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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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특별세션 1 (PLENARY SESSION 1)

•

7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특별세션 1 (PLENARY SESSION 1)

정태욱
Taiuk CHUNG
인하대학교 / 교수
Professor, Inha University

한강하구, 정전협정, 유엔
군사령부
인하대학교 정태욱

한강하구, 정전협정, 유엔사
Han River Estuary, Korean Armistice Agreement,
United Nations Command

I. 한강 하구의 법적 성격
• 1. 중립지역
• 2. 비무장지대
• 3. 남북 공동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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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강하구의 법적 성격 - 중립지역

I. 한강하구의 법적 성격 – 남북 공동영유

• 남북 구별 없는 공동 이용의 중립지역

• 한강하구는 남북의 경계이며 공동영유(condominium) 지역임

• 무귀속 지역 혹은 제3의 지역으로서의 중립성과 구분

• 남북의 공동영유 (condominium) 와 유엔사의 공동관할
(coimperium)

• 남북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지역이 아님

• 유엔사의 관할권은 군사적 문제에 국한됨

• 유엔사의 관할권은 포괄적인 통치권이 아님

I. 한강하구의 법적 성격 - 비무장지대

II. 유엔사의 관할권

• 한강하구의 비무장지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다름

• 선박 등록

•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군사 방어 목적의 완충지대

• 항행 규제

• 한강하구의 비무장지대는 민간 이용을 위한 보호지대

•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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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엔사 관할권 행사의 원칙

III. 유엔사 관할권 행사의 원칙 - 중립성

• 소극주의

• 국내 정치적 중립
정치적인 이유에서 민용 선박 항행을 제한할 수 없음.

• 중립성
• 남북 자결권 존중

III. 유엔사 관할권 행사의 원칙 - 소극주의

III. 유엔사 관할권 행사의 원칙 – 자결권 존중

• 군사적 성질에 국한됨

• 유엔사의 관할권은 남북 자결권을 침해할 수 없음

• 군사적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민용 선박 항행 승인해야 함

• 자결권(Self-determinism)은 국제법상의 강행규범(Jus Cogens)
임

• 군사적 위험성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엔사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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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음말
• 한강하구의 개방 구역으로의 복원
• 남북 한강하구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

Han River Estuary, Korean
Armistice Agreement,
United Nations Command
Tai-Uk CHUNG: Professor, School of law, Inha
University

I. Legal nature of Han River Estuary
• 1. Neutralized Zone
• 2. Demilitarized Zone
• 3. Condominium of South an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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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egal nature of Han River Estuary
–Neutralized Zone

I. Legal nature of Han River Estuary
- Condominium of South and North

• Neutralized Zone of Undifferentiated Joint Us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The Han River Estuary is the Condominium area of South and
North
• The Overlapping Status of Condominium of South and North
and Partial Coimperium of United Nations Command
• The jurisdiction of United Nations Command is limited to the
military issue

• Not an area deviating from the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 The Jurisdiction of United Nations Command is limited to
military matters.

I. Legal nature of Han River Estuary
- Demilitarized Zone
• The Demilitarized Zone of Han River Estuary is different from
the Demilitarized Zone on land
• The Demilitarized Zone on land is the Buffer Zone of Military
Defense Purpose
• The Demilitarized Zone of Han River Estuary is the Protected
Area for Priv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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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inciple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f United Nations Command

III. The principle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f United Nations Command - Neutrality

• Negativism
• Neutrality
• Respect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South and North

• Domestic political neutrality
The civil ship navigation cannot be restricted for the
domestic political reason

• The neutrality of armistice peacekeeping
The neutral investigation of disputes and accidents
between South and North

III. The principle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f United Nations Command - Negativism
• Limited to the military nature
• Unless the military risk is clear, the civil Ship Navigation
should be approved
• The burden of proof of the existence of military risk is borne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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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inciple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f United Nations Command
– Respect for the Self-determination
• The jurisdiction of United Nations Command cannot
violate the Self-determination of South and North
• The Self-determination is the Jus Cogens of international
law.
• The Cooperation Responsibility of United Nations
Command for the joint project for the peace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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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losing remarks
• Restor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into an Open Area
• A Proposal for the Formation of a Joint Committee on the
Han River Estuar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20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특별세션 1 (PLENARY SESSION 1)

•

21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특별세션 1 (PLENARY SESSION 1)
DMZ Forum 2020

한강하구와 서해평화
박원일
Wonil PARK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 집행위원
Executive Committee/Steward, West Sea Peace Zone Association

수평선 (水平線, 한강하구와 서해를 연결하는 평화의 선) 을 잇자

한강하구와 서해평화
- 수평선(水平線, 한강하구와 서해를 연결하는 평화의 선)을 잇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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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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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평도에 날아 든 포탄

휴전을 위해
버려진 옹진반도

한국전쟁과 연평도

UN군 휴전협정 세부지침(미 트루먼 대통령 재가)

오발탄

c. 거래 목적상…휴전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옹진

6.25 동란 중 본도에 3발의 포탄이 떨어졌다.

과 연안반도가 계속 공산군 측의 통제 하에 놓이

호주비행기가 적진인 줄 알고 떨어트린 포탄이었

는 것에 동의해도 좋다.

으며 월배추야 연대 대원 1명이 죽고, 박신국씨의
소 1마리가 죽었다.

국방부 평가(군사편찬연구소)

이것이 전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결과 전후 북방한계선 및 서북 5개 도서에

- 1988년 연평도 송림면 향리지 중 -

대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도 서울에 대한 적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은 ‘대한민국 안보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되
2012. 6. 국방부 6.25 전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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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1988. 10. 송림면 향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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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서해5도

서해5도를 가둔 두개의 선의 탄생

북방한계선 NLL

황금어장, 서해바다

두 개의 선 사이에 갇혀 버린 서해5도

1964년부터 한정된 공간(어장)과
한정된 시간(야간조업금지)에 사는 서해5도
26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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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뒤덮힌 서해5도 바다

서해5도를 바라보는 시선

특수성 VS 형평성
서해5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

군인의 섬
28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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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기대, 희망, 탄식, 분노, 용기, 대화 …

서해평화수역 - 한강하구
옹진반도 ~ 서해5도 ~ 한강하구~서울까지 길을 잇자

국회로, 정부로, 해상시위, 중국어선 나포, 기자회견, 토론, 간담회, 협약식
한반도기 게양 …

한강하구

대청도

연평도

옹진반도

여의도

백령도

경인아라뱃길
2014. 8. 30

서해5와 한강나루를 연결하자

30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여의도
2015. 4. 20

뚝도(성동구)
2015. 10. 28

남과 북의 수산물이 서해에서 한강하구로 서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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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Forum 2020

한강하구와 서해

Peace in the Han River and the West Sea

수평선을 잇자!

Let’s Connect the Horizontal Line

(水平線, 한강하구와 서해를 연결하는 평화의 선)

(水平線, The line of peace connecting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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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that fell over Yeonpyeongdo in 2010

Ongjin Peninsula abandoned
for Cease-fire

Korean War and
Yeonpyeongdo

Detailed guidelines to UN forces Cease-fire
Agreement (approved by U.S president Harry
Truman)
c. For the trading purpose…if it is for the purpose
of cease-fire, you may consent to continue to
Opening of ceasefire talks
and fight for hill

The aimless bullet
The sun will rise soon.
Who can stope the
brightening dawn

It was a shell dropped by the Australian

the control of the communist army

plane, having thought that it was the enemy
camp and a member of Wolbaechuya
regiment died and Park Singuk’s cow died.

“As a result, North Korea’s threat and

This was the first and the last war.

provocation on the NNL and UNC control island

- From Hyangli-ji, Songnim-myeon,

groups, and continuing threat and provocation

Yeonpyeongdo in 1988-

regarding the most important capital, Seoul is

34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mainland.

leave the Ongjin and the coastal peninsula under

Evaluation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2012. 6.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6.25
Korean War History

During the 6.25 war, 3 shells fell on the

acting as an ‘Achilles tendon on the South
Korea’s Security.”

Hyangli-ki, Songnim-myeon,
in October of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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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st Sea Islands called the powder keg
of the Korean Peninsula

Creation of Two Lines that Confine 5 West Sea Islands

북방한계선 NLL

Fertile Fishing Ground in the West Sea

5 West Sea Islands Confined between the Two Lines

5 West Sea Islands that exists in a limited space
(fishing ground) and in a limited time (fishing
operation at night is prohibited) since 1964
36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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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st Sea Islands Surrounded by Chinese
Fishing Boats implementing Illegal Fishing

How the 5 West Sea Islands are Seen

Specificity VS Fairness

Island of Military Army
38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Limits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Residents in 5 West Sea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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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in 5 West Sea Islands are also the Citizens of Korea
Expectation, Hope, Sigh, Anger, Courage, Communication …

West Sea Peace Zone – the Han River Estuary
Let’s connect from Ongjin Peninsula ~ 5 West Sea Islands
~ the Han River Estuary~up to Seoul

To the national assembly, to the government, marine demonstration,
seizing Chinese fishing boars, press conference, debate, meeting,
agreement ceremony, raising the national flag …

the Han River
Daecheongdo
Yeouido
Yeonpyeongdo Estuary

Ongjin
Peninsula

Baengnyeongdo

Gyeongin Ara Waterway
2014. 8. 30

Let’s Connect the 5 West Sea Islands
with Han River Naru

Yeouido
2015. 4. 20

Ttukdo(Seongdong-gu)
2015. 10. 28

The marine product of the South and the North
transports from the West Sea to the Han River
Estuary to up to Seoul!

5 West Sea Islands marine product
transportation line concep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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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n the H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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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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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1 (PLENARY SESSION 1)
2020 DMZ포럼, KINTEX

이정훈
Junghoon LEE

남북통합 성장엔진 한반도 메가리전
: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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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남북 통합 성장엔진 한반도 메가리전
: 서해-경기만 한강하구권역을 중핵으로
Mega-region of Korean Peninsula at West Sea-Gyeonggi Bay Area
: A Growth Engine of Integrated Korean Peninsula

CONTENTS
Ⅰ. 한반도 메가리전이란?
Ⅱ. 왜 서해-경기만 한강하구 권역이 중심인가?

III. 만과 연안 중심 초국경 메가리전 사례
IV. 서해-경기만권 한반도 메가리전의 비전과 전략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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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왜 서해-경기만/한강하구 권역이 중심인가?

I. 한반도 메가리전이란?

I. 한반도 메가리전이란?
한반도 메가리전의 핵심 권역은 한국의 수도권, 북한의 평양권 및 황해남북도 지역

왜 서해-경기만/한강하구 권역이 중심인가?
세계적으로 만과 강 하구, 접경지역에 성장.발전하는 주요 메가리전 형성
메 가 리전

• 한반도 메가리전

• 미국의 메가리전 11개소 중

- 남북한이 교통-물류 인프라 공유

- 만안지역이 6개소 (Northeast, Northern

- 경제적 연계 - 산업벨트

California)

- 사람과 자본 집적 도시 네트워크

- 접경지역 5개소 (Southern California,

 남북 공동번영의 중심
자료 : http://jacobanglais.over-blog.com/article-terminales-topic-3spaces-and-exchanges-114853958.html.

 한반도 경제권의 성장엔진

미국의 11개 메가리전
인구의 70% 집적

한국의 수도권,
북한의 평양권, 남포, 개성, 해주, 강령, 개풍
경의축과 서해-경기만 연안축의
도시-산업 벨트

Arizona 선 코리도, Cascadia)
메가리전은 글로벌 경제에서 사람, 자본, 상품이
모이는 경쟁력이 강한 단위
리차드 플로리다 : 메가리전은
 세계의 실질적 경제조직 단위
 거대한 부를 생산
 인재가 모이며
 혁신을 창출하는 곳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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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해-경기만/한강하구 권역이 중심인가?
만과 강 하구, 접경지역 주요 메가리전 : 주강하구, 도쿄만, 뉴욕 허드슨만, 샌스란시스코만

왜 서해-경기만/한강하구 권역이 중심인가?
서해-경기만 한강 하구는 내륙과 연결해주는 관문으로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충
“경기만- 한강하구는 동아시아의 지중해(윤명
명철)“
남북한이 한강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를 연결하는 것

• 수도권 GRDP(2018)

- USD8,267억
- KRW992조

조선시대 한강물류의 거점

* 전국대비 52.2%
* 경기 479.8, 서울 423.7
인천 88.7조원

• 웨강아오(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는 중국
GDP의 12%
① 환황해 연근해항로

- 세계 3대 물류항

(6.6백만TEU)

과거 동아시아 연근해 항로
출처: 윤명철, 한국해양사

출처: https://medium.com/whub/why-you-need-to-know-about-the-greater-bay-area-c7ac855d269a

② 대동강하구-서해연근해-제주도
③ 경기만하구-서해연근해-제주도

7

9

왜 서해-경기만/한강하구 권역이 중심인가?

왜 서해-경기만/한강하구 권역이 중심인가?
한반도 통합의 실험장이자 성장엔진 : 국경과 만/하구 지역

한국의 수도권, 북한의 평양권 및 황해남북도 지역은 남북한의 인구와 산업 집적지대
• 북한 평양권, 평성시, 남포시, 강서군,
황해남북도
- 인구 약 900만명
(북한 인구의 약 40%)
- 북한 주요 산업, 광물, 해양 자원보유
• 수도권
- 인구 약 3,500만명, GDP 992조원

남북한 접경지역 완충-연
연결 공간(자
자연국경)이
이자 허파, 생명 공간 (수
수변생태)

* 인구, GDP 모두 대한민국의 절반 수준

•
•
•
•

• 서해 경기만권 한반도 메가리전
 인구(4,400만 명)와 산업에서
한반도의 절반 규모

관광레저와 문화의 중심 공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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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적 국경 공존형 국경 전환을 통해 인구와 도시, 유동성 확대
보호지구와 산업지구 구분, 완충지역 설정
스마트그리드, 전기버스, 전기 및 LNG 선박 등을 중심으로 도시 설계
공유경제 기반 도시 공간구조와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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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안 지역 초국경 메가리전의 단계적 발전 과정

초기단계
- 세관/도
도로/철
철도 설치, 제한적 통관

III. 만/연안 초국경 메가리전 발전 과정
: 웨강아오(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

- 개도국 측 접경 지역:
세관, 도로 및 철도, 상가, 호텔,
산단(외
외자중심) 조성
- 선진국 측 접경지역:
완충지대 유지
엄격한 통관시스템
초국경 도시 및 산업기능 형성
* 월경 노동자의 고급 거주지 형성
- 숙박, 관광, 쇼핑 시설 증가
출처: 이정훈 외, 2019, 트윈시티모델에 기반한 남북한 접경지역 분석과 발전

전망, 경기연구원. * 홍콩-마카오-심천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9.05.)

13

만/연안 지역 초국경 메가리전의 단계적 발전 과정

만/연안 지역 초국경 메가리전의 단계적 발전 과정

ㅈ

ㅈ
1980년대 이전까지 자그마한 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중국 광동성 심천
- 중국 개혁개방의 실험장, 외자유치와
성장엔진으로 변모
- 초기에 심천지역이 개방되었으나
점차 광동성 전역으로 외자 투자 확산

(심
심화단계) 개방 및 초국경 거버넌스
확립 – 초국경 글로벌 메가리전화
- 초국경 활동 제약 감소
-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자본, 물자, 노동의 이동 자유도 상승

ㅈ

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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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발전단계) 접경지역 넘어 배후도시 확장
- 메트로폴리탄화
- 시설, 기능, 제도 안정화
→ 초국경 협력 공간 확장
- 비자발급, 취업, 교역 등 자유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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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안 지역 초국경 메가리전의 단계적 발전 과정

만/연안 지역 초국경 메가리전의 단계적 발전 과정
홍콩 : 제조업 축소, 서비스업 확대

메가리전 내
고속교통 연결
항구 및 공항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경쟁력 강화

홍 콩-심천 취 업 자 변 화

https://www.asiafu
ndmanagers.com/
int/china-greaterbay-area-plan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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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안 지역 초국경 메가리전의 단계적 발전 과정

만/연안 지역 초국경 메가리전 발전 단계 모델
심천 : 제조업 중심, IT 몇 연구개발 확대

홍콩-마카오
-주하이
강주아오 대교
세계 최장
55km
(7km는
해저터널
인공섬 연결)

홍 콩-심천 취 업 자 변 화

https://www.mercu
rynews.com/2018/
10/22/see-chinasnew-34-mile-longbridge-linkinghong-kongmainlan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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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경기만 연안 서해경제공동특구  남북 경제 통합 공동번영 시험
접경/하구 연안지역에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지대 조성 후 배후지역으로 확산
평양

남포

IV. 서해경기만-한강하구 한반도 메가리전 구축 전략

개풍

<생산·소비>
관광·물류·수산업
·해양생태산업·주거

<생산·소비>
관광·레저·주거
·IT·BIO·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인천

사업서비스·물류
금융·관리·도소매
R&D

·

강화·김포

도
로
세/
통세근,
관
관

한
강

김포·강서·고양

관
광

·

사업서비스·물류
금융·관리·도소매
R&D

여
행

·

도
로
세/
세
관
관

공
동
경
제
자
유
지
대

초
국
경
통
근

·

DMZ

해주·강령·연안

쇼
핑
물
류
흐
름
증
가

개성
<생산>
제조(소비재)·물류
+확장(IT)+ 스마트시티
도
로/
세
관

사업서비스·물류
금융·관리·도소매
R&D

파주·고양

서울
21

북중 접경지역 편중 경제특구 및 개발구  남북 접경지역 확대 필요/가능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남북 통합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북한의 27개 경제특구 및 개발구 (경제특구 5, 중앙급 경제개발구 4, 지방급 18)

서해경제공동특구/연안 자유무역지대의 남북 통합 교통 물류
(항구, 공항, 도로, 철도) 인프라 구축

북 한의 경 제 특구 현 황

구분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위치

함경북도

평안북도

개성직할시

강원도

면적

746km2

𝟏𝟏𝟏𝟏𝟏𝟏𝐤𝐤𝐤𝐤𝟐𝟐

66𝐤𝐤𝐤𝐤𝟐𝟐

100km2

무역 및
중계수송,
수출가공,
금융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

특구개념

자유경제
무역지대

특별
행정구

공업단지

관광특구

-

설립목적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

국제
관광지

이정훈 외, 2019. 한
반도 신경제구상과
접경지역 발전 전략,
경기연구원.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20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
요경제지대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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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메가리전과 한강하구 역할 설정 : 수상교통 및 항포구 활성화

한강하구 역할 설정 : 하항 활용 남북 수도권 물류 및 자유무역지대 조성

한강하구 활용 서울 및 수도권 / 남북한 광역 물류 체계 개선 추진

한강하구 활용 수도권 – 북한 광역 물류 (안) : 개풍-평산을 하항으로 조성 가능
남북 접경 황해도의 도시간 도로 연결망

남북 접경 황해도의 철도망

교통운송 중추 공간(통
통일항·포
포구, 수운)
수도권-서
서해 북한연안 연결
• 서울-수
→ 남북 접경타운 조성 및 출입국 관문

이성우, 2019,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서울
신물류체계 구상, KDI 북한경제리뷰. pp. 51~64

자료 : 이성우(2019).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서울 신물
류체계 구상」, KDI 북한경제리뷰; 이성우(2020), 경기연구원 세

이성우, 2019,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서울
신물류체계 구상, KDI 북한경제리뷰. pp. 51~64

→ 도로, 철도, 도보 교량 건설
• 남북한 접경지역에 인구 10만
만 이상의
경제특구/자
자유무역지대 접경타운 연결
→ 수상교통 인프라 조성 및 시스템 구축
• 신항만 건설, 서울항 조성, 경인항 활
성화

