base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The west sea special economic zone that connects Haeju, Gaeseong, Kangnyeong International Green
Demonstration Zone, Incheon (5 west sea islands), and Gyeonggi-do Province in the Paju area is the key point in the pan
yellow sea economic belt. The west sea special economic zone should be initiated by connecting the horizontal line (the
line of peace connecting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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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1
남북 통합 성장엔진 한반도 메가리전
: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PLENARY SESSION 1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 센터장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이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인적자원과 자본이 집적되는 대도시권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 공동번영의 중심이자 성장엔진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공간 범위는 남북한의 수도권과
접경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서해-경기만·한강하구 연안권역을 중추적 공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서해-경기만·한강하구 권역을 한반도 메가리전의 중추공간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만안(灣岸)경제권, 접경(接境)경제권, 남북한
수도권의 배후지 등 세 가지 지리적 위상을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에 형성되어 있는 11개의 메가리전 중 LA- 샌디에코티후아나의 남부캘리포니아 메가리전 등 5개의 메가리전이, 중국의 주강삼각주 경제권의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등 3대
경제권이 모두 강 하구와 만을 끼고 발전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의 모델로 삼을 만한 사례로 홍콩-심천 초국경 경제권이 있다. 홍콩-심천 초국경 경제권 발전 과정은
3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임가공 중심, 접경지역 중심의 낮은 단계의 협력, 2단계는 심천이 임가공 단계를 벗어나
자체적으로 기술 및 항만 운영 능력을 가지며 공간적 확산을 이루는 단계, 3단계는 홍콩-심천간 관계를 넘어서 광동성-마카오 등
주강하구의 만지역 전체가 하나의 메가리전으로 통합하는 웨강아오 대만구 추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한반도
메가리전 조성을 위한 실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낮은 단계에서 접경지역이나 북한 내의 아주 특정한 지역과의 협력으로 이미 경험한 개성공단, 북한 농촌 개발, 공동 방제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협력의 내용이 임가공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ICT, 농식품, 에너지, 관광 등 북한에 필요하면서 남북한이 서로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확대 심화하는 단계이다. 서해경제공동특구, 제2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의 조성이 이 단계에 해당될
것이다. 또 접경지역을 벗어나 도시·지역간 사회·경제·문화 방면의 교류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상품, 투자
협력에 더하여 IT, 금융, 고용, 컨설팅,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교류 장벽을 낮춘다. 공간적으로도 접경지역이나 배후 대도시권에
머물지 않고 유리한 입지를 찾아 투자와 협력이 일어난다. 두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철,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고 공항, 항만 등
인프라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공간축은 첫째, 서울-고양-파주-개성-사리원-평양으로 연결되는 전통적 경의권 대도시축, 둘째, 서해-경기만과
한강하구권에 속해 있는 김포, 강화, 인천 서해 5도-개풍, 연안, 강령, 해주, 남포로 연결되는 연안축 세 번째 강화(교동)-해주, 김포개풍, 파주-개성, 연천-철원, 평강 등 남북한 접경 트윈시티축이 형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서해·경기만권-한강하구 중심의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은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
번영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전략 구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Mega-region of Korean Peninsula at West Sea-Gyeonggi Bay Area
: A Growth Engine of Integrated Korean Peninsula

Junghoon LEE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Border Studie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Mega-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fers to the network of metropolitan city regions wher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are the infrastructure, have close economic linkage, and where human resources and capital are amassed.
Mega-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e core of inter-Korean prosperity and is its growth engine. Mega-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s spatial coverage is the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border region, and
the coastal region of the West Sea – Gyeonggi Bay – Han River estuary is set up as the central space.
The reason region of the West Sea – Gyeonggi Bay – Han River estuary is set up as the central space of mega-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mutual prosperit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 be explained in the context of
three geographical statuses of costal area economic bloc, border economic bloc, and the hinterland of the inter-Korean
metropolitan area. Among the 11 mega-regions formed in the US, five mega-regions including LA – San Diego – Tijuana’s
Southern California and China’s three economic blocs including the Pearl River Delta economic bloc’s ‘Greater Bay Area’
have all formed around big rivers’ estuaries and bays.
A case that can be used as the development model for the mega-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e cross-border
economic bloc of Hong Kong – Shenze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ross economic bloc of Hong Kong Shenzen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low level of cooperation with a focus on foundry and the border region,
the second stage is in which Shenzen moves away from the foundry stage to independently possess technology and port
operation capability and achieve spatial expansion, and the third stage is one that goes beyond Hong Kong – Shenzen
relation to the pursuit of the Greater Bay Area that integrates the Pearl River Delta bay area such as Guandong Province
– Macao into a single mega-region.
Based on the case of the Greater Bay Area, the implementation to establish mega-region of the Korea can b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low level of cooperation with the border region or very specific regions within North Kore and includes
the KIC, North Korean farmland development, and joint cooperative control that we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second stage is in which the substance of cooperation moves away from a focus on foundry export to be expanded and
intensified in areas in which there is inter-Korean complementation while being necessary to North Korea, such as ICT,
agricultural produce, energy, or tourism. Construction of West Sea joint economic special district, the second KIC, and
reunification economic special district belong to this stage. There will also be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cities and
regions and in the areas of society, economy and culture that goes beyond the border region. The third stage, in addition
to cooperation for products and investments, lowers the barrier to exchange in various services industries such as IT,
finance, employment, consulting, and law. In terms of space, investment and cooperation occur not just at the border
region or the background metropolitan city region but seek advantageous locations. Infrastructure such as airports, ports,
high-speed rail, roads, and bridges that connect the two regions will be constructed and shared.
The spatial axis of the mega-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consist of first, the traditional Gyeongui axis that is
connected as Seoul – Goyang – Paju – Kaeseong – Sariwon – Pyeongyang, and second, the coastal axis that is connected
as the West Sea - Gyeonggi Bay and Gimpo, Ganghwa, Incheon, and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 Kaepung, Yeonan,
Gangryeong, Haeju, and Nampo that belong to the Han River estuary region, and third, inter-Korean border twin city axis
of Ganghwa (Gyodong) – Haeju, Gimpo – Kaepung, Paju – Kaeseong, Yeoncheon – Cheorwon, and Pyeongang.
Such mapping out of the mega-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Han River estuary – West Sea – Gyeonggi Bay region
at its center could, instead of waiting until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 share the vision that resolving the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is the path to mutual prosperit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is valuable as a strategy plan
that could open a new phase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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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 도전, 기회, 전망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in Korea
: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Prospects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출발점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020년 9월 현재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그동안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비핵화와 더불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우리가 당면할 도전, 기회, 전망을 논의한다.
Denuclearization is a starting point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ession discusses the past journey toward denuclearizaton from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held in Panmunjom in April 2018 to this day, as well a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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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이종석
Jongseok LEE

연세대 / 명예특임 교수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세종연구소 / 수석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
Former Unification Minister of the ROK

Chungin MOON is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He is also a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Krause distinguished fellow at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editor-in-chief of Global Asia, a quarterly journal in English. He is co-convener of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He was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 and served as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of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a cabinet-level post. Dr. Moon was a special delegate to the first (2000) and second (2007) Korean summit
both of which were held in Pyongyang.
He has published over 60 books and 300 articles in edited volumes and scholarly journals.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The Future of East Asia (Palgrave-Macmillan, 2017), What Does Japan Think Now? (in Korean 2013, in Chinese
2017), The Sunshine Policy: In Defense of Engagement as a Path to Peace in Korea (Yonsei University Press, 2012),
Exploring the Future of China (in Korean 2010 in Korean and 2012 in Chinese), East Asia Community: Ideas and Debates
(Keio University Press, 2010 in Japanese and Korean), and The U.S. and Northeast Asia (Rowman& Littlefield, 2008).
He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 Peace Studies Association and Vic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ISA) of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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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Chungin MOON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현)/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현)/ 영문계간지 Global Asia의 편집인 (현)/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분교 석좌 펠로우 Krause Distinguished Fellow,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UCSD (현)/ 아시아 태평양 비핵화 및 핵 확산
방지 지도자 네트워크 (APLN) 공동의장 (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통일연구원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외교통상부의 국제안보대사직 역임. 연세대 부임 전에는 미국의 켄터키대(University of Kentucky), 윌리암스대(Williams College)
등에서 10여 년 간 교수로 봉직. 현재까지 60여권의 국/영문 편·저서를 저술하는 동시에 국제 저명 학술지와 각종 논문집에 300여
편의 국, 영문 학술 논문을 발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서 참석하였고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의
펠로우, 한국평화학회 회장,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직 역임.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관장과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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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박사는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북한 및 남북한 관계, 북한·중국
관계가 주요 전공이며,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한국 외교안보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현장경험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Peace on a Knife’s Edge>, <북한-중국 국경: 역사와 현장>, <칼날위의 평화>, <한반도평화통일론> 등이 있다.
Currently a senior resae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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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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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스티븐스
Kathleen STEPHENS
한미경제연구소(KEI) / 소장
전 미국 외교관(주한미국대사)
President & CEO,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
Former American Diplomat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캐슬린 스티븐스(대사)는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 한국경제연구소의 사장 겸 CEO이다. 그녀는 전직 미국 외교관으로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다른 해외 업무로는 중국, 구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북아일랜드 및 인도에서
직책을 수행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한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워싱턴의 여러 정책 직책을 역임했다. 여기에는 공공외교 및 공보국장(2012),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2005-2007),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2003-2005), 그리고 클린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유럽 담당 국장 경력이 포함된다.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교(2015-2018)에서 William J. Perry 연구원이었으며, 맨스필드
재단 특별 연구원, 태평양세기연구소 이사장, 아시아재단 이사회 부회장,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다.
Ambassador (ret.) Kathleen STEPHENS is President and CEO of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based in
Washington, DC. She is a former American diplomat and was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2008-2011.
Other overseas assignments included postings to China, former Yugoslavia, Portugal, Northern Ireland, and India.
Amb. Stephens also served in a number of policy positions in Washington at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White
House. These included acting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ublic Diplomacy and Public Affairs (2012),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2005-2007),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2003-2005), and National Security Council Director for European Affairs at the Clinton
White House.
She was William J. Perry Fellow for Korea at Stanford University 2015-2018. She is a Mansfield Foundation Distinguished
Fellow, Pacific Century Institute board chairman, vice-chair of the board of trustees for The Asia Foundation, and
president of The Kore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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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잭슨
Van JACKSON
신미국안보센터(CNAS) / 선임연구위원
Adjunct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반 잭슨 박사는 웰링턴의 빅토리아대학교 국제관계 교수이자 뉴질랜드 전략연구센터의 국방전략연구원이다. 그는 또한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아시아 태평양 안보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도 맡고 있다. 그는 비외교적(Un-Diplomatic)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텍사스 국가 안보 리뷰(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의 부편집장이다. 그는 미-북 관계에 관한 두 권의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 저서인 <벼랑 끝: 트럼프, 김정은, 핵전쟁의 위협 On the Brink: Trump, Ki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2018)>과 <라이벌 평판: 미-북 관계에서의 강압과 신뢰도 Rival Reputations: Coercion and Credibility in U.S.-North Korea
Relations (2016)>를 집필했다. 잭슨 박사는 이전에 외교협회(국제문제 연구위원), CNAS, 우드로 윌슨 국제석학센터 및 태평양 포럼
CSIS에서 정책 임무를 맡았다. 그는 조지타운대학교, 미국 가톨릭대학교, 하와이퍼시픽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안보센터에서 아시아
안보 및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과정을 가르쳤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잭슨 박사는 미국 국방부 장관실(OSD)에서 전략가 겸
정책고문으로 일하면서 미국 아시아 전략을 위한 국방 계획부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연구했다. 그는
Exceptional Civilian Service Medal을 포함하여 OSD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잭슨 박사는 한국 언어학자로 미 공군에 입대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Dr. Van JACKSON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and the Defence & Strategy
Fellow at th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in New Zealand. He is also an Adjunct Senior Fellow with the Asia-Pacific
Security Program at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 Van hosts the Un-Diplomatic podcast and is an
associate editor for the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He has authored two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oks on U.S.North Korea relations--On the Brink: Trump, Ki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2018), and Rival Reputations: Coercion
and Credibility in U.S.-North Korea Relations (2016). Dr. Jackson previously held policy appointments with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s an International Affairs Fellow), CNAS,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Pacific Forum CSIS. He has taught courses on Asian security and U.S. grand strategy at Georgetown University,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Hawaii Pacific University, and th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And from
2009-2014, Dr. Jackson served as a strategist and policy adviser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OSD), where
he worked on issues ranging from defense planning for U.S. Asia strategy to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e
is the recipient of multiple awards in OSD, including the Exceptional Civilian Service Medal. Dr. Jackson started his career
enlisted in the U.S. Air Force as a Korean lingu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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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1 (PARALLEL SESSION 1-1)

남북한 주민의 공동체 : 도시 및 지역 스케일의 접경 공동체
Communities of North and South Korea
: Border Communities at the Urban and Regional Scales

남북을 가로짓는 선은 분단 당시에는 상상의 산물이었지만, 75년이 흐른 지금 남북 주민의 공동체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다.
역설적이게도 상상의 선을 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통합에 앞서 상상력의 힘으로 선을 넘어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션에서는 기존의 남북한 대립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 및 지역 스케일에서 접경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li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an imaginary product at the time of division, but three quarters of a
century later, it has literally separated the local communities into two. Before the physical integration, we have to
cross the line with the power of our imagination and process the recovery of the communities across the border. As
a way to overcome the existing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session seeks alternative ways to restore
the border communities at the urban and regional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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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1 (PARALLEL SESSION 1-1)
좌장 I Moderator

쉬 진위
Jinn-yuh HSU

서울대학교 /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립대만대학교 지리학과 /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National Taiwan University

Bae-Gyoon PARK is a Professor of Geography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and the
director of Center for Asian Urban Societies (CA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He served as a Co-editor of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and is now a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s of Political Ge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His recent research focuses on geo-political economies of East Asian border regions
and (post) developmental urbanism in East Asia. He is an editor of 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 (Blackwell 2012),
Developmentalist Cities? (Brill 2019), and several Korean-written books. He has also published paper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Critical Sociology, Political Geography, Economic Geography and Critical As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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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균
Bae-Gyoon PARK

현재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이자,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의 센터장. 국제학술지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의
공동편집장을 역임하고 있다. Political Ge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공간과 사회 등
다수의 국내외 학술지의 편집위원. 정치지리와 경제지리를 전공하였다. 지역개발의 정치, 국가의 공간성, 동아시아의 발전주의적
도시화, 접경의 지정-지경학 등의 주제를 연구 중. “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 (2012, Routledge)”, “Developmentalist
Cities? (2019, Brill)”, “국가와 지역(2013)”, “산업경관의 탄생(2014)”, “위험한 동거(2014)”,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2017)”,
“특구(2017)”, “한반도의 신지정학(2019)”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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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진위 교수는 국립 대만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2년 한국, 캐나다, 영국 학자들과 함께 하는 대규모 국제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래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제(geopolitical economy)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 지정 특별 구역(주로
수출 가공 지구, 경제 자유 지역)에 관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개발 국가의 국가 변형(state transformation)과 공간
재구성(space restructuring)이 가지는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예외적 공간, 지경학적 권력(geoceonomical power), 지정학적 안보
등 여러 중요한 지리학적 개념에 관한 비판적 담론에 참여하고 있다.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the British Geographers,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등 저명 지리학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기고한 바 있으며, 2019년 혁신적인 지리학 출판물에
수여되는 국제적인 상인 애슈비 상(Ashby Prize)을, 2020년에는 타이완 과학기술부로부터 '탁월한 연구' 상을 수상했다.
Professor Jinn-yuh HSU from the Department of Geography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has been working on
the geo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since he joined a larg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 with scholars from
Canada, UK and Korea in 2012. Basing his research on the empirical scrutiny of special zones designated by the state,
primarily Export Processing Zones and Free Economy Zones, he has engaged in critical dialogues with a number of
key geographical concepts, namely spaces of exception, geoeconomic power, and geopolitical security, in order to
demonstrate the particularities of state transformation and spatial restructuring in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He
published his findings in flagship journals within the field of geography, such as th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the
British Geographers, and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In 2019, his works earned the Ashby Prize, an international
award for innovative geographical publications, and the Outstanding Research Award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aiwan)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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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Seung-Ook LEE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KAIST

Jin-sook SHIN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Global Affairs at Kyung Hee University in South Korea. She has
studied focusing on Korean literature, East Asian (East Sea Rim) culture and cultur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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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숙
Jin-sook SHIN

신진숙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부교수이다. 현대문학을 전공한 문학박사이자 현재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문화 연구로서,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 (환동해)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 현상을 문화 사회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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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교수는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이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공동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지리정치경제학에 대해 연구 중이며, 최근에는 한반도의 접경도시의 도시지정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연구성과는 Antipode, Critical Asian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Geopolitics, Political Geography 등의 저널에
발표되었다.
Seung-Ook LEE is Assistant Professor of the School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t KAIST(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Joint Researcher at Center for Asian Urban Societ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the geopolitical economy of Northeast Asia, specifically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He has recently worked on urban geopolitics of border c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His research has been
published in Antipode, Critical Asian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Geopolitics, and Political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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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현
Sang-Hyun CHI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Dr. JUNG has conducted research on the marginal space and borderlands and understanding the politics of ‘the others’
through spatial perspectives using migration, multicultural spaces, gender and the urban as main research themes.
She contributed to several edited books including The New Geo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Introduction to Urban
Geography, and Cities of Hope and translated several books such as Space, Place and Gender and Feminism and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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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Hyunjoo JUNG

이주와 다문화공간, 도시와 젠더를 핵심 연구주제로 하여 공간적 관점으로 주변, 접경, 타자의 정치를 재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의 신지정학』(공저), 『도시지리학 개론』(공저), 『희망의 도시』(공저) 등이 있으며 번역서 『공간, 장소, 젠더』,
『페미니즘과 지리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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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정치지리와 지정학을 전공하였고, 지정학적 담론, 접경지역, 동아시아 안보, 공간을 둘러싼 갈등에 관심이 많다. 최근의 연구와 활동은
접경지역, 영토문제 등 공간과 권력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ang-Hyun CHI is Associate Professor of Geography at Kyung Hee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geography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in 2011. His research draws on political issues in geography, such as:
geopolitics, East Asia security issues, international/domestic conflicts, and territorial disputes. His recent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cover: border dynamics,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space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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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마 도서 지역의 역동적 경계 만들기:
냉전 경계에서 발전주의적 경계로

PARALLEL SESSION 1-1
쉬 진위
국립대만대학교 지리학과 / 교수

전 세계적으로 냉전은 갑작스러운 경계를 만들고 친구와 적을 새롭게 정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대만 해협에서처럼 두드러진
경우는 찾기 힘들 것이다. 이곳에 위치한 진먼과 마쭈(또는 여기서는 둘을 합쳐 진마라고 약칭함)라는 여러 섬 그룹은 중국 본토의
남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지만, 중국 내전의 마지막 날 이후부터 대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진마 주민들의 삶과 시대는
완전히 뒤바뀔 운명을 맞게 된다. 본토와 진마간의 외부 경계는 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대만의 주장을 유지하는
반면, 대만과 진마간의 내부 경계는 진마에 예외주의를 실현하여 대만의 다른 모든 시민들이 무력으로 중국을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1970 년대에 대만 노동자들을 신국제노동분업으로 밀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유용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상황은 결정적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본토에서 경제 개혁이 시작되면서 국경지역(본토와
진마간의 경계)에서는 밀수가 성행했다. 진마 섬들과 본토의 경계는 점차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다공성 경계). 1990 년대에는
밀수품의 전화 주문 사업이 급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진마 주민들은 대만 정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토 사람들과
“불법적으로” 화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지어 냉전이 끝났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던 21세기 초에도, 진마 섬에서 국경을 넘나 드는
접촉을 시도한 사람들은 밀수뿐만 아니라 반역죄로 처벌받을 위협에 처해 있었다. 진마 섬 지방 정부들은 대만 중앙정부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중국에서 적과의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제안함으로써, 양안 관계에서 자신들의 주체성이 주변화(소외)되는 것에
대항하였다. 이 논문은 국경을 물리적 또는 제도적 도구로 가정하기보다는, 냉전 기간 동안 진마의 변화하는 전략적 역할이 어떻게 섬
주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대만의 국가 주권 및 국가 정체성의 성과를 정의했는지 경계의 렌즈를 통해 탐구한다. 수십 년 동안 이 섬들은
지정학적 경제의 긴장 속에서 이중 경계의 질서가 생성 및 재생산되는 중심지였으며, 양안 교류의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외적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진마의 섬들이 냉전 논리를 넘어 미래의 발전주의적 경계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토 합리성을
재해석, 재정리 및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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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ynamic Bordering in Kinma Islands
: From Cold-War Borders to Developmental Borderwork

Jinn-yuh HSU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National Taiwan University

Across the globe, the Cold War abruptly delineated new borders and defined friends and enemies. Yet, there are few
regions in which this was as pronounced as in the Taiwan Strait, where several groups of islands, commonly called
Kinmen and Matsu (or Kinma, as abbreviated here), are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the southeastern coast of mainland
China yet have been controlled by Taiwan since the final days of the Chinese civil war. From then onward, the lives and
times of the inhabitants of Kinma were destined to be forever different. The external Mainland-Kinma border maintained
the Taiwanese state’s claim to be the sole representative of China, while the internal Taiwan-Kinma border realized
the exceptionalism of Kinma, which relieved all other citizens of Taiwan from taking action to retake China by force.
This came in handy as it supported government efforts during the 1970s to squeeze Taiwan’s workers into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the late 1980s, however, this seemed to change decisively. With the onset of economic
reforms on the mainland, smuggling flourished in the border regions. The border between the Kinma islands and the
mainland became increasingly porous. In the 1990s, the on-call pickup business of smuggled goods was booming. In this
way, Kinma people tended to “illegally” reconcile with the mainlanders, regardless of Taiwan’s opposition. Ironically, even
in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while it wa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Cold War was over, those who tried
to make cross-border contacts on the Kinma islands were still threatened with prosecution—not only for smuggling but
also for treason. Against the wil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governments of the Kinma islands aggressively proposed
developmental projects, even “illegally” signed agreements with their counterparts in China, to demonstrate the
resistance against the peripheralization of their subjectivities in the cross-Strait relation. Rather than assuming borders as
steady physical or institutional instruments, this paper explores through the lens of bordering how the changing strategic
role of Kinma throughout the Cold War and since has defined not only the lives of islanders but also the performance of
Taiwan’s state sovereignty and national identities. Over the decades, the islands have been the locus where the ordering
of double borders is produced and reproduced within the scalar tensions of geopolitical economy, and constituted as
the spaces of exception to engage in experiments of cross-Strait exchange. It opened up possibilities of reinterpreting,
rearticulating, and reassembling scalar and territorial rationalities for the Kinma islands to move beyond Cold War logics
to become the developmental borderwork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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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접경지역과 생태평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PARALLEL SESSION 1-1
신진숙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부교수

The DMZ Border Regions
and The Eco-Peace Discourses

Jin-sook SHIN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이 발표문은 2000년대 이후 가장 대표적인 DMZ 담론으로 정립된 생태평화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DMZ를 남북한 사이의
‘공통적인 것’(the commons)으로 생산하기 위한 문화사회학적 조건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접경사회의 실재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presentation paper takes a critical look at the eco-peace discours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most
representative DMZ discourse since after the 2000s. It aims to examine the cultural sociological conditions to produce
the DMZ as the comm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o explore the realities of the border society.

DMZ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한반도를 두 개의 극단으로 분리시키고 절연시키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경계선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인간의 침입이 억제되면서 DMZ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로 부각되었다. DMZ의 자연은 전쟁의 폐허의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장소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생태적이면서 동시에 평화로운 DMZ의
이미지가 형성된 이유이다. 남한 사회의 DMZ에 대한 주요한 관점과 정부 정책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DMZ의 자연을 보존하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The DMZ is a product of the Cold War and it is a physical and political demarcation line that separates and severs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extremes. However, as the invasion of human beings was restrained for a long time the DMZ
emerged as a habitat for wild animals that are rare worldwide. The DMZ’s nature is recognized as a symbol of peace in
that a place of new life has been created among the ruins of the war. This is why an image of the DMZ that is at once
ecological and peaceful has been formed. In this context, South Korean society’s major perspective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the DMZ have sought ways to preserve and allow peaceful use b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f the DMZ’s
nature.

이러한 DMZ 자연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휴전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1960년대부터 이미 DMZ생태계는
학계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다. 이후, DMZ생태계를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생태조사는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실시되었다. 이러한 생태조사는 구체적인 DMZ 관련 정부 사업과 국토 관리의 토대로 활용된다.
현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DMZ의 이미지 역시 바로 이러한 생태평화담론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비록 남북한 사이에
적대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DMZ의 자연만은 예외적으로 이러한 적대성과 무관하게 생태평화를 실현하고 있는
장소로 표상되고 있다. DMZ접경지역에서 조직되고 있는 다양한 생태관광산업들은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생태평화담론의 대중화 과정이 역설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주변부화가 심화되어온 DMZ 접경지역의
역사지리적 특수성을 은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DMZ를 남과 북 사이의 공통 공간으로 상상하기 위해서는
생태평화라는 관념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욱이 DMZ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의 협력 없이는 남한 사회에서
주창하는 생태평화담론의 실현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의 입장은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부정적이다. 즉, 북한은 DMZ를 생태적 평화지대로 만드는 남한의 구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분단이라는 현 상황을
고착화하려는 부정적 의도를 지닌다고 일관되게 비판해오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남과 북 사이의 DMZ 관련 공통 경험과 기억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발표문에서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지뢰와 얽힌 DMZ 사회와 자연의 정동적 관계성(affective relationalities)을 분단사회의 주요한
정동 체제로 해석해 보았다. 지뢰와 얽힌 경험과 기억들을 공론화하고, 지뢰와 결합된 생태계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나아가 여기서 구축된 정동의 아카이브를 남북한 공통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뢰의 정동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남북한 모두의 고유한 공통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Such interest in the DMZ’s nature in fact has a long history. From the 1960s soon after the armistice was achieved, the
special value of the DMZ‘s ecosystem was recognized by the academia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Since then,
ecological studies that research and systematize the DMZ’s ecosystem have been conducted consistently amid the ups
and downs of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These ecological studies are used as the bases of specific government
projects and land management regarding the DMZ.
The DMZ’s image that is currently widely known to the public is also closely related to such eco-peace discourses.
Although hostil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xist in reality, the DMZ’s nature is upheld as an
exceptional place that realizes eco-peace unrelated to this hostility. Various ecological tourism industries that have
organized in the DMZ border regions have actively used this image to develop.
However, the popularization process of such eco-peace discourses needs to be examined in that it can, ironically, conceal
the geohistorical specificity of the DMZ border regions where peripheral marginalization has been intensified historically,
culturally, and politicall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agine the DMZ as a common spa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t is not enough to repeatedly present the notion of eco-peace. Moreover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without the
cooperation of North Korea that shares the DMZ,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eco-peace discourses that the South
Korean society advocates decreases. But North Korea’s stance has been consistently negative, without any changes, to
the present. In other words,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criticized that South Korea’s plan to turn the DMZ into an ecopeace zone fundamentally carries a negative intent to solidify the current situation of division.
Therefore, the preceding task seems to be to contemplate what are the real, shared experiences and memories regarding
the DMZ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is presentation paper interprets the affective relationalities of the
DMZ’s society and nature that are entangled in landmines as an important affective system of the divided society as an
attempt at such contemplation. There needs to be a process to publicize experience and memories that are entangled
in landmines, to properly show the reality of the ecosystem that is combined with landmines, and to turn the archives
of affects that are formed here into a common issue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affects of landmines are a
unique common reality for everyone who lives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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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를 세계유산으로
DMZ as a World Heritage

그동안 한반도 DMZ를 보호하는 방법들이 구상되고 논의되었다. 경기도는 DMZ로의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한 것을 고려하여
남한의 민통지역 일원부터 보호하는 방법들을 구상했고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제는 핵심이 되는 DMZ 즉, 남한과 북한의 철책선 사이를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단추를 끼어야 할 차례이며 세계유산이 가장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Methods to protect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devised and discussed for years. Considering the
fact that direct access to the DMZ is not possible, Gyeonggi Province planned ways to protect people of South
Korea's civilian control zone first, and as a result, UNESCO Biosphere Reserves and the Geopark were designated.
Now it is time for a next phase to protect the core DMZ, the barb wire f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y
nominating it as a world heritag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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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문태훈
Taehoon MOON
중앙대학교 / 교수
한국환경정책학회 / 회장
Professor, Chung Ang University /
President, Korea Environment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기획세션 1-2 (PARALLEL SESSION 1-2)
발표 1 I Presenter 1

베른하르트 젤리거
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 대표
Representative, Hanns-Seidel-Foundation Korea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이며 환경정책,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도시 등이 주 연구분야이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올바
니)에서 행정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주요 저서로는 환경정책론, 시스템사고로 본 지속가능한 도시, 시스템다이내믹스(공
저)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 “시스템사고를 이용한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인과구조탐색”,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제도화
과정분석”, “자연환경보전정책-생물자원정책을 중심으로” (북챕터) 등이 있다. 현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이며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
원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서울 소재 한스자이델재단(HSF) 한국사무소 대표이며, 자주 북한을 방문하여 삼림, 환경,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킬(Kiel) 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독일 츠비카우(Zwickau)의 베스트작센대학교(Westsaxon University) 응용과학과 동아시아 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North
Korean Review의 준회원(associate)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www.asianintegration.org의 창립 에디터 역할을 맡고 있다.
젤리거 박사는 명예 서울특별시민이며, 명예 강원도민이기도 하다.

Taehoon MOON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Real Estate at Chung-ang University and his main
field of studies are environmental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city, etc. He acquired a docto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 Policy a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and his principal publications include
Environmental Policy, Sustainable City Seen from Systematical Thinking, System Dynamics (co-author), etc. His recent
thesis papers include “Analysis on Causal Structure of Policy and SDGs using System Thinking -Focusing on Gyeonggido’s Policy Tasks and G-SDGs- ”,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for Public Conflicts Resolution:
Focusing on the Gwacheon Flower Complex Development Case”,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y - focused
on Biological Resource Policy”(Book Chapter), etc. Currently he is the president of 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and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co-chairma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of Seoul, etc..