미나 발표자료 수정 재인용

한강 활용 서울 및 수도권 광역 물류체계 개선(안
안)
자료 : 이성우(2019).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서울 신물류체계 구상」, KDI 북한경
제리뷰; 이성우(2020), 경기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수정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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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메가리전과 한강하구 역할 설정 : 수상교통 및 항포구 활성화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안)

한강하구 활용 수도권 – 북한 광역 물류 체계 구축 방안 (안)
(서
서해경제공동특구/연
연안접경 자유무역지대)
• 한강하구 남북 공동 경제특구/자
자유무역지대 조성
• 남북 경제통합 – 지식기반산업/제
제조업 교류

이성우, 2019,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서울 신물류체계 구상,
KDI 북한경제리뷰. pp. 51~64

(인
인프라 구축) 김포 중심 십자형 고속도로망,
십일자형 철도망
• 개성-김
김포-인
인천-평
평택, 해주-김
김포-서
서울 고속도로망
• 서해선을 해주방향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 수상교통 인프라 조성 및
시스템 구축
• 신항만 건설, 서울항 조
성, 경인항 활성화

(한
한강하구 연계) 연안 출입국 관문,
다리(도
도로,철
철도,도
도보), 수상교통 및 관광, 연안
국경타운 형성
(수
수도권과 평양-남
남포권을 하나의 경제권-통
통근권화)

자료 : 이성우(2019).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서울 신물류체계 구상」, KDI 북한경

김포·개풍

Green Tec City

첨단산업, 물류, 관광 등

파주·개성

Future City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 교육, 스마
트시티 등

강화·강령·해주

Marine Eco City

관광, 레저, 농업, 수산업 등

제리뷰; 이성우(2020), 경기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수정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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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대
대경기만 도시네트워크, 한반도메가리전
GGA MEGA CITY REGION
Great Gyeonggi B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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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DMZ Forum, KINTEX

Korean Peninsula Megaregion
as a New Growth Engine for Intergrated Korea :
Creating the West Sea - Gyeonggi Bay/Han River Estuary Area
as the Core

V. 추진과제

September 2020
Junghoon Lee
Head of the Peace and Border Studies Cent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추진과제
제재 해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

CONTENTS
•

비전과 추진계획 구체화, 남북간 논의 및 공감대 형성

Ⅰ. What is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 남북 경기만 항만공사
 인천항, 통일항(가
가칭), 해주항 공동 운영 추진
• 북한 노동자 교육기관 설립운영
• 교통.물
물류 인프라 개발
• 국제자본 유치
• 법제도 수립
• 초국경 거버넌스 (가
가칭)서
서해경제공동특구 위원회
• 남북한 주민 일상적 왕래 공간 설계 (당일
일 개별관광)

Ⅱ. Why is the West Sea -Gyeonggi Bay /Han River Estuary area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III. Examples of transbordermegaregions located along bays and coasts
IV. Vision and strategy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in the West Sea Gyeonggi Bay Area
V. Conclusio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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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Why is the West Sea -Gyeonggi Bay/Han River Estuary area
the core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I. What is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I. What is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Why is the West Sea - Gyeonggi Bay/ Han River Estuary area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Major megaregions around the world are formed and grow in bay areas, river estuaries,
and borders
.

The core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include the Seoul capital area in South Korea
and the Pyongyang area and North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in North Korea

Megaregions

• Korean Peninsula Megaregion
- The two Koreas sharing transportation and
logistical infrastructure
- Economic linkage – Industrial belt
- Clustered network of cities where people
and capital concentrate
 Center of the inter-Korean co-prosperity
 Growth driver of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bloc

• Out of the 11 megaregions in the US

- 6 megaregions are located in bay areas (e.g.,
Northeast, Northern California)
- 5 megaregions cross borders (e.g., Southern

California, Arizona Sun Corridor, Cascadia)
자료 : http://jacobanglais.over-blog.com/article-terminales-topic-3spaces-and-exchanges-114853958.html.

Urban-industrial bel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yongyang area and the Gyeongui axis
connecting Nampo, Kaesong, Haeju, Gangryeong,
and Gaepung in North Korea; and the West Sea Gyeonggi Bay area

11 megaregions in the US
About 70 per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is located in the megaregions.

Megaregions are the new competitive units in the
global economy, where people, capital, and goods
gather.
Richard Florida: “Megaregions are
 the real economic organizing units of the world;
 producing the bulk of its wealth;
 attracting a large share of its talent; and
 generating the lion’s share of innov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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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s the West Sea - Gyeonggi Bay/ Han River Estuary area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Major megaregions located in bays, river estuaries, or border areas: Zhujiang (Pearl River) Estuary ,
Tokyo Bay, Hudson Bay, San Francisco Bay

Why is the West Sea - Gyeonggi Bay/ Han River Estuary area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The West Sea-Gyeonggi Bay-Han River Estuary area is a gateway to the inland area, serving as
a geopolitical poi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yeonggi Bay- Han River Estuary area is the ‘Mediterranean’ of East Asia (Myeongcheol Yoon).”
The joint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by the two Koreas would connect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orld.

• GRDP of Seoul metropolitan

areas (2018)
- USD 826.7 billion

Logistical hubs along the Han River in the Joseon Dynasty

- KRW 992 trillion
* 52.2% of nationwide GRDP

* Gyeonggi: KRW 479.8 trillion
Seoul: KRW 423.7 trillion
Incheon: KRW 88.7 trillion
• The Guangdong-Hong Kong-

Macau Greater Bay Area
accounts for 12% of China’s
GDP.
- Including three of the world’s

① Littoral sea routes along the Yellow Sea Rim
② Daedong River Estuary- Coastal Waters of the West Sea – Jeju

top 10 container ports
Source: https://medium.com/whub/why-you-need-to-know-about-the-Hong Kong-bay-areac7ac855d269a

Ancient littoral sea routes in East Asia

(6.6 million TEU)

Source: Myeongcheol Yoon, A Korean Maritime History

Island
③ Gyeonggi Bay - Coastal Waters of the West Sea – Jeju Island

7

Why is the West Sea - Gyeonggi Bay/ Han River Estuary area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People and industries are concentrated in the Seoul capital area in South Korea and
the Pyongyang area and North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in North Korea

9

Why is the West Sea - Gyeonggi Bay/ Han River Estuary area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Testbedandgrowthdriverfor integratedKorea: Border,bay,estuaryregions

• The Pyongyang area, city of Pyeongseong, city of
Nampo, Gangseo county, and North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in North Korea
-

Population of about 9 million (About 40% of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 Home to major industries, mineral deposits, and
marine resources

• Seoul capital area
-

Population of approx. 35 million; GDP of KRW 992

The area is the buffer and connecting zone and the green lungs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the inter-Korean border (natural border) (waterfront ecology).
• Expanding the population, city, and mobility of the area by changing the confrontation of
the border to coexistence
• Distinguishing protection zones from industrial zones and creating buffer areas
• Urban design based on smart grid, electric bus transit, electric power, and LNG carriers
• Urban space structure and operating system based on a sharing economy
It is the center for tourism, leisure, and culture.

trillion
* Its population and GDP account for half of those of

South Korea.
• West Sea - Gyeonggi Bay megaregion
 Its population (44 million) and industries account for
half of those of the Korean Peninsul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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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d development of transborder megaregions along bays/coasts

Initial phase
- Establishing customs , roads, and railways;
limited customs clearance

III. Phased Development of Transborder Megaregions along Bay/Coastal Areas:
Guangdong-Hong Kong-Macau Greater Bay Area (case study)

Developing country

- Border regions of the developing country:
Establishing customs, roads, railways,
shopping malls, hotels, and industrial
complexes (based on foreign capital)

Twin city

- Border regions of the advanced country:
Maintaining buffer zones
Establishing rigorous customs clearance
system
Forming transborder cities and industrial
functions

Advanced country

Source: Junghoon Lee, et al., 2019, Prospect of South and North Korea Border Region
Development Based on the Twin City Model, GRI. *Developed based on interviews
with experts of the Hong Kong-Macau-Shenzhen area and on-site inspections (May
2019)

* Creating high-end residential districts for
workers crossing the border
- Increasing the number of accommodation,
tourism, and shopping facilities
13

Phased development of transborder megaregions along bays/coasts

ㅈ

Phased development of transborder megaregions along bays/coasts

ㅈ

Shenzhen was a small fishing village in
Guangdong Province, China, in the early
1980s.
- The region was transformed into a test
bed and growth engine for the reform
and opening up of China’s economy.
- Foreign investment was made in the
Shenzhen area at an early stage but
expanded to all of Guangdong Province.

ㅈ

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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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hase) Expansion into nearby
cities beyond the border area
– Creation of a metropolitan area
- Stabilization of facilities, functions, and
systems
→ Expansion of transborder cooperation space
- Increase in degree of freedom for issuance of
visa, employment, and trade
(Acceleration phase) Expansion of opening and
transborder governance
– Creation of a transborder global megaregion
- Reduction of constraints to transborder
activities
-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governance
- Increase in freedom of movement of capital,
goods, and peop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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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d development of transborder megaregions along bays/coasts

Phased development of transborder megaregions along bays/coasts
Hong Kong: Reduced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expanded the service sector

High-speed
transportation
systems connected
and port and airport
infrastructure
networks established
within the
megaregion 
Raising
competitiveness

Changes in employment profiles in Hong Kong and Shenzhen

https://www.asiafu
ndmanagers.com/in
t/china-Hong Kongbay-area-plans/
15

17

Phased development of transborder megaregions along bays/coasts

Development model of transborder megaregions along bays/coasts
Shenzhen: Focused on manufacturing and expanded the IT industry and R&D

Hong Kong Zhuhai-Macau
Bridge (HZMB):
World’s longest
sea bridge at 55
km (7-km
underwater
tunnel between
two artificial
islands)

Changes in employment profiles in Hong Kong and Shenzhen

https://www.mercur
ynews.com/2018/10
/22/see-chinas-new34-mile-long-bridgelinking-hong-kongmainlan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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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Test bed for co-prosperity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Establishing special economic zones and free trade zones along the border and river estuary
and expanding them into nearby regions

Pyongyang

Nampo
Haeju – Gangryeong - Yeonan

DMZ

Road/
Customs
세

관

Business service,
distribution, finance,
management,
retail/wholesale, R&D

Ganghwa - Gimpo

Incheon

Gaepung

Joint Free Economic Zone

<Production/Consumption>
Tourism, distribution,
fisheries, maritime
ecosystem industries;
residence

<Production/Consumption>
Tourism, residence, IT, Bio,
smart farm, new renewable
energy

Han
Rive
r

Road/
Customs
세

통근,
관

Business service,
distribution, finance,
management,
retail/wholesale, R&D

Gimpo – Gangseo - Goyang

Increase in transborder commuting, travel, tourism,
shopping, and logistic s flow

IV. Strategy for Establishing the West Sea –Gyeonggi Bay/Han River Estuary
Megaregion

Kaesong
<Production>
Manufacturing (consumer
goods), distribution
+ Expansion (IT) + Smart city
Road/
Customs

Business service,
distribution, finance,
management,
retail/wholesale, R&D

Paju - Goyang

Seoul
21

Establishment of the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Inter-Korean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cessity/possibility for establishment of the same kind of special economic zones concentrated on the North
Korea – China border in the inter-Korean border areas

North Korea has 27 special economic zones (5 special economic zones, 4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18 provincial development zones)

Establishing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ports, airports, roads, and railways) infrastructure
for inter-Korean integration at the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s and Coastal Free
Trade Zones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Category

Rajin-Sonbong

Sinuiju

Kaesong

Mt.
Geumgang

Location

North
Hamgyeong
Province

North
Pyeongan
Province

Kaesong
City

Gangwon
Province

Zone type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dustrial
region

Special tourist
zone

Target
industry

Trade, relay
transportation,
export
processing,
financial

Financial,
trade,
commercial,
industrial, high
technology,
entertainment,
tourism

Industrial,
trade,
commercial,
financial,
tourism

International
tourist site

Area

-

Junghoon Lee, et al.,
2019,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rn
Gyeonggi Development
Strategy, GRI.

Source: DPRK Woigukmun Publisher (2018). Major Economic Zon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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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and the Han River Estuary: Revitalization of water
transportation and ports/harbors

Roles of the Han River Estuary: Creation of logistics networks and free trade zones in the capital
areas of the two Koreas through utilization of river ports

Improving the metropolitan logistics system for Seoul, the Seoul capital area, and the interKorean border area through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Plans to establish a metropolitan logistics system for the Seoul capital area and North Korea through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draft): River ports may be established in the Gaepung -Pyeongsan area

→ Creation of inter-Korean border towns and
entry/departure gateways

이성우, 2019, Han River Estuary의 평화적 이용을 통
한 Seoul 신Distribution체계 구상, KDI 북한경제리뷰.
pp. 51~64
Source: Sungwoo Lee (2019). New Seoul Logistics System Initiative
through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ungwoo Lee (2020), Ibid, revision for GRI
seminar presentation material

Improvement of the metropolitan logistics system in Seoul and
the Seoul capital area through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draft)

Intercity road networks of Hwanghae province
bordering South and North Korea

Railroad systems of Hwanghae Province
bordering South and North Korea

Hub of transportation (Unification Port/Harbor
and water transportation)
• Connecting Seoul, the Seoul capital area,
and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이성우, 2019, Han River Estuary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Seoul 신Distribution체계 구상, KDI 북한경제
리뷰. pp. 51~64

→ Construction of roads, railways, and
pedestrian bridges
• Creation of towns adjacent special
economic zones/free trade zones with a
population of at least 100,000 in the interKorean border areas
→ Establishment of wate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ystem
• Construction of new harbors, creation of
the Port of Seoul, and revitalization of
Gyeongin Port

Source: Sungwoo Lee (2019). New Seoul Logistics System Initiative through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ungwoo Lee (2020), Ibid,
revision for GRI seminar presentation materia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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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of the Korean Peninsula Megaregion and the Han River Estuary: Revitalization of
water transportation and ports/harbors

Korean Peninsula Megaregion Initiative (draft)

Plans to establish a metropolitan logistics system for the Seoul capital area and North
Korea through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draft)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Coastal Free Trade Zone)
•
Creation of inter-Korean joint economic zone and free trade
zone along the Han River estuary
•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 Exchange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이성우, 2019, Han River Estuary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Seoul 신
Distribution체계 구상, KDI 북한경제리뷰. pp. 51~64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Gimpo-centric cross-shaped
expressway networks, 11-shaped railroad networks
•
Expressway networks linking Kaesong-Gimpo-IncheonPyeongtaek and Haeju-Gimpo-Seoul
•
Railroad networks linking the West Sea lines toward Haeju

→ Establishment of water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ystem
• Construction of new
ports, creation of the Port
of Seoul, and revitalization
of Gyeongin Port

(Linkage of the Han River Estuary) Establishment of coastal
entry/departure gateways, bridges (for cars, railways, and
pedestrians), water transportation, tourism, and coastal border
towns
(Linking the Seoul capital area to the Pyongyang-Nampo area as an
economic and commutable area)

Source: Sungwoo Lee (2019). New Seoul Logistics System Initiative through Peacefu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Sungwoo Lee (2020), Ibid,

revision for GRI seminar presentation materia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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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po, Gaepung

Green Tech City

High-tech, distribution, tourism , etc.

Paju, Kaesong

Future City

Manufacturing, service, tourism,
education, smart city, etc.

Ganghwa,
Gangryeong, Haeju

Marine Eco City

Tourism, leisure, agriculture, fisheries,
etc.

 West Sea- Great Gyeonggi Bay Area Urban Network, Korean
Peninsula Megaregion
GGA MEGA CITY REGION
Great Gyeonggi Ba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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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Next Steps

Next Steps
Phased implementation plans before and after lifting of sanctions
•

Establish concrete vision and action plans; carry out inter-Korean dialogue;
and create consensus

• South and North Gyeonggi Bay Port Authority
 Jointly operate the Incheon Port, Unification Port (tentative name), and
Haeju Port
• Establish and operate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North Korean workers
• Develop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 Attract international capital
• Establish legal system
• Form the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Committee (tentative name)
for transborder governance
• Design daily interaction spaces for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individual day trips)

28

72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특별세션 1 (PLENARY SESSION 1)

•

73

DMZ
FORUM
2020
PARALLEL
SESSION 1-1
기획세션 1-1

진마 도서 지역의 역동적 경계 만들기
: 냉전 경계에서 발전주의적 경계로

78

The Dynamic Bordering in Kinma Islands
: From Cold-War Borders to Developmental Borderwork

DMZ 접경지역과 생태평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112

The DMZ Border Regions and The Eco-Peace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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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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진위
Jinn-yuh HSU
국립대만대학교 지리학과 /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National Taiwan University

진마 도서 지역의 역동적 경계 만들기
냉전 경계에서 발전주의적 경계로
쉬 진위
국립대만대학교 지리학과

'0=포럼 준비 자료
대한민국 경기도
년 월 일

진마 도서 지역의 역동적 경계 만들기 : 냉전 경계에서 발전주의적 경계로
The Dynamic Bordering in Kinma Islands
: From Cold-War Borders to Developmental Borderwork

개요
• 국경질서이론국경의 정치학
• 진마 섬 사건 발생 
• 군사화의 대상 
• 탈주변화의 대상
• 연결의 대상년대 이후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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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

•

질서 2UGHULQJ 타자화 2WKHULQJ 경계 관행의 역설적 특성 경계는

고유하고 일관성 있는 질서를 형성하고영토 모호성과 양면적인
정체성을 제거하기 위해 세운다그러나 경계는 공간과 정체성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차이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재생산하는
특성도 갖고 있다

진마 도서 지역의 역동적 경계 만들기
냉전 경계에서 발전주의적 경계로
쉬 진위
국립대만대학교 지리학과

경계 형성에는 타자들이 필요하며또한 타자들은 경계 형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타자들은 영토로 구분 지어진 사회의 정형화된 질서 속에서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끊임없이 생산과 재생산을 반복한다

'0=포럼 준비 자료
대한민국 경기도
년 월 일

진마 섬 사건 발생
1949-1958

• 콘크리트 담장과 울타리여권 및 특별 허가와 같은 제도적 관행을 통한
경계 짓기 ERUGHULQJ 는 평범한 계약을 통해 거의 초월적인 실체인
국가라는 존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 모든 정치적 경계는 두 국가 사이의 단순한 경계선에 불과하지만항상
‘다른 지정학적 분할에 의해 제재되고중복되며상대화’된다

• %DOLEDU 는 “경계에 세계를 구성하는 기능이 없다면경계 국경 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http://www.gettyimages.ae/license/506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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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

•

• 진먼에서의 군사적 충돌구닝터우 전투는 내전에서 공산당의 끊임없는
승리를 저지시킴

질서 2UGHULQJ 타자화 2WKHULQJ 경계 관행의 역설적 특성 경계는

• 년 중화민국 52& 정부가 본토에서 대만으로 후퇴한 후별도로

고유하고 일관성 있는 질서를 형성하고영토 모호성과 양면적인
정체성을 제거하기 위해 세운다그러나 경계는 공간과 정체성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차이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재생산하는
특성도 갖고 있다

관리되는 개의 섬을 새로운 행정 단위로 묶어 롄장현에 소속시킴어촌
마을이었던 마쭈 열도는 최전선 국경지대가 됨

• 중화인민공화국 35& 군대와 진먼과 마쭈 진마

주민들 사이의 인적
물적 및 정보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이 조성되었고 마쭈 어민들은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결국 마쭈는 어업이 없는 어촌이 되었다
진마와 35&사이의 외부 경계

경계 형성에는 타자들이 필요하며또한 타자들은 경계 형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타자들은 영토로 구분 지어진 사회의 정형화된 질서 속에서
응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끊임없이 생산과 재생산을 반복한다

NP

뤄위안현

마쭈 열도
푸저우
마웨이

PRC

롄장현

마쭈 열도
총 면적NP
인구

NP

베이간섬
난간섬

푸저우 시

타이페이

샤먼

도닝섬

창러현

진먼 지역NP
인구

NP

마쭈 열도 롄장현52&

쥐강섬

NP

ROC

8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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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화의 대상 
• 년 진먼과 마쭈에 각각 설립된 전쟁지역관리국 :DU =RQH
•
•
•

마쭈와 진먼이 적국인 공산주의 중국 35& 의 접경지가 됨에 따라 진먼과
마쭈 진마 의 사람 및 물품은 특별한 허가없이는 대만 본섬을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내부 경계진마와 대만 사이의 경계
전선 군도전쟁구역 또는 진마 진먼과 마쭈 ＂해상“ 섬의 형성 ZDLGDR 
년 포병 전쟁전쟁 지역의 정점

$GPLQLVWUDWLRQ:=$ 은 민중 부문의 지배구조를 지휘하고 군사화했다
전투 마을민중들은 더 이상 수송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고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해 자기 방어 전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여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 더욱이 대만 정부는 여전히 연안 진마지구 근해의 병력 규모를 늘렸고
그 규모는 한때 대만 전체 군대의 약 ¼에 해당하는 만 명에 달했다

연도

총 병력 (A)
600,0001

10,5002

48,0004

0.10

1958

1

2

95,0004

0.23

2

4

0.20

4

0.08

4

0.05

600,000

500,000

20,000

1

400,000

80,000

3

10,000

500,000

2000

연도

40,000

1

1993

군사화의 대상: 1958-1987

마쭈/진
진먼 주둔
비율(B+C)/A

진먼 주둔 (C)

1954
1985

출처
 (SRFK7LPHV

 /LQ&KLQ<DQ

 /LEHUW\7LPH

 6]RQ\L 
 롄장현 정부52&

마쭈 주둔 (B)

1

30,797

3

6,000

마쭈 주둔 마쯔 주민
(B)
(D)

비율
(B/D)

1954

10,5002

10,9845

1.0

1958

2

40,000

11,883

5

3.4

1985

20,0002

6,9265

2.9

1993

10,0003

5,6035

1.8

2000

6,0003

6,7335

0.9

13,342

연도

진먼 주둔 진먼 주민
비율 (C/E)
(C)
(E)

1954

48,0004

50,1061

1.0

1958

4

1

2.1

1

95,000

4

45,181

1985

80,000

48,846

1.6

1993

30,7974

45,8071

0.7

2000

4

1

0.2

13,342

53,832

Source:http://www.matsu.idv.tw/topicdetail.php?f=183&t=1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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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년대 산업화 이후 대만에서 전후 경제 기적이 부상했다

대만은 새로운 국제분업 1HZ,QWHUQDWLRQDO'LYLVLRQRI/DERU 을
이용했다특히 52& 중화민국 가 유엔에서의 탈퇴를 강요당하고
52&의 국제적 인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시기에경제개발은 대만의
통치권한이 되는 한편 52&의 존립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 군사화의 등장에 반하여무력으로 본토를 되찾으려는 탐색은 미국의

•
•

지정학적 봉쇄정책에 의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미국 기업의 주도로
대만은 물론 한국까지 지리적 경제 네트워크에 포함되었다

6]RQ\L  는 공동 보호 조약이 진마 지구 근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안 긴장에서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진마 지구의
군대가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역할을 함으로써단지 대만만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52&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6]RQ\L의 주장은 진마의 이중적 경계의 효과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진마 지구 군대의 더 중요한 의미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의 발휘이자대만 국민 전체에 대한 훈육과 단련의
의미를 갖는다즉국가 폭력에 의한 백색테러이다

경계의 질서
•
•

그러나 동시에 35& 중화인민공화국 은 대규모 군사 조치없이 격일로 진마에
포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즉, “실제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양안 간 본격적인 전쟁이 사그라든 시기 동안대만이 군사적 대결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
•

진마의 군사화 강화와 대만의 급속한 산업화의 공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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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와 진마 사이의 외부 경계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52&국가를 상징하기
위해여전히 반공 내전에 참여하고 있지만필요한 경우 대만 섬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하고계엄령 하에서는 순순히 따르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외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진마와 대만 사이의 내부 경계“평화로운” 대만의 기적으로부터 진마 전쟁
지역을 분리하기 위한 내부 경계는 인바운드 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적 완충 및 구분으로 작용했다
요컨대이 기간 동안의 이중 경계는 한편으로는 내전에서 52&가 표명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정당화하고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 통합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진마와 대만의 예외적 공간을 상호 구성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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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변화 대상


http://hk.on.cc/tw/bkn/cnt/news/20170218/photo/bkntw-20170218133700517-0218_04011_001_03p.jpg?20170219061533

•

그에 대한 반응으로비군사화와 탈경계화가 발생했다년대 초 군사
전략의 개편에 따라 주둔군 감축이 시작되었고 최대 만명이었던 군대가
년대 초반에는 만명 미만으로 축소되었다진마 주민들에게는 전투
경제가 주된 사업만큼주둔군의 감축은 년대 이후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다6]RQ\L  에 따르면년대 이전진먼에서는 이상의
가구가 전투 경제에 관여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년에 관광산업에 진마를 개방하였고탈경계화는
더욱 절실해졌다내부 경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진마 주민들은 학업과
직업을 위해 대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동시에 정부는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진마에서 군대 생활 체험 활동 에 참여시켰다년대 초 이후에는 특별
허가 없이 진마와 대만 간 왕래가 허용되었다

https://cc.tvbs.com.tw/i
mg/upload/2017/02/18/2
01702181826096f40d80b.jpg

탈주변화 대상
•

•

얽히고 설킨 정치적 발전년대 후반의 민주화와 토착화년 미국이
35&를 외교적으로 인정하고 정치적 강자 인 장징궈의 죽음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대만의 계엄령은 년에 해제되었지만 진마에서는 이러한
해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년에 진마의 계엄령이 마침내 해제된 후에도
:=$는 년까지 특별 규정을 유지했다
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인 대만
정체성이 소환되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화하려는 초기 경계 관행에
반대한 토착화 정책은 옛 “중국” 정체성과 구별되는 운명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영토적으로는“대만펑후진먼과 마쭈 타이 펑
진마)”라는 지리적 범주가 정치적 동원을 반영하는 데 사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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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이상의 개발 끝에 대만은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성공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진마는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으며년대 이전까지 진마 주민들은
전투 경제에 압도적으로 의존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주변적 존재로 여기거나
심지어 전후 대만의 경제 발전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년대 초 중국 35& 의 경제개혁과 대만의 계엄령 해제 이후 진마와
중국 사이에는 사이에 다공성 경계가 존재했다양국간의 무역이 합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양국의 어민들 간에 약간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점점 더
많은 식량과 물품이 거래되었다진마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법 거래는 잃어버린
전투 경제의 새롭고 중요한 대체물이 되었다심지어 전화 주문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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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적 경계작업 년대 이후

탈경계의 질서
•
•

•

소액의 거래자들에 대해 대만측에서는 밀수로 처벌받았지만중국측에서는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대만 중심의 개발 정책 하에서 주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진마 주민들은 소액 무역에 대한 비범죄화를 채택했다

•

“타이펑진마＂의 정체성에 대한 호소는 경계에 대한 전략을 바꾸었다즉한편으로는
진마와 대만 사이의 탈경계를 통해 군사 구역의 공간을 정상화하는 것이고다른
한편으로는 진마와 중국 사이의 경계를 군사 내전 적 역할은 낮추고 국가경제
관리로서의 역할에 우위에 둔 것이다 즉진마와 중국 사이의 경계는 국가 대 국가간의
특수 경계였다

마웨이

35&

지룽
샤먼

•

타이페이

취안저우

진먼

타이중

자이

•
52&

타이난
가오슝

진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안 교류 협정이 체결되었다'33정부는
이에 대해 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사실 중앙정부는 협정에 반드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그러한 협정은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관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적 경계
년대 이후

마쭈

푸저우

•

년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진보당 ''3 은 대만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진마와 중국 간의 소액 거래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세 개의
작은 연결＂이 년에 시행되었다또한 푸젠의 특정 항구를 지정하여 진먼
및 마쭈와 직접 선박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일부 상품은 진마에만 수출할 수
있었으며 대만으로는 재수출할 수 없었다
대만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진마 거주민에 한하여 이 세 개의 작은 연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Matsu


KWWSLHSRFKWLPHVFRPDVVHWVXSORDGVMSJhttps://c.share.photo.xuite.net/artdc/1cbcb9b/7398483/282159688_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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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작은 연결”을 통한 관광객 수

1,600,000
1,400,000

진먼

1,200,000
1,000,000

•

•
•

800,000

진먼과 마쭈는 대만과 중국간의 접점에서 예외적인 공간이 되었다이 지역은
국내 관계도 국제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600,000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당시 진마 지역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었다

400,000

양안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진마 지역은 고립된 주변지역에서 교류의
최전선으로 국경지대의 역할을 역전시키기 시작했다

200,000
0
2000

마쭈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3개의 큰 연결“ 합법화
Source:Ministry of Transportation, ROC

PRC

하이시 경제 특구

•
•

재주변화의 위기냉전 관광의 혜택은 순식간에 한계에 다다랐다더욱이
년 .07가 권력을 되찾은 후 “개의 거대한 연결”이 합법화됨에 따라 진마
지역이 가진 접점의 유리한 위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마 정부가 제안한 재경계 5HERUGHULQJ 전략면세섬 및 양안 자유무역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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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자유무역지대
협상 중

마웨이

핑탄 특구

샤먼 특구

진먼

마쭈

ROC


푸젠성“하이시 경제
특구”프로젝트 제안

무대응


국무원하이시 경제특구 지원
발표

관망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 &URVV6WUDLW6HUYLFH
7UDGH$JUHHPHQW 에서
하이시 경제특구 투자자에게
특별 제안

대중의 지지 없음
투자자의 신중한 재량 권고


핑탄 및 샤먼 특구에 거주하는
대만인에게 특별 시민권
제공 예건강보험운전면허
공무원직

공무원직을 가진 대만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마쭈와 마웨이 지방 정부가
양안 자유무역지구 설립
협상을 위한 정기 회의 개최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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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경계 재경계 질서
•

•
•

면세섬 'XW\)UHH,VODQG 내부 경계의 외부화사업세 면제역외 세금
피난처
양안 자유무역지대 FURVV6WUDLW)UHH7UDGH=RQH 외부 경계의 내재화
지정학적 우려가 낮은 중국의 자유무역지대와의 지리적 경제 통합 활용

경계
외부 경계


적과의
교전 노선

내부 경계

연결 대상

마쭈 열도

국가국가

동아시아 지정학
동아시아 전후
세계 질서

진마는 전쟁
지역을
수행하지만
대만은
신국제분업에
포함

국가전략으로서 타이완 해협을
군사화
사이에 둔 두
개의 정치 정권

냉전과 격리의
지정학

경계 규정 해제

“진마” 운명
공동체 구축

주변화의 위기

타이완의
냉전 이후
민주화와 토착화

양안자유무역지 면세섬내부
대외부 경계의 경계의 외부화
내재화

경계에 대한
각각의 해석

개발
전략으로서의
접점

양안 투자





년대
이후

이중 경계의 기능

개별 섬을
52&와 35&
전체적으로 정렬 사이의 내전

불법 양안 무역
탈주변화 대상

규모 영역

“최전선 필드”와 전장 배틀필드
“홈 프론트＂의
차별화

적과의 상호 구별 예외적 공간

군사화 대상

Jinn-yuh Hsu
Department of Geography
National Taiwan University
Prepared for DMZ Forum 2020
Gyeonggi Province, Korea,
September 17-18,2020

전략으로서 반드시 탈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탈경계와 재경계의 전략적 결합

단계
마쭈 열도의
사고 발발

The Dynamic Bordering in
Kinma Islands :
From Cold-War Borders to
Developmental Borde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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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 및
시장으로서
중국의 부상

Outline
• Theories of Border/Order, Politics of Bordering
• The Accident Birth of Kinma Islands: 1949-1958
• Militarizing Subjects: 1958-1987
• De-peripherialized Subjects: 1987-2000
• Inter-facing Subjects: after 2000s
•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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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ities
•
•

•
•
•

Ordering/Othering: the paradoxical characters of bordering practice: borders are
erected to erase territorial ambiguity and ambivalent identities in order to shape a
unique and coherent order. But create new or reproduce latently existing
differences in space and identity.
Others are both necessary, constitutive for the formation of borders. Others are
needed and constantly produced and reproduced to maintain a cohesion in the
formatted order of a territorially demarcated society.

Bordering, with the concrete wall and fences and institutional practices such as
passport and special permission becomes thee mundane arrangements help
manufacture an almost transcendental entity, the nation state.
no political border is ever the mere boundary between two state, but is always
'sanctioned, reduplicated and relativized by other geopolitical divisions’ .

Borderwork (Rumford 2014)
•
•
•

Borders are no longer used to clearly define state territories, but function as
staplers in crafting the inclusive exclusions and the exclusive inclusions.
“border thinking”, the positionality of borders should not be subjected to that of
the state, which is usually taken as responsible for setting up the order of coreperiphery (border)
the idea of borderscape is still state-centric and instead, the concept of borderwork,
which recognizes the ability of ordinary people to construct borders without
necessarily acknowledging the meanings delineated by the state.

The Accident Birth of Kinma
Islands:
1949-1958

Without the world-configuring function they perform,’’ Balibar writes, ‘‘there
would be no borders—or no lasting borders’

Source: http://www.gettyimages.ae/license/5066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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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ident Birth of Kinma Islands：
1949-1958
•
•
•

•

•

Uncertainties around the defeated KMT regime during the civil war against the
Communist.
The attitude of the US: contrasting policies, on the one hand, waited for the
Communist response for the formal diplomatic relation, on the other hand,
supported the power competitors against Chiang Kai-Shek in KMT, and even
Taiwan independency movement.
Without the Korea War, the Seventh Fleet of the US might not determine to jointly
protect Taiwan from the invasion of the Communist China.
The shaping of the accident state.

•
•

Military conflict in Kinmen, the Gulingtou battle to stop the communist ceaseless victories
in the civil war.
Alignment of five separately administrated islands to become a new administrative unit,
the Lianjiang County, after the Republic of China (ROC) government retreated from the
Mainland to Taiwan in 1949. The Matsu islands became the frontline borderland from
fishery villages.
To cut off the connection of people, goods and intelligence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roop and Kinmen and Matsu (Kinma) people, a border was raised and Matsu
fishing men were not allowed to go fishing on the sea. Matsu became a fishing village
without fishing. External bordering, the border between Kinma and the PRC.

40 km

Luoyuan
County

Matsu Islands

Donying Is.

Fuzhou
Mawei

PRC

Lianjiang
County

Matsu Islands
Total area: 30 km2
Population: 6,000

Beigan Is.
Nangan Is.

Fuzhou
City

Taipei

Xiamen

10 km

Kinmen
Total area: 150 km2
Population: 60,000

Changle
County

70 km

Matsu Islands
(Lianchiang County, ROC)

Juguang Is.

160 km

ROC

8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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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zing Subjects: 1958-1987
•
•

•

As Matsu, together with Kinmen, bordered the enemy, the Communist China (the
PRC), the people and goods of Kinmen and Matsu (Kinma) were not allowed to
flow between the Taiwan main island without special permission. Internal
bordering, the border between Kinma and Taiwan.
The formation of Frontline Islands, War Zone, or Kinma (Kinmen and Matsu)
“Offshore” islands. (wai-dao).
1958 Artillery War, the peak of (hot) war zone.

•

•

War Zone Administration (WZA) was established in Kinmen and Matsu respectively
in 1954 to command and militarize the governance of popular sectors. Combat
Village. The popular sectors no longer just played as the logistical role, but had to
take military training for a certain period, and was expected to engage in selfdefensive fighting in case the War burst out. Even women were not exceptional.
Moreover, Taiwan government still increased the size of troop in the offshore
Kinma, and once reached 150,000 army, about ¼ of the whole Taiwan military body.

Year

Total
Military Forces (A)

Ratio of
settlement in
Kinma (B+C)/A

600,0001

10,5002

48,0004

0.10

1958

1

2

4

0.23

4

0.20

4

0.08

4

0.05

600,000

20,000

1

10,000

1

6,000

Matsu
Settled in
Matsu Residents
(B)
(D)

1954

10,5002

10,9845

1958

2

5

1985

1993
2000

2

20,000

3

10,000

3

6,000

30,797

3

400,000

11,883

80,000

3

500,000

40,000

95,000

2

500,000

2000

Year

40,000

1

1993

Militarizing Subjects: 1958-1987

Settled in Kinmen
(C)

1954
1985

Source:
1.
Epoch Times (2005/5/2)
2. Lin, Chin-Yan (1994)
3.
Liberty Time (2009/6/3)
4. Szonyi (2016)
5.
Lianchiang County
Government, ROC

Settled in Matsu
(B)

5

6,926

5,603

5

6,733

5

Ratio
(B/D)
1.0
3.4
2.9

1.8
0.9

13,342

Year

Settled in Kinmen
Kinmen Residents
(C)
(E)

Ratio
(C/E)

1954

48,0004

50,1061

1.0

1958

4

45,1811

2.1

4

1

1.6

1

0.7

1

0.2

1985

1993
2000

95,000

80,000

4

30,797
13,342

4

48,846

45,807
53,832

Source:http://www.matsu.idv.tw/topicdetail.php?f=183&t=1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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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ever, the rise of post-War economic miracle in Taiwan after the 1960s
industrialization. Taiwan took advantage of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particular, economic development became the mandate and legitimized the
existence of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ROC), when ROC was forced to
withdraw from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became a thorny issue for
ROC.
Against the appearance of militarization, the search for recovering Mainland by
force was almost rendered impossible by the geopolitical containment policy of
the USA. The insertion of Taiwan, as well as Korea, into the geo-economic networks
driven by the US firms.

•

•

One argument proposed by Szonyi (2008) is that to entrap the US intervention in
the Cross-Strait tension as the joint protection treaty did not cover the offshore
Kinma. Given the troop in Kinma played a significantly critical role which the US
could not ignore, the status of ROC to represent the whole China, not just the
Taiwan Island, was assured.
but, Szonyi’s argument is at best partial without dealing with performing effect of
double bordering in Kinma. the more important implication is to perform hostility
of the Communist China and discipline the entire national people in Taiwan. White
terror by state violence.