Dr. Bernhard SELIGER is resident representative of Hanns Seidel Foundation (HSF) in Korea, based in Seoul. He
frequently travels to North Korea, where he implements projects on forestry, environment and renewable energy.
He earned a Ph.D in Economics at Kiel University in Germany and currently serves also adjunct professor at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in Seoul and works with the East Asian Center at Westsaxo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 Zwickau, Germany. He serves as associate of North Korean Review as well as founding editor of the website
www.asianintegration.org. He is honorary citizen of Seoul and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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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균
Hyeonkyun NOH

이수재
Soojae LEE

경기문화재연구원 / 문화유산팀장
Cultural Heritage Team Manager,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Chief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노현균 팀장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팀장이다. 남한산성행궁 복원과 함께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과정과
유산보존에 12년 간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DMZ, 북한산성, 독산성 등 경기도 내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한반도 DMZ 실태조사단’으로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DMZ이 지닌 세계유산 가치를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수재 박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자연환경연구실에서 자연환경 관련 연구를 한다.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공원 등 국제지정지역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이사이다. 지금은 지권-생물권의
상호관계를 지오관광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yeonkyun NOH is team manager in Cultural Heritage department of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ries. He had
taken charge of the inscription of Namhansanseong Fortress on World Heritage List as well as the preservation of it and
the reconstruction of Temporary Palace of Namhansanseong (Namhanhaenggung) for 12 years. He has been working on
DMZ (Demilitarized Zone), Bukhansanseong Fortress and Doksanseong Fortress to include them on World Heritage List.
He’s now participating in Actual Condition Survey Panel o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from 2020 to discover value
of DMZ as world heritage.

Dr. Soojae LEE, a chief researcher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is interested in the abiotic natural environment.
He has been involved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ly designated areas such as World Natural Heritage, Biosphere Reserve,
UNESCO Global Geoparks etc. He serves as a member of the UNESCO Global Geoparks Council. He is currently trying
to incorporate the relationship of geosphere and biosphere into geotourism which is a linchpin of Geopark. He is now
conducting a research project on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Jeju World Na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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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Eunjin PARK
국립생태원 / 실장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박은진 박사는 국립생태연구원(NIE) 경영기획실장을 맡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평가, DMZ 생태계보전 관련 연구와 정책지원을 해왔으며, ‘DMZ가 말을 걸
다’(2013) 등 저서를 집필하였다.
Dr. Eunjin PARK is a director of administrative planning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She serves as a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rder Area Policy Council, Korea Committee of UNESCO MAB, etc. She has
conducted researches on assessment of ecosystem services and conservation of the DMZ ecosystem. She wrote a book
titled ‘Whispers of the DMZ’(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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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유산 지정을 위하여 - 북한과의 협력 및 독일의 경험

PARALLEL SESSION 1-2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 대표

비단 현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남북 접경의 평화적 발전을 우선시해 왔다. 이 곳에서의 북한의 도발은 종종 위험하고
치명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접경을 관광, 문화 및 자연보호의 장소로 쇄신하고 이러한
충돌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보다 큰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잠재적 관광 수입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서식지 보호에 관심이
있는 환경주의자, 그리고 재산가치에 관심이 높은 토지 소유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도는 각기 다양하다. 그리고 이 곳에서의
군사적 위협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군 당국 역시 관여하고 있다. DMZ와 남북 접경지역의 비군사적 측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1990년대 이후에 이미 높아졌으며, 지난 10년 동안 DMZ가 가진 문화적, 환경적 보고로 인해 이 지역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201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이 무산된 것은 북한을 이런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문제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2018년 동계 올림픽 이후 보다 순조로운 듯 보였던 시기에도 접경 지역의 평화에 대한 북한의 지원은 짧고
미온적이었다. 실제로 2019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재신청이 있었지만, 이는 일방적 접근으로 그쳤다. 그리고 DMZ의 환경 상태
조사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콘서트 또는 공동 고고학 발굴과 같은 공동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북측의 반발에 부딪혔다. 독일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양측 독일간의 문화적 교류는 표면적으로는 덜
정치적이었지만, 양측간의 조직적인 경쟁이라는 사실 때문에 실제로는 정치적 의미가 컸다. 따라서 문화 교류에 대한 동독의 일부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이 체결된 이래 문화 교류 협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거의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1980년대에 독일 내 접경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서독뿐이었지만, 공간 패턴에 따른 범국경적 자연 공원에
대한 계획은 이미 1950년대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접경이 본질적으로 자국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교도소의 경계선 역할을 했던
동독은 접경 지역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협력 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접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완전한 접경 체제가 군에 의해 관리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가 없다면
접경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접경을 평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이루어 낼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관계를 준비하고, 접경의 더 작은 지역에서 보다 평화로운 환경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다수의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있다. DMZ
전체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정책의 최종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 DMZ, 접경 지역, 세계유산 지정, 환경 보호

Toward a DMZ World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 necess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German experience

Bernhard SELIGER
Representative,
Hanns-Seidel-Foundation Korea

Among the priorities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but also prior governments, the peaceful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border ranks high. Here, time and again provocations from the North led to dangerous and often
fatal clashes. The designation of the DMZ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part of a larger plan to rebrand the border
as a place for tourism, culture and natural protection and thereby pacify it. However, intentions of stakeholders are
diverse, with municipal authorities interested in potential tourism revenue, environmentalists in protection of habitats,
and landowners in the value of their property. And the military threat has not gone away at all, so also military authorities
are involved. While international attention about the non-military aspects of the DMZ and inter-Korean border area
grew already since the 1990s, the last decade saw various attempts to better protect the area due to its cultural and
environmental treasures. The failed application for UNESCO biosphere reserve status in 2012 shows the problems of
a failure to include North Korea in such schemes. However, even in the seemingly more benign time after the 2018
Winter Olympics North Korean support for a pacification of the border area was short-lived and lukewarm. In fact, the
successful repetition of the application for UNESCO biosphere reserve status in 2019 again was a one-sided approach.
And all attempts to create joint projects to do research on the environmental status of the DMZ or to have joint cultural
exchange programs, like concerts, or joint archeological excavations, met with resistance. Looking back to the German
experiences, this should not be too surprising.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Germans, though ostensibly less
political, was indeed of high political significance, due to the fact of systemic competition between both sides. Therefore,
despite some interest in East Germany to establish cultural exchange, it took almost 15 years from the Basic treaty
(Grundlagenvertrag) of both sides to the Cultural exchange convention. While the situation at the inner-German border
only gained attention in West Germany in the 1980s, there had been plans for cross-border nature parks already since
the 1950s, according to spatial patterns. But East Germany, where the border essentially worked as a prison border to
guard against escapes of its own citizens, did never consider any but the most basic forms of cooperation along the
border. In Korea, where North Korea not only needs the border to guard from escapes, but also as a military border, and
where the complete border regime is administered by the military, any agreement changing fundamentally the border
regime and transform the border to a peaceful region is extremely unlikely, as long as there is no fundamental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Nevertheless, there are a number of smaller projects that can prepare for better relations and can
in smaller areas along the border work for a more peaceful environment. A wholesale designation of the DMZ as World
Heritage can only be the last, culminating result of such a policy.
Keywords: Korea, DMZ, border area, World Heritage design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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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2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가치와 경기도의 역할

PARALLEL SESSION 1-2
노현균
경기문화재연구원 / 문화유산팀장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등재는 ‘평화’라는 의미와 70여년간 인적이 닿지 않은 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있으며, 지구촌 인류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 이하 OUV) 10가지의 기준 중
1가지 이상과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 보호 및 관리체계를 만족해야 한다.
특히 점점 효과적 보호를 담보하는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등재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유산관리자, 관리
담당기관 및 기타 파트너,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관리체계를 염두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DMZ의 가치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된 바 있지만 정작 DMZ 내 공간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문화재청과 강원도와 함께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후속 조치로 ‘한반도 DMZ 실태조사단’을 출범하여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DMZ 내에 대한 세계유산
요소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으로 ‘6.15공동선언’ 이후 평화지대 구상과 함께 DMZ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2019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DMZ사업의 수는 23개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들 간 연계나 연속성을 위한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유산등재를 준비한다면 DMZ의 가치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관리전담기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런 민의의 뜻이 받아들여져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여기에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입법예고기간
동안 134개의 의견제출 중 모두가 반대의견으로 제출된 것은 안타까우며, 원인에 대한 부분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경기도에서 DMZ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고 교감하는 사업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한 모두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 사업에서 장기적인 보존방향을 위한 세계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 내용 중 일부라도 진정한 DMZ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주민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만약 사전에 이러한 작업이 먼저 선행되었다면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북한 등 다양한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유산 등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겠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리책임자로 DMZ의 실태조사를 비롯한 세계유산 추진 전반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내용이나 파급효과 등에서도 지역주민과 교감하는데에 중심에 서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DMZ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서는 그 날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

DMZ’s values and Gyeonggi provincial roles
for World Heritage

Hyeonkyun NOH
Cultural Heritage Team Manager,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ere is a word called "the peace" and the value as a space that has not been touched by people for more than 70 years,
in terms of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of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everybody agrees that the humankind
of global village should manage jointly with a interest. We should meet more than 1 item out of 10 character of criteria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humanki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UV), the Authenticity, the Integrity and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to register as the World Heritage which it is important to progress according to the
procedure that the UNESCO presents for th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of DMZ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affinitive coordination with the Heritage Manager,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management, other partner and the related stakeholder from the stage of preparation for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a management system that guarantees effective protection is
being highlighted.
Even though the value of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has already been studied in many fields, really, there has
never been an overall survey aimed at th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in the DMZ. Under these situation, the Gyeonggi
Province has the mutual cooperation agreement ceremony to register the DMZ as the World Heritage wit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Gangwon Province, the investigation of the elements of World Heritage is underway within
the DMZ from Paju, Gyeonggi Province to Goseong, Gangwon Province by launching the DMZ Fact-finding Team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follow-up measure.
On the one hand, the number of DMZ projects promoted by Gyeonggi Province reached 23 in the past 2019 as diverse
projects in relation to the DMZ was progressed together with the plan of Peace Zone after ‘6.15 Joint Declaration’. But
the exclusive management organization shall have to be prepared to protect the value of DMZ and passed on if the
World Heritage registration is prepared in the long run in the situation that the focal point for linkage or continuity
between projects is absent in the mid to long term strategy.
In terms of ‘the special bill on supporting for South-North Joint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of Demilitarized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gislation has been announced to support systematically in the Parliament as the meaning of
this will of the people has been accepted fortunately. Even though the content composing and operating the promotion
group for the systematic promotion has been included here, it is regretful that all has been submitted in opposition out
of 134 submissions of opinions during the legislative notice period were submitted in opposition, we need to reconsider
the causation deeply for the cause.
Even though various projects in relation to DMZ are under way in Gyeonggi Province, the project to understand and
commune with local residents is still far from a sufficiency requested by WHA. Because th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is a joint project that every stackholder should makes an effort jointly, in addition, it is also a business having the ripple
effect to everyone, there is a necessity of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for the long-term conservation direction in the
project by each department, even part of the project needs to share the core value of the DMZ with each other and
reach out onto the residents jointly. If those work had been preceded in advance, outcomes would not have come out
for ‘the Special Bill on Support for South-North Joint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of Demilitarized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covering various regions such as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North
Korea, etc. would be promote focus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 Province
should take part in the overall promotion of Word Heritage including the actual state survey of DMZ as the Regional
Management Officer. In addition, we should make an effort to commune with local residents and try to coexist with each
other in the contents or ripple effects, etc. for the registration of World Heritage. There would be no one who hates the
peace. Every Stakeholder should collaborate with to attain the DMZ not a symbol of division but a symbol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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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관점에서 로컬 에코뮤지엄의 네트워킹과 사례
Networking Multiple Local Ecomuseums around DMZ
on The Angle of Planning

금단의 공간 DMZ는 이제 남북의 삶과 전쟁 그리고 역사와 생태라는 장소 특성적 자산들이 혼재하여 남아있게 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의 DMZ 에코뮤지엄 조성 계획은 DMZ의 독보적인 장소자산과 경관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향후
남북 공동의 협력과 연대의 장으로서 통합적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창의적인 인식론과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및 DMZ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DMZ 에코뮤지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남북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he forbidden space, DMZ, can now be seen as a roofless museum of the life, war, history and ecology of the two
Koreas. The DMZ eco-museum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will preserve and utilize the DMZ's unique place assets
and landscapes. Unlike the current museums, the eco-museum will be integrated as a place for coope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future, and for this reason it is seeking creative ideas and new approaches.
In this light, this session present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DMZ eco-museum and lay a new foundatio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eco-museum, local and international cases, and
ways to apply the DMZ’s unique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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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라울 달 산토
Raul DAL SANTO

ICOM 한국위원회 / 위원장
철박물관 / 관장
Chairperson, ICOM Korea / Director, Iron Museum

파라비아고 경관 에코뮤지엄 / 코디네이터
Coordinator, Parabiago Ecomuseum – Municipality of Parabiago

Inkyung CHANG is the director of the Iron Museum in Korea. Inkyung has been an active ICOM member since 1996
and was a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of ICOM(2013~2019) and the Chairperson of ICOM-ASPAC(2004~2010).
Currently, Inkyung is the Chairperson of ICOM Korea.
In Korea, she is the president of the Chungcheongbuk-do Museum Association(2017~2021) and a member of the
Museum Curatorship Committee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2019~2021).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kyung is serving as a member of the Editorial Board f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2018~2020).
She also served as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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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경
Inkyung CHANG

장인경은 철박물관 관장이며 올해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ICOM 본부에서는 ICOM 집행
위원(2013~2019년)과 ICOM-ASPAC 위원장(2004~2010년)을 지냈다. 한국에서는 충청북도 박물관 협회 회장(2017~2021년)과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학예사운영 위원회 위원(2019~2021년)을 맡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행하는 국제무형유산저널의
(2018~2020)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박물관과 문화 유산 관련 강의를 하였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위
원으로도 활동하였다.

96 •

기획세션 1-3 (PARALLEL SESSION 1-3)

생태학자 라울 달 산토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파라비아고 풍경 생태박물관(landscape ecomuseum of Parabiago), 그리고
올로나(Olona) 강 부근의 자연 구역 밀스 공원(Mills park)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또한 롬바르디아 지역 생태박물관 네트워크,
생태박물관과 지역사회 박물관을 위한 국제 플랫폼 DROPS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풍경 생태학(강 보존, 풍경 추적관찰, 생물 다양성),
지속가능 발전(파라비아고 Agenda 21, 참여 계획 및 행동, 지속가능 농업), 보완성(subdiarity)에 초점을 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Raul DAL SANTO, ecologist, is the coordinator both of the landscape ecomuseum of Parabiago (Milan - Italy), and the
Mills park, a natural area near the river Olona; he also manages the ecomuseums network of Lombardy Region and
DROPS, the international platform for ecomuseums and community museums. His work and research focus on landscape
ecology (river restoration, landscape monitoring, biodiversity) ecomuseology, sustainable development (local Agenda 21,
participatory planning and action, sustainable agriculture) and subsidi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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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I Discussant 1

황순주
Soonju HWANG

석현덕
Hyundeok SEOK

경기문화재단 / 지역문화팀장
Team Leader of Regional Culture Team,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Senior Directo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황순주 팀장은 경기문화재단의 공공기획자로 공공예술과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기획과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경기만과 DMZ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재생사업과 에코뮤지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다.
대표 프로젝트로는 세계생명문화포럼, 세계평화축전, 경기창조학교, 경기에코뮤지엄 사업 등이 있다.

자원경제학을 전공으로 하고 약 28년간 산림정책, 산림경제, 산지관리 등을 연구하였다.
I had studied Resource Economics and researched in the field of Natural Resource Economics, Forest Economics, and
Forest Policies

Soonju HWANG, as a public cultural planner a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has conducted various cultural planning
and regional-based content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public art and local culture. Recently, he has been
concentrating on cultural regeneration projects and ecomuseum of Gyeonggi Bay and the DMZ. His representative
projects include <World Life-Culture Forum>, < Peace Festival>, <Creative School of Gyeonggi> and < Geyonggi
eco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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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3 (PARALLEL SESSION 1-3)
토론 2 I Discussant 2

정연학
Yonhak JUNG
국립민속박물관 / 학예연구관
Senior Curator, National Folklore Museum of Korea

본인은 국가, 지자체 무형문화재 위원으로서 국가문화재의 조사, 지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위원(2013~현
재)으로 오랜 기간 무형문화재 조사 및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정
되어 종목 조사 및 선정에 참여 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18년 한국문화재단 무형유산자문위원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실태 및 선
정에 대한 자문, 201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무형문화유산 연구’ 강의 전담, 2015년 중국과 대만의 무형문화재 관련 법령과 규칙
연구 등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Yonhak JUNG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study and designation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as a memb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e has been in charge of the study and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membe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2013~ to the present), and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study and designation of types as an expert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bcommittee since 2020. In addition, he
is making a large contribution to the area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advice on the reality and designation
of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n intangible heritage advisory member of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n 2018, lectur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search’ at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in 2013,
and research on laws and rule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China and Taiwan in 2015

100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101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기획세션 1-3
꿈, 변화, 에코뮤지엄. 지역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계

PARALLEL SESSION 1-3
라울 달 산토
파라비아고 경관 에코뮤지엄 / 코디네이터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는 데에는 현재의 영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뮤즈(Muses)의 장소”로써 에코뮤지엄 및 뮤지엄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뮤즈의 창의성뿐 아니라 과거의 통찰력까지 갖춘 뮤지엄은 21세기를 위한 공공
비전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헌법에 제시된 지역 공동체의 꿈, 그리고 국가의 꿈이 일상에서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UN의 17개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도 마찬가지다.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회적, 및 물리적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존 에코뮤지엄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신규 에코뮤지엄을 환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에코뮤지엄은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제목의 공동 문서 작업을 진행했다. 이 문서는 영구적이며, 진화가 진행중인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목적은 이탈리아 에코뮤지엄 운동의 이론적, 실제적, 종합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이탈리아 에코뮤지엄이 헌법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되돌아 보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2017년 이후 이탈리아 에코뮤지엄 네트워크는
에코뮤지엄과 지역사회 뮤지엄간 협력, 교류 및 경험 공유를 위한 국제 DROPS플랫폼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이미 존재하거나 설립 예정인 모든 국립 에코뮤지엄과 지역사회 뮤지엄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다른
유산(heritage)관련 NGO로까지 확대되어 에코뮤지엄학(ecomuseology) 및 모범사례에 관한 다국어 다큐멘터리 및 자료 목록 풀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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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 changes and ecomuseums.
Linking local and global sustainability

Raul DAL SANTO
Coordinator, Parabiago Ecomuseum
– Municipality of Parabiago

The inspiration of the future needs permanent change of the present. Ecomuseums and museums as “places of the
muses” can inspire people to address the needs of change. Museums with insight from the past as well as with creativity
of the muses, can help to forge a public vision for the 21st century.
Local Community dreams and national dreams shared in the Constitutions needs many efforts to be realized in the
everyday life. So do the UN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hanges are needed in the relational, social and physical
dimensions to empower communities and release energies to achieve these goals both at local and global scale.
In Italy a national network has been set up to facilitate coope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the existing ecomuseums and
welcome new ones. The Italian ecomuseums worked on a common text, entitled Manifesto, that became a permanent,
work-in-progress evolutionary document aimed at reflecting on both the theoretical and the practical collective
construction of the ecomuseum movement in Italy and how italian ecomuseums has tried to make real the Constitutional
dreams. Moreover, since 2017 the Italian ecomuseums network is managing the international DROPS platform for
cooperation, exchange and experience sharing between ecomuseums and community museums.
Such a platform connects all national ecomuseum and community museum networks, existing or to be established,
and is extended to other heritage NGOs to produce a multilingual documentary and bibliographic pool of resources on
ecomuseology and its bes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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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3
생명과 평화 그리고 순환과 재생의 DMZ 에코뮤지엄

PARALLEL SESSION 1-3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 지역문화팀장

경기 지역은 한국의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으면서 지난 천년동안 한국과 동아시아의 핵심지역으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경기만과
DMZ는 한국의 공간사회가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경기도의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실천 활동을 해 왔는데, 최근 에코뮤지엄의 철학과 방법론을 통해 도시개발, 도심재생, 공동체 복원 그리고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문화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주목한 것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이었다.
경기도의 에코뮤지엄 활동은 경기도의 서쪽 연안도시들로부터 시작되었다. 2015년 주민과 지역 활동가들이 경기문화재단과 손을
잡고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른바 상향식 정책 수립과정을 거쳤고, 이를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에
시범 적용하게 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만의 역사문화와 생태자원 중심으로 100개의 지역유산을 컬렉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공간 조성, 시민 참여 콘텐츠 개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20년 현재 경기만 지역에 12곳의 작은 에코뮤지엄이
만들어졌고, 경기도의 연안문화를 발굴과 복원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김포시와 평택시가 후발 도시로 에코뮤지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DMZ는 전지구적 모순이 농축되어 있는 용광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이를
분점하고 있고, 이들 도시들은 한국의 분단상황과 안보 문제로 인해 도시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묵묵히 이를 감내하며 평화의 날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DMZ의 역사문화와 생태 그리고 주민의 삶을 주제로 한
에코뮤지엄을 기획하고 있다. 첫 번째가 DMZ의 생태자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의 생태를 보존하고 포구와 나루를
현재적 의미에 맞게 재생해 그것들이 물길로 다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DMZ내에 남아 있는 냉전유산과 기지촌을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해 이를 자원화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성리, 통일촌, 신망리, 해마루촌, 백학리 등 이른바 수복마을, 재건마을,
선전마을 등 DMZ에서만 존재했던 다양한 형태의 마을 공동체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경기도의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의 요인들 중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자원을 스스로 가꾸고
이를 지속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스스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삶을 전환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에코뮤지엄의 가치와 철학은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방식이다.

The DMZ Eco-Museum of Life, Peace,
Cycle, and Regeneration

Soonju HWANG
Team Leader of Regional Culture Team,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region surrounds Seoul,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and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core region of South
Korea and East Asia over the past century. In particular, Gyeonggi Bay and the DMZ are regions that bear much sacrifice
and deficiency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by South Korea’s spatial society. Gyeonggi Provinc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GGCF) and the citizens of Gyeonggi Province have performed many activities and spent
much time to think about how to pursu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without damaging the region’s identity,
and have begun a regional culture movement that pursues restoration of city development, city regeneration, and city
community and vitalization of the region through local contents by the philosophy and methodology of eco-museum. We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participation by residents.
Gyeonggi Province’s eco-museum activities began from the coastal cities of the west of Gyeonggi Province. In 2015 there
was a bottom-up policy development process in which residents and local activists, along with GGCF, proposed policies
and the administration proactively accepted, and applied it to cities of Ansan, Hwaseong, and Siheung as a trial run. GGCF
collected 100 pieces of local heritage with a focus on Gyeonggi Bay’s historical culture and ecological resources, and
began the construction of foothold space, development of citizen-participation contents, and educational experience
programs to promote this. As of now in 2020, 12 space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Gyeonggi Bay region and activities
to develop and restore the coastal culture of Gyeonggi Province are led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being
expanded. From 2019, cities of Gimpo and Pyeongtaek have participated in eco-museum activities as latecomers.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 DMZ is a furnace where global contradictions are concentrated. In
South Korea,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occupy it and these cities carry
substantial factors that hinder city development due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ecurity issues, but
the residents have quietly endured and are waiting for the day of peace to arrive. We are planning an eco-museum that
carries the theme of the DMZ’s historical culture and ecology, and the lives of the residents. The first is to preserve the
ecosystem of Hantan River and Imjin River that are the core of the DMZ’s ecological resources and regenerate the ports
and docks so that they can be connected again as a waterway. The second is to construct eco-museums using the Cold
War heritage and military base camps as a resource. The third is to develop various types of village communities that
existed only in the DMZ, such as town of Daeseong, Tongil, Sinmang, Haemaru, and Baekhak, into a sustainable form.
Citizens of Gyeonggi Province are trying to take care of the region’s culture, history, and ecological resources among the
various factors that compose the identity of their lives and develop them into a sustainable future resource. The ecomuseum’s value and philosophy is a very suitable and useful method in the process of pursuit of internal progress and
search for change in the regional life by the regional residents themselves as the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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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1 (PARALLEL SESSION 2-1)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간 통합과 균형발전
Spatial Integration and Co-prosperity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Border Region

한반도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와 공간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공간적 연계성 회복, 도시체계와
교통인프라 연결, 산업경제 네트워크 형성, 연계 관광권 형성,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공간발전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To form the economic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mportant that economic and social exchange and
spatial integration of the border reg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ccur. These changes may lead to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underdevelopment and distressed border region. So, this session will discuss
comprehensive spatial development strategies, including restoration of spatial connectivity, connection of urban
system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ormation of industrial and economic network, tourism linkage, and
ecologic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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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1 (PARALLEL SESSION 2-1)
좌장 I Moderator

기획세션 2-1 (PARALLEL SESSION 2-1)
발표 1 I Presenter 1

이상준
Sangjun LEE

토마츠 비르쯔보우스키
Tomasz WIERZBOWSKI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Senior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 연구위원
Research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 Institute

국토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서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연구와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정책 연구이다.
DR. Sangjun LEE is a senior fellow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KRIHS), where is served as Vice
President from July 2017 to July 2019. Today he works ar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Research Center under
the KRIHS.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North Korea and national land
development policy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토마츠 비르쯔보우스키 박사는 유럽연합과 한반도에 관한 다양한 학술 및 비즈니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는 현재
유락세스코리아(EURAXESS Korea) 대표를 맡고 있다. EURAXESS는 유럽과 세계 간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구원의 이동성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유럽위원회 이니셔티브다. EURAXESS 팀에 합류하기 전에는 FP7/Horizon 2020 계획에 따라 EU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관리자를 맡았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가 주최하는 EU의 외교 정책과 한반도 관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북아 지역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사회과학의 방법론에도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그는, 북한의 발전상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Dr. Tomasz WIERZBOWSKI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various academic as well as business activities regarding the
European Union and the Korean Peninsula. He is currently a EURAXESS Korea Representative - EURAXESS is a European
Commission initiative supporting researcher mobility and career development while enhancing scientific collaboration
between Europe and the world. Before joining the EURAXESS team, he was a project manager for the EU funded
programs under FP7/Horizon 2020 schemes. Hosted by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 Institute Tomasz
also carries out research on the EU foreign policy and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Korean Peninsula.
Tomasz holds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he is focused on the
Northeast Asia region. His academic interest lies also in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s.
Having visited the DPR Korea multiple times per year over the last decade, Tomasz is an astute observer of
developments in the DPRK and is regularly involved in policy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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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Gyeongseok KIM

LH 토지주택연구원 / 북한연구센터장
General Manager,
North Korea Research Center, Land & Housing Institute

국립공주대학교 / 교수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Dr. Daesik CHOI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nducted
academic research and practical projects related to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in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He has published more than 40 books and papers, such as “Urbanization and Regeneration in Korea” and “Development
Pla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He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social activities in the city
planning committees of Hanam and Guri in GyeongGi-do,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Regional Innovation Consulting Advisory Group. He is currently the head of the
LH North Korean Research Center, serving as an academic research and government policy support for inter-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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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I Discussant 1

최대식
Daesik CHOI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최대식 센터장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도시계획과 개발 관련 학술연구 및 실무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도시화 그리고 재생’, ‘북한 주요경제특구, 개발구 구상’ 등 40여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경기도의 하남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시대상평가위원회, 지역혁신컨설팅 자문단 등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오고 있다. 현재 LH에서 북한연구센터장을 맡아 남북개발협력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정부의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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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박사는 국립공주대학교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이다. 그는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1995~2006),
아시안하이웨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UN ESCAP의 컨설턴트(1998~2001)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반도 통일과 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국가교통망계획 ITS 그리고 물류시설 계획 등이다.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r.-Ing. Gyeongseok KIM is a professor of urban and transportation engineering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He
served as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995~2006), and as a consultant
of UN ESCAP (1998~2001)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sian Highway Network. The main research areas are national
transport network planning including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struction of a transport network,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and logistics facility planning. Currently, he is acting as a deliberation and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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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Sungwoo LEE

이상대
Sangdae LE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종합정책연구본부장
Division Head,
General 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Maritime Institute

경기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그는 도시공학을 전공하였으며, 전공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개발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중국, 러시아, 동남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항만, 물류시설 개발관련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였으며, 68개국 200여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4년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물류인프라 개선과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극동러시아 항만개발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정부정책과제와 국제협력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서 수도권정책, 도시정책, 지역개발, 접경지역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1996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도시지역계획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2019년에 경기연구원 부원장, 한국지역학회 (KRSA) 회장을 역임하였다.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 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로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2004년에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 수립, 2012년에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5년 경기비전 2040 등 주요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일했다.

He studied Urban Engineering and has long time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port hinterland area, free
economic zone, and free trade area in South Korea. He also has many experience with developing infrastructure
for logistics in China, Russia, Southeast Asia, Eastern Europe, Africa, and Latin America, having participated in more
than 200 projects in 68 countries. Since his visit to North Korea in 2014, he has gained interest in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logistics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Currently, he is part of various government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related to port development in the Far Eastern part of Russia.

Dr. Sangdae LEE is senior researcher a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in South Korea. He worked as a Vice-president of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d a President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His research interests are
metropolitan region’s policy and planning, urban planning and policy, and future city and society issues. He published
several books such as Healthy City in 2018 and Vision, Strategy for the Capital Region of Korea in 2014,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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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츠 비르쯔보우스키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연구위원

Transborder collaboration projects in Europe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Tomasz WIERZBOWSKI
Research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 Institute

유럽 대륙에서는 오랫동안 잔혹한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 진영의 이합집산이 일어나는가 하면 국가 전체가 수십 년간
사라지기도 했다. 유럽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he European continent had a long history of endless, cruel wars. Parties changed sides; the whole states disappeared
for decades. It can be easily said that the history of Europe is mainly the history of wars.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끝난 후 유럽에서는 과거 적대국들 간 소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전쟁 전에도 있었다). 주로
양자 간, 혹은 다자 간의 제한적 협약으로 성사된 이러한 프로젝트는 유럽 대륙의 제도적 통합에 기여하며 마침내 유럽연합이라는 전례
없는 자유주의 실험을 탄생시켰다.

After the world’s bloodiest war in history (and even before), small-scale collaboration projects started on the borders
between previously hostile states. These projects were often raised from limited bilateral setups to multilateral
arrangements and contributed to further institutional integration on the continent that led to the emergence of an
unprecedented liberal experiment – the European Union.