Ordering of the Border
•
•

•
But, at the same time, the PRC decided to shell Kinma every other day without
massive military actions. In other words, the “real” military tension started to get
loose. Why did Taiwan enhanced the military confrontation while the cross-Strait
hot war faded?
How to explain the co-existence of the strengthening militarization of Kinma and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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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ternal border between PRC and Kinma: to symbolize the ROC state,
representing the whole China, still engaged in the anti-Communist civil war, but
remained the continuous exceptional status which had to require the people in
Taiwan island to sacrifice, if necessary, and became docile bodies under the martial
law.
Internal border between Kinma and Taiwan: At the same time, the border to
separate the Kinma War zones from the “peaceful” Taiwan miracle became a
spatial buffer and distinction to assure the confidence of inbound investments.
In sum, the double bordering during this time is, on the one hand, to legitimize the
“one-China” policy represented by the ROC in civil war, and on the other, the
mutual construction of exceptional spaces for Kinma and Taiwan which can be
inserted into the global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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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ripherialized Subjects:
1987-2000

http://hk.on.cc/tw/bkn/cnt/news/20170218/photo/bkntw-20170218133700517-0218_04011_001_03p.jpg?20170219061533

•

Accordingly, de-militarization and de-bordering occurred as the responses. The cut
of army garrison started by the early 1980s, in accord with the reshuffling of
military strategies, and reduced the number from the 150,000 in peak to less than
50,000 in early 2000s. As the combat economy was the main business for the
Kinma people, the cut of garrison became a thorny issue after the 1980s. According
to Szonyi (2008), over 40% of households in Kinmen, more or less, involved in the
combat economy before the 1980s.
In response, the government opened the Kinma for tourist industry in 1993, and
de-bordering became imperative. In spite of the internal bordering, a small
amounts of the Kinma people started to move to Taiwan for studies and job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ent groups of youth to participate some
“experiencing life in military zone activities” in Kinma. No special permission to
travel between the Kinma and Taiwan was needed after the early 1990s.

https://cc.tvbs.com.tw/i
mg/upload/2017/02/18/2
01702181826096f40d80b.jpg

De-peripherialized Subjects: 1987-2000
•

•

The intertwined political development: democratization and indigenization (bentu-hua) in the late 1980s. The diplomatic recognition of the PRC by the USA in 1979,
and the death of Ching Ching-kuo, the political strongman led to dramatic change.
The Martial Law in Taiwan was lifted in 1987, however, the lifting was not applied in
Kinma. Even after the Martial Law in Kinma was finally lifted in 1992, the WZA
remained with special regulations till 1998.
A new national identity, Taiwan identity, was summoned to counter the rise of the
China after 1980s. Against the early bordering practice to enhance the policy of
“one-China”, the indigenization policy aimed to shape a sense of destiny
community distinguished from the old “Chinese” identity. Territorially, a
geographical categ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taipeng kinma) was
used to echo the political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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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ter more than three decades of development, Taiwan became the model of
economic success for developing countries. But, Kinma did not jump on the
bandwagon, and its people relied overwhelmingly on the combat economy before
the 1990s. They thought themselves as periphery or even irrelevant to Taiwan’s
post-War economic development.

Porous borders also existed between Kinma and PRC, particularly after China’s
economic reform and Taiwan’s lift of martial law in the early 1990s. The smallamount trade between the fishing men from each side and more foodstuffs and
goods were traded, in spite the trade was not legalized. For the Kinma people, such
illicit trades became a new and important replacement for the lost combat
economy. Even phone order w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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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g of the De-Bordering
•
•

Developmental Borderwork: after 2000s

The traders of the small-amount trade would be punished as smuggle in Taiwan
side, but was taken as legal from the PRC side. De-Criminalization of the smallamount trade was taken by the people of Kinma to part of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crisis of peripherization under the Taiwan-centered development policy.

•

•

The appeal to the identity of “Taipeng Kinma” changed the bordering strategies:
on the one hand, debordering between Kinma and Taiwan to normalize the space
of military zones. On the other hand, bordering between Kinma and PRC played
less a military (civil war) role than the control of national economy. It’s a special
state-to-state border.

•

Developmental
Borderwork:
after 2000s

Matsu
Fuzhou
Mawei

PRC

Keelung

Quanzhou
Xiamen

•

Taipei

Kinmen
Taichung

Chiayi

•

ROC

Tainan
Kaohsiung
http://i.epochtimes.com/assets/uploads/2008/07/8073007553017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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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0. It
determined to strengthen the Taiwan identity.
The aggressive pushes by the Kinma local governments to sign agreements for
cross-Strait exchange. Threatened to be punished by the DPP government.
Actually, the central government not necessarily against the agreements, but
insisted they should be based on special state-to-state relation.

Finally, the so-called “three small links” was implemented in 2001. It legalized the
small-amount trade between Kinma and the PRC. In addition, it designated certain
ports in Fujian to allow direct ship transportation with Kimen and Matsu. Some
commodities were exportable to Kinma only, and could not be re-exported to
Taiwan.
For Taiwan government, only residents in Kinma were allowed to take advantage of
the three small links,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Matsu
24

https://c.share.photo.xuite.net/artdc/1cbcb9b/7398483/282159688_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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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travelers went through “three small links”
1,600,000
1,400,000

Kinmen

1,200,000
1,000,000

•

•
•

800,000

Kinmen and Matsu became spaces of exception to interface between Taiwan and
the PRC. Neither domestic nor international relations existed.

600,000

Moreover, tourists from the PRC were allowed to visit Kinma only at the moment.

400,000

Following the ease of the cross-Strait tension, the Kinma Islands started to reverse
the role of borderland from an isolated periphery to an exchange frontier.

2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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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su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the legalization of “three big links”
Source:Ministry of Transportation, ROC

PRC

Haixi Special Economic Zone

•
•

The crisis of re-peripherization: the benefit of cold-war tourism reached its limit
quickly. Moreover, the legalization of “three big links”, after KMT regained power
in 2008 would erase the advantageous position of interface played by the Kinma
Islands.
Re-bordering strategies proposed by the Kinma governments: the duty-free islands
and the cross-Strait Free Trad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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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Strait Free Trade Zone
(negotiating)
Mawei

Matsu

Pingtan Special Zone

ROC

2004
Fujian Province proposed the
project of “Haixi SEZ”

No response

2009
State Council announced the
support of Haixi SEZ

Wait and see

2011
Special offers to Haixi SEZ
investors in Cross-Strait Service
Trade Agreement

No public support. Investors’
circumspective discretion is
advised

2012
Special citizenhood (eg. health
insurance, driver’s license and
civil service posts) given to
Taiwanese who live in Pingtan
and Xiamen special zones

Claimed to punish those
Taiwanese holding civil service
jobs (but take no actions)

2015
Local governments of Matsu
and Mawei hold regular
meetings in negotiating the
establishment of Cross-Strait
Free Trade Zone

No response

Kinmen

Xiamen Speci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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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of De/Re-bordering
•
•
•

Duty-Free Island: Externalization of internal border, business tax waiver. Became
an offshore tax heaven.
cross-Strait Free Trade Zone: Internalization of external border, take advantage of
the geo-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free trade zones of the PRC with low
geopolitical concerns.
Not necessarily de-bordering as the strategies, but strategic coupling of de/rebordering.

Border

Scale & Territory

Stages

The Functions of
Exterior Border Interior Border
Matsu Islands
Nation-state
Double Borders
the combat
Differentiate
Battle field
Alignment of
Civil war between
engagement line between “the
separate islands the ROC and the
The Accident Birth
1949-1958 with the enemy frontline field”
as a whole
PRC
of Matsu Islands
and “the home
front”
Mutual othering Exceptional to
Performing War militarization as Two political
with the enemy state space
zone in Kinma, statecraft
regimes across
but insertion of
the Taiwan Strait
Taiwan
into
NIDL
Militarizing
1958-1987
Subjects

Illicit cross-Strait loose the border Construction of the crisis of
trade
regulation
“Taip[eng Kinma” peripherization
De-peripherialized
1987-2000
destiny
Subjects
community

Inter-facing
Subjects

cross-Strait Free Duty-Free Island: border subjected interface as
Trade Zone:
Externalization of to respective
development
Internalization of internal border interpretations strategy
After 2000 external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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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Asian
Geopolitics
Post-war world
order in East Asia

Cold war and the
geopolitics of
containment

Democratization Post-cold war
and
indigenization in
Taiwan
Cross-Strait
investment

The rise of China
as world factory
and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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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1 (PARALLEL SESSION 1-1)

신진숙
Jin-sook SHIN1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DMZ접경지역과
생태평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 진 숙 (경희대)

DMZ 접경지역과 생태평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The DMZ Border Regions and The Eco-Peace Discourses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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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
• DMZ를 남북한 사이의 ‘공통 공간’(the
commons)으로 생산하기 위한 조건
• 접경지역 사회의 실재와
이상화된 생태평화담론 사이의 간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관념적 평화 개념에서
구체적인 분단의 공통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탐색으로

1 960 년 대 시 작 된 D M Z 생 태 계 조 사

•
•
•
•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지원
한국 자연보존위원회 참여
DMZ 국립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이
최초로 제출됨 (문만용 2019)

DM Z의 생 태 계 에 대 한 조 명

DMZ 생태평화담론에 대한 북한의 입장

• 냉전의 산물이자 희귀한 야생생물들의
낙원, DMZ
• 생태적 평화를 통해 남북한 적대 관계를
넘어서려는 평화구축담론
• DMZ의 자연을 보존하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구상
• 상시적 국토 관리의 대상

• DMZ생태계에 대한
공동 조사 및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는
남한의 제안 거부
• DMZ를 생태적 평화지대로 만드는
남한의 구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시도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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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공 간으로서 D M Z 변 환 을 위 한 사 유 조 건

생 태 평 화담론은 어 떻 게 구 성 되 었 는가 ?

• 실질적인 남과 북 사이의 DMZ 관련
공통 경험과 기억들의 구축 필요
• 지뢰와 얽힌 DMZ 사회와 자연의
정동적 관계성에 대한 접근을
하나의 방편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형성된
평화운동과의 결합
• 탈냉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1990년대 남북관계의 호전
• 국제 기구와 NGOs의 개입

국제 두루미 재단 (ICF)

D M Z 생태 평화 담론의 전 개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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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Z 생 태 평 화 의 문 화 적 재 현 과
신화화 과정

D M Z 생태 평화 담론의 분 화

신 화 적 공간 으로서 의 D M Z

평 화 구 축 담 론 으 로서 생 태 평 화 담론
Topology

Principle Actors

Purposes

Conservational EcoPeace Building
(CEB)

Environmentalist, govern
ment,
and NGOs
(Range from internationa
l to local level)

Conservation, restora Joint investigation a
tion and
nd management bet
ween SK and NK
Building sustainable
ecosystem

Conservation of ecology i
n the DMZ (2006)

Humanitarian Eco-P
eace Building
(HEB)

Artists and intellectuals

Raising awareness of
“life and peace”

Empathic understan
ding, educations, an
d cultural process

Popularizing the ecologic
al peace philosophy

Developmental Eco- Local government and
development agencies
Peace Building
(DEB)

Revitalizing border s
ociety and
developing local eco
nomy

Developing infrastru
cture and
local engagement

DMZ Peace-Life valley co
nstructed (GG, 2009)
Plans for registering the
DMZ as a World Natural
Heritage (GW, 2010; 2018
)

Transitional
Eco-Peace Building
(TEB)

Constructing sustain
able reconciliation b
etween SK and NK

Political negotiation
and institutional cha
nge

DMZ World Ecological Pe
ace Park (2013)
DMZ international Peace
Belt (2017)

Central government

Means

Main Practices

source: Jeong-soo Kim (2010); Miura and Bak (2011); Hur (2015); Dress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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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태 낙 원으로서 의 D M Z

DM Z 생태 서사의 결 과

•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장소
• 인간이 스스로 물러난 침묵의 땅
•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 명호리까지 248km
구간은 야생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
• 가슴 아픈 인간의 역사와
야생동물들의 치열한 생존사가 공존하는
지구상 최대의 온대 원시림

•
•
•
•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간으로 상상하기
과거에 대한 향수 어린 시선
낭만화된 야생의 풍경
사회 현실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장소

DM Z 생태 서사의 논 리

• 문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잃어버린 야생의 원시적 공간
• 전쟁 전 한반도의 원형을 간직한 장소:
한민족이 영위했던 “삶의 원형질” 발견
• 근대화로 인해 상실해버린
우리의 ‘오래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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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Z 의 지 리 역 사 적 특 수 성 :
지뢰와 함께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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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지뢰와 함께 살아가기

민통선 마을의 기억과 경험

지뢰

땅

소멸

지뢰와 평화

• 지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생태적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정동적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DM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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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와 결합된 자연

영화 <펀치 볼>(김영조 감독, 2018)의 한 장면

지뢰의 정동적 가능성
(The Affective Possibilities)

•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정동적 관계성
(affective relationality)
• 사람과 유기체, 사물, 장소 등이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형성되는 물질적 신체적 반응
혹은 감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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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 Z 의 인 프 라 스트럭 처 , 지 뢰

• Eleana Kim (2016): 한국전쟁의 결과물인
지뢰와 전쟁 잔해들이 얽혀서 만들어진
거친(rogue) 인프라스트럭처로
DMZ의 경관의 의미 재해석
• DMZ의 지뢰는 더 이상
무생물 혹은 전쟁도구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 하나의 유기체처럼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얽힌
생태계의 일부
지뢰가 만든 생태적 평화

• DMZ의 야생동물은 진정으로 평화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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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를 위한 생태평화담론의 가능성

결론

DM Z 정동의 아카이브
(Archives of Affects)
• DMZ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들이 느끼는 감정과 정동의 아카이브
• 지뢰가 만든 정동들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공유하면서
남과 북 사이에 공통적인 것을
다시 구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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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point

THE DMZ BORDER REGIONS AND THE
ECO-PEACE DISCOURSES

Jin-Sook Shin, (Kyung Hee University)

• Conditions to produce the DMZ as ‘the
comm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 Critical look at the gap between the
reality of border region society and the
idealized eco-peace discourses
• Exploration from the abstract notion of
peace to specific mutual experiences and
emotions of division

Shedding light on the DMZ’s ecosystem

DMZ AS TH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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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MZ as a product of the Cold War
and a pradise of rare wildlife
• Peacebuilding discourse that seeks to
surpass hostil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rough ecopeace
• Idea fo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conserve and peacefully use the DMZ's
nature
• Subject to regular l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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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the DMZ's ecosystem that
begain in the 1960s

Condition of reason to transform the DMZ
as a common space

• From 1966 to 1968
• With the aid of the United States’
Smithsonian Research Center
• Participation from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Suggestion to create the DMZ national
park was submitted for the first time
(Man Yong Moon, 2019)

• Need to construct real, common
experiences and memori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DMZ
• Can consider the affective relationalites
of the DMZ's society and nature
entangled in landmines as one method

North Korea’s stance towards the DMZ
eco-peace discourses

• Rebuffed South Korea’s proposal for joint
research and peaceful use of the DMZ's
ecosystem
• Criticized South Korea’s plan to turn the
DMZ into eco-peace zone is an attempt
to fundamentally solidify the divisi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MZ
ECO-PEACE DIS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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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id the eco-peace discourses develop?
• Combination of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peace movement that
formed in conjunction with such growth
• Change to post-Cold War paradigm and
improvement in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in the 1990s
• Intervention by international agencies
and NGOs

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ICF)

THE DIVISION OF THE DMZ ECO-PEACE
DISCOURSES

Eco-peace discourses as a peacebuilding
discourse
Topology

Principle Actors

Purposes

Conservational EcoPeace Building
(CEB)

Environmentalist, govern
ment,
and NGOs
(Range from internationa
l to local level)

Conservation, restora Joint investigation a
tion and
nd management bet
ween SK and NK
Building sustainable
ecosystem

Conservation of ecology i
n the DMZ (2006)

Humanitarian Eco-P
eace Building
(HEB)

Artists and intellectuals

Raising awareness of
“life and peace”

Empathic understan
ding, educations, an
d cultural process

Popularizing the ecologic
al peace philosophy

Developmental Eco- Local government and
development agencies
Peace Building
(DEB)

Revitalizing border s
ociety and
developing local eco
nomy

Developing infrastru
cture and
local engagement

DMZ Peace-Life valley co
nstructed (GG, 2009)
Plans for registering the
DMZ as a World Natural
Heritage (GW, 2010; 2018
)

Transitional
Eco-Peace Building
(TEB)

Constructing sustain
able reconciliation b
etween SK and NK

Political negotiation
and institutional cha
nge

DMZ World Ecological Pe
ace Park (2013)
DMZ international Peace
Belt (2017)

Central government

Means

Main Practices

source: Jeong-soo Kim (2010); Miura and Bak (2011); Hur (2015); Dress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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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MZ as a ecological paradise

THE CULTURAL REPRODUCTION AND MYTHOLOGI
ZATION PROCESS OF THE DMZ ECO-PEACE

The DMZ as a mythical space

• Place of the unknown where human touch
cannot reach
• Land of silence where human beings have
removed themselves
• The 248km section from the mouth of the
Imjin River to Goseong Myeongho-ri is a
place where the law of the wild is in order
• Biggest temperate climate wildwood on
Earth where the heartbreaking human
history and the fierce survival of the wild
animal coexist

Logic of the DMZ eco narrative
• Wild, primitive place that has been lost,
that stands at the opposite end of
civilization
• Place that still carries the original form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the war:
discovery of the “original traits of life”
that the Korean people enjoyed
• Our ‘ancient futures’ lost through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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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DMZ eco narrative

•
•
•
•

Division, living with landmines

Imagining a politically neutral place
Nostalgic view of the past
Romanticized wild landscape
Innocent place that is removed from the
social reality

Landmines and peace

• Can we talk of eco-peace without having
removed the landmines?
THE DMZ’S GEOHISTORICAL SPECIFICITY:
LIVING WITH LANDMINES

136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기획세션 1-1 (PARALLEL SESSION 1-1)

•

137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CCZ villages’ memories and experiences

Land
mines

Land

Nature combined with landmines

Extinc
tion
A scene from the movie <Punch Bowl>(directed by Young Jo
Kim, 2018)

The Affective Possibilities of landmines

DMZ AS AN AFFECTIV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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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ective relationality between human
and nonhuman beings
• Material and physical reactions or
responses that are formed inside when
people, organisms, objects, and places
form a singl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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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MZ’s infrastructure, landmines
• Eleana Kim (2016):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DMZ's scenery as a rogue
infrastructure created through the
entanglement of landmines and war debris
that are the results of the Korean War
• The DMZ’s landmines no longer exist
merely as inanimate objects or war
instruments
• Not only live like an organism but also
function as part of the ecosystem that is
intertwined with the organisms that live in
this place

Eco-peace made by landmines

• Are the wild animals in the DMZ truly
pe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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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DMZ’s archives of affects

• Emotions and archives of affects by all
living organisms that live in the DMZ
and beings that lead their lives in the
surroundings
• The task of reorganizing the
commonaliti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rough recording, testifying,
and sharing the affects made by
land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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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eace discourses’ potential to remove
landmine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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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유산 지정을 위하여 - 북한과의 협력 및 독일의 경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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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가치와 경기도의 역할

182

DMZ’s values and Gyeonggi provincial roles
for Worl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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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2 (PARALLEL SESS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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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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유산 지정을 위하여
– 북한과의 협력 및 독일의 경험

베른하르트 젤리거
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 사무소 / 대표
Representative, Hanns-Seidel-Foundat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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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유산 지정을 위하여 - 북한과의 협력 및 독일의 경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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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

• 세계 문화 유산으로서의 DMZ
–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보호해야 하는가?
• 세계 문화 유산 지정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
• 동서독 교류 및 국제기구
• 앞으로의 나아갈 길 – 현실적인 지정 가능성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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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 유산으로서의 DMZ
-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보호해야 하는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의 DMZ

5

3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서의 DMZ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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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역사, 평화 ... 또는 그 모든 것(그리고 순서는?)

…하지만 이를 위한 동기는 매우 다양하며 종종 모순될 수도 있습니다...

9

7

한국과 전 세계에서 DMZ의 관광, 보호 및 지정에 대한
수십 년 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남북 문화 교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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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화 교류

여기서도…

저기서도…

• 1990년대까지 문화적 문제에서도 격렬한 체계적 갈등 존재
• 문화는 항상 교류의 일부(1985년 9월)였으며, 오직 정치적 진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 문화 교류의 독자적 번성의 부재. 양측간의 장벽 존재
(예: 남한에서 북한 문학 출판 불가)
• 따라서 문화는 정치와 연계되었으며, 문화적 교류는 짧은 기간에

그침 (2000-2008, 2018)
• 문화 교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식의 부재

13

11

DMZ에 대한 남북의 견해는
도무지 양립할 수 없어 보이고…

세계 문화 유산 지정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

• 기능적으로 (환경적 및 문화적으로도) DMZ는 하나의 독립체이다
•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엔사 및 북한과의 이해가 필요하다.

• (남한의) 일방적 신청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의 주장대로
“분열을 심화”시킬 것인가 혹은 좀더 평화로운 환경을 마련할 것인가?
• 공동 신청이 이상적이겠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 것 인가?
남한은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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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의 문화 교류 및 국제기구

문화 교류는 빈번하지 않았지만 점차 정상화됨

• 1970년대 “신 동방정책”으로 문화 교류 시작
• 1972년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체결, 문화 협약 계획

• 1975년 동독이 (주로 서베를린으로부터) 문화재의 반환 요구 및 동독의 "민족문화"
정의로 인해 회담 결렬.
• 예술가 교류, 콘서트(드레스덴에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소속 베를린 필하모니 공연),
영 화제를 위한 영화 교류, 서적 출판 (그러나 동서독간의 교류는 특히 1976년 볼프

비어만이 서독에 머물 것을 강요받은 이후, 대부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일방적인 이
동에 그침)
• 대중문화에서 서구문화 (팝/록)에
대한 높은 수요. 음악의 최대 40%는

서구음악에서 유래 (각색을 거침)

17

15

1986년 5월 동서독 문화 교류 협약

동독 국제 문화 정책의 역할
• 국제 문화 협력에 대한 초기의 관심이 있었으나, 이는 외교 정책의 수단에 불과

• 1983년부터 문화 협약 교섭 재개

• 1955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 동독의 과거 예술, 역사에 대한 재평가 (“프로이센 르네상스”)

•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야 비로소 “국제기구의 선택적 회원” 정책에

• 100개 프로젝트 목록 포함 (대학 파트너십, 인턴십 교류 등)

따라 유네스코 회원 가입 (북한과 매우 유사)
• 주로 국제 포럼에 참여하지만 재정, 인사, 개념적 측면에서의 참여는 제한적

• 문화 협력 5배 증가

• 동독 외무부 차관 호르스트 그루너트(Horst Grunert)는 유네스코를“

사회주의 질서에 관한 진실”을 전파하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한 계급투쟁”을
위한 이데올로기 분야의 주요 국제기구라고 지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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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자연유산 및 동서독의 (비)협력

장기간에 걸친 동독 문화 유산의 쇠퇴

• 서독에서는 1950년대부터 “자연공원” 계획
(1956년 Alfred Toepfer, 서독 면역의 약 5%에 해당하는 25 개의 자연공원 계획),
그들 중 3개 (Lauenburger Seen, Harz, Rhön)는 범국경적 계획
• 동독에서 경제 발전의 우위
• “서독과 같은 환경 문제는 없다”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1984)
• 1990년에만 협력

• 오늘날 국경을 초월한 생물권 보전지역(Schaalsee, Rhön),
국립 공원(Harz) 지정
(1990년 이후에도 여전히 협력은 난항을 겪음)

21

19

동독 문화 유산과 유네스코

서독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에야 비로소 접경 지역의 생태학적 가치 인식, 1988년
Heinz Sielmann 다큐멘터리 제작 - 1980년대 DBV(BUND)에 의한 최초의 조사 실시

• 1970년대 후반, 일부 문화 유산 구제를 위한 시도 (예: 젬퍼오퍼, 드레스 덴)
•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을 포함한 많은 도심은 “복구 불가능한” 것으

로 간주 (예: 크베들린부르크)
• 1988년 12월 12일: 동독, 세계 유산 협약에 서명
(서독은 1976년에 서명. 1978년 아헨 대성당이 최초의 유산으로 지정)
• 1989년 말 최초의 유산 신청(포츠담 정원 및 상수시, 바벨스베르크,체칠 리엔
호프의 궁전), 5개의 우선순위 프로젝트와 30개의 잠재적 프로젝트가 포함된
목록 신청 (정치적 변화 이후에만)
• 1990년 12월 캐나다의 세계유산위원회, 5개 프로젝트 중 4개 거부
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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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führung

친환경 통로로서의 “그린벨트”

Bayern

Sachsen
국경 요새와 그린 벨트에 대한 개략도

2
3

25

23

2
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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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길 – 지정에 대한 현실적 기회는?

특히, 희귀종 동물군에 초점을 맞추다

• 독일의 경험에 따르면 , 현 상태에서의 협력은 불가능에 가깝다.
동독은 인구이동을 통제(제한)해야 하므로 국경을 포기할 수 없다.
• 북한은 군사 및 인구 이동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 현재는 국경 지역을 위한 “대단한 거래”는 불가능해 보인다.
• 하지만 2018년의 대책은 오늘날 실현가능한 대책들을시사한다.

2
7

29

27

• 하지만 독일 내 국경이 교도소의 경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양측 간의 협력은 불가능했다 …

전면적 지정의 대안 – 작은 단계의 정책
• DMZ를 문화 유산으로 전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전 준비 절
차를 밟을 수 있다.
• 북한 환경부와 같이 보호에 본질적인 관심이 있는 관련 당국과의 협력 강화
•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 및 북한이 (재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예:서해협력, YSLME, UN-ESCAP/NEASPEC 등)
•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동료 압력(예: 국제기구)을 높인다.
(범국경간 활동 지원 포함)
• 인적 교류의 탈중앙화, 탈국유화를 포함한 동해안 관광사업 지원(중앙 정부
프로젝트는 아님)
• DMZ와 인접한 남한 지역은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를 개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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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oward a DMZ World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 necess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the
German experience
Gyeonggi DMZ Forum
September 17, 2020

1

1

31

세계 HSF

Contents
• DMZ as World Cultural Heritage – who protects what, how,
and why?
• Necess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regarding World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 German-German cultural exchang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The way forward - is there a realistic chance for designati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Hanns Seidel
Foundatio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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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as World Cultural Heritage – who
protects what, and why?

The DMZ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5

3

The DMZ as a UNESCO geopark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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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environment, history, peace...or all of
them (and in what order)?

...but the motivations to do so might be very diverse, and often even
contradictory...

9

7

There has been a decades-old drive for tourism, protection and
designation of the DMZ, in South Korea and worldwide ...

Cultural exchange of North and South Kore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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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ere…

Cultural exchange of North and South Korea

…to there

• Until the 1990s, intense systemic conflict also in cultural issues
• Culture always part of exchanges (September 1985), but only in close
conjunction with political progress
• no independent flourishing of cultural exchanges, barriers on both
sides (e.g. no publica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South
possible)
• therefore, in conjunction with politics, cultural exchanges only shortlived (2000-2008, 2018)
• no sustainable formula for culture exchange

13

11

Necess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regarding World Cultural Heritage designati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view on the DMZ
seems to be irreconcilable

• Functionally, the DMZ is an entity (as well environmentally,
as also culturally)
• to be working properly, an understanding with the UNC as well as
with North Korea is necessary
• a one-sided (South Korean) application might work, but will it, as
North Korea claims, „deepen division“, or will it prepare for a more
peaceful environment?
• a joint application would be ideal, but will it work? What canSouth
Korea offer to the North making it worth?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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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exchange was not frequent, but
increasingly normal

German-German cultural exchang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Cultural exchange started with the „New Ostpolitik“ of the 1970s
• Basis treaty (Grundlagenvertrag) of 1972, planning of cultural convention
• 1975 talks fail, since East Germany demands return of cultural goods (mainly from West
Berlin), definition of „national culture“ of East Germany
• Exchange of artists, concerts (Berlin Philharmonic under Herbert von Karajan in
Dresden), film exchanges for film festivals, publication of books (but mostly travel onesided, West to East, in particular after Wolf Biermann was forced to stay in the West in
1976)
• in popular culture, huge demand for
Western culture (pop/ rock); up to
40 percent of music could originate
from West (as adaptations)

17

15

The German-German cultural exchange convention
of May 1986

The role of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in East Germany
• Early interest in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but as a means of
foreign policy
• 1955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Only from 1972 (after „Grundlagenvertrag“) member of UNESCO
• Policy of „selective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very
similar to DPRK)
• Mainly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fora, but limited engagement in
terms of finances, personnel, concepts
• Horst Grunert, Vice Foreign Minister of GDR: UNESCO is the m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ideological field” for spreading the
“truth about socialist order of society” and for “class struggle with
peaceful means”

• renewed negotiations on cultural convention from 1983
• re-evaluation of older art, history in East Germany („Prussian
renaissance“)
• Including a list of 100 projects (incl. University partnerships, intership
exchange etc.)
• Fivefold increase of cultural cooperati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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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heritage in East Germany and East-West
(non)-cooperation

The slow decay of cultural heritage in East Germany

• In West Germany planning of „natural parks“ since 1950s (1956, Alfred
Toepfer, 25 nature parks, around five percent of West German area); 3 of
them were planned cross-border (Lauenburger Seen, Harz, Rhön)
• In East Germany dominance of economic development
• „there are no environmental problems like in the West“
(Erich Honecker, 1984)
• only from 1990 cooperation
• today cross-border biosphere reserves (Schaalsee, Rhön),
national park (Harz) (and even after 1990, cooperation
was not always easy...)

21

19

Also in the West, the ecological value was seen only in the mid-to late
1980s: Heinz Sielmann documentary of 1988 – first surveys in 1980s
by DBV (BUND)

Cultural heritage in East Germany and UNESCO
• Only from late 1970s trial to rescue part of cultural heritage (e.g.
Semperoper, Dresden)
• many city centers, including those today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were deemed to be „unsavable“ (like Quedlinburg)
• December 12, 1988: East Germany signs World heritage convention
(West Germany: 1976, first heritage Aachen cathedral in 1978)
• Late 1989: first application for heritage (Potsdam gardens and palaces at
Sanssouci, Babelsberg, Cecilienhof); list with 5 priority projects and 30
potential projects (but only after political change)
• December 1990 World Heritage commission in Canada: 4 of 5 projects
declined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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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führung

The Green Belt as an eco-corridor

Bayern

Sachsen
Schematic view on border fortifications and the
Green Belt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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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articular, there was a focus on rare
species - fauna

The way forward –
is there a realistic chance for designation?
• The German experience suggests that cooperation during the status quo is
highly unlikely – East Germany could not give up the border due to the
necessity to control (restrict) population movement
• North Korea is reluctant to give up military and population movement
control
• no „grand bargain“ seems possible for the border now
• But: the measures of 2018 show what is possible even today

27

29

27

But, since the inner-German border effectively worked as a prison
border, no cooperation was possible between both sides...

Alternatives to wholesale designation –
the policy of small steps
• While wholesale designation of the DMZ as a cultural heritage might be difficult,
preparatory steps can be taken
• Increase cooperation with relevant authorities with an inherent interest in
protection, like the North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 Increase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cross-border bodies, and enable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cl. financially), e.g. West Sea cooperation YSLME, UN-ESCAP/
NEASPEC etc.
• Increase peer pressure (e.g.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rough
cooperation with PR China and Russia (incl. support for cross-border activities in
China-DPRK, Russia-DPRK areas)
• Support tourism projects at the East Coast (but not as central government
projects), including decentralization and de-nationalization of people-to-people
exchanges
• start protecting the South Korean areas adjacent to DMZ better, since they are
indispenable for effective presentation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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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31

HSFworldwid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f the Hanns Seidel Foundatio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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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2 (PARALLEL SESSION 1-2)

‘한반도
’의
세 계 유산 가 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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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역 할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가치와 경기도의 역할
DMZ’s values and Gyeonggi provincial roles for World Heritage

경기문화재연구원 노 현균

<목 차>
1. 서론

2.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 가치
2.1 세계유산의 등재기준
2.2 DMZ의 세계유산 가치
3. 경기도의 역할
3.1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담조직
3.2 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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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 도 D M Z ’ 를 바 라 보 는 세 계 인의 시 선

1. 서론

세계유산의 가치

한 반 도 D M Z = 남 과 북 의 평 화 = 세 계 유산

2 0 1 9 . 9 . 2 4 , 유 엔총 회 D MZ 국 제 평 화 지 대 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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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2. ‘한반도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상징하는 DMZ가 남북 공동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유네스코 정신에도 부합한다
2 0 1 9 . 1 1 . 1 9 오 드 레 아줄 레 유 네스 코 사무 총 장과 박 양 우 문 화체육 관광부 장관 면담

DM Z 의 미 래 ?

세계유산협약 관련 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센터

 자문기구(ICOMOS, IUCN, ICCROM)
기구 명
유네스코
(UNESCO)
세계유산센터
(WHC)

역할
• 세계2차대전 이후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적 사업 추진기구
• 사무국, 등재신청서 접수, 총회의결사항 이행, 당사국과 자문기구간
소통

세계유산위원회 • 세계유산 등재결정, 세계유산기금 사용결정

• ICOMOS: 문화유산 평가(실사, 데스크 리뷰)

출처:세계일보 2008.08.26 기사
자문기구

• IUCN

: 자연유산 평가(실사, 데스크 리뷰)

• ICCROM: 유산의 보존, 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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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유형

세계유산 관련
주요 자문기구
공식명칭: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설립: 1956년
본부 소재지: 이탈리아 로마
역할: 문화재 보존 및 복원 지원

단일유산

연속유산

월경유산

국가 간 연속유산

단일국가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센터)

공식명칭: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

설립: 1965년
본부 소재지: 프랑스 파리
역할: 문화유산 신청 현지조사, 문화유산 분야 자문

공식명칭: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설립: 1948년
본부 소재지: 스위스 글랑
역할: 자연유산 신청 현지조사, 자연유산 분야 제반
자문

다수국가
(초국경)

국경

세 계 유 산의 등 재 기 준
등재기 준

내용

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ⅴ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
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 바다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된 것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ⅸ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ⅹ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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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3가지 기둥

심 사기 관

문화유산

⇩

세계유산

ICOMOS
복합
유산

OUV

진정성
완전성

보호 및
관리체계

자연유산

⇩
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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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유산 현 황

 2019년 기준, 총 세계유산 1,121건
 문화유산(869) 자연유산(213) 복합유산(39)

‘한반도 DMZ’ 세계유산을 위한 공동노력

 초국경유산 (39)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식(2019.7.11)

DMZ의 가치발굴

한반도 DMZ 실태조사단 발대식(2020.5.26.)

‘ 한 반 도 D M Z’ 실 태 조 사 추 진
연 구의 한 계

- 군 사 보 호 시설
- 접경지역대상
- 세계유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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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공주.부여 역사지구와 익산역사
지구를 통합=‘백제역사유적지구’

3. 경 기 도 의 역 할

2011년 문화재청+지자체(충청남도, 전라
북 도 , 공 주 시 , 부 여군 , 익 산 시 )
MOU

2012년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범

‘한반도 DMZ’ 세계유산추진단
 2015년 각 지자체와 기관 간 협력을 약
속하는 ‘보존관리를 위한 협약’ 체결

문화재청+지자체(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경기문화재단
MOU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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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4. 결 론

의 견 제출 1 3 4

단순반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세금낭비

시기상조

기구확대로
재정부담
증가,

핵무기 먼저
폐기,

무의미한 혈
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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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진행

세 계 유 산 등 재 의 미와 지 역사 회 역 할

포퓰리즘

휴전상황

북한불신

졸속법안

국민선동

촤고의 평화
는 최고의
국방력

관계회복
우선

과잉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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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재용의 가치(property)

Value of the
as
a World Heritage Site
and Roles of Gyeonggi
Province

한 반 도 D M Z 를 인류 의 유 산 으 로 …
▶ 문화유산

-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후손에게 전달
- 상속의 개념(heritage)

감사 합니다

Hyeonkyun NOH
Gyeonggi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 Contents >
1.

Introduction

2.

Value of the Korean DMZ as a World Heritage
Site
2.1 Criteria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2 DMZ’s Value as a World Heritage Site

3. Roles of Gyeonggi Province
3.1 Team exclusively responsible for inscription of
the DMZ on the World Heritage List
3.2 Roles of Gyeonggi Province as a local
government
4.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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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ward th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1. Introduction

Value of World Heritage

Korean DMZ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World
Heritage

Proposing turning the DMZ into an international peace zone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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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Director-General Audrey Azoulay

2. Value of the Korean DMZ as a World Heritage Site

The inscription of the DMZ on the World Heritage List by both Koreas would be in keeping
with the spirit of UNESCO as the DMZ symbolizes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UNESCO Director-General Audrey Azoulay met Minister of Culture Park Yang-woo on November 19, 2019

Future of the DMZ?

Organizations involved
with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rganization
UNESCO

Source: Segye Ilbo, August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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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Heritage Committee, World Heritage Centre

 Advisory Bodies (ICOMOS, IUCN, ICCROM)
Roles

• Pursuing international projects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since World War II

World Heritage
Centre (WHC)

• Serving as a secretariat; receiving applications for inscription; implementing
resolutions of the General Conference; and coordinating communications between the
States Parties and advisory bodies

World Heritage
Committee

• Making decisions on the inscription and the use of the World Heritage Fund

Advisory bodies

• ICOMOS: Evaluating cultural properties (site inspection, desk review)
• IUCN: Evaluating natural properties (site inspection, desk review)
• ICCROM: Handling matters on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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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Advisory Bodies

Types of World Heritage

Full nam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Founded: 1956
Headquarters location: Rome, Italy
Roles: Support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Single property

Serial properties

Transboundary
property

Transnational serial
properties

Single state

World Heritage Committee
(World Heritage Centre)

Multiple states
(transboundary) Border
Full nam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Founded: 1965
Headquarters location: Paris, France
Roles: Conducting site inspections of nominated
cultural properties; providing advice on cultural
heritage

Full name: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Founded: 1948
Headquarters location: Gland, Switzerland
Roles: Conducting site inspections of nominated natural
properties; providing advice on natural heritage

Criteria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Criteria

Descriptions

ⅰ

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ⅱ

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
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
ng or landscape design;

ⅲ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
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ⅳ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
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ⅴ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
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ⅵ

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is criterion should preferably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riteria);

ⅶ

To contain superlative natural phenomena or areas of exceptional natural beauty and aesthetic
importance;

ⅷ

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ncluding the record of
life, significant on-going geologic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landforms, or significant ge
omorphic or physiographic features;

ⅸ

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
s i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errestrial, fresh wate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
n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ⅹ

To contain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for in-situ conservation of biologi
cal diversity, including those containing threatened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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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

Evaluation body

Three Pillars of World Heritage

Cultural
heritage

⇩

World Heritage

ICOMOS
Mixed
heritage

OUV
Natural
heritage

Integrity
Authenticity

Protection &
Management
system

⇩

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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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World Heritage
Properties

 1,121 properties as of 2019
 Cultural (869), Natural (213), Mixed (39)

 Transboundary (39)

Joint efforts for inscription of the
Korean DMZ on the list

Signing ceremony of the MOU on
joint inscription of the DMZ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with
North Korea (July 11, 2019)

Exploring the values of the DMZ

Kick-off ceremony for the DMZ Field Inspection
Team (May 26, 2020)

Field inspections of the Korean DMZ
Limitations to
research

- Military
installation
- Border region
- Purpose of worl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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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ical sites located in three South
Korean cities -- Gongju, Buyeo, and Iksan

-- were integrated into the Baekje
Historic Areas in 2011.

3. Roles of Gyeonggi Provinc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South Chungcheong
Province, North Jeolla Province, Gongju

City, Buyeo County, and Iksan City)
signed an MOU in 2011.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Preparation
Team was launched in 2012.

 An MOU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as signed in 2015 to

World Heritage Inscription Team for
the DMZ

ensur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ertinent institution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s (Gyeonggi Province,
Seongnam City, Hanam City, and
Gwangju City), and the Gyeonggi Culture

Foundation signed the MOU.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Preparation
Committee for Namhan Mountain
Fortress was 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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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Bill on North-South Joint Support for Inscription of
Korea’s DMZ on the World Heritage List

4. Conclusion
The head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hall ensure that a team is established and operated to
systemically implement the process for joint inscription of the DMZ on the World Heritage List with North Korea (Article 6).