유럽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의 역사는 롤모델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현재 한반도 및 주변 상황과 지정학적,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유럽 국가 간 협력의 대표 사례를 선별하였다.
사례 연구에는 프로세스 추적 방법(process tracking method)을 적용하여 국가 간 협력 시 원만한 이견 조율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상세히 기술하려 노력했다. 또 인프라 개발 및 관광으로 역내 경제가 성장했던 국가 간 협력 사례에서는 어떤 실용적 도구들이
사용됐는지 정의해 보았다.

The history of European transborder collaboration projects could serve as a role model and some lessons could be
learned for other regions of the world, including Northeast Asia. In this context, I selected some representative cases of
transborder collaboration between European countries that share certain geopolitical or historical similaritie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마지막으로 냉전 시대의 정치 진영이 어떻게 환경 보호를 위한 다국적 협력체로 변모했으며, 이들이 어떻게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되었는지 소개했다.

By applying the process tracking method while examining those cases I try to delineate necessary conditions that led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cross-border cooperation. I also make the attempt to define practical
tool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which enhanced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tourism.

본 연구를 통해 정치적 의지 없이는 어떠한 국제 협력도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양자 간 협력이 실현되려면 공동의 이익뿐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한적으로나마 극복될 수 있다. 이를테면
두 당사자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 혹은 초국적 기구가 개입하는 경우가 그렇다. 나아가, 양자
간 협력 정책은 그것이 다자 간 협약에 포함될 때 더욱 강화되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Lastly, I describe how political borders from the Cold War have been transformed into multinational collaboration
initiatives that pre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ow they became a symbol of European integration.
I draw the conclusion that without political willingness an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lmost impossible and that
two parties must share not only common interest but also common values to initiate bilateral cooperation. However,
under certain conditions, these issues could also be overcome to a limited extend. This includes the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or supranational organizations that could serve as an independent and neutral mediator between two
parties. Furthermore, bilateral cooperation initiatives could be enhanced and become more feasible when incorporated
under a multilatera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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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개발 사례로 보는 DMZ 협력활용의 가능성과 과제

최대식
LH 토지주택연구원 / 북한연구센터장

DMZ와 그 주변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위치의 땅이지만, 지난 70여 년간의 단절로 인해 남과 북 모두에서
낙후지역에 해당한다. DMZ와 주변 지역의 현재 여건은 열악하지만 향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남과 북 또는 한반도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북한에서 추진해온 국가적인 주요 개발사업을 조명함으로써, DMZ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남한과 북한이 협력적 개발을 하기 위한 단초와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북한에서 대외적 협력개발을 표방하고 유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경제특구/개발구 조성사업이다. 1991년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이후 별다른 추진이 없었으며, 2000년대 들어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제개발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28개에 이르는 경제특구/개발구가 지정된
상태이다. 이와는 별개로 북한 내부적으로 역점을 둔 국가적 개발사업으로서, 평양의 거리 조성사업, 북한내 주요 지역의 관광지,
휴양지 개발사업이 눈에 띈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경제특구/개발구 사업 전반이 지지부진하지만, 주로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의 진척이 있었다. 개성공단은
실제 조성되어 작동되었던 사업이나 북한은 향후 경제특구/개발구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협력개발에
있어 과거처럼 노동집약적 산업 보다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자유치와 대외교류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투자환경을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준비의지를 볼 수 있다. 과거처럼 폐쇄된 특구가 아닌 주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도 변화된 모습이다.
DMZ와 주변 지역에서 협력적 개발이 시작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견지해야 할 중요한
방향과 전제가 있다. 우선 남과 북을 포함한 참여자들간의 상호 호혜와 공동 이득의 원칙이 중요하다. 또한 단편적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선순환을 일으키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의 부문과 단계에 대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DMZ는 동서로 넓은 지역에 걸쳐 있어 주변 여건이 다양하므로, 지역특성과 시대 변화를 감안하여 환경·생태분야, 관광·문화분야,
교통·물류분야, 산업분야 등 다각적 분야에서 협력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Potential and challenges for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in the DMZ, based on the review of marked
development cases attracting attention in North Korea

Daesik CHOI
General Manager,
North Korea Research Center,
Land & Housing Institute

DMZ and the surrounding area are located in the potential position across the center of Korea peninsula, but they have
fallen behind both in North and South Korea due to the breaking off in the past 70 years or so. The condition of DMZ and
the surroundings are in a backward part currently; howe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the Korea peninsula may
take a new opportunity depending on how to use this area in the future. As examining the recent particular improvement
promoted in North Korea, I intend to seek after motives and ideas for the cooperative develop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DMZ and the surroundings.
The representative business processed and guided external cooperation development in North Korea is Special
Economic Zone / Development Zone Project. There has been no particular propulsion since the proclamation of Naseon
Free Trade Zone in 1991. And then, the exploitation of Gaesong Industrial District has been planned in 2000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Act by the rul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pecial
Economic Zone has been announced consistently and 28 Special Economic & Development Zones have been assigned.
Aside from this, the noteworthy points as domestically focused national development business are street-building
projects in Pyongyang, tourist attractions and resort development projects in the major areas of North Korea.
Taken together, the overall Special Economic & Development Zone Project seems to be slow, but a large scale of business
has been progressed primarily in Border Area.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en actually assisted and operated,
but an advanced model has been required for Special Economic & Development Zones in the future. Moreover, the
country is aimed to be a leap of an industry based o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rather than labor intensive
industry in cooperative development. For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Exchange, the preparation of safe and effect
investment environment is essential, and systematic readiness is reviewed. Currently, the growth and enhancement in
the surrounding areas, which are changed from the previous closed districts, are planning.
For the start and successful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cooperative development in DMZ and the surrounding area,
the essential orientation with a premise should be maintained. First of all, the important thing is the principle of mutual
reciprocity and common benefit among participants including North and South Korea. Furthermore, the project should
be consistent and cause a virtuous cycle instead of piecemeal business. For this, a stratagic approach is required for the
stage of cooperation. As DMZ spreads across much to the east and west, the surrounding conditions are more diversified.
Therefore, ideas for cooperation should be searched in multifarious fields such as environment & ecology, tourism &
culture, transportation & logistics, industry, and so forth a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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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거버넌스 구축
Establishing DMZ Governance

DMZ는 한반도의 영토이나 그 관할권은 북한과 유엔사령부가 행사하고 있다. DMZ에서의 남북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DMZ
관할권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DMZ에서의 제반 문제를 남과 북이 주체적으로 협의 및 해결할 수 있는 ‘남북접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DMZ 인접 지역사회들의 개발 요구 수렴 및 DMZ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DMZ 관리청’의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DMZ is the territory of the Korean Peninsula, but its jurisdiction is exercised by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jurisdiction of the
DMZ, and discus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n "Inter-Korean Border Committee" where South and North Korea
can discuss and resolve various issues independently. In addition, South Korea needs to consider the creation of a
"DMZ Management Office" to gather development needs from local communities near the DMZ while systematically
preserving the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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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미무라 미츠히로
Mitsuhiro MIMURA

통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일본동북아경제연구소 /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Hanbum CHO received a Ph.D degree in sociology from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with his thesis work on Russian
system transition in 1994. He has been studying on socialist system transition and unification issue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since 1995, and he is currently lecturing at Korea University. He is senior research fellow
at KINU. Also, he is in charge of Research Council on Unification Policy at KINU. He successively served as a consultant
of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and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And he served as a director of center for
inter-Korean cooperation studies in KINU. He has authored several publications including 'Comparative Study on China
and Russia's Economic System Transition', 'Study on Unification Costs-Benefits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
'Structure of Crisis on North Korean System and Prospects of Change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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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Hanbum CHO

조한범은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그 대학교에서 러시아 체제전환을 주제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아울러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실무책임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정부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전환 비교연구’, ‘정치,
경제, 사회분야 통일비용-편익 연구’, ‘북한체제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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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라 미츠히로 박사는 일본 니가타의 동북아시아경제연구소(ERINA) 조사연구부 주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오사카대학교
외국어학부 한국어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ERINA에 연구원으로
합류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북한 경제, 북한 법, 남북 관계,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1996년 이래 30회
이상 방북한 바 있으며, 학술 교류 차 평양과 나선 등 동북아시아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있다. 미무라 박사는 평양의 북한 학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소수의 일본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남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 및 일본의 동료들의 지원하에 그의 연구는
동북아의 대한 깊은 견식이 있으며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에서 널리 접수되어 있다. 미무라 박사는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주창하고 있다.
Dr. Mitsuhiro MIMURA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Research Division at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in Niigata, Japan. He received BA in Foreign Study (Korean) from Osak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BA, MA and Ph D. from Osaka University. Upon graduation he has been making a research at ERINA. His area of
study includes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n law, and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1996, he has visited North Korea more than thirty times. He often visits various cit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Pyongyang and Rason for academic exchange. He is one of the rare Japanese scholars who are able
to exchange thoughts directly with North Koreans scholars in Pyongyang. Supported by colleagues in both Koreas,
China, Russia, the U.S., the E.U. and Japan, his research has deep insight into Northeast Asia and is widely accepted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Based on his unique experience, he advocates a new perspective of
integrated North East Asi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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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Jinwook CHOI

대진대학교 / 교수
Professor, Daejin University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교수
Professor, Korea University

He received BA, MA, and Ph.D degree fro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is
dissertation title is “A Study on the System Preservation Mechanism of North Korea”. Since 2017, he is professor from
College of Creative Future Talents at Daejin University. And, He is working as chairma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Areas Studies, he belongs to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border area and reunification studies also. His main research subjects are political
system on North Korea and East Asian area’s issues. In addition, he is interested in researching emerging areas including
the DMZ, Arctic. He wrote many articles including “Corruption in North Korea and Its Impact on Social Changes”, “A
Study on Cases and Causes of Military Conflicts in the DMZ,” and he is co-author of Peace and Values of DMZ, Korea in
the Americ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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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Youngmin PARK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북한의 체제유지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이다. 2017년 대진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창의미래인재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0년 한국세계지역학회
제35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 외 소속 학회로는 한국세계지역학회를 포함하여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연구학회,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등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북한 정치체제와 동북아 지역정치이며, 북극, 비무장지대 등 신흥 지역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의 부패 실태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DMZ 군사충돌 사례와 요인연구”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DMZ 평화와 가치’, ‘미주 언론에 비친 한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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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 교수는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홍콩중문대학교, 홍콩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최진욱 교수의 연구분야는 정부규제, 부패, 정부개혁, 국제개발협력(ODA)이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단장, 정책성과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민간전문가단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Jinwook CHOI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After teaching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and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e is now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Korea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regulatory policies, corruption, government reform,
and foreign aid. He is currently a member of several advisory committees of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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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Ilyoung JEONG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Sogang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정일영 박사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그는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에서 재직했으며, 성균관대
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선임연구원으로 일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전쟁이 북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비교정치와 국제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한의 경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r. Ilyoung JEONG is a research professor at Sogang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He was a research fellow at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a senior researcher at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in SungKyunKwan University.
His PhD dissertation is about the effect of the Korean War on North Korean society. His research and teaching involves
diverse aspects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cently he is researching about the inter-Korean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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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일대의 남북 경제협력 및 지역 발전 촉진

PARALLEL SESSION 2-2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동북아경제연구소 / 선임연구위원

남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협력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협력사업들은 남북 최고의사결정권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21세기
초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일부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사업은 개성시를
제외하고는 MDL 양측 지역 사회에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지 못했다. DMZ 일대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었다.
DMZ 지역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와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투자유입과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처럼 성장이 저조한 지역을 떠나 평양이나 서울 등 더 번창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DMZ 지역 주민들은
공통의 장애물과 회한을 안고 있으며, 그것은 DMZ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들은 고난의 출발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열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인천, 경기, 강원을 포함하는 DMZ 지역이 새로운 협력의 첫 10년 동안,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나 조건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는 MDL 양측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과 해주, 파주와 개성, 고성(남)과 고성(북) 등 DMZ 일대의 도시들은 최초의 남북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협력을 시작하여 지역 경제와 남북 화해의 전체적 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옥류관 냉면 1 호점이 파주와 강화도에 문을 연다고 상상해 보자. 개성뿐만 아니라 백령도, 강화도, 평강, 철원, 고성 등에서도
국경을 넘는 관광이 시작된다고 상상해 보자.
고위급 회담도 중요하지만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중들 간의 교류도 필수적이다. 수익 창출은 화해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좋은 이유이기도 하다 .

Promo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MZ Area

Mitsuhiro MIMURA
Senior Research Fellow,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The both Koreas started economic cooperation since late 1980s. Most of the projects were done between Pyongyang
and Seoul, the capital citi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ome project, such as Mt. Geumgangsan tourism
or Gaesong Industrial Complex, started to operate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However, these projects
brought little economic effect to the local society at both side of MDL except for the City of Kaesong. For most of those
who concerned, the DMZ area has not been the place to stay but just to pass by.
The DMZ area,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sides, has been suffered from low investment and weak growth in economy
which stems largely from strict social control and high probability of war. Young generations tend to leave such area and
move to more flourishing areas, such as Pyongyang or Seoul. In this sense, people living in the DMZ area have common
obstacles and regret. This is one of the most powerful motives for the people in the DMZ area to produce a sense of
community. They have the right to enjoy the fruits of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first setout
for their tribulation.
In this sense, the author would like to make a proposal that the DMZ area, which includes Incheon, Gyeonggi and
Gangwon, shall have a favorable status or condition in the policy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t the first decade of the new cooperation. Also, this favorable condition shall include the condition that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both sides of MDL should join in the targeted projects. For example, the cities along the DMZ area,
such as Incheon and Haeju, Paju and Kaesong or Goseong and Kosong, may have the first sister-city affiliations. Through
these affiliations, local governments can start economic cooperation to promote local economy and the whole settings of
the reconciliation of the both Koreas. Let us imagine that the first branches of Onryugwan Cold Noodles Restaurant open
in Paju and Ganghwa Island. Let us imagine that the cross-border tourism starts again not only in Kaesong but also in
Baegryeong Island, Ganghwa Island, Pyonggang, Cholwon and Goseong.
Top-level talks are important but interaction of local governments or that of grass-roots is also essential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Money making is just a means of reconciliation but it is also a
good reason for the people to start a new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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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접경지역 거버넌스 발전 방안

PARALLEL SESSION 2-2
박영민
대진대학교 / 교수

한반도 DMZ는 세 가지 점에서 특징적 조건을 이루고 있다. 첫째, 세계에서 가장 넓은 중무장된 지역이라는 점이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무장지대(DMZ)는 설치되었다. 둘째, DMZ는 생태·환경의 보고이다. DMZ 일원에는 산림과 계곡, 하천,
습지 원형이 잘 보존돼 두루미와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 멸종위기 종 등 2,930종에 달하는 생물종이 평화롭게 공생하고 있다.
철원평야는 국제적 보호종인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 흑고니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판문점 일대와 파주, 철원, 강화도는 DMZ의
대표적 조류인 두루미 월동지이다. 셋째, DMZ 일원은 깊고 다양한 인문학적 콘텐츠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남북을 가로지른
인문・역사 콘텐츠는 평화자원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철원지역 DMZ 내에는 궁예가 839년 후고구려를 세운 이후 905년 개성에서 세운
태봉국 도성이 자리하고 있다. 넷째, DMZ는 세계의 비무장지대 중 평화적 상징성이 큰 ‘장소성(placeness)’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DMZ는 국제적 유산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한국전쟁 중 직접 전투에 참여한 나라는 20개 국가에 달하며,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는
국군 13만 7,899명, 유엔군 4만 670명에 이른다. 여기에 실종자와 부상자, 그리고 민간인 피해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더 늘어난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냉전시기 가장 치열했던 국제전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군사정전협정 규정에 따르면, 한반도
휴전상태의 관리·감독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DMZ는 세계 냉전사의 중요한 유산인
것이다.
DMZ·접경지역은 ‘다중심성(polycentricity)’을 지니고 있다. DMZ·접경지역 관련 행위자는 국내, 남북, 국제적 층위로 구성되며,
정부와 민간영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행위 유형에 따라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DMZ·접경지역이 지닌 환경·생태(eco),
기억(memorials), 평화(peace)의 이슈 내지 가치에 따라 편재된다. 전문가들은 해결해야 할 이슈로 인식하고 설명하며, 활동가들은
가치로 인식하여 실천적 노력에 중점을 둔다. 즉 활동가들은 자신이 내걸고 있는 가치의 보호(protection), 촉진(promotion),
강화(enhancement)를 실천 목표로 삼는다. DMZ·접경지역에 착종된 다양한 가치와 행위자들의 질서 있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DMZ네트워크’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중심성과 협력을 전제하는 가운데 민주성, 지속가능성, 현실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협력 거버넌스로서 ‘DMZ네트워크’의 구상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자 거버넌스의 수립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관련 부처)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체-시민단체의 대표가 독립적 행위자로 구성하는 거버넌스 체제이다. 이 방안은 국민의 참여 폭이
넓어 민주적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광역·기초정부 간 중복 문제를 지니고 있다. 둘째, 3자 거버넌스의 수립이다.
중앙정부(통일부 등)-광역지방정부(경기, 강원, 인천 외의 광역단체)-기초지방정부(15개 접경지역 기초지방정부 외의 기초지방정부)시민단체 간 거버넌스이다. 즉, 지방정부는 각각의 광역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산하 기초지방정부와의 협의체를 이뤄 행위자로
참여한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 내에 포천, 연천, 파주 등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3자 거버넌스는 4자 거버넌스에 비해 공공영역이 하나로 구성됨으로써 의사결정 등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 폭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다는 점에서는 상대적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를 위해 정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민북지역 및 접경지역을
규율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넘어 ‘평화지역의 설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가칭)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생태·환경, 기억, 평화의 가치를 보호, 촉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Development Plan of DMZ·Border Area Governance

Youngmin PARK
Professor, Daejin University

The Korean Peninsula DMZ has three major characteristics. Firstly, it is the biggest heavily armed area in the world.
The DMZ was established aft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Secondly, DMZ is a reposito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riginal forms of forests, valleys, streams, and wetlands have been well preserved in the
entire DMZ area in which 2,930 biological species peacefully coexist, including crane, Asiatic Black Bear, musk deer, goat,
as well as endangered species. Cheorwon plain is becoming the resting place of international protected species such as
crane, white-naped crane, blackfaced spoonbill, and black swan. The area of Panmunjom, Paju, Cheorwon, and Ganghwa
Island are the winter habitat for cranes,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bird species of the DMZ. Thirdly, the entire DMZ
area is a region that possesses various in-depth liberal arts contents. In particular, the humanities and historical contents
acros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a high value as peace resources. Inside the DMZ of Cheorwon area is the
Gungye Castle that was established by Gungye after the relocation of the capital city (of Taebong) from Kaesong in 905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guryeo in 839. Lastly, the DMZ has a big ‘placeness’ that has a peaceful symbolism among
the demilitarized zones of the world. Moreover, the DMZ carries significance as an international heritage. The Korean
Peninsula DMZ carries significance as an international heritage. 20 countries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battles of the
Korean War, and the deaths due to the war amount to 137,899 people for the Korean Army and 40,670 people for the
UN forces. The number dramatically increases when the number of missing persons, the injured, the civilian victims
are added. As such, the Korean War has its characteristics as the most intense international war of the Cold War era.
According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he management and oversight responsibility of the ceasefire status of
the Korean Peninsula belongs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this regard, the DMZ is an important heritage in the Cold War history of the world.
DMZ and border area carries ‘polycentricity.’ Actors related to the DMZ and border area consist of three levels of
domestic,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and into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y can be divided into
experts or activists in terms of the type of act, and compromise of various issues and values of the DMZ and border
area, including environment/ecology (eco), memorials, and peace. Experts recognize issues that must be solved and
explain (prescribe), and activists perceive value and place an emphasis on practical efforts. In other words, activists set
as their goals the protection,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the values that they put forth. The establishment of ‘DMZ
NETWORK’ is needed to prompte the orderly cooperation of various values and actors that are entangled in the DMZ and
border area. For this, polycentricity and cooperation must be presumed and principles of democracy, sustainability, and
practicality, abided.
The idea to form ‘DMZ NETWORK’ as cooperation governance is as follows. The establishment of 4-party government
is the following. It is a governance system that consists of representatives of central government (related departments)
– regional local government – civil organizations form independent actors. This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faithfully
reflecting the democratic principle as the participation width of the people is broad, but has the problem of redundancy
between the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3-party government. It is a governance of
central government (related departments) – regional local government (regional organizations other than Gyeonggi,
Gangwon, and Incheon) – basic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other than the 15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area) – civil organizations. Each regional local government becomes the center and form groups with underlying
basic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as actors. For instance, i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a group led by Gyeonggi
Province is formed in which basic local governments such as Pocheon, Yeoncheon, and Paju participate. In comparison to
4-party governance, 3-party governance has the advantage of efficiency in terms of determination of intent as the public
domain is formed into one. However, that the participation width of the people is not relatively broad can be pointed out
as a relative drawback.
In the meanwhile, the government should shift the perspective on the border area and prepare measures to
systematically guarantee such. ‘Framework Act on the Installation and Development of Peace Region’ (temporary name)
and related ordinances that go beyond the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ct,’ and ‘Special Act on Border
Area Support’ must be enacted.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protect, promote, and strengthen the values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mories, and peace of the region thr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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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기억 : 한반도 전쟁에서 세계평화로
Memories of DMZ
: from the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orld Peace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6·25전쟁은 전화의 참혹함에 비해 이제는 진부한 문학적 표현으로 잊혀진 과거로 치부되고 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도 분단과 전쟁은 여전히 한민족의 평화와 협력의 미래에 최대의 장애물로 남아 있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와 세계평화에도 마지막 냉전대결의 잔재로 남아 있다. 2020 DMZ 포럼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의 과거를 극복하고 한민족과 세계시민을 위한 평화와 협력의 출발점으로 DMZ의 의미를 찾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Nowadays, the Korean War is only a forgotten past which is in stark contrast to the real horrors of the war. Even 70
years later, division and war still remain the biggest obstacle to the future of peace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people. The DMZ is also the last remnant of Cold War confrontation in East Asia and it’s interfering world peace. This
session discusse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overcoming the past of war and confrontation, and finding
a meaning of the DMZ as a starting point for peace and cooperation not only for the Korean people but also globa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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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헤롤드 테너
Harold TANNER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 교수
Professor, Graduate School for Area Studies, Yonsei University

노스텍사스대학교 사학과 /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North Texas

Sangtu KO is Professor of Area Studies and Director of Center for Advanced Research in Integrated Future Society
at Yonsei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Free University of Berlin. He has served as Chair
of Research Committee(RC42) i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Director of Yonsei-SERI EU Center, and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Studies. His main research interest is comparative and regional politics and
specifically European politics. His academic papers have published in Asia Europe Journal, International Peacekeeping,
Pacific Focus, and Issues & Studies, amon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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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Sangtu KO

고상두 교수는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그리고 미래통합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베를린 자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
으며, 국제정치학회 연구위원장(RC42)과 연세대-SERI EU센터장, 한국슬라브학회장을 역임했다. 주된 연구 관심사는 비교 및 지역 정
치, 특히 유럽 정치이다. 학술 논문은 Asia Europe Journal, International Peacekeeping, Pacific Focus, and Issues & Studies 등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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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롤드 테너 박사는 뉴잉글랜드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4년 동아시아 역사 연구를 시작했다. 그 후 10년 간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the University of London’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지역학 석사 학위를,
베이징어언학원(Beijing Language, 현재의 베이징어언문화대학)에서 중국어로 두 번째 학사 학위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중국 각지를 여행하기도 했다. 1994년부터 노스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중국사, 중국 군사사(military history), 일본사,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Dr. Harold TANNER began his studies of East Asian history and politics in 1984, after earning his undergraduate degree
i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New England College. In the following ten years, he earned his Master’s in Area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London’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a second Bachelor’s degree in Chinese from
Beijing Languages Institute in China, and his Ph.D. in East Asian Studies at Columbia University. During those years, Dr.
Tanner also traveled extensively in China. Since 1994, he has been at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where he teaches
courses on Chinese history, Chinese military history, Japanese history, and the Korean and Vietnam 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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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일
Qiangyi JIN

극동연방대학교 / 교수
Professor,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 / 교수
Professor,
Center for North and South Korea Studies of Yanbian University

Dr. Igor TOLSTOKULAKOV has graduated from Oriental Faculty of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in 1986. After
Postgraduate Course of Modern History has been awarded with Ph.D. Degree in 2000 and with Doctoral (Doctor
of Sciences in History) Degree in 2010. Main subjects of his researches are Political Modernization and Process of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Since 1986 he is teaching at Far Eastern National and Federal University. Current
position – Professor at the Chair of Korean Studies,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He teaches a lot of Koreaoriented lecture courses, such as «History of Korea», «Geography of Korea», «Korean Ethnography», «Korean
Archaeology», «Social & Political System of Korea», «History of Korean Culture», «Historical Sources &
Historiography of Korea» etc. Dr. Tolstokulakov has a long-term experience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at the Institute
of History, Archaeology & Ethnography of Far Eastern Peoples (Far Eastern Branch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ostly in the fields of modern policy and economy of the both Korean states, inter-Korean relations and Russia – Korean
cooperation. He has more than 350 scientific and methodical publications on Korean studies, including 14 monograph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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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르 톨스토쿨라코프
Igor TOLSTOKULAKOV

이고르 톨스토쿨라코프 박사는 1986년 극동국립대학교 동양학부를 졸업했다. 현대사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000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0년에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연구의 주요 주제는 한국의 정치 현대화와 민주화 과정이다. 1986년부터 그는
극동 국립 및 연방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현재는 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다. 그는 «한국사», «한국
지리학», «한국 민족학», «한국 고고학», «한국의 사회 정치학», «한국 문화사», «한국의 역사 자료 및 역사기록학»등
다수의 한국 중심의 강의를 가르치고 있다. 톨스토쿨라코프 박사는 극동 민족의 역사, 고고학 및 민족학 연구소(러시아 학술원 극동
지부)에서 과학적 조사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남북의 근대 정책과 경제, 남북 관계, 러시아 – 한국 협력 분야에
조예가 깊다. 그는 14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한국학에 관한 350편 이상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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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일 교수는 중국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중심 수석연구원으로 한반도문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강일 교수는 한국경희대학
아태연구소 객좌연구원(1993년 6월-1994년 3월), 일본시즈오까국립대 국제정치학과 객좌교수(2002년 6월-2003년 5월).
한국동북아역사재단 객좌 연구원(2009년 5월-9월) ,연변대학 정치학과 학부장, 연변대학동북아국제정치연구소 소장,
연변대학동북아연구원 원장, 연변대학 조선-한국연구센타 주임, 연변대학조선한국연구센타 수석연구원 등 직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방향은 한반도문제, 중국의 동북아 발전전략과 한반도정세 등 분야이다. 50여편 상관 논문 발표하였다.
Professor Qiangyi JIN, as a chief researcher of Yanbian University in China focusing on Chosun Korea Research, is
proceeding a research on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Professor Qiangyi JIN served as a visiting researcher of AsiaPacific Research Center in Hyunghee University in Korea (June of 1993 – March of 1994), a visiting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Shizuoka University in Japan (June of 2002년 -May of 2003), a visiting researcher
of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May of 2009 – September of 2009), a dean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in Yanbian University, manager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Research Center in Yanbian University,
director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Politics Research Center in Yanbian University, chief manager of ChosunKorea Research Center in Yanbian University, a chief researcher of Chosun Korea Research Center in Yanbian University,
etc. Major research direction are on the field such as the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China's Northeast Asian
development strategy, etc. He has prepared 50 relevant thesis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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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도
Woondo CHOI

한림대학교 / 교수
Professor, Hallym University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 소장
Director,
Dokdo Research Institut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haehan KIM is th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Institute at Hallym University. He founded and has administered
the Academy of DMZ Sciences. He was president of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as well as the Korean Association
of Local Politics. Chaehan Kim has written more than two hundred articles and books. His twelve books have been
selected as an Excellent Book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r by the Ministry of Cultur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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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
Chaehan KIM

김재한은 한림대 정치학 교수이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다. 교육부 국가석학 및 스탠포드대학 내셔널 펠로로 선정된 바 있다. 200
편이 넘는 논문과 저서가 있으며, DMZ 전문가 연구단체인 DMZ학술원을 창립하여 DMZ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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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도는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주요 연구 주제는 미일관계, 일본외교정책, 그리고 영토분쟁 등이다. 2012년에는 1년간 방문교수로 일본
나가사키 대학에서 활동하였으며, 2018년에는 1년간 방문학자로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엘리엇스쿨 시거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정책기획실의 정책팀장, 일본연구소의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그는 문서분석을 통한 점령기 미일관계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Currently he is the Director of Dokdo Research Institute at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AHF). He received his
B.A. from Yonsei University in 1987 and Ph.D. from University of Colorado in 1997. After working as a research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he has been a research fellow at NAHF since 2008. He spent 1-year stay at Nagasaki University
as a visiting professor in 2012, and another 1-yea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2018. He served several years at
positions such as Team Director or Director at various institutes of NAHF. Recently his research interest is focused on
the US-Japan relationship of the Occupation era and San Francisco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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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를 직시하다 : 진실, 화해 그리고 책임

PARALLEL SESSION 2-3
헤롤드 테너
노스텍사스대학교 사학과 / 교수

진실 화해 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분열, 억압,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어
왔다. 물론 한국은 과거 제주에서 있었던 봉기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미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이 저지른 인권 침해, 폭력,
학살 등의 긴 목록을 포함하여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의 기법을 사용해 왔다.1)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비무장
지대 양측의 남한과 북한, 그리고 두 나라의 국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여 비무장 지대를 상호
변화의 공간인 경계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2)
DMZ를 경계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초기 변화 행위와 남북 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경계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질문을 안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질문 중 하나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직시할 것인가이다. 모두 알다시피, 한반도의 분단은 한민족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 일본, 러시아/소련 및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 간의 지리적 전략 경쟁의 결과였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분명 한반도 분단에 대한 1차적 역사적 책임을 미국과 소련 (지금은 그 후계국인 러시아 연방)에 물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력들 중
누구도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들의 책임에 대한 포기는 한반도 평화 달성의 과제는 결국 한민족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의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남북한이 특정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다면, DMZ는 이념으로만 가득 찬 미래의 비전이 유예될
수 있는 경계공간이 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각 프로젝트 자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각 프로젝트는 당장의 구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표의 명확화와 목표의 효과적인 전달 및 높은 수준의 자각은 경계공간에서 수행되는 공동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의 세심한 조정, 명확한 의사소통, 프로젝트의 설계 및 구현이 어떻게 미래의
비전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은 성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실, 화해, 역사에 대한 논의와
역사적 책임 인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1)김헌준,“한국의 진실위원회 : 얻어진 교훈”
https://www.mei.edu/publications/truth-commissions-south-korea-lessons-learned. 접속일: 2020년 7월 20일
2) 경계공간, https://inaliminalspace.org/about-us/what-is-a-liminal-space/. 접속일: 2020년 7월 18일

Facing Up to History in Korea: Truth,
Reconciliation, and Responsibility

Harold TANNER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North Tex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have been used in a number of countries as a way of healing the wounds of
division, oppression, and civil war. South Korea has, of course, used the technique of truth and reconciliation to address
issues of its own past, including the uprising on Jeju Island and a long list of human rights abuses, violence, and
massacres committed by actors ranging from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o the U.S. Army.1)The question which
we face today is that of how the two Korean states and their people on either side of the Demilitarized Zone can work
cooperatively to achiev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ransforming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liminal space, a space of mutual transformation from what was to what will be. 2)
Both the initial act of transformation required to make the DMZ into a liminal space and the use of that liminal space to
transform the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volve many questions. One of those questions, unfortunately,
is the question of how to face up to the histor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 all know,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the choice of the Korean people. It was the result of geo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more powerful states.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ould clearly assign primary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the
division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Soviet Union/Russia. It is unlikely that either of these powers
will accept this historical responsibility. This abdication of responsibility places the task of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hands of the Korean people.
As suggested in the introduction to this paper, the DMZ can be regarded as a liminal space within which ideologicallycharged visions of the future can be suspended if Koreans from North and South are able to work together on specific
projects.In designing theseprojects, the question of goal-setting is crucial. Each project itself must have a clearly-defined,
concrete goal: It must be noted, however, that each project will inevitably contain within itself not only its immediate
concrete goal, but, to a greater or lesser extent, a long-term vision of the future. Clarification of goals, effective
communication pf goals, and a high level of self-awareness will, therefore, be essential to the success of any joint projects
undertaken in the liminal space. Careful calibration of goals to projects, clear communication, and self-awareness of how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contain within them visions of the future will help to ensure success. This will
begin a process which, in the long run, will make truth, reconciliation, discussion of history and recognition of historical
responsibility possible.

1) H
 un Joon Kim, “Truth Commissions in South Korea: Lessons Learned.”
https://www.mei.edu/publications/truth-commissions-south-korea-lessons-learned. Accessed 20 July 2020
2) Liminal Space, https://inaliminalspace.org/about-us/what-is-a-liminal-space/. Accessed 18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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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 회귀하는 러시아 - 한반도의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길

PARALLEL SESSION 2-3
이고르 톨스토쿨라코프
극동연방대학교 / 교수

핵심어: 러시아, 한반도, 한국, 북한,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 경제 협력, 평화와 안보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시아 정치·경제 교류에 대등하게 참여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를 평가한다면
러시아연방은 역내 정치에서 지엽적이지도, 주도적이지도 않은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러시아는 «신
동방정책(turn to the East)»으로 공식화된 외교 정책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으나, 기실 최근 러시아연방의 태평양 정책에는
어떠한 급진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교류의 역사 전체를 분석하고 아태지역 내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입지와 외교 정책을 단계별로 요약해 보면,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이라는 의제는 근본적인 지정학적 방향 전환이나
새로운 전술 목표 및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내 전략과 외교 정책 우선순위를 고수하는 것이라 결론짓게 된다. 이러한
결론의 기저에는 아태 지역이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러시아연방에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의 러시아 외교
정책은 급진적인 지정학적 방향 전환이 아닌 새로운 전술 목표와 과제를 특징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특징이 간혹 공식 담화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그리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러시아연방의 한반도 정책에서 기인한다.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의 모든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남북한
모두와의 관계 증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태평양 국경(Pacific borders)의 안보와
안정 때문이다. 이는 현대 러시아의 전략 계획으로, 이 전략 계획에는 남북한 모두와 관계를 발전시키며 복잡하고 역동적인 한반도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된다.
한반도 이슈는 오랫동안 동북아의 가장 첨예한 정치 문제 중 하나였다. 최근까지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현재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이제 한반도 문제는 역내 구도를 넘어 전 세계의 정책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류 공동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야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천연 자원과 경제 및 인적 자원, 군사력과 군산 복합체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미국이 일관되고 의도적으로 남북관계에 파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포함(砲艦) 외교(gunboat diplomacy)를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정책 중에 1990년대 후반에 수립되었으나 보수진영이 집권하면서 잊힌 두 가지 외교 원칙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1)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2) 외교 정책의 자주성. 한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을 통해 더 자주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을 모두 중단해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는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제시된
로드맵의 틀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목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다시금 선택에 직면했다. 이미 실패가 예견된 미국의 포함외교를
도울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을 지지할 것인지 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가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당국자들에게도 그것이 명확한지 여부일 것이다.
지난 3년간 한반도 정세에 많은 도전이 있었다. 일부는 긍정적이었다. 우선 북한 지도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남측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일부는 실망스러웠다. 예를 들어 올여름에는 남북한 모두 정치적으로 완고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으며, 그 모든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북한은 외세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유연성과 자주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남북한 의제에 커다란 개선이 요구된다. 그 1단계로 (1) 역내 평화와 안보, (2) 남북 간의 독자적 소통, (3)
남북 상호 협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 정권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 비핵화 등의 과제는 모두 2단계 의제에 포함된다.

Russia's Pivot to Asia
: A Way to Avoid New Tragedy on Korean Peninsula

Igor TOLSTOKULAKOV
Professor,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Keywords: Russia, Korean Peninsula, Republic of Korea, DPRK, Russia’s «Turn to the East», Economic Cooperation,
Peace and Security
In assessing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Russian Federation is still playing
both not peripheral and not leading role in regional politics, despite its strong aspirations to participate in Northeast
Asia political and economic interactions on equal terms. It has been repeatedly declared that changes in Russia's foreign
policy, formulated as «turn to the East», in fact, do not bring any radical changes to the Pacific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recent years. If we analyze the whole history of Russian interaction with Pacific Asia and sum up the stages
of its political and economic pres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well as recent foreign policy, we will conclude that
the thesis «turn to the East» does not imply the essential geographic reorientation or new tactical goals and objectives
while maintain the traditional regional strategy and foreign policy priorities.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Pacific Asia has
been a significant region for the Russian Federation for a long historical period. An obvious feature of Russian foreign
policy in recent years has become not its radical geographical reorientation, but rather new tactical goals and tasks which
were not so evident earlier if the official discourses contained them at all.
All that has been said above should be fully attributed to th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lose attention to any change in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and the interest in developing relations with the both
Korean states can be explained: Russia pursues its own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and first of all, takes care about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our Pacific borders. This is a strategic plan of modern Russia according to which we build
relations with the DPRK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akes seriously the Korean problems in all its complexity and
versatility.
For a long time, the Korean issue has remained one of the hottest politic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recently the
situation has been aggravated and become very unstable, and now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 go beyond the
regional framework and become a factor of global policy and this is due not only to the nuclear and missile ambitions of
the DPRK, which are real global threat for the world community, but also by the raw,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of
two Korean states, and the power of their armed forces and military-industrial complexes.
In a situation when the United States consistently and purposefully exerts a destructive effect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uses gunboat diplomacy Seoul needs to restore the two foreign policy principles laid down since the late 1990s.
and forgotten when the Conservatives came to power: (1) focus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Pyongyang and
(2) independency in foreign policy. South Korea should more independently solve the North Korean problem within
the framework of direct contacts with North. At the same time, we recognize that the North Korea has to cease both
missiles launch and nuclear weapons tests for talks to begin. It is just what Moscow and Beijing are seeking today in the
framework of the proposed roadmap. The South Korean leadership once again faces a choice: either to help Washington
implement gunboat diplomacy in Korea, which is doomed to failure in advance, or to support the efforts of Russia and
China. We can see the outcome of each of these two options, the question is how clear it is to the colleagues from
Seoul...
The last three years had brought a lot of challenges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ome of them were
positive: first,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changed – they called Seoul to resume inter-Korean
dialogue. Some – disappointing, for example both Korean states political obstinacy during this summer. However, we still
have only a hope, and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have to show considerable flexibility and independence from foreign
influence to succeed in making all the hopes a reality.
Current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request considerable renovation of the inter-Korean agenda: for the first stage
we need: (1) regional peace and security, (2) independent inter-Korean communication, (3) normalization of ROK – DPRK
interstate cooperation. DPRK regime democratization, human rights,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 all of these
tasks is the agenda for the second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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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결은 이미 단순한 무역전쟁을 넘어 환율, 채권, 기술패권 등 제반 분야에로 확전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이념과 제도의
대결이라는 정치적인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7월 23일 폼페이오 장관의 “공산주의자 중국과 자유 세계의 미래(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라는 연설은 중국 포용(engagement)정책의 폐기와 중국공산당정부와의 전면 대결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신냉전 선언이라고 평가된다. 탈냉전시대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불확실성과 불안한 세계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한반도문제를 활용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들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세력확장을 억제하려 할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주요 역량으로 중국을 고립하고 봉쇄하려 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구축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그들의
동맹국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반중 아니면 친중이라는 편가르기를 강요하고 있다. 미중 경합에서 중국은 피동적인 입장에 처해
있으나 유리한 여건들을 만들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예컨대 남북한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로 우군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으며 정책선택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
동북아지역은 혼란한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불가의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ICBM, SLBM, 핵탄두 소형화 기술 등을
장악한다면 무력을 핵심으로한 대북한 위협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북한의 핵무장이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북핵문제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고 그것을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공간을
압축하려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핵도미노를 비롯한 무질서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미중의 경합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문제에서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동북아지역은 예측불가의 혼란한 상태에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합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전변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문제를 에워싼 미중간의 경합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과 조선이 슬기롭게 미중간 갈등 속에서의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은 있으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미중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또 코로나19사태를 종료하여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가능성도
있으나 낙관할 수는 없다.

US-China Confront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Qiangyi JIN
Professor,
Center for North
and South Korea Studies of Yanbian University

U.S.-China confrontation has already been expanded to all sectors such as exchange rate, bond, and technology
hegemony, beyond a simple trade war. Furthermore, it has gradually shown an aspect of political confrontation – the
confrontation of ideologies and systems. The speech given by the Secretary of State Pompeo -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 on July 23 is considered as the declaration of the New Cold War because it declared the
abolishment of the China engagement policy and the confrontation with China's communist governmen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eace and prosperity era after the Cold War will come to an end and a new structure of uncertainty and
the unstable world will be established.
The U.S. will retrain the competing nations (e.g. China and Russia) from expanding influence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by utilizing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olitical aspect, the U.S. is trying to isolate and blockade China by
applying containment policies with the help of its allies. From the economic aspect, the U.S. is working on a strategy to
isolate or exclude China from the global network by establishing the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Consequently,
the U.S. is forcing not only its allies, but all countries in the world to choose either an anti-China bloc or a pro-China bloc.
Although China is in a passive stance in the U.S.-China confrontation, China will try to break away from the pressure of
the U.S. by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instance, China will exert itself on securing allies by exercising different
policies to the North and South Korea issue. In this regard, South Korea faces a difficult situation and has a dilemma in
selecting polices. When this new Cold War structure is established, the Northeast Asia region will experience a chaotic
situation.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arise as
an unresolved problem. If North Korea secures ICBM, SLBM, and the technologies required for miniaturizing nuclear
warheads, it will be highly possible that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will become real, and the American strategy of
threatening North Korea with military force may be no longer an effective policy tool. If this situation becomes a reality,
the U.S. will take its hands of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nd use it as a way to suppress the development of China
and Russia. It is also possible that Northeast Asia will experience anarchy including a nuclear domino effect due to this
situation.
As the U.S.-China confrontation may hinder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resolving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east Asia region is highly likely to experience unpredictable chaos. Northeast Asia may turn
into a key area for the U.S.-China confrontation. As a result, it will be inevitable that the U.S. and China will confront
more fiercely regarding Korean Peninsula issues. Although South Korea North may handle the situation wisely within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t will not be an easy task. Although it is still possibl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end the COVID-19 situation to open up a new
cooperative era, it is hard to be optimistic.

148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149

DMZ
FORUM
2020
PEACE MOVEMENT
SESSION 1-1
평화운동 협력세션 1-1

150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151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평화운동 협력세션 1-1 (PEACE MOVEMENT SESSION 1-1)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와 한반도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이며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여성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경우, 성평등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참여에 대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 세션에서는 지역과 국가, 의회 및 국회에서의 여성참여 촉진과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의 사례와 미국과 한국 시민사회 등에서의 여성참여의 의미와 그
역할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0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and also the 2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The importance of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and
security is increasing around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on ex. gender equality, efforts for
women's participation i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eed to be made. This session will
discuss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region, country, parliament and National Assembly level, women’s
role in peace making process, sha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nd deliberate the meaning and rol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U.S. and Korean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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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발표 1 I Presenter 1

조영미
Youngmi CHO

크리스틴 안
Christine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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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 Cross DMZ /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조영미는 새롭게 설립된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의 집행위원장이자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의 한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앙대학교 연구교수이며 사회문제와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
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국제협력과 시민공공외교,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국내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관계구축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자문위원이며, 외교부 공공외교지원네트워크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크리스틴 안은 한국전쟁 종식, 가족 상봉,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지지하기 위한 글로벌여성운동인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의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이다. 크리스틴은 2004년부터 북한 전역의 평화와 인도주의 지원 임무를 위해 북한에 다수
방문했으며, 미 의회, 유엔, 캐나다 의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설한 이력이 있다. 크리스틴의 글은 뉴욕타임스, CNN,
워싱턴 포스트, 타임지에 게재되었으며 BBC, CNN, 데모크라시 나우!, MSNBC 등 언론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크리스틴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외교정책 석사 학위를 이수하였다.

Youngmi CHO is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newly formed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and the Korea
National Organizer of the ‘Korea Peace Now! –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global campaign. She is a researc h
professor at the same time she teaches Social Problems,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in the School of social
welfare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Republic of Korea. She has been researched and published academic papers
such as civic public diplomacy, women’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cultural sustainability and quality of lif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ons etc.
Youngmi is an expert in building relationships and partnerships with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other organizations.
She is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Christine AHN is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Women Cross DMZ, a global movement of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reunite families, and ensure women’s leadership in peace building. Christine has traveled
extensively throughout North Korea since 2004 on peace and humanitarian aid missions and has addressed the U.S.
Congress, United Nations, Canadian Parlia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istine’s writings have appeared in The New York Times, CNN, The Washington Post, and TIME, and she appears
regularly in the media, including BBC, CNN, Democracy Now! and MSNBC. She has a Master's in Foreign Policy from
Georgetow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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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Jeongsoo KIM

캐나다 외교부 / 여성, 평화, 안보 대사
Ambassador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Government of Canada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상임대표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Jacqueline O’NEILL is Canada’s first Ambassador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in
June 2019, her primary role is to advis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Defence, and numerous other departments engaged
in implementing Canada’s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Previously, Ambassador O’neill was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Inclusive Security, a US-based organization that increased the inclusion of women in peace
negotiations and related processes, including the reform of police and military organizations. Over 13 years at Inclusive
Security, she supported the creation of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y frameworks for more than 30 countries, NATO,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She also worked directly with coalitions
of women leaders in several continents. Prior to that, Ambassador O’neill worked at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mission in Sudan and at Khartoum’s Ahfad University for Women. Along with former Lt. General Roméo Dallaire, she
helped found the Roméo Dallaire Child Soldiers Initiative to eliminate the use of children during conflict. She was also a
policy advisor to Canada’s Secretary of State for the Asia-Pacific region. Most recently, Ambassador O’neill was a Global
Fellow at the Woodrow Wilson Center’s Canada Institute, an Adjunct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 and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anadian International Council. She has a bachelor’s degree in commerce from the
University of Alberta and a master’s in public policy from the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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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클린 오닐
Jacqueline O’NEILL

재클린 오닐은 캐나다 최초의 여성, 평화 및 안보 대사이다. 2019년 6월에 총리의 임명을 받은 그녀는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캐나다의 국가 행동 계획 실행에 관여하는 외교부, 국방부 및 기타 여러 부서의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오닐 대사는 경찰과 군 조직의 개혁을 포함하여 평화 협상 관련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미국 기반 단체인
포용적 안보연구소(Institute for Inclusive Security)의 회장직을 맡았다. 그녀는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용적 안보연구소에서 30개
이상의 국가, NATO, 유럽 안보협력기구 및 유엔을 위해 국가 전략 및 정책 프레임워크의 생성을 지원했다. 그녀는 또한 여러 대륙의
여성 지도자 연합과 직접적으로 협력했다. 이에 앞서 오닐 대사는 수단에서 유엔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하르툼(수단의 수도)의
아흐파드 여성 대학에서 일했다. 그녀는 Roméo Dallaire 전 중위과 함께, 분쟁 중 아동이 전쟁에 동원되는 일을 없애기 위한 Roméo
Dallaire 아동병사 이니셔티브를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녀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캐나다 국무장관의 정책고문도 맡았다.
가장 최근에 오닐 대사는 우드로 윌슨 센터 캐나다 연구소(Woodrow Wilson Center's Canada Institute)의 글로벌 펠로우였으며,
조지타운 대학의 부교수이자 캐나다 국제 평의회 이사회 구성원이었다. 그녀는 앨버타 대학에서 상업 학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공공 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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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을 통해서 여성평화운동에 참여해 왔으며, 성공회대학에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타난 평화사상: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통일교육원 용역으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만남’을 연구한 이래 평화교육의 한국적 적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 매뉴얼 개발 등 작업하였고, 2018년 경기도
교육청 인정 교과서 ‘평화를 준비하는 통일시민’ 중등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현재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과 한반도 평화과정에의 여성 참여를 중심으로 연구, 기획,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식민, 전쟁,
분단의 고통을 겪은 남북여성들이 성평등한 한반도에서 공존, 공생하는 것을 꿈꾸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Jeongsoo KIM is currently the standing representative of Women Making Peace(ROK). She has been involved in the
women’s peace movement for 30 years. As a peace activist and scholar, she has focused on Peace Educ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education for Korean reunification and has published several books and manuals on this area. She was
the Chief Secretary for the First Lady of ROK and participated in the 2nd South-North Korean Summit in 2007. She is
now serving as a civilian advisor f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for Unification,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Kyunggi Province for WPS and Peace and Cooperation Policy. She is now focusing on WPS(Women, Peace,
Security) Agenda and policy making for women’s participation in the Korea Peace Process so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n Women can enjoy Sustainable peace and gender equality in the future Re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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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I Discussant 1

잰 셔카우스키
Jan SCHAKOWSKY

이재정
Jaejung LEE

미 의회 / 하원의원 (민주당)
Congresswoman, U.S. Congress

대한민국 국회 / 국회의원
National Assembly Member,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잰 셔카우스키는 1998년부터 일리노이주의 9번 구역을 대표해 온 미국 하원의원이다. 셔카우스키 의원은 하원 민주당 지도부에서
수석 부총무를 맡고 있으며, 하원 민주당 운영정책위원회, 하원예산위원회 위원이며,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 및
상업 소위원회 위원장과 환경 감시 및 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16대 의회에서 그녀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 152 호의 원조 공동 후원자였다.

본 의원은 제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전과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주요 국가의 조야와 현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아우르며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 의회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한국전쟁 종전 촉구 지지 표명을 이끌어
냈으며, 위와 같은 경험과 역량, 네트워크를 지속 활용하며 틀을 깨는 의원외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의원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Jan SCHAKOWSKY i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where she has represented the ninth district of Illinois
since 1998. Representative Schakowsky serves in the House Democratic Leadership as a Senior Chief Deputy Whip
and is a member of the House Democratic Steering and Policy Committee, House Budget Committee, as well as the
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where she serves as Chair of the Consumer Protection and Commerce
Subcommittee, and as a member of the Environment and Oversight & Investigations Subcommittees. In the 116th
Congress, she was an original co-sponsor of House Resolution 152, a resolution calling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Jaejung LEE has bee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since 2016. She is a member of the
Foreign Affairs & Unification Committee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dvancing the peace
process and building a last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her very first term as a member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she made efforts to produce substantial results not
bounded by conventional rules, encompassing civil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and Northern Asian nations.
In 2019, she played a key role to inform U.S. legislators of practical and realistic approaches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Korean delegations including her, this is the first time in the U.S. congressional history to
express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a sustained and credible diplomatic process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n end to the 69-year-long Korean War” in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she continues to use such experiences, capabilities, and networks to break the mold, and
to achieve practical results in the Parliamentary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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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1 (PEACE MOVEMENT SESSION 1-1)
토론 2 I Discussant 2

이정아
Junga LEE
경기여성단체연합 / 상임대표
Standing Representative,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20여년 여성운동을 이어오며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차별과 배제의 위력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어 옴. 성평등정책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활동. 반성폭력운동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현안으로 평화, 안보와 관련한 이슈 대응과 더불어 다양한
여성운동조직과의 연대활동을 펼쳐오고 있음.
Junga LEE has continued the women’s movement to resist social structural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for over 20
years.
1. System improvement activities; revision of ordinances related to gender equality
2. A variety of activities aimed at promoting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and a culture of gender equality.
3. Response to peace and security issues
4. Joint activities with various women's movemen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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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평화운동 협력세션 1-1
여성 평화구축자(peacebuilder), 한반도 평화를 여는 열쇠

PEACE MOVEMENT SESSION 1-1
크리스틴 안
Women Cross DMZ / 사무총장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전히 평화에 대한 희망의 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고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다.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은 북한과의 평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미국의 끝없는
전쟁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 와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특히 여성 평화 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위민 크로스 DMZ는 민중의 힘과 여성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 옹호, 조직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화협정으로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 152호를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발표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의 열쇠가 되는 여성의 리더십이 논의될 예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때, 합의
가능성이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법은 모든 단계의 평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끝으로
시민사회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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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Peacebuilders Are the Key
to Unlock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While talks have stall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PRK, impact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are
some glimmers of hope that peace is on the horizon. Ahn will provide an update on the political context in the United
States, from growing voices for peace with North Korea and challenges to endless US wars. She will also discuss the role
of civil society, especially women’s peace organizations, to help advanc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providing a
case study of Women Cross DMZ and the Korea Peace Now! campaign. Women Cross DMZ uses a variety of strategies,
such as education, advocacy and organizing to build grassroots power and women’s leadership, and the impact is starting
to show traction in the US Congress with House Resolution 152 calling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with a peace
agreement. Ahn will discuss how women’s leadership is key to achieve lasting peace: research shows that when women
are involved in peace processes, an agreement is more likely and more durable. International law mandates women’s
inclusion in all levels of peace processes. She will offer recommenda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civil society and
policymakers and across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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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1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성들의 참여와 성평등한 한반도
: 성과와 향후 방향

PEACE MOVEMENT SESSION 1-1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상임대표

본 발제에서 필자는 1991년~1993년까지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후 한국의 여성평화통일운동을 통해 전개된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의 참여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1. 전통적 차원의 여성들의 평화와 통일에의 참여는 바로 대통령선거, 총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책제안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2007년, 2012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0년 21대 총선 정책제안에 이르기까지 통해 여성들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여성참여
확대(여성의 대표성), 북한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갈등해결과 평화통일교육 제도화” 등을 지속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평화과정에의 의미있는 참여의 내용에 상응한다.
2. 여성시민사회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주도했다. 한국정부가 2014년 1325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여성시민사회는 45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1325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와의 협력, 정부(여성가족부,
외교부 등)와의 협상, 1325 국가행동계획 초안 제안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해 한국의 여성들은 통일,
외교, 안보 영역에의 참여와 개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3. 지난 30년간의 여성평화통일운동 의제 중에 ‘남북여성교류’ ‘대북인도적 지원’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성계의 참여의 수준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가장 큰 성과로는 한국여성들의 “평화과정에의 여성참여”의 궁극적 목표를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통해 남북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으로 수립하여 그 담론, 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계점으로는 여성들의 참여가 부분적, 피상적이고 여성들의 기여와 헌신이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치군사적 담론 중심의 한반도 평화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의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여성들의 전문성 역시 미흡하다는 점이다.
4.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을 위한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남북여성들의 신뢰구축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접근 강화, 즉
남북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 남북여성 경제역량 강화, (2) 한국정부가 ‘여성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성시민사회가
거버넌스를 통해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성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남북여성
신뢰구축, 남북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북한의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여성평화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
1325 국가행동계획 내 동북아지역행동계획, 지역행동계획 추진 과제 포함 등이다.

Women’s Participation in the Korea Peace Process
: Achievement and Future Direction

Jeongsoo KIM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Today's discussion touches up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and suggests ways forward for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and unification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Korean women's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 established after the 1991-1993 Seminars on Peace in Asia and Women's Roles.
In Korea, women traditionally participated in peace and unification processes by mak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and inter-Korean summits. From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2007 and 2012 through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2020, women continuously called for expanding women's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areas of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increas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and
institutionalizing education on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and unification, among others. These efforts represent women's
meaningful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2. Women's civil society played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Action Plan (NAP) to implem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UNSCR 1325) in Korea. To this end, they made diverse
efforts by cooperati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1325 Network, composed of 45 women's groups, negotiating
with the government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tc.) and proposing an NAP draft
on UNSCR, among others, and, in 2014, the Korean government devised the 1st NAP on UNSCR 1325. This establishment
of the NAP has provid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Korean women to participate and engage in the areas of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3. There was an effort to analyze the level of participation by women's groups in the women's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 and its various agendas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such as inter-Korean women's exchanges,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the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s, and inter-Korean summi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 was setting the ultimate goal of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eace process: "to
actu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women in two Koreas by achieving a gender-equal Korean peninsula." Based upon this
goal, a discourse, content, and strategies were developed in tandem. There were limitations as well. Women's participation
was partial and superficial, and their contributions and dedication have not been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additio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rocess centered on political and military discourses, thus limiting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process. Women also showed a lack of expertise in these areas.
4. Ways forward toward a gender-equal Korean peninsula include the following tasks: (1) to strengthen political and economic
access to build trust between Korean women by actually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s and promoting
economic empower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women, (2) to initiate governance efforts to ensur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establish a policy on women, peace and unification, a process to be l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of
Family, and (3)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women's civil society to include a range of tasks, including building trust between
and enhancing the economic capac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n women, cooperating to establish an NAP on UNSCR 1325
in North Korea,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trategies to establish policies concerning women, peace and unification, and
incorporating a Northeast Asian regional action plan and local governments' action plans in the NAP on UNSCR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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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1
미 의회 잰 셔카우스키 하원의원의 평화와 여성참여에 대한 논평

PEACE MOVEMENT SESSION 1-1
잰 셔카우스키
미 의회 / 하원의원 (민주당)

Remarks from U.S. Congresswoman Jan Schakowsky on
Peace and Women's Inclusion

Jan SCHAKOWSKY
Congresswoman, U.S. Congress

전반적 주제:

Overall themes:

• 잰 셔카우스키 미국 하원 국회의원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평화 프로세스 내 여성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한-미 국회의원들 간의
공통된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 She will highlight the shared spirit between American and Korean legislators for ens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sisting upon women’s leadership in the peace process.

• 또한, 평화와 외교 원칙을 소속 집단과 이념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지속해서 촉구할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 여성・평화・안보 의제 추진의 중요성을 국내외 맥락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She will emphasize the need to boldly and consistently press for principles of peace and diplomacy across people groups
and ideologies.

• 한국전쟁의 유산이 인간 안보가 아닌, 현대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과 무기 및 전쟁에 치우친 투자로 이어졌음을 언급할
예정이다.

• She will discuss the importance of carrying forward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in the context of Korea and
beyond.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협력에 대한 감사:

• She will tie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to our modern endless wars and lopsided investments in weapons and war
instead of human security and peace.

• 잰 셔카우스키 의원은 지난해 대표단 자격으로 워싱턴에 방문해 잰 셔카우스키 의원 및 바버라 리(Barbara Lee) 의원과 조찬을 나눈
이재정 의원과 권미혁 의원께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기타 언급:

Recognizing her prior work with South Korean parliamentarians:
• She will likely recognize Representatives Lee Jae-Jung and Kwon Mi-Hyuk, who were among the delegation of South
Korean members of Parliament who came to Washington last year and joined Rep. Schakowsky and Rep. Lee for a
breakfast event.

• 잰 셔카우스키 의원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 H. Res. 152의 초기 공동발의자이다. 최초 발의자인 로 칸나(Ro Khanna)
의원을 비롯해 현재까지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하는 등 공동발의자가 점차 늘고 있다.

Other points she will likely raise:

• 잰 셔카우스키 의원은 2017년 여성・평화・안보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바 있다. H. Res. 152 결의안 또한 다음의 핵심 조항을
포함한다. “적극적 적대행위에 특히 취약할 여성과 소외계층이 항구적이며 지속가능한 평화적 합의를 이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며, 2017년 여성・평화・안보법에 명시된 대로 여성과 시민사회를 현 논의에 참여시키는 대의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초당적으로 요청한다.”

• Rep. Schakowsky was an early sponsor of H. Res. 152, a resolution calling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Including its
original sponsor Rep. Ro Khanna, it now has 48 Members of Congress who have signed on in support, and that list is still
growing.
• Rep. Schakowsky helped lead the effort to pass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ct. H. Res. 152 also includes a key
provision that “affirms the vital role that women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who would be particularly vulnerable to
any resumption of active hostilities must play in building a lasting, sustainable, and peaceful settlement, and calls on all
parties to take greater steps to include women and civil society in ongoing discussions, as outlined in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ct of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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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2 (PEACE MOVEMENT SESSION 1-2)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Peace and Safety of Residents in the North-South Border Region

최근 대북전단 문제에서 보이듯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큰
고통을 받아 왔다. 남북 접경지역은 분단 이후 70여년 계속된 남북의 군사적 대결로 지뢰, 군사훈련 등 상시적 위험 속에 있다.
이에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관점에서 위협 요인들을 살펴보고 평화와 안전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Residents of the border area have been suffering greatly as the escal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s reflected in
their normal lives, as seen in the recent issue with North Korea leaflets. Since the division, the border area has been
in constant danger of military confrontation, land mines, military training etc. for 70 years now. This session will look
at the threat factors from inter-Korean border residents’ perspective and look for alternative ways to peace and
security.