Implication of inscription of the DMZ
on the World Heritage List and roles
of local communities

Opinion Submission 134

Simply
opposed

Waste of
taxpayers’
money

Premature

For whom is
this bill
brought in?

Fiscal burden
will increase
due to
expansion of
the agency;
meaningless
waste of the
taxpayers’
hard-earned
money

Nuclear
disarmament
first; and listing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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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ism

Under a flag
of truce

Distrust with
North Korea

Bill hastily
pushed
through

Stir up public
opinion

Peace at its
finest is the
strongest
national
defense.

Restoration of
relationship is
a priority.

Excessiv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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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Hoping
that
the DMZ will one day be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as heritage of humanity…
recognized
- 재용의 가치(property)
▶ 문화유산

-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후손에게 전달
Thank
- 상속의 개념(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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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3

꿈, 변화, 에코뮤지엄. 지역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계

216

Dreams, changes and ecomuseums.
Linking local and global sustainability

생명과 평화 그리고 순환과 재생의 DMZ 에코뮤지엄

258

The DMZ Eco-Museum of Life, Peace,
Cycle, and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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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3 (PARALLEL SESS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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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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3 (PARALLEL SESSION 1-3)
꿈변화 그리고 에코뮤지엄
지역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계

라울 달 산토
Raul DAL SANTO
파라비아고 경관 에코뮤지엄 / 코디네이터
Coordinator, Parabiago Ecomuseum – Municipality of Parabiago
라울 달 산토 파라비아고 경관 에코뮤지엄

꿈, 변화, 에코뮤지엄. 지역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연계
Dreams, changes and ecomuseums.
Linking local and global sustainability

롬바르디아 에코뮤지엄 네트워크
'5236네트워크

UHWH
LWDOLDQD
HFRPXVHL

HPDLODJHQGD#FRPXQHSDUDELDJRPLLW

'0=포럼 

1947헌법, 이탈리아의 꿈
에코뮤지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탈리아 헌법 제 조 

능동적 시민의 실천은 사회의
물질 및 정신적 진보 제조 
그리고 인류의 완전한 발전에
제 조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환경과 유산을 가꾸는 것을
제조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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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규모

토양을 바꾸다

변화

시민에게 권한 부여
함께 행동하기
함께 선택하기

무형문화유산
에코뮤지엄의 영감

상의하기
정보
GHVLJQHGE\IUHHSLF

GHVLJQHGE\IUHHSLN

변화

단계 확산

목표:

주민

지역사회
협회

회사

학교

네트워크

문화기관
프로세스에 필요한 것 참여
218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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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질문...

에코뮤지엄이 미래에 영감을 주려면"
 질문에 답한다
 기관을 참여시킨다
 지역환경을 중심에 둔다
 시민과 함께 계획하고 행동한다
 유산 지도를 만든다
 공개저작권으로 게시한다
 기관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환경을 관리한다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전체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이탈리아 에코뮤지엄은 미래의 환경에
어떤 영감을 주는가"
 지역 및 글로벌 비전이 필요한가?

 어떤 종류의 변화가 예상되는가"

0LFN\$OGULGJH

“이탈리아 에코뮤지엄 네트워크의 전략적 선언”
이탈리아 에코뮤지엄
네트워크에 의해 “진행 중인
문서” 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 개의
에코뮤지엄의 작업을
조정하고 영감을 주어
협력을 촉진한다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에코뮤지엄의 역할을
인식하고 부처지역 및
대도시와 협력한다
얻은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에코뮤지엄을 보다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전달한다

질문에 답하기
파라비아고 3DUDELDJR 의 풍경
에코뮤지엄은
“장소상실 SODFHOHVVQHVV )”
신드롬에 대한 해답을 위해
탄생했다시민들은 도시 환경을
특징 짓는 “작은 규모”의 유산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GHVLJQHGE\IUHHS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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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
파라비아고 3DUDELDJR 의 풍경
에코뮤지엄은
“장소상실 SODFHOHVVQHVV )” 신드롬
대한 해답을 위해 탄생했다
시민들은 도시 경관을 특징 짓는
“작은 규모”의 유산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기관 참여유도
노스 밀란 어반
에코뮤지엄 1RUWK0LODQ
8UEDQ(FRPXVHXP 은
7UDPHPHWURSROLWDQH
협회에서 관리하는 문화
기관이다이 기관은
롬바르디아 지역의 인정을
받았으며밀라노 북부의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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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을 중심에 둔다
-XGLFDULD의
에코뮤지엄은 지역
사회 유산특히
풍경을 연구보존
개선하고 전시한다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계획하고 행동한다
지역사회 박물관인 에코뮤지엄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당성을 갖는다 $UJHQWD의 에코뮤지엄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계획하고 작업한다
이것은 능동적 시민의 논리와 보완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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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지도화하다

공개저작권으로 게시

카센티노 &DVHQWLQR 
에코뮤지엄에서는 에코뮤지엄
실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교구
지도를 그렸다교구 지도는
유형 및 무형 유산을 공유하고
있는 풍경의 참여적 지도이다
지도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구현하기 위해 양방향
멀티미디어 지도가 구현되었다

*ULJQH 에 코 뮤 지 엄 의
작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미디어는 공개
저작권으로 게시되며
자유롭게 공유하고
적용할 수 있다

유산의 기록 및 해석

기관이 계획을 세울 수

카센티노의 에코뮤지엄에는 전통과 구전 및 비물질적 기억의
수집과 보존에 전념하는 프로젝트인 %DQFDGHOOD 0HPRULD
기억 저장소0HPRU\EDQN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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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gne" di Michele F. - http://www.flickr.com/photos/e-coli/151940850/.
Con licenza CC BY-SA 2.0 tramite Wikimedia Commons -

있도록 지원

풀리아 3XJOLD 의
에코뮤지엄은 그 유산 및
올바른 사용에 관한 조치를
인식하고 있다풀리아
지역은 이 작업을 통해
풍경이 있는 지역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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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관리
9DOOH(OYR
6HUUD의
에코뮤지엄의
이해관계자들은
유산의 관리해석
및 바람직한
사용을 위한 재치
있고 영향력 있는
조치를 인식했다

네트워크 관리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에
집중
이해관계자 사이의 새로운
사회화와 보완성 원칙의
광범위한 사용 덕분에
일부 유산 요소는 사회
환경 및 경제 발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거나 새롭게
활용되었다

전체적 비전을 갖다 먹어서 3DUDELDJR를 키우자
에코뮤지엄은  년 밀라노 엑스포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지역 사회에 제안했다 식품 공급망이 짧은
파라비아고 3DUDELDJR 빵은 지역의 많은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먹어서
파라비아고를 키우자 &XOWLYDWH 3DUDELDJR E\ eating)”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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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경제 – 파라비아고의 빵

파라비아고의 풍경 에코뮤지엄

개의
빵집에서
소매

파라비아고의 물 'H&2

개의 빵집에서 효모를 넣어 구운
장인의 빵파라비아고의 빵
'H&2

교내 식당
주 회

공공 정원에 나오는
식물 폐기물
연 톤

 헥타르의 농경지는 땅에 최소한의 방식을
개입하는 보수적 농법으로 경작된다 생물
다양성과 부업토를 보존하고 수확 후 지피작물을
을 제공한다

파라비아고의 공공 및 개인 정원에서 나오는 식물
폐기물로 지역 농장에서 생산한 퇴비가 이 들판의
비료가 된다

파라비아고 빵

지역 빵집에서 파는 빵은 학교 식당에서도
제공된다

파라비아고의 밀가루'H&2
(“made in Parabiago” 상표

문화 경관
퇴비 생산
연 톤

이 지역의 마지막 물방앗간의
맷돌

공공 정원에 나오는
식물 폐기물
연 톤
퇴비로 비옥화 및 보존농법으로
재배
헥타르연

고대의 밀 63DVWRUH
연 .J
파라비아고 쌀을 포함한 기타 작물들
'H&2연.J

토양에
생물다양성
증대
&2배출량 감소

지피작물

돼지풀
$PEURVLD
감소

파라비아고 빵
파라비아고 빵은 현지 빵집에서
통밀로 만든다 빵은 효모 파라비아고
물과 소금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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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비아고 빵

“ 산 파 스 토 레 6DQ Pastore)” 라 고
불리는 고대 품종의 부드러운 밀로
만든 밀가루는 이 지역의 마지막
물방앗간에서 맷돌로 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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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태학 제품

 음식

생태계 서비스

우유

물

일반 밀
옥수수 가루

습지
빵

쿠키

생물다양성

타르트

라비올리

쌀
양배추

오솔길과 천연초원

선형 YV순환경제

E\SHLNHUDWKWWSVIOLFNUFRPSKRWRV#1

지속가능 개발목표에 집중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는 인류와 생물권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에 설정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한
원대하고 ‘글로벌한’ 노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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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글로벌 개발에 집중

'5236플랫폼

도넛 경제모델은 인간과 환경적 웰빙에 대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한다

에코뮤지엄 및 지역사회 박물관을 위한 교환 및 경험 공유를 위한 국제 플랫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룬다
GHVLJQHGE\IUHHSLN

“전략적 선언” 2019 년 개정
이탈리아의
에코뮤지엄은 자연
문화유형 및 무형
유산에 대한 보호
관리 및 접근
향상의 목표와
지역 사회의 환경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
지속가능한 개발과

방법론적 변화
기후 정의를 위한
유엔 아젠다
목표 달성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GHVLJQHGE\IUHHS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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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뮤지엄헌법기관

문화적 변화

물리적 변화

꿈의 현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다른 이와 함께 꾸는 꿈은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다.”

엘데르 카마라 Hélder Câm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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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Dreams, changes and ecomuseums.
Linking local and global
sustainability

http://ecomuseo.comune.parabiago.mi.it/
https://sites.google.com/site/ecomuseidellalombardia/home

https://sites.google.com/view/drops-platform/home

DJHQGD#FRPXQHSDUDELDJRPLLW

Raul Dal Santo - Parabiago Ecomuseum
Lombardy ecomuseums network
The DROPS network

rete
italiana
ecomusei

e-mail: agenda21@comune.parabiago.mi.it

DMZ Forum 2020

Constitution 1947, italian dreams
Ecomuseum is:
a practice of active citizenship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rt. 118 of italian Constitution)

Aimed at the care landscape and
heritage
(art. 9)

to contribute to the material and
spiritual progress of society,
(art. 4)

and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
(ar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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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scale

The change humus

Change

Empower citizen
Act together
Choose together

living
heritage

Consultation
Information

ecomuseum inspiration

designed by freepic

designed by freepik

Spread the steps

in order to:

Change
population

communities
associations
companies
schools

networks

cultural institutions
a proces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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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cipalities

participation

designed by freepik

designed by fre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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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estions...

How do ecomuseums inspire future?
1. Answer a question.
2. Involve Institutions.
3. Put landscape at the centre.
4. Plan and act with citizens.
5. Map the heritage.
6. Publish with copyleft license.
7. Help institutions to plan.
8. Take care of landscape.
9. Take care of the network
10. Focus on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1. How do italian ecomuseums
inspire landscape future?
2. Is a local and global vision needed?

3. What kind of change is expexcted?

Micky Aldridge

The “strategic manifesto of ecomuseums italian network”
It’s a "document in progress"
by italian ecomuseums
network to:
1. coordinate and inspire the
work of about two hundreds
ecomuseums currently
operating in Italy,
facilitating their
cooperation;
2. make the ecomuseums
work more effective and
clear, networking and
communicating ongoing
projects;
.

3. collaborate with the
Ministry, Regions and
Metropolitan cities to
recognize the ecomuseums
role to implement the
principles of the Italian
Republic Constitution;
4. monitor the obtained
results.

1. Answer a question.

The landscape ecomuseum of
Parabiago was born to answer to
the “placelessness” syndrome:
citizens do not appreciate the
“small scale” heritage that
characterize the city landscape.

designed by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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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a need for change

The landscape ecomuseum of
Parabiago was born to answer to
the “placelessness” syndrome:
citizens do not appreciate the
“small scale” heritage that
characterize the city landscape.

2. Involve Institutions
The North Milan Urban
Ecomuseum is a cultural
institution, managed by
Tramemetropolitane
Association.
It was recognized by the
Lombardy Region.
It works with the
Municipalities in the north
part of M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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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ut landscape at the centre
The ecomuseum of
the Judicaria
studies, conserves,
enhances and
shows the
community
heritage, especially
the landscape.

4. Plan and act with citizens continuosly
The ecomuseum, which is a museum of the community, is
legitimated by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The ecomuseum of
Argenta plans and works not only “for” but also "with" the
community;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logic of active
citizenship and the subsidiar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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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p the heritage

6. Publish with copyleft licence

In the Ecomuseum of Casentino,
to realize the ecomuseum action
plan, a parish map was drawn.
The parish map is a participatory
mapping of a landscape,
resulting from a shared reading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To update and implement the
map contents, an interactive and
multimedial map was realized.

All media about products
and processes of the
Grigne ecomuseum are
published under an open
licence and are free for
sharing and adapting.

Record and interprete the heritage

7. Help institutions to plan

In the Ecomuseum of Casentino, the Banca della Memoria
(Memory bank) is a project dedicated to the collection and
conservation of traditions and oral and immateri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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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gne" di Michele F. - http://www.flickr.com/photos/e-coli/151940850/.
Con licenza CC BY-SA 2.0 tramite Wikimedia Commons -

The ecomuseums of Puglia
recognised the heritage and
the actions about its good
use. Puglia Region used this
work to make the landscape
region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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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ake care of landscape
In the ecomuseum
of Valle Elvo Serra
the stakeholders
realized sparking
actions for the
care, the
interpretation and
the good use of the
heritage.

9. Take care of the network

10. Focus on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Thanks to a new
socialization between
stakeholders and the large
use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some heritage
elements got new life or
new use in order to
improv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development.

Have a olistic vision: cultivate Parabiago, by eating
The Ecomuseum proposed a project on the theme of the Milan
EXPO to the local community in 2015. The short food supply
chain of the Parabiago bread was activated by many local
stakeholders. The project was called “Cultivate Parabiago by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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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useum of the landscape of Parabiago

Circular economy - bread of Parabiago
retail in
3 bakeries

water of Parabiago De.C.O.

vegetable waste from
public gardens
600 tons/year

170 hectares of agricultural fields are cultivate
with the conservative agriculture which
intervenes in a minimum manner on the ground;
it preserves biodiversity and humus and
provides cover crops after the harvest;

artisan bread baking with yeast in
2 bakeries: bread of Parabiago
De.C.O.

school canteens:
once a week

Parabiago bread
The fields are fertilized by the compost
produced in a local farm from vegetable waste
coming from the public and private gardens of
Parabiago.

whole Parabiago flour De.C.O. (the
trademark of “made in Parabiago”

cultural landscape
compost
production 1100 t/y

stone milling in the last water
mill in the area

vegetable waste from
public gardens
600 t/y
Fertilization with compost and
cultivation with conservation
agriculture (170 ha/y)

ancient wheat S. Pastore
5000 Kg/y

Other crops including Parabiago
rice De.C.O. 1280 Kg/y

more
biodiversity
in the soil

less Ambrosia
less CO2 emissions

cover crops

Parabiago bread
Loaves are made in local bakeries
with whole wheat; they are produced
with mother yeast, Parabiago water
and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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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biago bread

Local bakeries sell the bread that is also served
in School canteens.

The flour made from soft wheat of an
ancient variety called "San Pastore"
is stone milled in the last water mill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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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of agro-ecology

1. Food

2. Ecosystem services

mil k
common
wheat

water
corn flour

wetlands
bread

cookies

biodiversity

tar t

ravioli

ric e
cabbage

paths and natural grasslands

linear vs. circular economy

by peiker at https://flickr.com/photos/62505737@N05/31817631921

11. Focus on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resent the largest
and most 'global' effort to effect change capable of setting
humanity and the biosphere on a path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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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Focus on sustainable global development

The DROPS platform

Doughnut Economics model revolves around an holistic
approach to both human and environmental wellbeing

INTERNATIONAL PLATFORM FOR EXCHANGE AND EXPERIENCE SHARING FOR
ECOMUSEUMS AND COMMUNITY MUSEUMS

"DROP BY DROP BECOMES A RIVER"
designed by freepik

The “strategic manifesto” 2019 amendment
The Italian
ecomuseums are
committed to
further promote
the goals of
safeguarding,
caring for and
enhancing access
to natural, cultural,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and their
role

for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communities, the
achievement of the
2030 UN Agenda
go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limate justice.

Methodological changes

designed by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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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useums, constitutional agencies

Cultural changes

Physical changes

Dreams reality

“When we are dreaming alone it is only a dream.
When we are dreaming with others, it is the beginning of
a new reality.”

Hélder Câm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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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s at:
http://ecomuseo.comune.parabiago.mi.it/
https://sites.google.com/site/ecomuseidellalombardia/home

https://sites.google.com/view/drops-platform/home

agenda21@comune.parabiago.m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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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3 (PARALLEL SESS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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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 평화 그리고 순환과 재생의 DMZ 에코뮤지엄
The DMZ Eco-Museum of Life, Peace, Cycle, and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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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7099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dipr&logNo=22024819819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01

01

02

03

04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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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eo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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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MZ Eco-Museum of
Life·Peace·Cycle and
Regeneratio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Local Culture Team
Eco-Museum Manager, Soon Joo Hwang (황순주)

Gyeonggi Eco-Museum’s value and philosophy
#Local museum #Ecological museum #Participation museum #Alternative museum

Local site
Placeness

Ecology

Historicity

ECO-MUSEUM
Participation

Citizenship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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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useum’s basic attributes

M

USEUM

Base condition

Activities as a museum

Coastal culture’s repository
Gyeonggi Bay’s eco-museum

ECO-MUSEUM

H

P

ERITAGE

ARTICIPATION

Morphological attribute

Attribute as a means

Local preservation of heritage

Active participation

within the region

by residents

Symbol of the identity of Gyeonggi Province regions. Gyeonggi Bay and the DMZ

Jo River ·Han River
·Jangreun
Gimpo Eco-Museum

Gyeonggi Bay’s value and the present

DMZ
Yeoncheon

Salt·Tidal channel
·Oido Island
Siheung Eco-Museum

Connection point of
Eurasia and the Pacific Rim
Pocheon

Open-door
新 land growth axis

Cold War heritage and
Military Camp Town Eco-Museum

新 industry· distribution ·
tourism’s point

Dongducheon
Paju
Yangju

Daebu Island
·Seongam Institue
Ansan Eco-Museum

Uijeongbu

Gimpo

Half-circle bay that is located between Hwanghae Province, Ongjin county of North Korea and Taean county,
River Eco-Museum

Chungcheongnam Province of South Korea Width approx. 100km, length of coastal line approx. 528km,
bay 內 200 big and small islands exist Historical cultural value and marine ecology’ s repository,

strategic point where intense competition among nations happened, but There are concerns of confrontation

Seoul
Incheon

and conflict due to high costs, project stagnancy for a long period of tim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community dissolution due to large-scale development

Siheung

Jebudo·Maehyang-ri
Hwaseong Eco-Museum

Ansan

Pyeongteak Port
·Daechu-ri
Sericinus montela
Pyeongtaek Eco Museum

Hwaseong

DMZ Ecological Community
Eco-Museum

Isolation

Marginalization

Conflict

Pyeongtaek

Gyeonggi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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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Bay’s issues : isolation·marginalization·conflict

Maehyang-ri

Seongam Institue

Daechu-ri village struggles
Source :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7099

Sihwa Seawall
Source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dipr&logNo=22024819819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model – eco-museum

Eco-museum
as an alternative

01

Establishment of coastal identity through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and community restoration