170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171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평화운동 협력세션 1-2 (PEACE MOVEMENT SESSION 1-2)
좌장 I Moderator

이시우
Siwoo LEE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 고문
(재)안산환경재단 / 대표이사
Adviser, The Ans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
Chief Executive Officer, Ansan Evergreen Foundation

사진작가, 작가
Photographer, Author

Keyjong YOON has lived in Ansan for as many as 38 years since 1981. He has been consistent in his work and business
and has at the same time led and participated in various movements including civil movement, social movement,
and reunification movement. In particular, he has persistently organized North Korea aid and peaceful reunification
projects through the Hankyoreh Peaceful Reunification Forum, Korea YMCA, the Ans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the Council for North Korea-South Korea Civic Exchange, and Tongil Korea to practice his everyday belief
about reunification. In addition, he completed a master’s degree in North Korean economy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s well as a Ph.D. in politics at the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a lat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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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I Presenter 1

윤기종
Keyjong YOON

1981년부터 무려 38년 동안 안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사업으로 일관했으며 동시에 시민운동, 사회운동, 통일운동 등을 병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에 대한 평소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과 한국YMCA,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남
북민간교류협의회, 통일의병 등을 통해 꾸준히 대북지원, 평화통일 사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늦은 나이에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경제를 전공하여 석사를 마친 후, 경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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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진가입니다. 제 생각에 예술은 정치의 용광로입니다. 제 사진 주제는 DMZ, 유엔사령부, 주한미군, 지뢰, 핵무기, 화학무기
등입니다. 제 작업을 통해 DMZ와 민간인통제선 문제는 역사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구조적으로는 유엔사, 즉 본질적으로 미군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I am a photographer. In my view, Art is furnace of politics. My photo subject is DMZ in Korea, UNC(United Nations
Command), USFK(US Forces in Korea), as a part of it, Land mine, Nuclear Weapons, Chemical Weapons. Through my
work, I want to point out that the problems regarding the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Line(CCL) historically stem from
the Eurasian continent’s geopolitical problems and structurally from United Nations Command(UNC), that is in essence
the US arm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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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2 (PEACE MOVEMENT SESSION 1-2)
발표 2 I Presenter 2

이재훈
Jaehun LEE

저널리스트
Independent Journalist

(사)겨레하나 파주지회 / 사무국장
Secretary General, Paju branch, Movement for One Korea

Tim SHORROCK is an American journalist based in Washington, DC, who was raised in Japan and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He is currently a correspondent for The Nation (US) and Newstapa/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Seoul). Since the 1970s, Shorrock has been writing about the US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ties with South
Korea for many publications. In 1996, he broke the story revealing the secret background role played by the Carter
administration in helping the South Korean Army suppress the Gwangju Uprising o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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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셜록
Tim SHORROCK

팀 셜록은 냉전 기간 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자랐으며, 현재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미국 언론인이다. 그는 더 네이션(The
Nation)(미국)과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서울)의 특파원을 맡고 있다. 1970년대부터 그는 다수의 출판물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경제, 정치, 군사적 관계에 대한 글을 써 왔으며, 1996년에는 카터 행정부가 1980년 광주 항쟁을 진압했던 한국군을 지원하는
은밀한 배경 역할을 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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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 살아서인지 북측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금강산에도 한번 못가봤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쓴다.
식물에 대해 많이 아는 척하는 것은 과수원에 가득 찬 풀들을 많이 봐서인 것 같다.
웃는 모습이 귀엽고 착해보인다는 말에 좋아서 멍청하게 웃는 사람.
진짜 통일을 바라면서 어쩌다 민통선에서 농사를 짓는 게으른 농부.
Because I live in the North, I say I want to comprehend the North but I have never been to Mt. Geumgang and I say that
I do farming but I am concerned more on other things.
The reason I pretend I know a lot about plants is because I see a lot of grass filled in the orchard.
A person who laughs like a fool by a saying that I look cute and kind when I laugh
A lazy farmer chanced to be farming on the civil control line while genuinely crave for unification.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175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평화운동 협력세션 1-2 (PEACE MOVEMENT SESSION 1-2)
토론 1 I Discussa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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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I Discussant 2

장창준
Changjun JANG

스테판 코스텔로
Stephen COSTELLO

한신대학교 / 강의초빙교수
글로벌평화센터 / 부센터장
Visiting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
Deputy Chief, Global Peace Center for Justice

조지워싱턴대학교 / 객원연구원
Non-resident Visiting Schola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국제정치, 동아시아관계,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등을 주제로 하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 등의 강연을 한다.
21세기 국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세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에서 시작되며, 동아시아 평화는 한반도 평화에서 출발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한반도 번영의 필수적 전제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에 기초하여
학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정치 및 외교 정책 주제에 대한 분석가, 자문가, 작가, 발표자 및 NGO 이사로서 30년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워싱턴 싱크탱크의 폭넓은 경험을 통해 미국 및 한국의 고위 관리, 학자 및 언론인과 함께 한국, 동북 아시아 및 미국의
발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시러큐스 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 등에서 멘토, 학자, 강사로서의 업무도 맡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정치 및 정책 옵션 분석가이며 보스턴, 뉴욕 및 UN의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

Changjun JANG lectures at universities on various topics, including international politics, East Asian relations,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Nor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and South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and
gives talks 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is perspective is that world peace begins peace in the East Asia amid the
international geopolitical situation in the 21st century and that peace in the East Asia begins with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s someone who is living in the Korean Peninsula, Jang considers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Korean Peninsula to prosper and his academic and educational activities
are based on this perspective.

30 year experience as analyst, advisor, writer, presenter, and NGO Director on subjects of South Korean politics and
foreign policy. Extensive Washington think tank experience during 1990s and 2000s, creating programs with top US and
Korean officials, scholars and journalists regarding developments in Korea, northeast Asia, and the US. Expanding work
at Syracuse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others as mentor, scholar, lecturer. Analyst of Washington
and Seoul politics and policy options. Network in Boston, NY, and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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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2
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평화적 생존권

PEACE MOVEMENT SESSION 1-2
이시우
사진작가, 작가

한국의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이남 민통선이남 시·군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일부를 이루는 38선 이북지역에 대해 한국은
수복지로 부르지만 미국은 점령지로 부르고 있다. 이는 미국이 1950년 10월 12일 유엔총회결의를 왜곡시켜 유엔사령관을 38선이북의
통치권자로 만들어낸 위법적 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1954년 이승만정부는 이 지역의 주권대신 행정권만을 이양 받는 양보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의회의 비준동의도 없었다. 현재 이 지역의 주권은 실효적으로는 회복된 듯 보이나 법적해결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 지역의 점령지적 성격은 남측비무장지대는 물론 주변지역인 접경지역의 성격을 규정했다. 96년 이후 정전협정이
사문화된 뒤 실질적으로 정전관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유엔사규정(UNC Regulation)이다. 그러나 유엔사규정은 북과 합의된 것도
한국 헌법과 법률에 포함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유엔사의 내부규정일 뿐이다. 그런데도 유엔사규정은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인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를 승인하고 한국주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엔사규정95-3»은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관리규정으로
지금도 비무장지대남측 민통선과 접경지역 일부의 하늘을 통제하고 있다.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본격적인 무장화가 시작되면서
접경지역도 고도의 밀집군사지대로 바뀌었다. 이같은 군사화는 군사분계선이남 남측 비무장지대와 38선이북지역을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세계전략의 변동과정과 직결되어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쿠바미사일위기와
베트남 전쟁은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군사화를 촉발시킨 주원인이었다. 또한 1954년 38선이북지역으로의 주민 복귀정책을
실시하면서 반공체제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재편된 결과 친미반공보수적 성향 역시 강화되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시절에도
주한미군반대운동은 격렬하게 일어났다. 1962년 파주 미군기지에서의 이길용씨 린치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대대적 저항운동은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행정협정(SOFA)체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남북화해협력의 기운이
고양되자 군사기지와 시설의 피해에 저항하는 접경지역의 투쟁도 스토리사격장과 무건리사격장반대투쟁,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사망사건에 대한 투쟁등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미군기지등 고착된 군사화체계가 초래한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깊은
자각을 얻게 되었다. 소외된 지역사회의 여망을 담아 접경지역지원법이 만들어졌으나 이는 주로 재산권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한계가 있었다. 접경지역경제의 왜곡이 군사화에 근거한 것인데도 군부대철수에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은 평화적 생존권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경제우선정책이 초래한 역설을 보여준다. 경제는 군사에 의존해서도, 평화에 의존해서도 발전할 수 있지만 군사의존적
경제는 평화와 대립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곤 했다. 그러나 평화적 생존권개념은 평화의 위협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서 머물지 않고
평화에 의존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 풍요로운 평화를 확보하고 창조할 것을 청구할 적극적 권리를 포함한다. 평화적 생존권을
적극적 권리로 발전시켜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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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zation of the Border Area and The Right
to Live in Peace

Siwoo LEE
Photographer, Author

South Korea’s border area is an area that includes the cities and towns south of DMZ and CCL. South Korea calls the
area that is north of the 38th parallel, which forms part of this area, as a reclaimed area but the US calls it an area under
the military occupation. This is based on the illegal measure by US that distorted the UN General Assembly on October
12, 1950 to create the UNC Commander as the governing sovereign of the area north to the 38th parallel. In 1954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made the concession of being transferred only the administrative control, rather than the
sovereignty of this region. But this decision was not even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 sovereignty
of this area seems to have been restored in practice, there has been no legal resolution. The nature of this area as an
area under the military occupation defined not only South Korea’s DMZ, but also that of the surrounding regions that is
the border area.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became a dead letter in 1996, the UNC Regulation practically forms the
basis of armistice management. However, the UNC Regulation is an internal regulation by the UNC that is not agreed
to by North Korea or is not included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law. The UNC Regulation nevertheless approved
the militarization of the DMZ,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is even strengthening South
Korea’s sovereignty. For example, the UNC Regulation 95-3 is a regulation on the management of prohibited area of
air flight, and still controls the sky of some parts of the border area and CCL that is south to the DMZ. Militarization of
the DMZ accelerated in the 1960s and the border area was transformed into a highly concentrated military zone. Such
militarization amid the state in which the DMZ south to the MTL and areas north to the 38th parallel was defined as
under the military occupation of the UNC Commander was directly related to the changes in US world strategy and
was carried out simultaneously.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Vietnam War were main causes that triggered the
militarization of the DMZ and border area.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return residents
to the area north of the 38th parallel in 1954, the regional society was newly formed around anti-communist individuals
and the pro-US, anti-communist conservatism also strengthened as a result. Movements that opposed US forces in
Korea were strong even during the times of dictatorships. The residents’ extensive resistance movement with regard to
the lynching of Lee Gil Yong at Paju US military base in 1962led to the enactment of the SOFA. As democracy became an
undeniable trend in South Korea and the spirit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cooperation was heightened, border area’s
resistance against damage by the military base and facilities became fierce in the form of resistance against Story firing
range, Mugeon-ri firing range, and the death of two middle school students caused by the US armored vehicle. A deep
realization of the right to live in peace was realized from the events caused by the solidified militarized system, such as
the US military base. A law was enacted to support border area that responded to the expectations of the marginalized
local society, but this had the limits of finding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ty rights. The act of strong
resistance to the withdrawal of military force when the distortion of border area economy was caused by militarization
shows the paradox created by economy-first policy that is not based on the right to live in peace. The economy can
develop while relying on either the military force or peace, but economy that relies on the military force often conflicted
with peace. The right to live in peace does not remain as a passive resistance to the threat to peace but includes the
active right to demand the creation and securing of rich peace through a new economic system that relies on peace. This
is why the right to live in peace must be developed into an activ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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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2
탈북 단체에 대한 미국 자금 지원의 정치적 의미

PEACE MOVEMENT SESSION 1-2
팀 셜록
저널리스트

한국은 지자체 및 국가 당국을 무시한 채 DMZ 너머로 전단 풍선을 날린 탈북자 단체를 탄압하였다는 이유로 유엔과 워싱턴의 소위
“인권단체”라 불리는 조직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미국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탈북자 중 한 명인 박상학에 대한 기사는 미국 정론지인 워싱턴 포스트 특집면을 장식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가와 탈북자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세뇌로 한쪽의 이야기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박씨가 주도한 탈북자 운동은 단순히 한국의 “인권”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자금을 대고
지원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 문제에 개입한 가장 최근의 사례이며, 본인의 견해로 이러한 행위는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정책 수행에 대한 주권침해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일격은 미국의 활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가 운영하는 워싱턴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에서 나왔다.
8월 4일, 박상학의 주요 지지자인 그의 북한자유연합은 문 대통령에게 “한국에서의 근본적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문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격앙된 서한을 보냈다. 숄티 그룹은 지난 7월 15일,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포함한
탈북자 단체들은 “남한 정부로부터 반복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또 다른 비판 서한을 문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들과 집단은 과연 누구이며, 이들의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네이션(The Nation)과 뉴스타파에 대한
나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를 타도하려는 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무기삼아 휘둘러온 미국
외교정책의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우익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 목적은 인권을 가장한 정권 교체이다.
NKFC와 HRF는 미국 정부의 미국민주주의기금(NED)과 더불어 탈북자 단체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하는 해외 단체이다. 이 단체들은
가장 강력한 탈북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북한을 전복시키고 친미 탈북자 체제를
구축하려는 단체들의 워싱턴 내 숨겨진 연결고리의 일부분이다.
본인은 한국 법을 위반하는 단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 되어야만 한국이 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로서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믿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가을 공개 대담(DMZ포럼)에서 다룰 예정이다.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US Funding for North Korean
Defector Groups in the ROK

Tim SHORROCK
Independent Journalist

South Korea has come under fire from so-called “human rights groups” in Washingt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for
clamping down on the North Korean defector groups who launch propaganda balloons across the DMZ in defiance of
both local and national authorities. The campaign against President Moon Jae-in has generated enormous attention in
the US media.
For example, Park Sang Hak, one of the most prominent North Korean defectors, was recently featured in the
Washington Post. President Moon, he wrote, “is disrupting the efforts of activists and defectors to improve the lives of
North Koreans and provide an alternative narrative to the Kim regime’s lies and brainwashing.”
But the defector movement led by Mr. Park is not merely a domestic “human rights” issue for South Korea. It is
an international campaign funded and supported by American conservatives. It is the most recent example of US
intervention in Korean affairs and, in this writer’s opinion, a violation of South Korea’s sovereign right to conduct its own
foreign policy.
The latest salvoes against Moon came from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a Washington organization run by the
US activist Suzanne Scholte. On August 4, her coalition – a major supporter of Mr. Park - sent an angry letter to President
Moon, calling attention to its “deep concern” over actions “taken by your administration to suppress fundamental
freedoms in South Korea.” On July 15th, Scholte’s group sent another critical letter to President Moon claiming that the
defector groups, including Mr. Park’s Fighters for a Free North Korea, have been “repeatedly haras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ut who are these individuals and groups, and where is their money from? My investigations for The Nation and
Newstapa show they are all connected to the extremist and aggressive right-wing faction of US foreign policy that has
consistently used “human rights” as a weapon in its campaign to overthrow “rogue states” such as North Korea. Basically
it’s regime change disguised as human rights.
The NKFC and HRF are, with the US government’s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the largest foreign donors
to the defector groups. These groups are also linked to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the
most powerful of the pro-defector groups in Washington. These groups are all part of a hidden nexis in Washington of
organizations intent on overthrowing the DPRK and installing a pro-US regime of North Korean defectors.
I believe that the US support for organizations that break Korean law should stop so South Korea can carry out i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s a sovereign nation, free from foreign interference. I will have more details to add at my
public talk this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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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2
주민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과 변화 - 민통선에서 사는 것

PEACE MOVEMENT SESSION 1-2
이재훈
(사)겨레하나 파주지회 / 사무국장

민통선에서 산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온다.
얼마나 불편하냐. 무섭지 않냐 전쟁나면 어떻게 되느냐 등등...
불편한 것 맞다. 집에 갈 때 신분증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사람들이 아무나 못 들어오니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은 것 같다.
전쟁나면? 마을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미사일, 대포를 쏘면 마을을 지나 훨씬 남쪽에 떨어진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냥
우스갯소리다.
민통선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늦게까지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전에는 통금시간(?)이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24시간 통행이 가능하다.
토지가 모두 국유지로 알고 있기도 하다. 민통선 내의 토지는 대부분 사유지이고 매매도 가능하다.
세금을 안낸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세금이 없는 곳은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는 대성동 마을이 유일하다. 하지만 민통선 마을에는
납세, 병역 의무가 다 있다.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부 왜곡도 있는 것 같다.
대북전단 날리면 민통선에 큰 피해가 있을 듯 하는 보도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별일 없는데.
밥 먹고 논밭에서 일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시내에 나와 일을 보기도 한다. 보통의 작은 농촌마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가끔은
대북전단을 날리면 북에서 총과 포로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
사격훈련 하는 총소리 속에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전쟁
이에 대한 공포는 민통선 마을이든 서울이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더 크지 않을까 한다.
민통선 마을에 살면서 보고 들은 몇 가지 적어 보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본다.

Problems and Changes in the View of Residents'
Perspective - Living on the Civilian Control Line

Jaehun LEE
Secretary General, Paju branch,
Movement for One Korea

There are several types of responses when I say that I live at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How uncomfortable is that? Isn't that scary? What happens if a war breaks out? And so on...
That's right. It’s inconvenient to show my identification card when I go home. Public safety seems to be better though
because not everyone can come in.
If a war breaks out? Villagers say this. When missiles or cannons are filed, they land further south past the village. We say
that it is actually safer. It’s just a joke.
There are many misconceptions about the CCL.
Is it impossible to go home late? There used to be a curfew(?), but It has been possible to transit 24 hours from about 10
years ago.
Some think all land are public land. Most of the land within the CCL are private land and can bought and sold.
Some people know that they don't pay taxes. The only places that doesn’t pay taxes is Daeseong-dong village inside the
DMZ. However, CCL village has duties of taxation and mandatory military service.
It might be because people do not know very well, but some of it seems to be due to distortion.
I let out a sigh when I see media coverage that suggests that there will be a big damage to the CCL when flyers are sent
to North Korea.
We eat meals, work on the farmland, and run errands downtown when necessary. It i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small regular farm villages.
It seems sometimes that when flyers are sent to North Korea, they want North Korea to respond with guns and cannons.
A situation in which it appears peaceful amid the sounds of gunshots from the firing exercise but there is a war that
could break out at any time.
The fear about this does not seem too different whether you are at the CCL village or in Seoul. In some aspects, the fear
might be bigger in Seoul.
I have put together my thoughts about peace and reunification, writing down several things that I have seen and heard
while living at the CCL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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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3 (PEACE MOVEMENT SESSION 1-3)

한국전쟁, 어떻게 끝낼 것인가?
How can we end the endless Korean war?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각
지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끝나지 않은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 지혜를 모은다.
The year 2020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is session will look at why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o end the Korean War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region; and share the suggestions on how to end the Korean war.

186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187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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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백가윤
Gayoon BAEK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운영위원장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상임집행위원
Chair of Steering Committe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상임집행위원
(사)제주다크투어 / 대표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Representative, Jeju Dark Tours

Mr. Taeho LEE is a civil activist in South Korea. He is a chair of Policy Committee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watchdog NGOs in South Korea and the chair of steering
committee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 Network in Korea (CSONK), which has over 300 member CSO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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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h as the campaign to enact the Anti-corruption law and protect whistleblowers (1996-2002), voter’s actions to defeat corrupted candidates (2000, 2004), campaigns against War on Iraq
and Afghanistan(2003-2009) and against enacting the counter-terrorism act (2006-2016), movemen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Jeju Island (2004-), Truth-seeking campaign on the April 16th Sewol ferry sinking disaster
(2014-), civil exchange proje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005-),
and civil dialogues for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s in Northeast Asia (GPPAC, 2005-)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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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Taeho LEE

한국의 시민운동가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95년 참여연대에 상근을
시작한 이래 권력남용방지, 정치개혁, 평화 인권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행동에 관여해왔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부패방지법 제정
및 내부고발자 지원 운동(1996-2002), 부패정치인 낙선운동(2000,2004), 이라크-아프간 파병 반대운동(2003-09), 테러방지법
반대 운동(2006-16),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200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운동(2014-), 남북민간교류운동(6.15위원회 등
2005-), 한반도-동북아시아 무장갈등예방 운동(GPPAC, 2005-)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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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은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 제주다크투어의 대표이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학과
인권학을 전공했으며 2008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에서
동아시아 인권 담당관으로 활동했으며 2012년부터는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로 활동했다. 유엔 애드보커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등을 담당했다. 2018년, (사)제주다크투어를 설립해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으로 관련 국제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다.
Ms. Gayoon BAEK is currently a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s well as a
representative of Jeju Dark Tours. She majored in Political Science (BSc) and Human Rights (MSc, LLM) and has been
working as a peace and human rights activist since 2008. She was an East Asia Programme Officer at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 reg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in Bangkok, Thailand. From 2012,
she worked as Peace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Team coordinator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until 2017. She specializes in the UN advocacy, movement to stop Jeju Naval Base,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ship as well as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2018, she established Jeju Dark Tour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Jeju Island, and continues her activism in Jeju April 3rd Uprising and other past state violence issues in
Korea. At the same time, she is in charge of international campaign as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Korea
Peace Appeal campaign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189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평화운동 협력세션 1-3 (PEACE MOVEMENT SESSION 1-3)
발표 2 I Presenter 2

평화운동 협력세션 1-3 (PEACE MOVEMENT SESSION 1-3)
발표 3 I Presenter 3

메리 조이스
Meri JOYCE

케빈 마틴
Kevin MARTIN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 코디네이터
Regional Liaison Officer, GPPAC Northeast Asia

피스 액션 / 의장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 코디네이터
President, Peace Action /
Coordinator, Korea Peace Network

호주 출신인 메리 조이스는 멜버른 대학교와 교토 대학교에서 정치 및 아시아학 학위를 받았다. 2005년부터는 일본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인 피스보트(Peace Boat)의 국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피스보트는 동북아시아 무력 분쟁 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지역 사무국이고, 메리는 GPPAC의 지역 연락
담당자이다. 이 역량으로, 그녀는 일본 및 동북아시아 내의 다양한 평화 구축, 군축, 지속 가능성 및 분쟁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는 2015년에 시작된 동북아시아의 신뢰와 역량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사회 대화 과정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laanbaatar Process)가 있다. 그녀는 또한 동북아 지역 평화구축연구소(NARPI) 운영위원과 Women Cross
DMZ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폐지국제운동(ICAN)의 국제 운영 그룹 멤버로서 피스보트의
역할의 일환으로 다양한 조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일본어와 영어 통번역가로 활약하고 있다.

케빈 마틴은 평화 행동 및 평화행동 교육기금(Peace Action and Peace Action Education Fund)의 회장이자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그는 1984년에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부터 평화, 군축 및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해 왔다.
Kevin MARTIN serves as President of Peace Action and Peace Action Education Fund, and Coordinator of the Korea
Peace Network. Kevin graduated from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 1984, with a Bachelor Arts degree in
International Politics. He has worked for peace, disarmament and social justice since 1983.

Originally from Australia, Meri JOYC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Melbourne and Kyoto University with degrees in
Politics and Asian Studies. Since 2005 she has been International Coordinator of Japan-bas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ace Boat.
Peace Boat is the Regional Secretariat for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n
Northeast Asia, and Meri is Regional Liaison Officer for GPPAC in the region. In this capacity, she coordinates various
peacebuilding, disarmament, sustainability and conflict prevention related programmes within Japan and Northeast
Asia. Amongst these projects is the Ulaanbaatar Process, an ongoing civil society dialogue process for confidence and
capacity building in Northeast Asia launched in 2015. Meri also sits on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is an Advisory Board member of Women Cross DMZ, and is involved in various
coordination work as part of Peace Boat's role as an International Steering Group member of the 2017 Nobel Peace
Laureate,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In addition, she is also active as an interpreter
and translator between Japanese and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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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평화운동 협력세션 1-3 (PEACE MOVEMENT SESSION 1-3)
토론 1 I Discussant 1

평화운동 협력세션 1-3 (PEACE MOVEMENT SESSION 1-3)
토론 2 I Discussant 2

잘갈사이칸 엔자이칸
Jargalsaikhan ENKHSAIKHAN

강주석 베드로 신부
Rev. Peter Ju Seok KANG

블루 배너 / 의장
Chairman, Blue Banner NGO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 소장
Director,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몽골과 유엔에서 군축 관련 문제를 다룬 전문 외교관. 몽골을 단일 국가 비핵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1996~2012년에 5대
핵무기 국가(P5)의 전문가 및 대사들과 몽골에 대한 안보 확보를 논의 및 협상하였으며, 2012년 P5가 몽골과 서로에 대해 그 지위를
존중하고, 그 지위를 침해할 어떤 행위에도 기여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몽골의 비핵 지위를 인정하는 공동 선언을 함으로써 몽골의
안보를 확보했다. 현재는 동북아 비핵지대 설정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국제관계, 국제법 및 국가안보에 관한 기사를 기고한다.

2002년 사제로 서품받았고, 두개 본당의 보좌신부를 거쳐 해외 선교로 미국 미네소타주에 파견되어 현지 본당의 사목을 도왔다.
미네소타 체류 중 University of St. Thomas에서 Justice and Peace의 핵심 과정을 이수했다. 2012년부터 교구의 인사발령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2017년에 졸업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과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Professional diplomat, followed disarmament related issues both in Mongolia and at the United Nations. Proposed to
turn Mongolia into a single-State nuclear-weapon-free zone. Discussed and negotiated in 1996-2012 with experts and
Ambassadors of the five nuclear weapon states (P5.) security assurances for Mongolia which was achieved in 2012
when the P5 made joint declaration recognizing Mongolia’s nuclear-weapon-free status and pledged to Mongolia and
to each other to respect the status and not to contribute to any act that would violate it. Now working on the issue of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n nuclear-weapon-free zone. Contributes articl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security.

Rev. Peter Ju Seok KANG was ordained as a Catholic priest in 2002. After serving two parishes as an associate priest, he
was sent to Minnesota USA in order to serve American Catholic Church. While staying in Minnesota, he had chance to
take the core courses of ‘Justice and Peace’ in University of St. Thomas. He started his doctoral course at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2012 and graduated in 2017. From 2015 to the present, he has worked for Committee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ople, Diocese of Uijeongbu and Catholic Institute of Northeast Asia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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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평화운동 협력세션 1-3
한국전쟁 70년, 왜 전쟁을 끝내야 하는가?

PEACE MOVEMENT SESSION 1-3
백가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상임집행위원
(사)제주다크투어 / 대표

2020년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난 전쟁이라 이미 끝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이어졌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일시적
중단되었다. 70년 동안 지속된 불안정한 휴전 상태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도
위협했다.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그 고통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 후로도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지배해 왔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은 이후에도 줄곧 군사 패권의
각축장이 되어왔고, 국제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도화선 구실을 해왔다.
그 동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7.4남북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등을 비롯한 남북간의
노력,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리고 최근 2018년에 들어서 개최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평화를 향한 기대를 품게 했다. 하지만 기대가 무색하게도 남북 북미 대화는 서로에 대한 불신만 남긴 채 중단되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간의 그리고 북미간의 다양한 합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는 서로에 대한 오랜 적대와 불신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올해,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내외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3년 간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전세계 1억 명 서명을 모아 유엔 및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신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를 만들어 내는 그 길에 손잡고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Gayoon BAEK

Why should we end the 70-year Korean War?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Membe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Representative, Jeju Dark Tours

The year 2020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Some people may think the war already
ended because it happened such a long time ago, but the Korean War is regrettably still in progress. The Korean War,
which began in 1950, continued for three years until 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 1953, to stop the war
temporarily. The unstable state of the armistice that continued for 70 years not only caused great pain for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reatened the peace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Millions of casualties and separated
families resulted from the cruel war and its pain continues to this day. Military tension has continued to govern the lives
of the Korean people since the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tate of unstable armistice has been a battleground of
military hegemony even after the world entered the post-Cold War era and has functioned as a fuse that sparked off a
global nuclear arms race and proliferation.
It is not like there had not been any efforts to build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were efforts
between two Koreas such as the July 4 Joint Statement and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society’s efforts such as the Joint Statement of 19 September from the six-party talks. Also, three inter-Korea summits
held in 2018 and the first ever U.S.-DPRK summit brought high expectation that the path to the p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opened. However, the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talks were halted only leaving behind mutual
distrust, and tensions and conflic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escalating again.
Al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agreements to build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and North Korea,
long-standing hostility and distrust toward each other functioned as the major reasons for why these agreements failed
to be implemented. This year,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gathered
together to end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 with people power. From this year until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we will collect 100 million signatures from all around the world calling for ending
the Korean War and deliver them to the United Nations and governments involved in the Korean War. We hope that
you will join hands with us on the path of creating peace that you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o end the war with your own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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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3
한국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지역 시민사회의 관점

PEACE MOVEMENT SESSION 1-3
메리 조이스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 코디네이터

202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70년의 고통과 아픔, 분열을 의미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 군사화를 정당화하고, 국가 및 국민 사이의 긴장과 불신, 경쟁과 군비 경쟁, 핵 위협, 인간 안보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만들었다.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발제문은 다양한 차원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여러 시민사회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참조하여 지역 다자접근의 필요성,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보다 의미 있는 참여의 필요성, 각자의 영역을
넘어서는 협업 및 교류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더 많은 국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주도적 대화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언급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몽골
시민사회 단체인 블루배너(Blue Banner)를 비롯해 지역 전역의 다수의 파트너(파트너 중에는 2020 DMZ 포럼에서 이 세션에
함께하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와 협력하여 지난 2015년 시작되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남북을 비롯해 6자 회담 회원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각지의 시민사회가 위기와 안정의 시기 모두 지속해서 적극 참여하는 유일한 상설 플랫폼이다.
결론적으로, 지역 및 국제 시민사회는 한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을 잘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으며,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h Appeal)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확장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력을 통해서만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가 꿈꾸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

GPPAC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는 무력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시민사회
단체(CSO)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는 15 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우선순위와 의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 기반을 둔
국제 NGO 피스보트(Peace Boat)는 GPPAC 동북아시아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다. https://gppac.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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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ill the Korea War end?
A perspective from regional civil society

Meri JOYCE
Regional Liaison Officer,
GPPAC Northeast Asia

2020 marks 70 years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is means seven decades of pain, suffering and division for
the Korean people; it also means seven decades of justification of militaris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of tensions
and mistrust between nations and between peoples, of competition and the arms race, of nuclear threats, and of lack of
human secur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ding the Korean War is an urgent task not only for Korea, but for the
peaceful future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deed for the whole world.
This paper highlights the need for more support and engagement from different leve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reference to several civil society led initiatives for peace and dialogue on the Korean Peninsula, it emphasises
the need for a regional multilateral approach; for more meaningful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cluding women and
youth; for collaboration and exchange beyond silos; and for more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dedicated efforts of
Korean civil society.
Specifically, it refers to the Ulaanbaatar Process, a civil society led dialogue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rocess was launched in 2015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n cooperation with the Mongolian NGO Blue Banner and many partners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those
coordinating this session at the DMZ Forum. It is the sole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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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nclusion, it raises the question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to reflect upon how to engage more with
partners in Korea to better support and amplify their efforts, such as the recently launched Korea Peace Appeal. Only
through such continued and sincere cooperation can we b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bring the peaceful and
sustainable future we envision together into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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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1-3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국제 조직과 연대

PEACE MOVEMENT SESSION 1-3
케빈 마틴
피스 액션 / 의장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 코디네이터

US/International Organizing and Solidarity to
End the Korean War

Kevin MARTIN
President, Peace Action /
Coordinator, Korea Peace Network

현재 정치적, 외교적 교착 상태를 감안할 때, 평화 활동가들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 캠페인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내에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이슈는 미국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조차도
우선순위가 낮고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Given the current political and diplomatic stalemate, peace advocates likely need to prepare for a multi-year campaign
to promote an official end to the Korean War, facing difficult political obstacles within the US government, but also
ignorance, low priority or salience, and low information base, even among progressives in the US.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트럼프의 즉흥 외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의 첫 임기 동안 증명되었다. 만일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외교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워싱턴의 베테랑 로비스트들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의 의사 결정에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

If Donald Trump were to get another term, it is folly to attempt to predict what he might do regarding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or not. His unusual, idiosyncratic, scattershot approach to diplomacy proved
unsurprisingly ineffective in his first term. If he gets a second term, he may be even less predictable, and even more
difficult to influence his or his subordinates’ positions. Veteran lobbyists in Washington, and even Republicans in
Congress, do not know how to impact Trump's decision-making.