02

Healing its painful memories and historical restoration

03

Local preservation of ecology and resources

04

Gyeonggi Bay Eco-Museum’s major activities

01

02

Gyeonggi Bay Eco-Museum
collection 100 pieces selection
resource discovery + research study

Construction of 12 sites
as foothold space
Art+history+restoration

Regeneration and self-governance
that also take care of regional resources

05

Low-cost, step by step approach

06

Cooperation between city and city,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as its policy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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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Bay Eco-Museum’s
major activities
2016-2020

03

04

Collection promotion project
17 education programs
35 experience programs
27 tour programs
10 public art

Organization of citizen network
47 organizations participated
15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es
Numerous citizen activists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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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100 pieces selection resource discovery + research study

Restoration and regeneration of major foothold space of Gyeonggi Bay Eco-Museum

Ansan old Daebu town office

Gyeonggi Bay Eco-Museum collection 100 pieces
and integrated branding

Gyeonggi Bay Eco-Museum collection 100 pieces
‘Cohabitation Coexistence’

Ansan Seongam History Museum

Collection 100 pieces selection resource discovery + research study

Gyeonggi Bay Eco-Museum
peace ecology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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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an Art Island Nuwe

Seongam, Daebu region village
research study

Hwaseong Maehyang-ri Studio

Restoration and regeneration of major foothold space of Gyeonggi Bay Eco-Museum

Hwaseong Jebu Island Art Park

Hwaseong Art Pavillion Gunpyeong OSOL

Siheung Gomsolnuri Forest

Siheung Tidal Salt Storage

Gyeonggi Bay Eco-Museum master
plan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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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Bay Eco-Museum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and art program

Hwaseong Maehyamg-ri resident theater

Siheung tidal salt festival

Gyeonggi Bay Eco-Museum Propulsion Network

Gyeonggi
Provinc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Gyeonggi
Studies Center

Gyeonggi Bay
Forum

Coop
Community
Platform Iyu

Hanru

Mix Site

Odis

Marketing
Infrastructure

Gimpo city

Gimpo Cultural
Foundation

Gimpo EcoMuseum
Research
Committee

Village Media
Somssi

Willow Tree
Gallery

Youth Public
Research
Institute

Rainbow Fish

Mt. Boreum
Gallery

Social
Entrepreneurs
hip Wake

Water Level of
Han River
SelfManagement
Community

Gimpo Nature
School

Deokpo True
Education
Museum

Siheung city

Siheung
Cultural
Institute

Siheung Baraji
Eco-Museum
Research
Institution

Sihwao Lake
Life Protector

Siheung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Tidal Social
Cooperative

Siheung City
Artist
Collective
Commission

Siheung City
Life Farming
Technology
Center

Fair Travel
Neighborhood
Bom

Chamiseul
Village Schoo

Sinhyeondong
munhwa
Village Dadam

Sangeumassi
Culture
Doorigi

Ansan city

Ansan Cultural
Foundation

Bomal Artist
Cooperative

Regional
Society
Research
Center

Daebu Island
Eco-Museum
Implementatio
n Commission

Ansan City
Tourism
Commission

Dongsu Village
Yeommak
Town

Sadong
Regional
History Group

Daebu Island
Goraetburi
Island Ecology
Tourism
Village
Cooperative

Marine School
Education
Center

Hwaseong city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Hwaseong City
Ecological
Tourism
Cooperative

Soda Gallery

Ensemble On

Theatrer
Troup
Mindeullae
Theater
Village

Hwaseong
Environmental
Movement
Group

Space XX

Fun Things
Research
Center

Cultural Space
Seomjari

Pyeongtaek

Pyeongtaek
Cultural
Foundation

Pyeongtaek
Cultural
Institue

Pyeongtaek
Eco-Museum
Research
Institute

Pyeongtaek
Artist
Collective

Pyeontaek
Studies
Research
Institute

Pyeongtaek
Liberal Arts
Research
Institute

Pyeongtaek
Seopgil
Implementatio
n Commission

Hwaseong Maehyang-ri Stuio
North Korean defector artist Seonmoo exhibition

Ansan Seongam Institue ceremony

Gyeonggi Bay Eco-Museum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and art program

Siheung Gomsolnuri Forest ‘Day as an art’

Jebu Island small happiness concert with citizens

284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Gyeonggi Bay Eco-Museum citizen tour

The expansion of eco-museum
to the DMZ region

Making dancing fish – Yoon Ki Le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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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ontents and Creation Strategies of DMZ Eco-Museum

Military Camp Town culture archiving 2017-2018

<Vision>
Northern Gyeonggi DMZ region’s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community-led development
<Philosophy and value>
Northern Gyeonggi DMZ regions culture/natural heritage is living scenery
that has changed over generations should be sustainably managed
through responsibility and management of regional society
Should contribute to democratic society integration of regional society

<Objectives>
Northern Gyeonggi DMZ region’s
enhancement of culture·natural
heritage’s value

strengthen community capability
with a focus on regional heritage

Strengthen regional identity

Regional heritage utilization

through regional society participation

enhancement and vitalization of

and education

regional economy and creation of jobs
Paju Sunyu-ri Archiving
‘Every day in Sunyu-ri’

GyeonggiResearch Institute

The expansion of Eco-Museum to the DMZ region : six cities of the DMZ

Dongducheon Taekgeo-ri Archiving
‘Land and Memory’

Yeoncheon Sinmang-ri Archiving
‘Town·Hope·New’

Contents development that uses ecological heritage 2018-2020

Border city
Border Culture City

Pocheon Hwajeok Lake Performance

Pocheon Hwajeok Lake

Six Cities
Of the DMZ

Yeoncheon Jaein Waterfall
Performance

Yeoncheon Jaein Waterfall
Source : Yeoncheon District website (https://www.yeo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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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f village museums that have stories 2019-2020

Dongducheon Taekgeo-ri Village Museum

Yeoncehon Baekhaek Small Village Museum

Paju Last Chance Club

Goyang Nopbit Art Park

Major Contents and Creation Strategies of DMZ Eco-Museum

River
Eco-Museum

Cold-War
heritage and
Military Camp
Town EcoMuseum

River Eco-Museum

River Eco-Museum Hantan River and Imjin River

DMZ
Ecological
Community
Eco-Museum
Imjiin River

Construction
of Hantan River
·Imjin River region
as one
ecology·history·
culture area

Restoration
and use of
Paju·Yeoncheon·
Dongducheon’s
military camp town
culture and the
returned base of
the U.S. military

Goranpo historical museum

DMZ villages
preserved or
created after
the war in the
DMZ region

Hantan River suffering from pollution

Hantan River tourist attraction
Source: Yeoncheon town website(https://www.yeoncheon.go.kr), Hantan River Protection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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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War heritage and Military Camp Town Eco-Museum

Eco-museum that is completed with participation by residents

Dongducheon U.S. military base

Dongducheon SIT Management Office (Monkey House)

Dongducheon Taekgeo-ri Village Museum

Dongducheon Bosan Station Base of the present

The DMZ Ecological Community Eco-Museum

Dongducheon World Food Street

Dongducheon Graffiti Art

Dongducheon Do-Dream Music Center

The DMZ Eco-Museum and art’s participation

Paju Haemaru town landscape
Source : DMZ Haemaru town website (http://www.haemaru.org)

Yeoncheon Baekhak Village
Reckless Cooperative

Dongducheon Bosan Station

Yeoncheon Baekhak Village
Small History Museum

DMZ Eco-Museum Sinmang-ri Village Museum
construction plan 中 - Jin Nae Rae

Yeoncheon Greeting Man

DMZ Eco-Museum sound landscape exhibition - Se Ryeong

Dongducheon Bosan Station graffiti

Source: Yeong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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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DMZ Eco-Museum key project 2. Construction of Goguryeo fort remains local museum : Goguryeo History Museum
DMZ Eco-Museum On The Road, Proposal to construct "continuing to walk on the fort remains of Goguryeo"

2

1

3

Goguryeo History Museum On the Road

4

5
We propose the construction of Goguryeo History Museum here,
a small but meaning project that will teach the history of
Goguryeo as our history and respond to Dongbei Project.

to represent a masterpiece
of human creative genius

to exhibi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over a span of time or
within a cultural area of
the world, on developments
in architecture or technology,
monumental arts, townplanning or landscape design

to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which has disappeared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To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raditional
Human settlement, land-use,
or sea-use which is
representative of
a culture (or cultures),
or human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has
Become vulnerable
under the impact
of irreversible change

China has already spent billions of Won and completed the
Dongbei Project, and teaching Goguryeo as their history. Our
Goguryeo that the government and the academia have left
alone. Goguryeo history exhibit that will protect the selfesteem of the people and to be constructed at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the desperate need to teach
pride of the Korean People throughout generations.

Gangseo-ri Fort

Goguryeo History Museum
(History Museum on the road)

Looking at how fierce battles of the Korean War occurred on
the strategic points of where Goguryeo and Silla-Baekje joint
forcese, Goguryeo and Silla, Silla and Dang dynasty fought for
power in the period of the Three States, we realize again the
importance of the axis of Imjin, Hantan River and the tectonic
valley’s No. 3 road have on the Korean Peninsula’s
management strategy that surpasses 1,500 years.

Mt. Gosung Fort
Mudeung-ri 1 Fort

[Yeoncheon Goguryeo 3 fortresses] Horo Old Fort, Dangpo

6
to be directly or tangibly
associated with events or
living traditions, with ideas,
or with beliefs, with artistic
and literary works of
outstanding universal
significance

8

7
to contain superlative
natural phenomena or
areas of exceptional
natural beauty and
aesthetic importance

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major stages
of earth's history, including
the record of life, significant
on-going geological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And forms, or significant
geomorphic or
physiographic features

9

10

to be outstanding examples
representing significant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in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errestrial,
fresh water,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communities
of plants and animals

to contain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natural
habitats for in-situ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cluding
those containing threatened
speci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from the point
of view of science
or conservation

Fortress, Eundae-ri Fortress

Mudeung=ri 2 Fort
Gwangdong-ri
Fort
Mt. Deokjin
Fortress

Woojeong-ri Fort

Eundae-ri
Fortress

Ami-ri Fort
Dangpo Fortress

Cheongok-ri
Wood Structure
Mt. Daejeon-ri Fortress

Dooru-bong Fort

Mt. Choseong-ri
Fortress

Horo Old
Fort

[Yeoncheon Goguryeo forts (9)] Gangseo-ri Fort, Mt. Gosung
Fort, Mudeung-ri 1 Fort, Mudeung-ri 2 Fort, Woojeong-ri Fort,
Ami-Ri Fort, Gwangdong-ri Fort, Duru-bong Fort, Jeongok-ri
Wood Structure
[Paju Goguryeo fortress] Mt. Deokjin Fortress

[Yeoncheon Silla fortresses] Mt. Daejeon-ri Fortress, Mt.
Chosung-ri Fortress, Mt. Gunja Fortress, Mt. Okryeo-bong
Fortress, Soocheol Fortress
[Fortresses nearby Yeoncheon] Chiljoong Fortress, Mt.
Wolrong Fortress, Mt. Odu Fortress, Yukgye Soil Fortress, etc.

Ami Fortress

Proposal by : Yeoncheon, Seongchul Seo

Source : http://heritage.unesco.or.kr

DMZ Eco-Museum key project 1. regeneration of ports and restoration of waterway

01

DMZ Eco-Museum key project 3.
The Beginning of a Small Unification : To turn the South-North Jo River Cultural Area into a Eco-Museum

Regeneration of ports at Imjin River · river mouth of Han River: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of ports, realization of new marine village community
Gangryeong Port (Gimpo), Jogang Port (Gimpo), Mageun Port (Gimpo), Yeongjeong Port (Gapung),
Gorang Port (Yeoncheon), Imjin Naru (Paju), etc.

02

Restoration of waterway and network : Imjin River, Hantan River, Han River

Jo River(祖江) that means grandfather river that flows in the downstream river of
Han River that is located between Gimpo city and Gaepung region of Hwanghae

Province of North Korea. Jo River is also a place where the ‘Yumha’ waterway
Source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6203

Source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96962&memberNo=21781528

that flows between Han River, Imjin River, Yesung River and Gimpo and Ganghwado converges. It is a place where all waterway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nverges int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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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global local”
Method and philosophy of eco-museum that has citizenship, artistry, and placeness as attributes is a

good alternative to guarantee sustainable world heritage management system.
We need to seek ways in which South Korea and North Korean can jointly make use of the DMZ’s
resources to promote worldwide peace discourse, propose alternatives of ecological value preservation
and creative use, and establishment of the DMZ region as a truly “ the most global local.＂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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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초국경 협력사업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300
Transborder collaboration projects in Europe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주요 개발 사례로 보는 DMZ 협력활용의 가능성과 과제

314

Potential and challenges for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in the DMZ,
based on the review of marked development
cases attracting atten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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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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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츠 비르쯔보우스키
Tomasz WIERZBOWSKI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 연구위원
Research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 Institute

유럽의 초국경 협력사업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DMZ 포럼, 2020년
년 9월
월 17일
일
토마츠 비르쯔보우스키

유럽의 초국경 협력사업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Transborder collaboration projects in Europe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머리말
 유럽대륙은 잔혹하고 끝없는 오랜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변절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국가 전체가 수십 년간 사라지기도 했다. 유럽의 역사는 주로 전쟁의
역사이다.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끝나자 적대적 관계였던 국가들이 작게 협력 사업을
시작했다(일부는 종전 이전부터 그러했다).
 이러한 사업은 때때로 한정적인 양자 협력에서 출발해 다자간 형태로 발전했으며
유럽 대륙의 조직적 통합 확대에 일조했다. 이렇게 유례없던 ‘자유주의적 실험’, 즉
유럽연합이 탄생하였다.

 유럽의 초국경 협력사업 역사는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다른 지역에 교훈을
안겨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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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 협력을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

실무적 초국경 협력 도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간 해상 분쟁

– 스웨덴과 핀란드의

하파란다 토르니오 유로시티
접경 마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간 조업구역 분쟁 대상: 얀 마옌(Jan Mayen) 섬,
스발바르(Svalbard) 제도, 인접 연안국가 등

 목표: 걸림돌이 되는 국경을 없애고, 서로 국경을 맞대고 전망과 이점을
공유하는 양국 거주민 간의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교류의 장으로 탈바꿈

 1979년,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에서 400해리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얀 마옌
섬 주변 200해리에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권리를 주장

 두 마을은 국가는 서로 다르나 학교나 병원 등 공공서비스의 공동 제공,
각종 서비스의 공동 관리, 공동 인프라 사업을 개발 등 경제통합 추구

 어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 아이슬란드 정부는 노르웨이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권리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

 결과: 스웨덴과 핀란드 북부 지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구가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에 대응하면서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자원의
공정분배를 추구하는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 -> 평화
국가라는 노르웨이의 이미지가 국내외적으로 실추될 수도 있었던 상황

단,
두 접경 마을의 언어, 통화, 시간대, 법 제도는 소속 국가에 따라 다름

 결과: 양국은 해양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결과적 고갈로 인한 교착상태를
방지하고자 협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음을 받아들여, 법적 협력 의무를 준수(독도
관련 어획쿼터제 참고)

초국경 협력을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
올란드 제도 Å

실무적 초국경 협력 도구
– 스웨덴과 핀란드 간의 분쟁

 역사적으로 스웨덴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스웨덴 영토
 핀란드는 러시아에서 독립한 이후 올란드 제도 영유권을 주장
 1920년 핀란드 정부는 올란드 자치권에 관한 법을 채택했으나 올란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데 실패
 핀란드 정부가 군을 배치하는 한편, 스웨덴 정부가 외교관을 본국에 소환하면서
외교분쟁이 발생

 이 분쟁은 중재를 위해 영국의 지휘에 따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회부됨
 결과: 올란드 제도는 비무장 중립 지대라는 새로운 지위를 확보한다는
조항에 따라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
조약에 재천명됨

외레순드

전략 덴마크와 스웨덴 간 협력

 양국 정부는 1991년 외레순드를 가로질러 국경 사이를 영구적으로 연결하는 교량
건설협정에 서명했다. 2000년, 그 목표가 달성됐다. 이후 덴마크와 스웨덴 국민들은
외레순드 교량을 이용해 외레순드 해협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교량 통행량은
점차 늘고 있다. 이 중 19,000명 이상은 거주 국가와 근무 국가가 달라, 이 교량으로
출퇴근한다.
 이러한 외레순드 전략은 정치권과 행정당국을 비롯해 국경으로 인한 걸림돌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관련 당국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초국경 기구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일례로, 초국경 기구는 정치권에 증거와 정보를 제공하고 상황을
감시하여 통근 인구에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 외레순드 지역은 경제거점이 되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각 GDP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다. 외레순드의 일자리 중 거의 80%는 서비스 일자리이며, 고용의
20%가 제조업에서 이뤄진다.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현재는 스웨덴과 핀란드 국민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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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초국경 협력 도구
블랙 트라이앵글(Black Triangle) (독일-체코-폴란드)
 길게 이어진 접경 지역은 오염이 심각했다. 수십 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대기오염 물질(주로 이산화황)과 수질오염, 산성비 및 기타 영향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일반적인 국경 지역은 예로부터 천연자원과 광상으로 유명하며 전통적인 유리공업,
요업, 직물업이 발달했다.
 동유럽의 정치적 격변(1989년) 이후, 1991년 6월 독일, 체코, 폴란드 3국은 블랙
트라이앵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후 3국은 PHARE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프로젝트와 측정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하는 유럽위원회와 협력했다.

초국경 협력
윈스턴 처칠: “발트
해의 슈테틴에서
아드리아 해의
트리에스테까지
‘철의 장막’이
대륙을 가로질러
드리워져 있다.”

유럽의 분열
 40년의 냉전 동안 동유럽과 서유럽 간 국경은 감시탑과 감시단 배치로 방비가
강화되었으며, 가시 철조망과 전기 철조망으로 구획되고 스프링총과 지뢰가
설치된 무인지대(수십 미터에 달하는 예도 있음)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었다.
 비무장지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착과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띠 모양의
땅은 희귀종을 비롯한 다양한 조류와 동식물의 은신처가 되었다.
 이러한 ‘철의 장막’은 43년에 걸쳐 1989년 매우 상징적인 ‘베를린 장벽 붕괴’ 등
여러 사건을 거친 끝에 허물어졌다.

결과: 3국이 배출량 감축을 위해 협력하고 행동한 이후,
환경적 상황은 상당히 개선됐다.

초국경 협력

국경 관계의 긍정적 변화

이베리아반도

 독일그린벨트 -> 유럽그린벨트

 포르투갈은 1133년 스페인에서 독립했다. 그러나 1580년 다시 침략당한
포르투갈은 1640년까지 마지막으로 스페인 왕국의 지배를 받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길고 역사가 깊은 국경 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1986년까지 포르투갈-스페인 국경은 ‘막다른 길(dead ends)’이나 마찬가지였다.
1,240km나 이어지는 국경선에는 출입국 관리소가 소수에 불과했으며 시간대
제한과 행정절차도 있어 국경 횡단은 더욱더 어려웠다.
 1960년 포르투갈의 대스페인 교역은 전체 수입액의 0.9%, 수출액의 1.0%였다.
포르투갈의 대스페인 수입액
변화의 결정적 계기: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진입(포르투갈은 1974년,
스페인은 1975년)과 1986년 유럽경제연합회 공동 가입이 경제통합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베리아반도에서 정치적, 경제적 관계는 한층
심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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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리전ㆍ유럽그린벨트ㆍ 철의 장막 트레일
 유럽그린벨트에 대한 구상은 2002년 처음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었고,
2003년 독일 본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확립되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약 150개 정부 기구와 비정부 기구는
세계자원보존연맹(IUCN)의 후원을 받아 권역별로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범유럽 형태로 통합하자는 데 동의했다.
 유럽그린벨트는 북부권(Fennoscandian), 발트권(Baltic),
중부권(Central), 발칸권(Balkan) 등 4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그린벨트는 북부 바렌츠 해에서 출발해 남부 아드리안 해와
흑해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2,500km의 범유럽 생태 네트워크의
근간이다. 1979년,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에서 400해리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얀 마옌 섬 주변 200해리에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할 권리를 주장했다.
 유럽그린벨트는 24개 국가를 가로지르는 그린벨트로서 북극 동토대,
북부 한대수림(boreal forests), 알파인 봉우리, 늪지대, 숲지대,
녹지 범람원, 연안지대, 초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식지로
구성된다.
 이전의 ‘철의 장막‘ 경로를 따라 국립공원 40개소를 비롯해
보호구역 3,272개소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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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치적) 의지 없이는 국제 공조가 어렵다.
 서로가 공통된 관심사와 가치를 추구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연맹), 유럽연합, 국제연합…세계자원보존연맹(IUCN),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등 국제기구 및
초국가기구가 참여하면 초국경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

 여러 양국 간 협력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다자간 협력으로 통합될 때 더욱 강력하게
실현될 수 있다.