게다가 트럼프는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의회에서 공화당원들의 관심이나 지지를 끌어내려고도 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평화는 그들
대부분에게 예나 지금이나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최근 2년 동안, 로 카나(Ro Khanna) 의원이 미 하원에서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HR152에 서명한 공화당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약 5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서명하였다). 아마도 그들은 트럼프의
가짜 외교가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매파적이고 친 군사적 우위에 있는 지역(그리고 세계)에 대한 그들의 세계관에 따라
미국이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요구는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내려놓는 것이 거의 없는 방식 이외의 외교에 대해서는 하찮게
취급해서인지도 모른다.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외교나 어떠한 종류의 평화 협정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조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명확해지거나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그가 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과의 다자 외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북한과의
공식 외교 (비공식, 트랙 2인 비공식적 대북 접촉은 있었다)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바이든이 어떤 위기 상황도 없이
북한과의 외교를 우선하도록 변화할 수 있는가. 오바마의 두 차례 임기 동안 그가 추구한 외교 정책에 바이든이 100% 동의했다고
가정할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긍정적인 점은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진보 조직들 사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 3년 동안 다양한 친평화 단체들에서 한국계 미국인의 참여가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무수한 위기에 시달리며 내부적 붕괴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북한과의 평화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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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Trump has not had much backing, or even interest, in making peace with North Korea, from Republicans in
Congress. It was and is for most of them a non-issue. No Republicans have signed onto the pro-peace and diplomacy
legislation introduced by Democratic Representative Ro Khanna (about 50 Democrats are co-sponsors). Perhaps they
knew Trump’s faux diplomacy would go nowhere, or their generally hawkish, pro-military dominance of the region (and
the world) worldview sees diplomacy as weak unless the US can impose its will on the other party. Regardless, making
peace with North Korea is not an interest of Republicans in Congress.
Should Joe Biden become the next president, it’s not clear the picture is much better, or more clear. Recall he was VicePresident when the Obama Administration failed to initiate any official diplomacy with North Korea (there was unofficial,
track two, informal outreach to North Korea), while it was focused on multilateral diplomacy with Iran to prevent it
becoming a nuclear weapons power. So one would have to ask, has changed to make Biden prioritize diplomacy with
North Korea, absent a crisis? While Biden should not be assumed to be 100% in lockstep with the policies, domestic or
foreign, pursued by Obama and he in their two terms in office, one should not expect radical departure from them.
The good news is rising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Korean-Americans in the U.S. can help raise the issue in terms of
prominence among progressive causes. In just the last two or three years, various pro-peace organizations have seen
a sharp rise in participation by Korean-Americans, which hopefully will continue. However, in an imploding superpower
beset by myriad crises, it would not be realistic to expect peace with North Korea to become a high priority, even among
progressives, so persistence will be crucial to make any progress on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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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와 주민들의 삶 – 문제점과 해결방안
U.S. Army Base and Residents' Life: Problems and Solutions

상당한 규모의 미군기지가 경기도에 주둔하면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2004년 미군기지 재편 후 반환되는 다수의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정화를 둘러싼 문제들이 존재하고, 평택을 중심으로 확장된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들도 접수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모색하고자 한다.
The presence of a significant U.S. military base in Gyeonggi Province has long affected the community. Af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U.S. military base in 2004, many of the returned bases have had problems with pollution,
and there has also been reports of other damage the expanded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area has caused.
Gyeonggi Province has recently been actively engaged in the issues related to women in the bas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ession shares various cases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their impact on the U.S. military
base, and to find out what kind of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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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2-1 (PEACE MOVEMENT SESSION 2-1)
좌장 I Moderator

임윤경
Younkyung LIM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코리아피스나우 / 컨설턴트
Consulta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nd the Women-led Korea Peace Now

평택평화센터 / 사무국장
Director, PyeongTaek Peace Center

Youkyoung KO is a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consultant for the women-led Korea
Peace Now Campaign. She is based in Seoul. She had served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Campaign for
Eradication of Crimes by US Troops in Korea, the South Korean coordinator in the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the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n Peace Network Against Military Bases and the
Pyeongtaek Peace Center. She is an expert for years of experience of impacts of US-ROK alliance and US Forces' military
pres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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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I Presenter 1

고유경
Youkyoung KO

1999년부터 10년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간사,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미군 범죄와 미군 주둔에 따른 환경, 소음 등의
문제 해결,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등을 위한 활동을 했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코디네이터,
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2018년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한국
전쟁을 끝내려는 여성들의 캠페인인 코리아피스나우(Korea Peace Now) 활동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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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평화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택평화센터는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에서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건사고, 환경오염과 그 변화 등을 기록하고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통한 공동행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평택 내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평택평화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군기지환경 감시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평택시와 함께 미군기지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평택시의회가 구성한 ‘평택미군기지연구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Younkyung LIM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Pyeongtaek Peace Center, which is located in Pyeongtaek, where US
military bases USAG Humphreys and Osan Air Base are located. The Peace Center organizes actions with the public
via public discussion and education. It has been monitoring and responding to case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noise pollution and other damage, and social conflict caused by the US military since 2007. Lim has served as chair
of the Pyeongtaek Civil Action for Peace executive committee since 2018. She has organized a team monitoring the
environmental damage of US military bases and in 2020 began to conduct monitoring work with Pyeongtaek City. She
also works as staff on the research committee on US military bases at the Pyeongtaek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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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I Presenter 2

김은진
Eunjin KIM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 사무국장
Director,
Gunsan Citizens' Society to Reclaim the Land from US Forces in Korea

두레방 / 원장
Director, Durebang

Jungseo GOO has served as the director of Gunsan Citizens' Society to Reclaim the Land from US Forces in Korea since
2012. Goo, from Iksan, North Jeolla Province, joined the student movement when he entered university in 1989. After
graduating, he worked for a company. Goo later gave up his life as a company worker and began social movement
work as a counselor to migrant workers. During his time as a counselor, Goo met members of Peace Nomad, a peace
movement organization. He joined Peace Nomad in 2007 and moved to Gunsan in order to join the Gunsan Citizens'
Society to Reclaim the Land from US For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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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서
Jungseo GOO

전라북도 익산에서 출생하여, 1989년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운동을 하였다. 학교 졸업후 직장생활 등의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처음 사회운동은 이주노동자 상담업무를 하면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하였다.
이주노동자 상담업무 중 평화바람(평화운동단체)을 만나 평화운동을 접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 평화바람의 활동가가 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군산에 거주하면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활동을 하였으며, 2012년부터 사무국장이
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206 •

평화운동 협력세션 2-1 (PEACE MOVEMENT SESSION 2-1)

김은진은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녀의 좌우명은 경청과 집중이다. 그녀의 장점은 '항상 경청하자'라는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그녀는 항상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과 평화에 관심이 많았기에 두레방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꿈과 소망은 현재 일하고 있는 두레방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지촌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세상에 알리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Eunjin KIM was born and raised in a faithful Christian family. Her strength is to listen attentively to other people's
stories. She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human rights and peace of marginalized women, so she started working at
Durebang. Her hope is to work as an advocate who amplifies the unheard voices of camptown women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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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I Discussant 1

신수연
Sooyun SHIN

법무법인 율립 / 대표변호사
Managing Partner, Law Firm YULIP

녹색연합 / 정책팀장
Director of Policy, Green Korea United

Juhee HA is a lawyer who has been working for universal human right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 led the
team of attorneys who launched the historic successful lawsuit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ROK) for its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camptown women for US troops in Korea, and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camptown women in Gyeonggi Province. She also represented a group of plaintiffs living near a US military
base in their lawsuit against the ROK and achieved the unprecedented ruling that construction on the US military base
should be subjected to the ROK environmental law. When Ha served as chair of the committee on US military issues at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he gave the opinion that the ROK’s stance plays an important role on issues
of sovereign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urrently Ha and her lawyer colleagues are researching ways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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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I Discussant 2

하주희
Juhee HA

여성 법률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미군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미군기지 내에서의 시설공사에도 한국 환경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주권과 평화문제에 관해 한국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보고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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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 군사기지 주변 환경감시활동과 연대 활동을 담당하였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운동, 공군사격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한 협의회 간사, 제주 해군기지 주변
해양생태계 모니터링팀 운영, 한국·일본·오키나와 미군기지 환경평화 심포지엄 참여 등의 활동을 하였다.
Sooyun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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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209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평화운동 협력세션 2-1
평택 미군기지와 주민피해 - 문제점과 해결방안

PEACE MOVEMENT SESSION 2-1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 사무국장

지난 2018년 6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즈 내 확장된 기지에 조성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2사단 사령부가 개관하여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다. 평택 시민들이 주한미군과 함께 살아온 지 70여년. 주한미군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는 사드 배치
논란, 생화학무기 실험, 군 소음 피해, 기름유출 사건 등 지속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왔고 그 피해는 언제나 주민들 몫이다.
평택 미군기지 현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주요하게 뽑는 키워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이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란 한반도 전역에 있는
100여개의 미군기지를 2개 권역(평택권역과 대구・부산권역)으로 집중재배치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평택시에는 크게 두 미군기지가 있다.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육군 중심의 캠프 험프리스와 서탄면에 있는
오산공군기지다. 평택지역 미군기지 총면적은 22.94㎢ (오산공군기지 8.538㎢, 캠프 험프리스 14.402㎢/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평택시 실거주 면적(27㎢)과 맞먹는다.
미군기지 사건사고의 다수는 환경오염문제다. 두 미군기지는 모두 활주로를 보유한 기지로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피해가 크다. ‘24시간 비행훈련 및 야간비행 훈련’을 월 평균 10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불명의 폐수 유입, 미군 경계 장벽 공사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이 벌어지고 있다. 미군기지로부터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미군기지로부터 평택시 관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폐수가
유출되는 사고나, 2015년 평택시가 전혀 모른 채 미군기지로 생물무기 샘플 균이 배송되거나 생화학무기 실험실이 운영된 일 등은
지자체의 이런 어려움을 보여준다. 주한미군이 아무 설명없이 주택가에 인접하여 레이더를 설치하는 바람에 임신 6개월인 주민이 너무
불안해 병원을 수십차례 다녀야 했다. 일방적인 미군 기지 공사로 인한 침수피해나, 농민들의 건의를 무시한 가로등 설치와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평택 시민들이 미군기지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로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은 군사 안보 차원의 활동이라는
설명만 반복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자체도 눈치만 보는 현실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는
사건사고에 따른 진상규명이나 적절한 보상, 주한미군의 책임있는 사과는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건사고의 당사자이다.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SOFA 개정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적극
요청해야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리고 주민, 시민사회단체, 행정이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 민관이 협력하여 미군기지 내 확진자 상황을
평택시민들이 알게 되고, 주한미군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해 성과를 이루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장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미 SOFA를 개정하여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군 당국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염원인자가
오염을 치유한다는 상식적인 규범이 미군기지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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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ilitary Bases in Pyeongtaek and Damage to the
Residents: Problems and Solutions

Younkyung LIM
Director,
PyeongTaek Peace Center

On June 29, 2018, the new office buildings of the Command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the 2nd Infantry Division
were launched when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the expanded Camp Humphreys in Pyeongtaek. The project of
realignment of US military bases into Camp Humphreys is in its final stage. Pyeongtaek citizens have lived with the US
forces in Korea for about 70 years.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caused by the U.S. military including the dispute on
the THAAD deployment, biochemical weapon experiment, noise pollution, and accidents of oil spill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Residents who live near the US military bases in Pyeongtaek have been suffering from damage from such
incidents and accidents.
The most important keyword at the presentation of the US military bases in Pyeongtaek is the relocation project of the
US military bases. The relocation project is realignment of around 100 US military base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into
two hubs (Pyeongtaek and Osan | Pusan and Daegu).
In Pyeongtaek city located at the southernmost area of Gyeonggi-do Province, there are two US military bases. There
are Camp Humphreys for the U.S. Army (USAG Humphreys) in Paengseong town, South of Pyeongtaek city, and Osan Air
Base in Seotan town, North of Pyeongtaek city. US military bases’ total land area in Pyeongtaek city is 22.94㎢ (Osan Air
Base’s area is 8.538㎢, and Camp Humphreys 14.402㎢ / as of April 1, 2020), which is similar to the actual residential area
of Pyeongtaek city (27㎢).
Most of the US military base’s incidents and accidents are environmental issues. Since both US military bases have
airfields, there is noise pollution and damage of vibration caused by fighter jets, transport planes and helicopters.
Exercises including ’24-hour flight training and night-time flight training’ were carried out at least 10 times on average
per month. Events such as contamination of soil and underground water around the bases, discharge of unknown waste
water into the public sewage disposal plant, and flood damage caused by construction of the boundary concrete fence
walls of the US military base are occurring. Whe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ccidents occur from the US military
bases, it is hard for the local government to acknowledge and respond to it. The accident from last year in which
wastewater was discharged from the US military base to public sewage disposal plant managed by Pyeongtaek city, or
the shipment of biochemical weapon samples to the US military base and the operation of bio weapon experiment in
the US military’s laboratory in 2015, which Pyeongtaek city didn’t know about at all, show such difficulties. Because the
US military installed a radar near the residential area without any explanations, a resident who was six-month pregnant
had to visit the hospital dozens of times due to anxiety. There were also instances of flood damage due to the unilateral
construction in the US military base, and farm produce damage from lights operated along the fence line by the US
military that ignored the requests from farmers.
Even though Pyeongtaek citizens near the US military bases have been suffering from anxiety and damage due to
various accidents and incidents caused by the US military ba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military have
not paid sufficient attention to the residents’ safety merely explaining repeatedly that these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The local government walks on eggshells. Investigations, proper compensation, or
responsible apology by the US military are not carried out for the damage to the residents.
In order to address such problems, the local government’s authority and its role must first be strengthened. The local
government is a party concerned with the accidents and incidents. Leader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uncil that
as parties must actively demand the government’s progressive efforts including negotiation to revise the SOFA and other
activities for the sake of protection of the residents’ rights and practical solutions.
Residen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administration must cooperate to address the issues. In response to
COVID-19, the civil society-government cooperation achieved success of disclosing the situation of the confirmed cases
in the US military bases and mandating COVID-19 tests of the US soldiers ahead of their departure from the US to Korea.
At this point in time, civil society-government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to address problems.
Lastly, the SOFA must be revised to enhance the responsibility of the US military in addressing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ssues. The common sense that the party that caused pollution shall remedy the same must also apply to
the US milita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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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2-1
군산미군기지와 주민들의 삶

PEACE MOVEMENT SESSION 2-1
구중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 사무국장

군산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의 기지로 조성된 후 미군이 이를 접수하여 미군의 공군기지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미군의 전략에 의해 재편되면서 확장해왔다.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계기로 미공군과 육군이 사용하는
기지로 바뀌어 가고 있고, 기지의 기능과 규모가 확대, 확장되었다. 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이 신속전략대응군 체제로 바뀌면서
군산미군기지에는 2007년부터 미군 본토나 다른 해외 미군기지로부터 전투비행대대가 순환배치로 왔다가 훈련하고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서쪽에 위치에 대 중국의 초계 활동을 하기 적합하고, 유사시 대 중국 견제를 위해 재편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여러 피해에 노출된다.
군산미군기지주변의 주민들의 대표적인 피해로는 전투기 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기름 유출이나 오폐수의 무단 방류 등 환경문제
등이 있다.
미군이 훈련하면서 발생시키는 여러 종류의 소음의 빈도가 높아지고, 소음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군산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2년과 2009년 건강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같은 연령대의 주민들과 비교하였을 때
청력이 손실되거나.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전두엽 관리기능 검사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이 높게 나타났고, 수면의
질 또한 나쁘게 나났다. 아동의 경우도 정서 불안, 우울 등 아동신경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2002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문제로는 오폐수 무단방류, 기름유출 사건, 제초제살포, 기지 내부로부터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원(우물)오염 등이 발생하였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2004년 그 개정협정으로 군산미군기지는 일부 미사용 공여지가 해제되고, 미군이 필요로
하는 부지, 특히 헬기 부대 이전을 위한 부지와 탄약고 안전지역권 설정을 위한 부지를 추가 공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제하기로
한 미사용 공여지는 아직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이 협정으로 미군측에 새로운
부지의 사용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는 약 2,928,000㎡(88.7만평)의 땅을 매수하였고 그 중 하제 마을과 그 주변 마을 지역을
미군에게 공여하는 방안에 대해 미군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측에 추가 공여된 약 48.9만㎡(15만평) 농지에는 격납고가
추가로 건설되었고 새로운 출입구 공사가 이뤄졌다.
한미 관계는 아직도 과거 불평등한 제도와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국에 종속되어져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관련
제도들이 미군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과 한미 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므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규제와 감독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군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탄약고 안전지역 설정을 이유로 하제마을과 그 주변마을을 미군측에 공여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군에게 공여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이를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제 마을을 생태문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국방부가
군산시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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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s Kunsan Air Base and Lives of Residents

Jungseo GOO
Director, Gunsan Citizens' Society to Reclaim the
Land from US Forces in Korea

The U.S. military base in Gunsan, the Kunsan Air Base(AB) was established by the Japanese Army in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aken over by the U.S. military to operate it as an air base. The Kunsan Air Base has been expanded and
reorganized under the U.S. military’s strategy. The 2002 Land Partnership Plan(LPP) changed the Kunsan AB into one of
joint use with the U.S. Army, increased its functions and expanded its size. As the U.S. military changed the regime of the
U.S. forces in Korea to one of rapid response in the 2000s, fighter wing units of the U.S. mainland or other overseas U.S.
military bases have been stationed for several months on a rotational basis since 2007. Since the base is located to the
west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geographically good to patrol China and is being reorganized to keep China in check at
a time of emergency. Residents near the base have been exposed to several harms as a result.
Some of representative damages to the residents near the Kunsan AB are noise pollution due to fighter jet training
exercises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f oil spills and illegal disposal of waste water.
Frequency and intensity of various types of noises caused by the training exercises of the U.S. military have increased.
There were studies conducted on the health of the residents near the Kunsan AB in 2002 and 2009, and these residents
compared to those who lived in other regions at the same age had hearing loss. They exhibited high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nd a bad quality of sleep at the frontal functions test. Children also exhibited neural development
issues of unstable psychology or depression. The residents have been filing lawsuits against the country to receiv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noise pollution since 2002.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issues, there were cases of illegal disposal of waste water, oil spills, spraying of herbicides,
and contamination of drinking water (wells) due to contaminated underground water in the base.
In accordance with the 2002 LPP Agreement and the 2004 revision of the LPP Agreement, the US military agreed to
return some of the unused granted area to acquire a new alternative area particularly for the relocation of helicopter
units and setting of safety zones for the ammunition dumps. However, returning the unused areas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which limits the residents performing their property right. Meanwhile,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purchased approximately 2,928,000㎡ (887,000 pyong) of Haje village and the surrounding area in order to establish
a safety zone for the U.S. military ammunition dumps in accordance with the LPP Agreement.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currently under negotiations with the U.S. military on the issue to grant the area of Haje Village and the surrounding
area. New hangars and exits were constructed on the approximately 489,000㎡ (150,000 pyong) of farmland that was
additionally granted to the U.S. military.
Since the ROK-U.S. relations have not overcome the old fashioned system and attitude of inequality, the relations are
tied to the U.S., and the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or other related regulations are favorable to the U.S.
military. Authorities of both governments of the ROK and the U.S. need to improve their attitude and revise the unequal
SOFA.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should be enabled to play their roles in the issues concerning health and safety of
the residents.
It needs measures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reduce noise pollution generated by the U.S. base. This should also
apply to the Korean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under negotiation to grant the area of Haje Village and its surrounding area to the U.S.
military for a safety zone for ammunition dumps, but the Ministry can flexibly manage this area as a safety zone by itself
instead of granting it to the U.S.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Gunsan city should work so that Haje
Village can be re-established as an ecological cultur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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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2-1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두레방과 기지촌여성의 인권과 삶

PEACE MOVEMENT SESSION 2-1
김은진
두레방 / 원장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두레방을 창시하고 젊음을 두레방에 바쳤던 문혜림선생의 삶이 딸 문영미씨를 통해
자전적 이야기로 나온 책의 제목이다. 미군들과 결혼했거나 기지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버려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살아있으나 없는 것처럼 살아온 여성, 돈을 벌어 오빠·동생들 학비는
보태주었으나 집안의 수치, 달러는 벌어들여 나라를 살렸으나 부끄러운 여성이 되어버린 기지촌여성 삶의 현실적 표현이다. 30여년
기지촌여성들과 함께한 두레방이 다음의 다섯가지 소제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 하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기지촌의 다른 이름 뺏벌: 기지촌으로 대표되는 뺏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기지촌여성의 삶: 기지촌여성의 유입된 동기와 기지촌에서의 삶, 그녀들을 둘러쌌던 착취의 현장을 박** 여성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다.
3. 기지촌여성 인권의 현주소: 기지촌여성들의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을 위해서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손잡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법제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2) 기지촌여성 인권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통과와
조례의 주요 내용
4. 기
 지촌여성의 인권을 위한 제언: 경기도 조례를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 기지촌여성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었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는 기지촌여성의 인권을 위한 조례의 실천과 더불어 12가지 내용을 함께 담보해 줄 것을
제언한다.
5.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는 진정 우리의 귀를 포함하여 가슴을 활짝 열어 그녀들의 이야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No One Listened to Her: Durebang and the Rights and Lives of
Military Camptown Women

Eunjin KIM
Director, Durebang

Nobody Listened to Her Story is the title of a book written as an autobiographical story by Young Mi Moon, daughter of
Hyerim Moon who founded and devoted her youth to Durebang. Women who married U.S. soldiers or lived in military
camptowns were invisible in society. They were people who existed outside of the borders of society. Nobody Listened
to Her Story is a realistic depiction of the lives of military camptown women who lived outside of society; who supported
their brothers and sisters by earning money but were treated as the disgrace of the family; who brought dollars into the
economy to save the country but became women of shame. Durebang, which has stood with the military camptown
women for 30 years. In the following five sections, Durebang looks at the stories of military camptown women who
have lived their lives without access to human rights, and seeks to uncover the path to genuin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1. Bbaetbeol, the name of a military camptown: this section discusses stories of Bbaetbeol, a military camptown.
2. The lives of military camptown women. through the life of "Park," this section takes a look at the reasons military
camptown women have entered the military camptown industry, their lives, and the exploitation that they faced in the
camptowns.
3.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ights of the military camptown women. Durebang has stood with military camptown
"comfort women" and tried its best to help create legislation and restore the honor of the women. This work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1) Filing a lawsui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2) Special Act on
the Investigation, Restoration of Honor and Support for Comfort Women of U.S. Troops; and 3)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Support for Camptown Women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ordinance.
4. Proposals for the rights of the military camptown women. The Gyeonggi Province ordinance is largely focused
on the welfare of military camptown women. This was a strategic focus to get the ordinance passed in a timely
manner. Therefore, there are many unsatisfactory aspects of the ordinance. Therefore, we propose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and Gyeonggi Province agree to and promise the twelve items in addi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 for the rights of the military camptown women.
5. Are we ready to listen to her story? Now is the time to truly open our hearts and ears and listen to their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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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지대와 군축
Nuclear-Weapon-Free Zone (NWFZ)
and Disarmament of the Korean Peninsula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군비 경쟁과 북핵 문제로 긴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군축은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절실한 문제인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비핵지대를 논의하며 이에 대한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의 관점을 함께 토론한다.
Since the Korean War, the Korean Peninsula has remained tense due to an armament race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isarmament remains a pressing issue for the safe existence of th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it is a difficult task to solve. This session will focus on the non-nuclear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way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and serve as a platform for sharing the views of the U.S., China, Australia and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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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김종대
Jongdae KIM

평화네트워크 / 대표
Director, Peace Network

정의당 / 한반도 평화본부장
Peace Planner, Justice Party

Wooksik CHEONG is the director of Peace Network,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med in 1999, working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Northeast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He has worked as a full-time staff member from the
beginning of Peace Network to the present. As a peace activist, an independent researcher, and a journalist, he has
organized many campaigns and conferences, written books and essays, and made speeches both in Korea and abroad.
His expertise are US-North Korea relations), ROK-US alliance, Inter-Korea relations, Arm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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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Wooksik CHEONG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만들어 지금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2013년 4월부터는 <프레시안> 편집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겨레》 언론비평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지냈다.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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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4, 15, 16대 보좌관을 거쳐 2003년부터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공직을 수행하였다.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한 후 국방부 장관실에서 정책보좌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군사전문지 Defense21을 창간하여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였다. 2015년에 정의당에 입당하여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겸임교수로 근무 중이다.
Jongdae KIM served as an aide to in National Assembly in 1993~2000. He worked in Blue House as an Defense Adviser
for President. And He worked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s an innovation planner. He Served as an aide to defense
minister. In 2015, He entered Justice Party, therefore elected National Assemblyman in 2016. He is working Yonsei
university as adjunct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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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선
Jesun BAE

미 정책연구소 / 소장
Director,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녹색연합 / 자연생태팀 팀장
Team Manager, Ecosystem Conservation, Green Korea United

John FEFFER is the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at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n Washington, DC. He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North Korea, South Korea: U.S. Policy at a Time of Crisis. He was a PanTech fellow in
Korean studies at Stanford University and a Scoville fellow in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He has published widely on
Asian issues in the Washington Post, Hankyoreh, Global Asia, 38North, and many other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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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페퍼
John FEFFER

존 페퍼는 워싱턴 DC 소재의 정책연구소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이다. 그는 또한 “남한, 북한: 위기의 시기 미국의 정책”을 포함한 몇몇
저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국 연구 분야의 팬테크 펠로우(PanTech fellow)이자 군비 통제 및 군축 분야의 스코빌
펠로우(Scoville fellow)였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 한겨레, 글로벌 아시아, 38 노스 등 여러 출판물에 아시아 문제를 폭넓게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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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선 팀장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1991년 창립한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다.
자연생태 분야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현장을 감시하고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 보전,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단체로는 유일하게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쓰레기로부터
자유로운 지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Jesun BAE team leader has been engaging in activities in Green Korea United. It is Korea's lead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Korea. In the field of natural ecology field, it observes sites that accelerate climate crisis and
engages in activities such as conservation of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nd DMZ, which are the ecological axis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servation of wild life habitats. It is the only environmental organization that responds
to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t the U.S. army base and they are engaging in activities for just energy conversion
and for the earth free of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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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민
Hyukmin KANG

최민지
Minji CHOE

뉴질랜드 오타고대학 평화갈등센터 / 박사과정
Ph.D. Researcher,
The National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평화네트워크 / 연구위원
Researcher, Peace Network

강혁민은 평화연구가다. 종교학과 신학에 오랜 관심을 두었지만, 2011년 이후로 이스라엘, 북아일랜드, 남아공, 인도 및 여러나라들의
갈등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평화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현재는 뉴질랜드 더니든에 있는 평화갈등학센터에서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다. 강혁민의 주요 관심사는 주로 피스빌딩, 국가폭력와 피해자 문제, 이행기 정의, 화해다.

현재 평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며 반전, 반핵, 군축, 통일을 중심으로 연구와 평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
관계와 중국의 대외 정책이 주요 관심 주제이다.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Hyukmin KANG is a peace researcher. Since 2011, he has developed his attention from religious studies to peace studies,
after witnessing societies in conflict including Israel-Palestine, Northern Ireland, South Africa, India and other regions. He
is now researching at the National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in Dunedin, New Zealand. His academic interest
includes peacebuilding, state violence and victim issues, transitional justice, and reconciliation.

Minji CHOE is a researcher of the Peace Network, where she has conducted research and peace activities, focusing on
anti-war, anti-nuclear, disarmament, and Korean unification. Her current areas of interest ar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region and China's foreign policy. She studied political science at Kyunghee University and has completed
her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in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Peki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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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MOVEMENT SESSION 2-2
김종대
정의당 / 한반도 평화본부장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체제로 전환된 2011년 이후부터 핵 억지력을 천명하고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북한에 경제제재를 통한 고강도 압박을 지속하고 한반도 인근에 수시로 전략자산을 전개하여 북한을 위협해 왔다. 한국
내에서는 순전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이 미흡하다고 보고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되거나, 이마저
불가능하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군비증액을 통해 북한을
선제공격 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남북한과 북미 사이에는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 합의가 존재하나 사실상
군사력 경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 결과 비핵화 협상이 좌절되고 억지(deterrence)와 균형(balance)이라는 한반도의 질서가 새로
완성되면 과연 한반도 정세의 안정성이 도모될 수 있는가는 기대는 합리적인가.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 간의 불안한 평화는 핵전쟁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양국 지도자의 공감대가 상호 억지를 달성하였고,
핵무기에 관한 한 한 쪽이 압도적 우위에 서는 걸 기피하는 균형점이 있었다. 재래식 분쟁이 핵전쟁을 초래하는 상승효과(escalation
effect)도 미·소의 신중하고 단계적인 위기관리로 인해 차단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는 이러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남북한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너무 근접해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위기 시에 통제력을 발휘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너무나 적다. 한반도는 유사시에 사소한 신호 하나가 상대방에 의해 확대 해석되어 걷잡을 수 없이 대량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폭발력이 매우 큰 민감한 공간이다. 전쟁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휴전선 일대에 남한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이 인접해 있다.
전쟁의 초고 지휘부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즉 단 한 번의 선제공격을 당하게 되더라도 보복의
여유를 따질 것도 없이 국가가 파멸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전장이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에 희미한 위기 경보에 신중하게 위기를
관리하기보다 선제공격의 이점을 차지하려는 유혹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핵 무력에 의한 북한의 강압외교와 한미의 군사적 압박은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기 때문에 냉전식 위기관리는 한반도에 적합하지 않다.
남·북·미가 억지와 균형이라는 냉전 식 세력균형 담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결과 진정한 평화 대화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는 평화를 중심에 놓고 협력의 가치를 높여 완전한 비핵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한 비핵화 5대 조건도 협상 과정에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안이다. 불안한 평화 속에서
정권을 연명하겠다는 소극적 평화 외교를 청산하고 비핵지대화, 평화지대화라는 비전부터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From The Deterrence and Balance To Cooperation for Peace

Jongdae KIM
Peace Planner, Justice Party

North Korea has affirmed the nuclear deterrence force since its transition to the regime of Chairman Kim Jong Un in
2011 and declared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force in 2017. The U.S. continued a high level of pressure on North
Korea through economic sanctions and threatened North Korea by frequently deploying strategic assets near the Korean
Peninsula. It was considered that the U.S. said only a word and its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 was not
sufficient, therefore the public opinion has largely emerged in South Korea that U.S. tactical nuclear weapons should
be deployed in South Korea, otherwise South Korea should independently develop nuclear weap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remarkably improving its military power to be able to preemptively strike North Korea by largely
increasing the military spending. Although the agreements for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lso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exist, the arms race is actually continuing. But as a result of that, if the denuclearization talks
fail and the new order of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deterrence and balance is settled, is it reasonable to expect
that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promoted?
The unstable peace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achieved mutual deterrence due to the
understanding of two leaders to prevent the catastrophe of a nuclear war, and there was a balance point in avoiding
the dominant position of one side in terms of nuclear weapons. The escalation effect of conventional conflict leading
to nuclear war could be blocked by the prudent and phased crisis management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However, this logic does not work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is too close geographically
for the two Koreas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 other’s intentions, and the political leaders have limited time to
control for war. It is a sensitive place with high explosive power, when a small signal can be overly interpreted by the
other in case of emergency then it can erupt a large-scale war. South Korea's metropolitan area and North Korea's
Pyongyang are close to the armistice line, which is called the front line of war. It is a unique situation that the supreme
command of war leadership has to lead a war in the middle of the battlefield. In other words, it is a very vulnerable war
ground in which a country could be demolished with just one preemptive attack with no any chance for considering of
retaliation. Therefore the desire to take advantage of the preemptive strike will appear, rather than carefully managing
the small alert in case of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As North Korea's coercive diplomacy by its nuclear force and the military pressure of South Korea and the U.S. lead to
the security dilemma, the crisis management in a way of Cold War system is not appropriate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real peace talks have not yet been achieved because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are not freed from
the discourse on the balance of power with the deterrence and balance in the Cold War era. A new ground of dialogue
can be arranged if there is a will to move toward an era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peace by focusing on peace
and promoting the value of cooperation. The five conditions for denuclearization requested by North Korea can be fully
reconsider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It is requir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passive diplomacy for
peace that is for maintaining the political power in the unrest peace, and try to draw th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of establishing Nuclear-Weapon-Free Zone and Peac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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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페퍼
미 정책연구소 / 소장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의 핵 균형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이 지역의 군비 통제 및 군축 문제에 대한
이전의 접근 방식을 바꾸지는 않았다. 주요 인사들 간의 논쟁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봉쇄 또는 더 지속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 비핵지대(nuclear-weapon-free zone)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세 번째 범주의 아이디어에 속한다. 이는 현재의 협상이나
대부분의 정책 제안에서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일본, 중국, 북한의 정치적 변화의 결과로 바뀔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모든 핵 협상에서 도전 과제는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고 군축을 위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유인책을 찾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제재 완화 조치는 북한 앞에 걸려 있던 당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또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전염병 및 기후 변화 문제를 단순히 환경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인간 안보”로 향하는 안보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위한 동북아 지역 다자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여 각국이 함께 모여 실행 가능한 문제부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과학 분야 협력과 정보 공유 라는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고 북한도 국제 협력을 기대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의 작동 방식과 제도가 세워지고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인간 안보”라는 재구성은 결국 핵무기를 포함한 전통적인
안보 문제와 병행하여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비핵지대라는 상호 합의된 종착지에 직접적 접근은 아니더라도 옆길로 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Denuclearization in Northeast Asia
: Time for a Third Option?

John FEFFER
Director,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North Korea’s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has changed the nuclear balance in Northeast Asia. But it hasn’t altered the
way politicians and diplomats approach the question of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in the region. The debate among
influencers continues to revolve around either a tougher containment of or a more sustaine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 nuclear-weapon-free zone in Northeast Asia falls into a third category of regional, “outside-the-box” ideas. It is
currently not on the agenda in negotiations or most policy proposals. But that could change as a result of political shifts
in Washington, Tokyo, Beijing, and Pyongyang.
The challenge in any nuclear negotiations in the region is identifying credible incentives that would draw Pyongang into
talks and persuade it to consider steps toward disarmament. Sanctions reduction has been the carrot dangled in front of
North Korea for much of the last two decades. It hasn’t yielded much progress.
The current pandemic is a reminder that another approach is possible. It’s critical to view challenges such as the
pandemic and climate change not simply as narrow environmental or health challenges but as security problems under
the heading of “human security.”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 multilateral framework for addressing these issues under
such a rubric would bring countries to the table to discuss actionable problems in a technical fashion. And it could
provide the immediate benefits— such as scientific cooperation and resource-sharing—that North Korea looks for in
international initiatives.
Once mechanisms and institutions of concrete cooperation have been established and once a measure of trust has been
created, such a “human security” reframing could ultimately incorporate parallel discussions of more traditional security
questi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In this way, the mutually-agreed-upon endpoi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can be approached not directly but in a sideways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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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역대급으로 긴 장마와 많은 강수량으로 전국이 큰 수해를 입었다. 8월 1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번 폭우로 71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집중 호우가 내린 뒤 철원에서는 대인지뢰 3발이 발견됐으며 8월 18일 현재
접경지역에서만 총 21발의 유실 지뢰를 군이 수거했다. 유실된 지뢰를 군이 수거하지 않았다면 21발은 언젠가 21명의 지뢰 사상자의
숫자가 되었을 것이다.
2016년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남측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DMZ 일대에만 약 200만 발에 달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이는 1㎡당 2.3개꼴로 지뢰 매설 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M14대인지뢰는 밟으면
발목을 앗아가기 때문에 ‘발목지뢰’라고도 불린다. 크기가 5.5cm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탐지도 쉽지 않다. 매설이나 살포도 간편해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이 퍼져나간 대인지뢰다. 무게가 4㎏가량인 M16대인지뢰는 밟은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여러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다.
문제는 미확인지뢰지대다. 가장 위험한 것은 ‘미확인지뢰지대의 정확한 실태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1993년 이래
민통선을 두 차례 북상(2020. 국방부 자료)했으나 완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무장지대 일원을 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만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할 것 없이 모든 부처가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 안전이 걸려있는 DMZ일원의 지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 제거를 위한 노력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군 당국이 지뢰 제거를 위해 투입한 금액은 총
56억2200만원이며 약 6만 2000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이는 단순 계산 했을 때 지뢰 한 발 당 약 500만원이 투입되었고 이 속도로
지뢰를 제거한다면 남측 지뢰의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약 400년이 소요된다.
대인지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이슈다. 1999년에 오타와 협약이 발효되어 대인지뢰 전면 금지와 제거가 추진됐다.
국제사회는 지구상에서 지뢰를 퇴치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행동지침(IMAS 국제지뢰행동기준)을 내놓은 지 오래다. 대만은
2006년에 IMAS(국제지뢰행동기준)를 도입했고 이 지침에 따라 진먼섬에 매설된 지뢰를 단 7년 동안 완전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단
1명의 부상자도 없었다. 현재 이곳은 해수욕장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다. IMAS에서는 지뢰 문제 해결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활동’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 그리고 산업, 고용, 토지, 보건
등 모든 분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뢰제거를 위해 IMAS를 도입해야 한다. 더 이상 지뢰 제거를 국방부만의 숙제로 남겨 두어서는 안된다. 국민 안전
차원에서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First Step Toward Peace

Jesun BAE
Team Manager,
Ecosystem Conservation, Green Korea United

This summer, the whole nation suffered from the longest monsoon in history and heavy rain fall.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on August 11, 718 landslides
occurred from this heavy rain. 3 anti-personnel mines were discovered in Cheorwon after localized heavy rain and 21
lost mines were collected by the military solely in the boarder area as of August 18. If the military did not collect the lost
mines, 21 could someday be the number of casualties from mines.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announced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in 2016, it is estimated that one hundred twenty
seven thousand mines are buried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on the south side and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eight hundred thousand mines laid under the DMZ on the north side. There are about 2 million mines solely in the
DMZ zone.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 which is a private organizations having its headquarter
in Geneva, Switzerland, has announced that with 2.3 mines per 1㎡, this is the world’s highest level in terms of the density
of buried mines. M14 anti-personnel mines are also called ‘Ankle Mines’ as they take away your ankle when you step on
it. It is hard to detect because its size is 5.5cm and it is made out of plastic. It is the type of anti-personnel mine that has
been scattered the most after the Korean War as it was easy to bury and scatter. M16 anti-personnel mine, which weighs
about 4㎏, is a terrifying weapon as it can injure not only the person who steps on it but also the person standing near
by.
The problem is the unidentified mine field. he most dangerous thing is that nobody knows the exact condition of the
unidentified mine field. Although the government moved the civilian control line 2 times (2020 data from the Ministry of
Defence) to the north since 1993, complete mine removal operation was not implem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area of the DMZ area, all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ake ac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y are not interested
in comprehending the precise condition of the buried mines in all parts of the DMZ area and exerting efforts to remove
them. The amount invested in removing the mines by the military authorities for the past 10 years is 5.622 billion won
and about sixty two thousand mines were eliminated. With simple calculation, 5 million won was invested for every mine,
and if mines were to be removed in this rate, it will take about 400 years to remove the mines in the south.
The issue of anti-personnel mines is a typical peace issu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Ottawa Treaty came into
effect in 1999, total ban and removal of the anti-personnel mines were promoted.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already issued a detailed action guide (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 to eradicate
mines on earth. Taiwan introduced 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in 2006, and pursuant to this guidance,
they completely removed all the mines buried in Jīnmén Island in just 7 years. In this process, not a single person was
injured. Currently, this place is opened to public as a beach. In IMAS, it specifies the resolution of the mine issue as “all
the activities to reduce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influence”. It advises that numerous departments and institutions
should resolve together as it transcends simply removing the mines physically and because all fields such as the safety
of the people, industry, recruitment, health, etc. are connected.
Now, our country should also introduce IMAS to remove the mines. We should no longer leave the mine removal to the
task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t is necessary that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ctively
takes the lead in terms of the safety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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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현재와 과제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다. 이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남북 교류협력 다양한 분야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sharply strained recently. In response, this session will look at the present situation
in various area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seek future challenges on how to restore the
strained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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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Jusung LE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Korean Sharing Movement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KNCCK(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angyoung HONG has participated in the Korean Sharing Movement since 1997 as staff and has been active on the
grounds of the North Korea humanitarian aid and inter-Korea exchange projects. He has experience in carrying out
cooperation in the areas of North Korea agriculture,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and forestry and is working to build
trust with North Korea through such areas. Hong has served 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Sharing Movement
since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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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영
Sangyoung HONG

1997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실무자로 참여하여 대북인도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북
농업, 보건의료, 산림분야에서 협력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과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8월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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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은 1994년 월드비전에 입사하였고 2003년부터 월드비전 대북사업 실무책임자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18여 년 간 북한 내에서
긴급구호, 농업개발협력, 지식공유사업을 전개한 경험을 갖춘 현장 활동가입니다. 또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북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옹호활동, 정책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법인이 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Jusung LEE joined World Vision in 1994 and has worked as a director in charge of World Vision’s North Korea projects
for 18 years since 2003. He is a long-time humanitarian activist with experience in emergency relief,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knowledge-sharing projects in North Korea. While serving as a chairman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policy committee of KNCCK(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he has led the efforts
to join together civil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in calling for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s Secretary General
of KNCCK, he is now in charge of overseeing all affairs involving KNCCK, which has recently been newly established a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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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Eun-A CHOI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 상무
Managing Director, The Corporates' Emergency Measures
Commission for Gaesong Industrial Complex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사무처장
Secretary General, The Souther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Dr. Seojin KIM began working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since 1998 when operating the Academy for inter-Korea
Reconciliation as Director of Unification Association at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oon after finishing
his MBA at KDI School, He has committed himself to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ince 2004 when working
as Director of the Civil-Headquarters for Activating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n Korea. In 2005 when the
South Korean Committee of 615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Practice was formed, he was involved i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inter-Korean Joint Events as Chairpers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eoul Headquarters. Also he
formed the Association of inter-Korean Sports Exchange in 2006 and built the infrastructure of the Association’s Sports
Exchange Scheme while working as the first Secretary-General of the Association. He consulted for the foundation
of Pyongyang Ramie Spinning and Weaving in 2005 and attended its opening ceremony. Also in 2006 he offered
the consultation for the bringing of Gangseo Natural Mineral Water into South Korea, which he contributed to the
modernization of Gangseo Mineral Water’s factory facilities. In order to integrate many years’ experience in the field and
theory he started a PhD study in North Korean Economy and IT at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in 2005 and was
awarded a PhD with a dissertation entitled “Study on the Competitiveness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Inputoutput Analysis” in 2019. In 2014 he started getting more deeply involved in Gaesong Industrial Complex as Managing
Director of the Corporate Association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Despite all the efforts of stopping the closing of
the Complex, the Complex got shut down in 2016. He has continued to strive for the reopening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compensation of the South Korean companies whose factory facilities still remain in Gaesong.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발표 3 I Presenter 3

김서진
Seojin KIM

1998년 경실련 통일협회 사무국장으로 ‘민족화해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면서 남북관계 업무를 시작하였고, KDI School에서 MBA를
마친 후 2004년부터 남북경협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을 하면서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5년 6.15공동위가 구성된
후 서울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남북공동행사 조직과 운영에 참여하였고, 2006년에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를 만들어
초대 사무총장을 맡아 협회의 체육교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005년에는 평양대마방직 설립 컨설팅을 하면서 창업식에 참여했고,
2006년 강서청산수 국내 반입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여 강서약수 공장 설비현대화에 참여하였다. 또한 2005년에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접목하기 위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경제・IT)과정을 시작하여 수료하였고 논문은 뒤늦게 2019년 “개성공단의 경쟁력
및 산업연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사무국 총괄)로서 개성공단 업무를
시작하였다. 재직 중 2015년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으로 인한 공단 파국을 가까스로 막아내었지만 안타깝게도 재직 중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겪었다. 공단 폐쇄 후 개성공단 재개와 기업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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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사무처장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국장을 거쳐 현재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민간교류와 평화, 통일운동
분야에서 20년간 활동하였으며, 40여차례 방북 및 접촉 경험을 갖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민간교류의 성과를 토대로 2005년 결성되었으며,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더불어 6.15민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정당, 종교, 시민사회, 계층별 단체 등
각계각층을 총 망라하여 남북해외가 공동으로 구성한 유일한 공동기구이다.
Eun-A CHOI was a policy director of the Souther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is currently a secretary
general. She is working at the field of inter-Korean civilian exchanges & cooperation,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s
for 20 years, and has experienced to visit North Korea around forty times.
The Souther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had established in 2005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interKorean civilian exchanges & cooperation since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n 2000. The National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is composed of the South, the North and the Overseas Committee. The Committee is the only
joint organization formed by the South, the North and the overseas with political parties, religious groups, civil society,
and different groups after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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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I Discussant 1

이영동
Youngdong LEE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사무처장
Secretary General, Medical Aid for Children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상임집행위원장
Chair of Standing Executive Committe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KCRC)

Juhyun UM, Secretary General, started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gan in 2002, and
conducted the projects with North Korea for 18 years. During that period, she visited about 50 times the North KOREA
about times, carried out the modernization projects for Child Nutrition Management, Daedonggang District Hospital, and
Ministry of Railways Hospital, Railway Hygiene Defense Station, Mangyeongdae Children's Hospital.
She began research on the North Korea health care system in 2012, in order to contribute to securing the right to health
for both Korean by strengthening public of the health care system and the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inter-Korean health care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obtained a doctorate in 2020 for [Research on the
North Korea health care system establish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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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I Discussant 2

엄주현
Juhyun UM

엄주현 사무처장은 2002년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시작해 햇수로 18년 동안 대북 보건의료사업 전개했다. 그 기간 북측의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 대동강구역병원, 철도성병원 및 철도위생방역소,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하며 50여 차례 현지를 방
문했다.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모두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상향으로 한반도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북측 보건의료체계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북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정 연구]로 박사학
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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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북한학(석사)을 전공했으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면서 북한과 함께 서울, 평양, 금강산
등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화해협력에 기여하였고 대북식량지원, 산림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또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대상은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두루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주민이 통일후 함께
살아갈 동포임을 확인하였으며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남남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남남대화 포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Youngdong LEE has a master’s degree in North Korea studies from graduate school and has been active for more
than 20 years at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contributing to 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rough societal cultural exchanges with North Korea at various locations such as Seoul, Pyeongyang,
and Mt. Kumgang and consistently deploying humanitarian aid projects through North Korea food aid and forestry
cooperation. He has also worked to boost reunification education for adults as well as students, affirmed through
reunification education that North Korean people are fellow countrymen who will live together after reunification,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reunification education curriculum. In addition, he has been consistently leading the
public discourse forum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s regarding reunification issue within South Korea and to form a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public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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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도적 상황 실태와 향후 협력 방향

PEACE MOVEMENT SESSION 2-3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사무총장

1. 북한의 인도적 환경 실태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Future Plan for Cooperation

Jusung LEE
Secretary General,
KNCCK(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1.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가. 북한의 아동 영양 상태 변화로 본 인도적 환경 실태

A. North Korea’s humanitarian situation exemplified by changes in child nutrition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아동의 영양 상태가 빠른 속도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사회가 북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파악한 영양부족 비율은 1998년 62.3%에서 2000년 45.2%로 크게 하락하였고 2017년에는 19.1%로까지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발표한 세계기아 순위를 보면 조사한 117개 국가 중에서 91번째에 위치한 기아가 심각한 국가이다.

It is understood that the nutritive conditions of children rapidly improved in North Korea after the period of March
of Suffering. The percentage of nutrition deficiency in North Korean children that was periodically studi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largely decreased from 62.3% in 1998 to 45.2% in 2000, and decreased even further to 19.1% in
2017. However, if you look at the Global Hunger List published in 2019, North Korea is a country of serious starvation
that lists as 91th out of the 117 countries studied

나. 북한의 식량생산을 통해 본 인도적 환경 실태
2019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은 464만 톤으로 전년 대비 9만 톤이 증산되었다. 2000년 대 초반에 비하면 식량증산의 효과는
있어 보이나 필요 식량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곡물 필요량은 약 575만 톤으로 추산하면 식량 부족량은 111만
톤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식량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비료 공급량은 2016년에 비해 2018년도의 비료 공급량은 63만
톤으로 약 2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코로나19와 홍수라는 이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자급자족의 자력갱생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목표는 단기간 내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대북제재와 코로나가 북한 인도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함께 북한 내 시장, 북한이 보통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장마당 경제를 위축시켜서 주민들의 삶과 건강에 타격을 입힐 것이 자명해 보인다.

B. Humanitarian environment reality as seen through North Korea’s food production
North Korea’s annual gross production of food crops has increased by 90,000 tons to 4,640,000 tons in 2019
compared to that of the previous year. It seems to have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food compared to the early 2000s,
but still falls below the quantity needed. If the necessary quantity of food crops in North Korea is calculated as 5,750,000
tons, then food deficiency is estimated to be 1,110,000 tons. The supply of fertilizer that has a big influence on North
Korea’s food production is known to have decreased about 25% to 630,000 tons in 2018 in comparison to that of
2016. North Korea is facing dual difficulties of COVID-19 and flood. It appears that North Korea’s goal to address its food
shortage problem through its own efforts of self-sufficiency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in the short term.
C. The effect of North Korean sanctions and COVID-19 on North Korea’s humanitarian environment

2. 민간차원의 대북협력 협력 방향
가.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통합적인 접근 필요
나. 북한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역량 및 복원력 강화에 중점
다. 북한 내 인도적 수요 변화를 고려한 지원 및 정책과의 조화
라.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와 민관협력의 조화

The border closures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in 2020,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s strong North
Korean sanctions will constrict the market within North Korea, the market economy that normal people rely on in North
Korea, and cause damage to the lives and health of the residents.
2. Direction of NGOs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 Need for comprehensive approach that reflects North Korea’s changed circumstances
B. Focus on building capabilities and a sense of ownership among North Koreans
C. Aid that takes into account change in humanitarian demand within North Korea and its harmony with policy
D. Securing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NGOs and the harmony of civil society -govern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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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2-3
남북 경협의 현재와 과제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PEACE MOVEMENT SESSION 2-3
김서진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 상무, 북한학 박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2020년 5월 19일 ~ 7월 3일까지 공단 입주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인식조사 및 요구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인 87개사가 응답한 조사결과에서, 응답자 99%가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할
의향을 갖고 있으며, 86%는 늦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13.8%는 현 정부 임기 내 재개에
회의적이었다. 결국 현정부 임기내에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성공단은 영구 폐쇄될 것이란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의 생존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설문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개성공단의 재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과정의 첫 관문이지만, 2018년 4.27판문점 공동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인 남북
양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공조를 우선하면서 남북공조 협력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개성공단 재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최종적으로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협력이라는 정책공간은 실종되었다. 그 결과 북측은 남측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4.27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핵심이므로 개성공단 재개를 정부가 공식선언하고 대북제재하에서
개성공단을 코로나19 방역용품의 전문생산단지화 하는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유예받도록 노력하고,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대규모의 수해피해지원 및 제재대상 아닌 품목으로 남북교역 전면 개방과 육로, 철로, 해운, 항운 등 전면적인 대북 관광 가능하도록
5.24조치를 전면 해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a Focus o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Seojin KIM
Managing Director, Ph.D. in North Korea Studies
The Corporates' Emergency Measures
Commission for G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survey by the Corporates' Emergency Measures Commission for Gaesong Industrial Complex(GIC) from May 19,
2020 to July 3, 2020 on perceptions and demands for the reactivation of GIC shared with 125 companies that operate
in the GIC and to which 70%, or 87 companies, responded, 99% of the respondents had the intention to reenter the
GIC once it is resumed, 86% anticipated the resumption of the GIC to occur within the current government term at
latest, and 13.8% were skeptical about the resumption of the GIC within the current government term. This shows the
perception that the GIC will in effect be permanently closed if not resumed within the current government term and
the survey results show the urgency of securing survival measures for the companies that are experiencing financial
difficulties.
Resumption of the GIC is the first step towards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but South Korea missed the
opportunity to seize the lead to resumption of the GIC despite the historical agreements by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form of 4.27 Panmunjom Declaration and 9.19 Pyeongyang Joint Declaration in 2018 when it
prioritized ROK-US cooperation and failed to secure spa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he policy spa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disappeared when the Hanoi summit fell apart. As a result, North Korea took back its trust in South
Korea and blew up the Gaesong liaison office that was the symbol of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As resumption of the GIC is the key to reactivation of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officially announce resumption of the GIC, work to exempt the GIC from the North Korean sanctions
by turning the GIC into a professional production complex for COVID-19 antiseptic supplies, and promptly work towards
the complete lifting of the 5.24 measure to set conditions for resumption of the GIC by providing large-scale aid for
flood damage and opening up inter-Korean trade of items that are not subject to sanctions and allowing comprehensive
tourism of North Korea through land routes, railroads, sea and air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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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2-3
남북민간교류의 현재와 과제

PEACE MOVEMENT SESSION 2-3
최은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의 물꼬가 크게 터졌다.
그러나 2017년 대비 2018년의 방북인원은 129배, 2019년도의 방북인원은 189배 늘어났지만,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분야 방북은
2018년 10건, 2019년 1건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방북인원은 대폭 늘었으나 민간교류는 제한된 상황. 그것이 문재인 정부 하
민간교류의 현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하 사회문화분야의 민간교류를 통해 남과 북의 민간단체들은 꾸준히 공동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결실을
거두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전반적인 선 당국-후 민간의 기조속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와 접촉은 후순위로 밀렸고, 2019년 5월 이래 남북 직접 접촉은 모두
중단되고 말았다. 지금도 당국관계 악화에 따라 남북민간교류는 여전히 중단 상태이다.
유엔사와 한미워킹그룹의 간섭도 큰 걸림돌이었다. 행사 진행과 언론의 취재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겪었는데, 한국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유엔사와 한미워킹그룹의 방해는 계속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인 방북 불허가 되풀이 됨으로써 민간 교류의 자율성도 침해되는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진행되었던 민간교류는 현재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있다. 남북 당국간 신뢰가 회복되고 대화가 복원되지 않고서는 민간
차원의 교류나 방문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류나 방문 제안을 넘어서는 정치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북합의를 이행하도록 촉구, 견인하는 것이다. 북미,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남북교류 재개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 하, 매우 공격적인 추세로 국방예산 증액과 첨단무기 증강이 이어지면서 4.27판문점선언의 군축 추진 합의,
남북군사합의서의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는데, 군비증강과 평화, 남북신뢰의 증진과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바, 남북교류 관련 단체들에서도 평화의제를 주요 과제로 여기고 자체의 활동과 적극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 정보 접근, 온라인 접촉의 개방을 통해 남북 이해를 증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온라인이 극히 발달된 사회적 추세, 코로나
대 확산으로 비대면 접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등 냉전적 기준으로 대북정보 접근과 온라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북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방조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참여와 직접행동의 시대에 걸맞는 교류와 통일운동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과거 교류의 경험, 최근 운동의 사례 등에서
다양한 교훈을 찾아내어 교류와 통일운동에 접목하는 한편, 새로운 운동에 대한 시도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Inter-Korean
Civilian Exchange and Cooperation

Eun-A CHOI
Secretary General, The Souther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Since Moon Jae-in administration came into power, inter-Korean exchange increased by a large margin thanks to the
2018 Pyeongchang Olympics and the inter-Korean summits.
While the number of people who visited to North in 2018 was 129 times that of 2017,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visited to North in 2019 was 189 times that of 2017, civilian exchange was extremely limited and there were only 10 cases
of visited to the North in the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in 2018 and one in 2019. The situation in which the number of
people who visited to the North increased by a large margin but civilian exchange is limited. This symbolically illustrates
the current state of civilian exchange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on-government organizations(NGOs) consistently reaped results, such as joint political agreements, through civilian
exchange in the social cultural arena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this is very limited success.
Civilian exchange and interaction was shifted to lesser importance amid the overall climate of government first and
civil society later, and all direct inter-Korean interactions have been suspended since May 2019. Inter-Korean civilian
exchange is still on hold as the inter-Korean government relations have exacerbated.
The intervention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and ROK-US Working Group was also a big barrier. It caused
significant difficulties in the hosting of events and the press activities of the media, and there is much concern that this
interruption by the UNC and ROK-US Working Group will continue unless the ROK government is freed from the ROK-US
Working Group.
The problem of violating the autonomy of civilian exchange is also being repeated as selective rejection of visit to the
North based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judgments of information security agencies is recurring.
Civilian exchange that was carried out albeit in limited scope has all but stopped now. Unless trust and conversations
are restored between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re is no real possibility that civilian exchange or
proposed visits can be realized.
In order to address this situation, it is essential to partake in efforts that go beyond the proposals of exchange and visits
to create a 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
The most urgent task is to demand and lead the government to implement inter-Korean agreements. Solving the current
issues that are the agreements from the DPRK-US summit and inter-Korean summit, such as ending of the ROK-US
joint war exercises and dissolution of ROK-US Working Group are an important task in that it creates an environment to
resume inter-Korean exchang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aggressively increased the defense budget and introduced high-tech weapons. This
is clearly in viol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which agreed to "phase arms reduction". Increased military
forces and peace, promoting inter-Korean trust and vitaliza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cannot coexist with
one another, NGOs related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hould also consider the peace agenda as their
important tasks and attempt to actively integrate it with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It is also an important task to enhance inter-Korean understanding through access to information on North Korea
and opening of online interactions. It is anachronistic to prevent the access to North Korean information and online
interaction based on the Cold-War standards of the past,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is is problematic in that
it actually leads to the spread of fake news regarding North Korea that is already prevalent in South Korea.
In the mid- to longer ter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grate exchange and reunification movement that is appropriate
for the era of participation and direct action. We must find valuable lessons from the past experiences of exchange and
recent examples of movement and apply them to create the new exchange- and reunification movement, and not be
afraid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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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종합 (PEACE MOVEMENT SESSION WRAP-UP)

조영미
Youngmi CHO
여성평화네트워크 / 집행위원장
중앙대학교 / 연구교수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Research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평화운동 협력세션 종합 (PEACE MOVEMENT SESSION WRAP-UP)

리마 보위
Leymah GBOWEE
인권운동가
Peace Activist

정강자
Kang-Ja Jung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Representative,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
Representativ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이해찬
LEE Hae-chan
(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 이사장
Chairman,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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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보훈: 탈북 여성 연구자들이 보는 한반도 평화론
Peace and Rewarding Patriotism: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Viewed
by North Korean Women Defector Researchers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은 남북한이 서로를 향한 적대감의 근원이 되고 있다. 남북 주민들이 전쟁의 상처에 대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마련될 수 있다. 6·25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은 사회
모든 구성부분이 공통적으로 분담해야 하지만 특히 국민의 통합과 국가공동체의 영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보훈 영역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국의 보훈정책과 문화를 연구해 온 대표적 기관인 보훈교육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 이 세션에서는
탈북 여성 연구자들, 특히 평등 감수성이 민감한 여성 박사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보훈 측면에서 남북한의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기제인 보훈을 통해 남북 사이의 평화와 이해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Korean War have become the source of hostility between the two
Koreas. Peace can be achieved only when North and South Koreans forgive and reconcile with each other. Efforts
to overcome the wounds of the Korean War and division, and to promote inter-Korean reconciliation should be
done by all parts of the society. However, especially veterans’ role to promote the unity of the people and the
lasting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ommunity is important. The Veteran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a leading
organization that has done research on veterans’ policies and culture, should take the lead in this role. In this sessi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researchers, who are sensitive to equality, seek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plore ways to promote peace and understanding through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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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초청세션 1 (INVITED SESSION 1)
발표 1 I Presenter 1

서운석
Woonseok SUH

이찬수
Chansu YI

보훈교육연구원 / 연구원
Researcher,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보훈교육연구원 / 원장
President,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독립과 국가수호,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
다.
서 박사는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과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강대에서 비교종교학을 전공했고, 강남대에서 12년여 관련 과목을 강의했으며, 서울대에서 8년간 평화학을 연구한 뒤, 2020년
2월부터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교육연구원 원장으로서, 평화 지향의 보훈 문화를 만드는 책임 역할을 맡고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that we know today exists thanks to the sacrifice and contribution made by our patriots and
veterans who promoted the values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defense, democratization, and protection of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Doctor Suh works relentlessly in strengthening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ensure that they meet
the needs of our patriots,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nd satisfy the public.

Chansu Yi is a President of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He has published many
works on peace studies in Korean and English including Peace and peaces, Asian Peace Community, History of Concept
of Peac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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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I Presenter 2

엄현숙
Hyunsuk OUM

총신대학교 / 교수
Professor, Chong Shin University

북한대학원대학교 /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 Ph.D.,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I was born into an educator family and grew up knowing a teacher as a vocation. I entered the mathematics department
of the College of Education and graduated with excellent grades. And I worked as a teacher in high school middle school.
In 2003, I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hired as a Unification Ministry official, Hanawon, and was in charge of
the social adapt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2010, Samjeong School was established to provide school
adaptation and night care for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So hundreds of students are contributing to the right
growth.
I was hired as a professor at Chongshin University in 2016. Currently, I teach North Korean studies to younger students
and teach them the essential principles of North Korea's operation. On the other hand, we are operating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and conducting research projects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I will continue to be
a member who prepares thoroughly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focusing on the training and research
of futur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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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I Discussant 1

채경희
Kyunghee CHAE

교육자 가정에서 태어나 교원을 천직으로 알고 성장하였습니다. 사범대학 수학과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등중학교에
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2003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통일부 하나원 주무관으로 채용되어 저와 같이 북에서 온 동료들의 사회적
응교육 담당하면서 교육이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터득하였습니다. 2010년 북한이탈주민자녀의 학교적응과 야간돌봄을 실시하는
삼정학교를 설립하여 초중등학생의 교육과 돌봄 진행하여 수백명의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2016년 총신대
학교 교수로 채용되어 현재는 후학들에게 북한학을 가르쳐 북한의 본질적 작동원리를 실감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교의 평
화통일연구소를 운영하여 북한과 통일한국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학양성과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
고 연구하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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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현숙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며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신한대학교 대학원,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의 교육방법 연구: 1960-2015"로 북한학
박사학위(2016)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8』(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박영사 2019), 『맛있게 읽는 북한이야기』(박영사 2019),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9』(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
특강 2020』(역사인, 2020)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 유치원 교육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2014), “2000년대 이후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북한 교육의 현황”(2017), “교원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연구”(2017), “통일교육 효과의 의도성에 관한
연구”(2017), “북한 우상화 교육의 전략 분석”(2018),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무자격’ 교원 문제”(2018), “결핍에 대한 북한
주민의 마음의 변화: 조선신보를 중심으로”(2018), “김정은 시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기대”(2019), “북한의 적(敵) 만들기 프로파간다
연구”(2019), “김정은시대 고등교육정책연구: 박사학위제도를 중심으로”(2019), “김정은 시대 체육시설의 변화와 의미: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2019) 등이 있다.
I am working as a research professor for 3 years in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A Study on the Community
Solidarity Mechanism of North Korea Using Enemy: Focusing on the ‘Arduous March.(2019)’ A Study on the Expectation
of a Role as a Professional in the Kim Jong Un Era :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in North Korean.(2019) A
Study on the Higher Education Policy of Kim Jong-Un Era: Focusing on the Phd System.(2019) The Change and Meaning
of Sports Facilities in Kim Jong Un's era: Focusing on the Comprehensive Stadium.(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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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I Discussant 2

윤승비
Seungbi YOON

이화여자대학교 / 초빙교수
Visitin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보훈교육연구원 / 연구원
Researcher,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Dr. Hyun received her Degree in Philosophy from Kim Il Sung University and taught Juche Philosophy at Rajin University
of Marine Transport and Chongjin Medical University, North Korea. Arriving in South Korea in 2004, she received her M.A.
and Ph.D. in North Korean Studi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tudying about her home country with a new, fresh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she realized the outside world’s view and knowledge of North Korea were not necessarily
accurate or well understood. Dr. Hyun is currently researching about North Korea and is working to spread objective
awareness of the communis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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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애
Inae HYUN

북한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에서 주체철학을 가르쳤다. 남한에 와서 늦깍이 공부를 시작했으며 자기가 살아온 땅에 대해 너무도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 북한밖에서 다시 그곳에 대해 탐구했다. 그리고 외부세계가 보는 북한에 대한 생각도 정확치 않다는 것도
알았다. 현재 북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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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와 편견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며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를 상기하곤 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동행하는 것, 통합된 국가공동체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평화적 보훈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DMZ는 평화를 원한다”
포럼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평화 보훈’의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The effort to break away from alienation and prejudice and settle down as a healthy society used to constantly examine
oneself and look back at the deficiencies and remind us of the position we should take in the future. I was able to be a
helping hand to my poor neighbor and accompany people who gave me strength and courage in my life. Although you
and I are different, understanding, embracing and accompanying each other, and honoring the spirit of our predecessors
dedicated to today's Republic of Korea, will be the way to create a culture of peaceful veterans. I hope today's "DMZ
Peace Want" forum will sprea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ulture of peace veterans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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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세션 1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평화적 보훈의 가능성

INVITED SESSION 1
이찬수
보훈교육연구원 / 원장

많은 이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정작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다. 근본 이유는 평화를 원하기만 할 뿐 평화를 위한 실천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실천을 한다 해도, 그 실천이 다른 실천과 부딪히기 때문이다. 평화 실천들끼리 부딪히는 이유는 평화 실천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법이 다른 이유는 목적이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적이 자기중심적이면,
실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된다. 자기에게 유리한 평화는 결국 타자에게 폭력으로 작동한다.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국가에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공훈에 보답하는 일은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다.
이 때 특정 국가의 보훈정책이 다른 국가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A국가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B국가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가 된다면, B국가가 경험하는 적대성으로 인해 A국가는 다시 B국가의 도전을 받고 위협에 휘말리게 된다.
자기중심적 평화가 타자에게 폭력의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보훈이 특정 국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국제사회에,
나아가 세계시민사회에 어울릴수록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가령 남북한은 분단국가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지향한다. 분단의 원인과 현 상황만으로 보면 북한은 적대국이지만,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미래의 일치로 나아가기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다.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만큼이 평화의 과정이다. 이러한 평화의 과정이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거나 더 큰 폭력을 부른다. 현실에만 안주하면 통일과 평화는 요원하다. 남한 중심적 보훈이 북한을 적대국으로
남겨놓는다면, 북한을 포용하는 보훈은 통일과 평화에 공헌한다. 북한의 보훈정책을 연구하고, 남한의 보훈이 북한에게도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보훈의 시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의미에 잘 담겨있듯이, 보훈도 궁극적으로는 희생과 상처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용서 및 화해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통일 한반도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훈이 전쟁 희생자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쟁 자체가 사라진 세계까지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요원하지만, 한국적 보훈의 세 축인 ‘독립’, ‘호국’, ‘민주’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북한을 품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사회를 위한 공익적 희생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에서부터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인류가 축복할만한 평화지향적
보훈의 모델을 한국에서 만들어야 한다.

Korean and Global: Possibility of Peaceful
Rewarding of National Merits

Chansu YI
President,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Many people wants peace but actually the world is not peaceful. The fundamental reason is that people only crave peace
but they do not put it to practice. Even though they practice peace, that practice collide against another practice. The
reason why practices for peace collide with each other is that the means to practice are different. This is because the
means are set centered on its own purpose. If the purpose is self-centered, practice also becomes self-centered. Peace
that is advantageous to oneself will eventually act violently to the others.
‘Rewarding National Merits’(or Rewarding Patriotism, 報勳) is an act of giving reward regarding meritorious deeds to a
men of national merit or to the family by the nation admiring the patriotic spirit of men of national merit.”. The nation’s
taking care of those who have been sacrificed and rewarding their merits is the basis to maintain the national community.
At this time, a certain country’s rewarding policy may appear as a hostile act against another country. However, If the
process of peace making of country A becomes a hostile act against the country B, Country A will receive challenge from
country B and will be caught in being threatened due to the hostility experienced by country B. Self-centered peace may
act as the cause of violence of the others. This explains why rewarding national merits is better to associate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possibly furthermore with the global civil society rather than within one specific country. Of
course, it is a difficult task. Nevertheless, it is not a path that we can avoid not to go.
For instance, North and South Korea is a divided country as well as seeking unification. Just looking at the cause of
division and current the situation, North Korea is a hostile country, however, in the perspective that they also seek
unification, they are the subjec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o proceed to unity in the future. The amoun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s the process of peace. Without this process of peace, unification is not possible or it results in a bigger
violence. If you settle at the reality, unification and peace is distant. If South Korea-centered rewarding of national
merits leaves North Korea as a hostile country, a rewarding of national merits that embrace North Korea will contribute
to unification and peace. We should expand the vision of rewarding national merits so that we can study the rewarding
policy of North Korea and that the rewarding of national merits can be meaningful to North Korea also.
As it is well contained in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rewarding national merits should go along with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regarding the contributor of sacrifice and injury. Only then can it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entire
unified Korean Peninsula as a wholesome community. Rewarding national merits should not only give support to war
victims but ultimately it should also be able to seek the world where war has disappeared.
Although it is distant, there is a need to equip a system that can combine the 3 axis of Korean rewarding of national
merits, which is ‘independence’, ‘defense of one’s country’, ‘democracy’, embrace Japan or North Korea in the longterm, and ultimately support public sacrifice for the human society. We should make the model of such peace-oriented
rewarding of national merits that deserves to be blessed by the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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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세션 1
‘북한식 평화’에 대한 논의

INVITED SESSION 1
채경희
총신대학교 / 교수

국립국어원 웹사이트에서 “평화”의 사전적 의미는 ①평온하고 화목함, ②전쟁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정의는 서구로부터 ‘수입’한 개념이다.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에는 평화를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 분쟁이나 반목이 없이 화목한 상태로 기록하고 있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평화를 착취계급이 없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채택한 북한은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로 온 세계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계급해방이 이루어진‘정의의 평화’를 중심으로 체제보장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보다는 생존을 택했고 그것을 ‘평화’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북한의 평화는 안보에 국한되어 있다. 북한의 안보는 오로지
김정은정권의 체제유지이다.
북한 사회에서 평화를 얘기하면 ‘수정주의자’로 제국주의와 타협하려는 자로 간주된다. 탈냉전과 함께 ‘평화’는 북한에게 있어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평화는 “조국통일의 필수적 전제”이면서도 통일을 이루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어있다”로 평화통일과 전쟁통일이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븍한은 통일을 반드시 ‘평화적으로’이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조국통일에 있어 남조선혁명이 전제조건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평화가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혁명을 성공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그 자주적인 방법에는 ‘미군철수’가 전제되어 있다.
세상의 평화는 어찌 보면 내적 평화를 기반으로 안에서 밖으로 더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인간 자신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이룩해야 이웃과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내적 평화가 없는 북한, 특히 김정은정권에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Summary of Discussion concerning
'North Korean-style Peace'

Kyunghee CHAE
Professor, Chong Shin University

According to the list on the websit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lexical meanings of“peace”are
described as ① serenity and harmony; ② tranquility or such state without a war dispute or any conflict. These definitions
of peace are an ‘imported’ concept from the west.
In the unabridged dictionary of North Korea, peace are described as a state without a war or violence; a harmonious state
without any conflict or hostility, which is not much different from our definition. However, as adopting Marxism, which
peace is possible only in a society with no the exploiting class, North Korea strategically utilizes for the regime guarantee
as focusing on ‘peace of justice’, the world imperialism is disappeared and class release is achieved as a state without any
conflict.
North Korea chose survival rather than peace, which is defined as ‘peace’as well. The peace is limited in national security,
and the security is only for the maintenance of the Kim Jong-un regime.
If anyone talks about peace in the society of North Korea, the person is considered as ‘a revisionist’ who tried to
compromise with imperialism. As the end of cold war, ‘peace’ is a subject to watch out in North Korea. Peace is “a
required premise of the national unification”.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y are ready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by a
peaceful or unpeaceful way.
For the national unification, there is a view in a ungraceful way in North Korea. As having a revolution as a pre-requisite,
brute force might be taken as priority. There is an explanation as the meaning of a peaceful unification even if a
revolution is succeeded with a violent way in North Korea. For this, North Korea insisted that the national unification
should be discussed independently with withdrawal of the U.S. Armed Forces.
So in a way, world peace may be expanded and enlarged from inside to outside based on inner peace. As firstly achieving
peace in human mind, neighbourhood and society, state, by extension, world peace shall be accomplished. I wonder
authentic peace from inside to outside can be expected in a society without inner peace, especially under the Kim Jong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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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세션 2 (INVITED SESSION 2)

한반도의 미래와 대화
: 북한의 기술기업, 과학기술자와 협력하기
Dialogue with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with North Korean Technology Companies and Scientists & Technologists

현대 문명에서 과학기술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한반도의 미래에는 남북이 과학기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순간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이 세션에서는 북한의 기술, 기술자, 그리고 기술기업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 과학기술로 교류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주목할만한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과학기술자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기술교류사/교류소를 비롯한 기술주도 기업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생겨나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체제가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다.
이 세션에서는 과학기술 연구를 함께 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쓸만한 기술과 뛰어난 과학기술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 주도
기업을 만들고 남북이 함께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려 한다. 만일 북한의
기술과 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남북 스타트업’을 적극 추진해보는 것도 새로운 협력사업이 될 수도 있다. 남북
협력이 일자리 창출과도 직접 연결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A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come essential in modern civilization, there will certainly be a moment when
North and South Korea cooperate in various way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uture. This session seek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technology, engineers and technology companies in detail, and
explore ways to exchange and cooperate in science technology not onl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but also
globally. What are the notable technologies, and how scientists and engineers are being trained to develop them?
A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is rapidly taking root in North Korea, already many technology-driven
companies have been developed and operated this day. Beyond shar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this
session will also discuss ways to actively utilize North Korea's useful technologies and outstanding scientists to
create technology-driven companies and find ways for the two Koreas to compete in the global market together. If
it is possible to actively utilize North Korea’s technology and technical workers, promoting a "South-North Startup"
could be a new joint business. Inter-Korean cooperation could also be directly linked to job creation and foster futur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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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I Moderator / 발표 1 I Presenter 1

초청세션 2 (INVITED SESSION 2)
발표 2 I Presenter 2

강호제
Ho Jye KANG

변학문
Hakmoon BYUN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 소장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 공동연구원
Director, Institute for STENK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y of
North Korea) /
Affiliated Fellow,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박사후연구원
Post-doc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물리학을 전공하여 과학에 대해 이해가 깊으며, 북한 과학기술정책사를 전공한 첫번째 박사이다. 북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대중강연 및 저술 활동을 통해 남북 협력에 대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
기술을 통한 교류협력,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또 다른 비핵화 방법 모색, 북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남북 스타트업 추진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학부 시절 미생물학을 전공했으며 북한 과학사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은 북한 기술혁명론과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북한의 과학기술과 정치경제의 상호관계,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다. 연구물로는 “북한 과학기술 정책에 따른 평양시 변화와 남북 교류협력,” “김정은 정권 ‘새 세기
산업혁명’ 노선의 형성과정”, “북한의 ‘과학기술 강국 구상’과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이 있다.

He majored in physics and has a deep understanding of science. He is the first Ph.D majored in the history of science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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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majored in microbiology while undergraduate, and received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North Korean science
history. He is currently serving as a postdoctoral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His major research interests are the theory of technological revolution in North Korea and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olitical economy, and
measures to activate inter-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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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Jisoo KI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강사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Technology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The speaker majored in Soc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got a master’s degree on the subject of ‘A study on
the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and Ph.D on the subject of ‘A study on the ‘Intelli’ policy in North
Kore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 she is working for as a lecturer of university, and going on with her study of
Intellectual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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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I Discussant 1

윤여령
Yeolyeong YOON

발표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북한 공업관리체계연구’로 석사학위를, ‘북한의 인테리정책연구’로 박사학위를 수여했
다. 현재 대학 강사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지식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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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중학교 교사로 10여년 재직하였으며,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북한 교원에 대한 연구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서 북한 교육관료제 연구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13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입사하여,
북한교육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7년부터는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과 학교통일교육 지원 사업의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연구와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종단연구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Jisoo KIM served as a middle school teacher for over 10 years,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at,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sociology of education from SNU as a study
of North Korean teachers, and then he received a Ph.D. for his research on North Korean education bureaucracy.
Since joining the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in 2013, he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on North Korean
education and education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Since 2017, he has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of KEDI, and is in charge of the education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youth
and the support for unification education. Recently, he conducted research on North Korea'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Kim Jong-eun era and as a research director in the longitudinal study of North Korean background
you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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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Yeongho YOO

박경애
Kyungae PARK

경기도의회 / 도의원
Member, Gyeonggido Assembly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교 / 교수
Profess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유영호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경기도 민생문제 해경 및 도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입법 활동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펼치는 등 다방면에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10대 상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정책, 보육문제,
평생교육, 아동청소년 정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As a member of the 10th Gyeonggido Assembly, Mr. Yoo has been making great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assembly of Gyeonggido through his great legislative works concerning public welfare and administrative
development of Gyeonggido as well as other hard works he has done in the Economy and Finance Committee in the
First-half of the 10th Assembly. In the second-half of the 10th Assembly, he will be working on women, child care,
lifelong education, and child/youth policies as a member of the Women, Family and Lifelong Education Committee.

박경애교수는 카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대학의 정치학교수로 동대학의 《카나다-북한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
소장을 맡고있고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북미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남북한의 정치, 대외관계,
여성과 사회발전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박 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수십차례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
학술대표단들의 카나다방문을 주관하였으며 두 나라사이의 비공식 교류와 관계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2010년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에 《카나다-북한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을 설립하고 매해 6명의 북한교수들을 초청하여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재정학, 산림과학, 환경과학등의 분야에서 6개월 과정의 학술교류를 10년째 진행해오고 있다. 박교수는 또한
평양에서 다수의 외국학자들이 참여하고 국제적인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경제특구와 지속가능한발전등을 포함한 경제, 환경 관련 여러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하여 개최하였고 북한 전역에 걸쳐있는 경제개발구등을 방문하며 외국학자들과 북한의 학자,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도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학술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학자들과 전문가, 관료들을 중심으로
북한학술대표단을 조직하여 해외에서 국제 워크샵들과 현장실습도 진행하였다.
Professor Kyungae PARK is a politic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in Canada, currently serves
as the Chair of the 《Canada-DPRK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and formerly served as the Chair of the 《Center
for Korean Research》. In addition, s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tudies in North
America》 and has written on a broad range of issues ranging from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s, foreign relations,
to gender and social development. Since the mid-1990s, Professor Park has made dozens of trips to Pyongyang and
hosted the North Korean delegation visits to Canada and has played a key role in promoting informal exchange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she set up the 《Canada-DPRK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in 2010 and has been leading a six-month long academic exchange every year in various area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finance, forest science, and environmental science, through the invitation of six North
Korean professors for 10 years. Professor Park has also organized and hosted several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in which many foreign academics participated in Pyeongyang on topics related to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such as economic special districts that received global media atten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ed meetings
with North Korean academics and experts through visits to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across North Korea. As part
of continuous knowledge sharing project through such academic exchange, she organized a North Korean academic
delegation of mainly North Korean academics, experts, and bureaucrats and carried out international workshops and
field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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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술주도 기업과 혁신체제

INVITED SESSION 2
강호제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 소장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 공동연구원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북한에서 과학기술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는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전통과 같은 것이다. 북한에서 과학기술은 생산력 향상을 넘어 노동해방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그리고 연구소보다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현장지향성’이 특징이었다.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연구소와 생산활동을 결합시키는 정책은 1980년대 말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라는 말로 정립되었고
오늘날에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로 확대되었다. 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산/학/연’ 전체가 강하게 결합하여, 혁신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10년대 이후 대외 협력을 위해 만든 기술주도 기업 중에서 ‘(과학/기술/정보) 교류사/교류소’라는 이름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다.
중요 기술 1~2개 혹은 중요 대학의 설비 및 과학기술자를 활용하여 대외 교류협력 단위를 만든 것이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 전체를 대외협력 교류를 위해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와, 외부와 교류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좀 더 의미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다. 오히려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

HoJye KANG

Technology Companies and Innovation System
in North Korea

Director, Institute for STENK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y of North Korea) /
Affiliated Fellow,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Science-technology is being treated very importantly in North Korea such that it has been said that "Science technology
is the Locomotive of Socialist Economic Giant," and "Without Science, There is No Future." This is like a tradition that has
been maintained from right after independence until these days. The policies of science-technology have been treated
importantly in the perspective of labor liberation that goes beyond enhancement of productivity. The typical character of
science-technology policy is the tendency toward the production sites. It means that the center of scientific activities is
the production sites rather than the research institutes and that scientific activities are sensitive to the situations of the
production sites.
The policy of integrating scientific researches and production activities was launched in the late 1980s as ‘Integration
of Science-Technology and Economy’ and has now expanded to ‘Integration of Education, Science-Technology and
Production.’ It is a policy that aims at accelerating the transformation of innovation system through strong integration of
‘Industry/Academia/Research’.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are named as ‘(science/technology/information) Exchange Company/Center’. They are
the technology-led companies created for foreig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y are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one
or two key technologies or facilities and the personnel of key research institutes. ‘Unjong High-Tech Development Park’ is
built as a bridge for science-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allowance of utilizing the State Academy of
Sciences, which is the supreme institute of science-technology research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long prepared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ign exchange through science-technology.
With the full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preparation, it is possible to design new exchange
cooperation projects which are more meaningful and successful. Substantially, it is another way of creating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n fact, it is us who are not prepared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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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북한의 기술들

INVITED SESSION 2
변학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박사후연구원

최근 북한 과학기술 수준과 경쟁력 있는 기술 등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남북 과학기술계의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교류는 불가능하다. 북한 학자들의 해외 발표 논문, 과학기술 관련 북한 국내 문헌 분석을 통해 이런 문제를 일부
극복할 수 있다.
이 중 북한 학자들의 해외 발표 논문은 국제 학술논문 작성 방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해외 학자들의 리뷰를 거쳤기 때문에 세계 학계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북한 과학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 목적은 좋은
논문을 쓰는 것보다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해외 발표논문만으로는 북한 과학기술의 극히
일부분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과학기술의 현황과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 국내에서 출판/보도된 문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은 핵심 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의 기관지 『과학원통보』, 각 부문별 학술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이공계 저널 등 전문 학술지 수십 종을
정기적으로 출판한다. 이에 더해 북한은 우수 과학기술 성과를 심의, 평가하고 발굴하기 위해 “2.16 과학기술상”, “국가과학기술성과
등록사업”, “첨단기술제품 등록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그 결과를 일부나마 보도한다.
물론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국내 문헌에서 정보의 제한성, 과장과 왜곡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대한 다종의 문헌
확보 및 교차 대조, 특정 주제에 대한 장기 시계열 문헌 추적 등 다양한 검증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고 북한
과학기술에 대해 상당히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발표자는 북한 국내 문헌 추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각종 과학기술 성과로 소개된 기술 300개 이상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중 언급빈도가 높은 40개 기술의 내용, 관련 보도기사, 개발기관, 개발자, 관련 논문, 관련 발명/특허 등을 추가로 추적, 정리하고
본 발표에서 6개의 사례를 소개한다.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북한 과학기술 현황, 우리가 활용할 만한 북한
과학기술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orth Korean Technologies Worth Highlighting

Hakmoon BYUN
Post-doc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The demand for information on North Korea’s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competitive technology increased
recently, but the direct and regular exchange of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a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is is impossible. It is possible to partially overcome this problem through an examination
of internationally published papers by North Korean academics and domestically published documents in North Korea
regarding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ationally published papers of North Korean academics are an important material with which to evaluate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global academia’s normal standards, as they are written in accordance
with writing method of international academic papers and are reviewed by global academics. However, because the core
obj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 North Korea is not writing good papers but rather producing results that
are directly helpful to the economy, it is therefore only possible to understand a very small part of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with just internationally published papers by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omestically published/reported texts in North Korea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and
level of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North Korea periodically publishes dozens of expert academic journals
such as Bulletin of the Academy of Science of the D.P.R.K (『Gwahagwontongbo』) that is published by the State Academy
of Sciences (Gukgagwahagwon) which is the key research institute of North Korea, professional journals in each field, and
the journals on science and engineering by Kim Il Sung University and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In addition,
North Korea operates various evaluation systems such as “2.16 Science and Technology Award,”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chievement Registration,” and “Advanced Technology Product Registration” to discover, review, and
evaluate outstanding R&D results and reports at least a part of these results through various media.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discount the limitation of inform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aggeration and distortion in
North Korea’s domestic texts. But it is possible to minimize such issues through various verification methods, such as
securing as many types of texts as possible and cross-referencing them, and tracing long-term time series of the texts on
a particular topic, to extract quite useful and accurat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racing of domestic texts in North Korea, the presenter extracted more than 300 technologies that were
introduced successes of various R&Ds sinc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took office. And the presenter additionally
checked and accumulated data such as contents of the technologies, related articles, developers and institutions, and
related inventions/patents of 40 technologies which had high frequency of mentions, and introduces six examples in this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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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세션 2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INVITED SESSION 2
윤여령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강사

북한에서는 지식노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기를 ‘지식경제시기’로 구분하고, 이 시기의
과학기술혁명을 ‘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명명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은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된 정책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 제기되었고, 중등일반교육체계의 개선,
고등교육체계의 정비, 정규화된 직업기술교육체계의 확립 등이 핵심과제로 설정되었다. 인력양성부문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를
선도하는 창조형, 실천형인재’ 양성이 강조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과학기술인력양성체계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및 ‘새 세기
교육혁명’의 과제 달성을 위해 개편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로 중등교육제도를 비롯한 북한의 교육제도 전반이 개편되었다. 4-6-4의
기존 학제가 5-6-4제로 변경되면서 교육제도는 초등교육 5년, 중등교육 6년(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고등교육 4~6년으로
바뀌었다. 학제 개편의 목적은 의무교육을 1년 연장하여 초등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등교육을 분리시켜 고급중학교 교육에 산업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학제 개편과 더불어 정규 교육과정 및 재교육체계에서 과학기술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실천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술고급중학교가 신설되었다.
고등교육에서는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인재육성과 첨단과학이론, 기술창조’를 담당하는
‘세계 일류급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하에 교육체계가 정비되었다. 대학의 종합화, 일원화정책이 시행되고, 첨단학과가 확대
설치되었으며, 공학교육 및 수재교육이 확대되었다.
또한 현장 노동자를 ‘지식형근로자’로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의 강화를 위해 원격교육대학이 설립되고,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가 완비되는 등 원격교육체계가 수립되었다.

The Education System of Scientists &
Technicians in North Korea

Yeolyeong YOON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Technology

In North Korea, the perio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knowledge work plays a crucial role in social
development is classified as ‘Knowledge Economy Period’.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volution of this period is
named ‘the New Century Industrial Revolution’. The ‘Training All People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s’ policy
that appeared after Kim Jong-un seized power is a new policy that has been newly presented to implement ‘the New
Century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means ‘a business to prepare all constituents of society as knowledge type workers
possessing the knowledge corresponding to the knowledge equivalent to college graduates and as person in charge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education field, ‘the New Century Educational Revolution’ was brought up as a means to realize the ‘Training All
People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s’ policy. Improvement of general secondary education system, organiza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regular vocational tech education system, etc. were set as its core
task. In relation to training personnel, cultivating ‘creative, practical talented individuals leading the knowledge economy’
was emphasized. After Kim Jong-un seized power,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of scientists and technicians was
reorganized to attain the objective of ‘Training All People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s’ and ‘the New Century
Educational Revolution’.
Along with the reorganization of school system,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in the course of study and reeducation system was emphasized, and technical high school wa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cultivating ‘practical
type’ talented individuals in science and technology leading the knowledge economy era.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al system was organized under the purpose of developing into ‘The world’s foremost
prestigious college’ that takes charge of closely ‘combining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cultivating creative talented
individuals, the most advanced scientific theory, and technology creation’. Integration and unification policy of college
was implemented, cutting edge departments were extended and established, and education in college of engineering
and education for the talented students were extended.
In addition, in order to consolidate education ‘learning while working’ necessary to prepare site workers to ‘knowledge
type workers’, distance education system was established such as installing college of distance education and being fully
equipp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Supply Room Network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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