Transborder collaboration projects in
Europe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DMZ Forum, 17 September 2020
Dr. Tomasz Wierzbowsk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U Institute

Introduction
 The European continent had a long history of endless, cruel wars. Parties
changed sides, the whole states dissapeared for decades. -> the history of
Europe is mainly the history of 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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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ten rised from limited bilateral setups to multilateral
arrangements and contributed to further institutional intergration on the
coninent that led to the emarge of unprecedented liberal experiment –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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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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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ful settelment of disputes by cross-border cooperation
–

–

 past disputes between Norway and Iceland
fishing areas: Jan Mayen, the
archipelago of Svalbard, the Adjoin coastal states.
 In 1979, Norway claimed the right to establish a 200-mile EEZ around the
island of Jan Mayen, located less than 400 miles north of Iceland.

 the Icelandic government opposed the legitimacy of Norway’s right to
establish the EEZ – fishery is the most importan industry in Iceland
 Norway was very wary not to act in a manner vis-à-vis Iceland that could
destabilize the security of the region or jeopardize its image as a state
seeking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 Norway would destroy its
international and domestic image as a peacfeul country.
 Outcome: Both parties complied with their legal obligation to cooperate,
which reflects the need to reach agreements to conserve the marine living
resources and avoid stalemates with depletion consequently. (See:
Dokto/Takeshima fishing quotas)

Peacful settelment of disputes by cross-border cooperation
Å

 Objective: to remove the border as an obstacle and turn it instead into a
cooperative and positive interface by peoples on both sides of the border
sharing a common vision and benefits.
 The two towns albeit belonging to different countries have pursued
economic integration as well as the joint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cluding schools and hospitals, joint management of services,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infrastructure projects
 Outcome: the fastest-growing region in northern Sweden and Finland
DESPITE
the different languages, currencies, time zones, and legal systems between
the two.

Practical tool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

 Historically a part of Sweden with Swedish-speaking population.
 Finland started to claim islands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Russia.
 In 1920, the Finnish Government adopted a law on Åland’s
autonomy but this did not settle rebelious mood among Ålanders.
 Helsinki sent troops; Stockholm recalled its diplomats. A diplomatic crisis
emerged.

 The dispute was handed over to the League of Nations for
arbitration, with Great Britain taking the initiative.
 Outcome: Åland was granted a high level of autonomy with
provisions to uphold its new status as a demilitarized and neutralized
zone. It was reaffirmed within the treaty admitting Finland to the
European Union.
 Nowadays -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for Swedish and Finnish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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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tool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Both governments signed an agreement in 1991 to build a permanent link
across the Oresund. This was done in 2000. Since then, the Oresund bridge
has allowed Danes and Swedes to cross the Oresund strait in increasing
numbers. Among them are some 19 000 cross-border commuters — workers
who live in one country and work in the other.
 the Oresund strategy supported b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as well as cross-border organizations who have identified obstacles and
have discussed solutions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to overcome borderobstacles. For example, they provide evidence and information to
politicians; they monitor situations and ensure services and information to
commuters.
 Outcome: The Oresund region has become an economic hub, accounting
for around 25 % of the total gross domestic product in both countries; it
generates nearly 80 % of all jobs in the service sector, and manufacturing
accounts for 20 % of employment. One of the most economically robust
region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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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tools for cross-border cooperation
Black Triangle (Germany-Czech-Poland)
 a border region long characterized by extremely high levels of pollution - For
decades, industrially produced air pollutants (chiefly sulfur dioxide), water
pollution, acid rain, and other effects took an enormous toll on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general area is historically known for its natural resources and mineral
deposits and had a traditional glass, ceramics, and textiles industries
 After political changes in Eastern Europe (1989), in June 1991 the three nations
signed a joint declaration of cooperation to address the Black Triangle's
environmental issues.
 They later coordinated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has funded small
projects and measurement initiative through its Phare program

Beyond transborder cooperation
Winston Churchill: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across the
Continent”

 During the four decades of the Cold War, the borders between the Eastern
Bloc countries and the West were heavily fortified with guard towers and
watchdogs and separated by a no man’s land (in some cases hundreds of
meters wide) demarcated by barbed wire and electric fences, armed with
spring-guns and sewn with land mines.
 Like in the DMZ, the creation of a strip of land largely devoid of human
occupation and development became a refuge for many species of birds,
animals, and plants, some of them quite rare.
 Over 43 years later the Iron Curtain was finally raised in a series of events that
included the highly symbolic opening of the Berlin Wall in November 1989.

Outcome: Since the three nations started to cooperate
and acted to cut emissions, the environmental
situation has significantly improved.

Transforming challanging border relations

Beyond transborder cooperation
 German Green Belt -> pan-European Green Belt

 Portugal got its independence from Spain in 1133. It was invaded again in
1580 and the Spanish kingdom ruled for the last time in Portugal until 1640.
 Portugal and Spain share one of the longest and oldest borders in Europe
 Until 1986 1986, borders between Portugal and Spain were like “dead ends”.
In a boundary with 1240 km of extension, there were only a few crossing
points, with a very limited timetable and a bureaucracy which further hindered
crossing
 in 1960 external trade with Spain represented 0.9% of Portuguese total
imports and 1.0% of exports
Portugal import from Spain
Game Changer: The transition to democratic political regimes, (1974
Portugal, 1975 Spain), and their joint EEC adhesion in 1986, created
not only the conditions for the subsequent economic integration but
also for the deepening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the Iberi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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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dea of a pan-European Green Belt was first formally
articulated in 2002 and it was establish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Bonn in 2003 attended by around 150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o agreed
to merge various existing regional initiatives into one common
European initiative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The Green Belt consists of four regional sections: the
Fennoscandian, Baltic, Central European and Balkan Green
Belts.

 The European Green Belt is the backbone of a pan-European
ecological network that runs for 12,500 kilometers from the
Barents Sea in the north to the Adriatic and Black seas in the
south. In 1979, Norway claimed the right to establish a 200-mile
EEZ around the island of Jan Mayen, located less than 400 miles
north of Iceland.
 It spans 24 countries and an immense diversity of habitats
ranging from arctic tundra, boreal forests, alpine peaks, mires,
bogs and lush flood plains to coastal areas and grasslands.
 Following the route of the former Iron Curtain, it connects 3,272
protected areas, including 40 national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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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Without (political) will any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hardly possible.
 Not only a common interest between the parties but also common values
can overcome this issue and make cooperation feasible.
However:
 The involvement of an international/supranational organization – (League
of Nation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Nations… but also 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could
foster transborder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Bilateral cooperation initiatives incorporated under a multilateral
arrangement could be enhanced and may become fea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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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개발 사례로 보는 DMZ 협력활용의 가능성과 과제
토지주택연구원

Potential and challenges for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in the DMZ, based on the review of marked development cases
attracting attent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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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추진 현황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추진 현황

경제개발구 지정 간략사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경제개발구(⊃경제특구)

중앙급
A : 나선경제무역지대

 경제개발구는 외국 자본,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지역

B :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경제개발구는 특수경제지대의 한 유형 : 특수경제지대는 해당 나라가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
여 일정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만 적용되는 법들을 제정하고 질서를 세운데 기초 하여 경제활동을 벌리는 특수

C : 개성공업지구
D : 금강산관광특구

지방급

E : 원산ㆍ금강산국제관광지대

1 : 온성섬관광개발구

F : 무봉관광특구

한 지역(김은순, 2014)

2 : 청진경제개발구

G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3 : 어랑농업개발구

H : 진도수출가공구

4 : 혜산경제개발구

I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북한의 초기 경제특구

5 : 만포경제개발구
6 : 위원공업개발구

 1970년대부터 경제난 타개를 목적으로 외자유치를 시도

7 : 청수관광개발구

 1984년 합영법 제정 당시 경제특구가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자신들만의 경제성장 모델을 개발

9 : 청남공업개발구

8 : 압록강경제개발구
10 : 숙천농업개발구

할 것이라는 의도에서 경제특구를 부정(양문수 외, 2015)

11 : 송림수출가공구

- 그러나 외자 유치의 부진,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 등을 목도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환

12 : 와우도수출가공구
13 : 신평관광개발구

 최초의 경제특구 지정 : 1991년 중국·러시아와 접경의 나진,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14 : 현동공업개발구
15 : 흥남공업개발구

- 이후, 개성, 금강산,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지역을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

16 : 북청농업개발구

 초기 경제특구들은 북한 중심부 즉 평양과 거리가 먼 접경지대에 위치

17 : 경원경제개발구
18 : 강남경제개발구

- 경제특구 내 개방정책과 시장화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외자유치 가능성 극대화

19 : 신의주국제경제지대

3

5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추진 현황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추진 현황

경제개발구(⊃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관련 제도

 김정은 집권 이후 6·28조치, 지방경제 발전, 기업소 독립채산제 등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기조

구분

 2013년 대외무역 다원화·다양화 실현, 지방 특성에 맞는 경제 개발을 위해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정의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
 2015년 무봉, 경원, 2017년 강남(평양) 등 추가

경제개발구(2013)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

투자자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

 기존 신의주특별행정구 →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금강산관광특구와는 별도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지정
 현재 총 28개의 경제특구/개발구 지정
개발/
구분

경제특구

경제

종류 및 공업
위치
관광

나선(1991), 황금평·
위화도(2011)
개성(2002)

경제개발구

경제

혜산(2013), 만포(2013), 청진(2013), 압록강(2013), 신의주(2013), 경원
(2015), 강남(2017)

공업

위원(2013), 현동(2013), 흥남(2013), 청남(2014)

수출

송림(2013), 와우도(2013). 진도(2014)

첨단기술
금강산(2002)

신평(2013), 온성섬(2013), 청수(2014), 원산-금강산(2014), 무봉(2015)

농업

북청(2013), 어랑(2013), 숙천(2014)

특구마다 관련 개별법 적용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

나라(북) 영역 밖의 조선동포

조직

• 북한 기업도 개발 가능

• 북중 공동지도/관리체계

• 개발과 관리를 남측에 일임

 지도기관: 중앙 / 시,도

 지도기관: 공동지도위원회(북중 중앙),

• 2013년, 남북공동지도위 설치

 관리기관: 시,도인민위원회가 조직

공동사업위원회(성,도)

 개발기업: 다른나라 투자가 또는 북 기관,  관리위원회: 공동개발관리위원회
기업소(개발 또는 토지이용권 출자)

 개발기업: 투자개발공사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과 개발조건에 맞고 나 토지종합개발경영방식(토지임대 50년),
방식(토지임대 하는 경우 50년)

강령(2014)

개성공업지구(2002)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개발방식 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특별허가경영방식(BOT, 토지임대 없음), 당사

은정(2014)

관광
녹색시범
법률

관리체계

나선경제무역지대(2011)

자간 합의한 방식

 지도기관: 중앙총국(북)/남북공동위원회
 관리기관: (法)개발업자가 설립
 개발기업: 중앙 승인(LH, 현대)

* 개발방식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나선의 ‘토
지종합개발(경영)방식＇에 해당(토지임대 50년)

내부경제 개발구 밖 기관, 기업소, 단체와 상품 거래 가 ‘개성’ + 외부 지하자원 개발 및 봉사, 기술거 지구 밖에서 물자 구입, 판매 및 외부 기관, 기업
[경제개발구법] 일괄적용

와 관계 능: 외부지역과 연계 장려

※ 주1 : 신의주는 특별행정구(2002)에서 국제경제지대로 바뀌면서 경제개발구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주2 : 모든 경제특구, 그리고 경제개발구 중 은정, 진도, 강령, 원산-금강산, 신의주는 중앙급, 나머지 19곳은 지방급임

래, 수출입대리업무까지 가능

소, 단체에 가공위탁 가능

* 자료: 김두환(2018), LH 남북협력 사업과정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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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 추진 동향

나선 경제무역지대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 확정 공개(2015.11.18)
 개요

개성공업지구

- 나선특별시 (2010년 승격), 면적 746 ㎢, 인구 약 20만명(2008년)
- 1991년,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 2015년, 24년만에 종합개발계획 완료

 2000.06.15 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02.11. (북)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공포

 주요 개발계획

2003.06. 개성공단 1단계 착공식

- 산업구 개발 : 백학공업구 등 9곳, 약 10조8천억원 규모
- 관광지 개발 : 신해국제회의구 등 10곳, 약 7조3천억원 규모

 개요(1단계)
- 행정구역 : 평안북도 신의주시

 50여 투자법규 제시
 관광지와 산업구 개발대상, 투자대상 국내기업, 투자항목, 세금과 투자정책, 기업창설 절차 등 공개
 대외적 협력 움직임

- 면적 : 3.3㎢(100만평) *총계획면적 66 ㎢(2천만평)
- 사업기간 : 2003.06.착공 ~ 2007.12.준공

- 중국 : 지대개발 총계획 작성, 항만 및 철도사업 본격화, 나진~원정리 도로공사, 관광·농업협조, 중국 전력 송전을 위한
측량사업 완료 등 추진
- 러시아 : 나진~하산간 54km 철도 현대화사업 완료(2013.9)하고, 나진항 제3부두의 독점사용권 확보, 두만강~하산 도
로교량 건설 사업 합의(2019.4)
- 몽고 : 자국의 지하자원의 수출 통로로 나진항 사용을 북한에 타진

- 개발사업자 : LH, 현대아산
- 사업비 : 2,676억원 (국비 1,573억원, LH 1,103억원)
- 토지사용권 임차 : 50년(2004~2054)
- 토지임차료 : $1,600만 (2004년 환율로 183억원)

 2019년 3월 신도시개발계획 발표 : 안주지구와 백학지역에 각각 ‘해안관광문화도시’와 ‘대형공업단지’를 건설한
다는 중앙의 개발계획 (SPN, 2019.03.27)
 3국의 접경지역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나, 개발 진척, 투자유치는 더딘 상황

- 분양가(조성원가) : 45천원/m2 (149천원/평)

 당국간 협의기구-당국기구-개발/관리기관 구성
 남북간 합의서, 남측법규, 북측법규 함께 적용

* 참조 : 연합뉴스(2015.11.18), SPN(2019.03.27), 통계청(2015), 박용석(2018), 임종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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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추진 현황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공업용지 250만㎡ 중 203만㎡ 공급 (81%), 104만㎡ 입주 (41%)

 “신의주특구” 북중 공동개발 합의 발표(2015.10)

 2015년 123개 업체 가동

 개요

- 남한 근로자 809명, 북한근로자 54,357명

- 행정구역 : 평안북도 신의주시

 2010.05.24 조치로 개성공단 동결, 2016.02 개성공단 전면 중단

- 특구면적 : 132 ㎢

 2018.0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우선적 언급

- 인구 : 약 36만명(신의주시, 2008년 인구센서스)

 평가

- 2002년 신의주 행정특구 지정 및 2012년 재추진
- 2015년 북 대외경제성과 중 랴오닝성 정부 공동개발 합의

-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남북경협 모델(양측 비교우위 결합)

 주요 개발계획

- 북한경제의 부흥과 한국경제 활로 개척의 가능성
- 북한과의 협의, 북한에서의 개발사업 경험 축적

- 대규모 신의주운하 및 10여개의 다리 건설

- 정치, 군사적 이슈에 민감

- 발전소 1곳, 변전소 10여곳, 이동통신기지국 6개

- 법 개정, 적용에서의 임의성 문제

- 운하 양옆으로 주택지역, 공공지역 조성

- 노동력 조달의 한계

- 방직·신발공장 이외에 새로운 산업지역 추가

- 폐쇄형 특구로서의 한계

* 출처 : 신의주지구개발총회사(2015)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투자
안내서

* 참조 : 통일뉴스(2015.10.27), 통계청 “북한통계” 홈페이지

* 개성공단 1단계 조감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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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사업 추진

 최근의 움직임

- 김 위원장이 2018년 초 신년사에서 갈마해안관광지구 사업을 적극 독려하면서 최단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주문하는 등

- 북한은 최근 회복 궤도에 들어선 북·중 관계를 활용해 본

최근에 북한의 국가적 핵심 추진사업으로 주목

격적인 신의주 개발 재개 추진 움직임

- 2018년 초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본격 착수

- 과거에는 국제금융, 무역, 첨단과학 등의 외자 유치에 초

- 건설 프로젝트에 12만명의 군사력과 일반시민 2만명 동원

점, 이번에는 관광을 주력 사업으로 내세움

- 지면 평탄화 작업 및 호텔 등의 대대적 건설

- 대북제재의 상황속에서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을 통한

- 건설에 필요한 자재·물자·장비 등이 전국적으로 생산되어 보급

외자유치

- 전반적인 리조트 건물들은 거의 완성 단계이나, 완공시기 지연 (VOA, 2020.05.21)

- 양빈(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행정장관)이 신의주특구

* 올해 북한 매체에 건설 진척 관련 기사가 거의 없음(토지주택연구원 ‘북한건설개발동향’)

개발논의를 위해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경제계 인사

접촉(2018.10)

* 참조 : 최대식(2018), VOA(2020.05.21), 토지주택연구원 ’북한건설개발동향’ 2020년 1,2사분기

* 출처 : 연합뉴스(2018.11.16)

- 김 위원장은 올 7월 신의주 공장을 시찰하여 현대화를 강조하였고, 최근에는 신의주 건설사업을 국가 지원 아래 5개년 목

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
- 중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 임대 착수(SPN, 2019.11.09)
- 최근 신압록강대교 북한지역 도로포장공사 진행, 개통 임박(Daily NK, 2020.05.08)
* 참조 : 문화일보(2018.07.27), 연합뉴스(2018.10.03), 연합뉴스(2018.11.16),
SPN(2019.11.09), Daily NK(2020.05.08),
* 출처 : 노동신문 2019.04.06
11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추진 현황

13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추진 현황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 개최
(2015.5.27)
 개요
- 행정구역 : 원산시, 법동군, 안변군, 통천군, 고성군, 금강군

* 구글어스 영상(2017.11.04)

- 면적 : 436㎢
- 2014년 6월 지정

 투자설명회
- 2015년 5월 27일 금강산에서 개최
- 하부구조시설, 숙박시설 등 70곳에 대해 외자투자 제안
- 중국기업들과 스웨덴 등 주북 대사관 관계자 등 참석

 세부 지구
* 구글어스 영상(2018.11.30)

* 참조 : 최대식(2018), 원산-금강산지구 개발에 관한 설명회 자료(2014)

* 구글어스 영상(2019.12.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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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적 개발사업 현황
관광지, 휴양지 개발사업

김정은 집권 이후 신년사에 언급된 주요 개발사업
구분

2013년

살림집 창전거리

2014년

2015년

2016년

위성과학자주택
은하과학자거
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리

미래과학자거리

발전소

희천발전
소

백두산영웅청년
발전소
청천강계단식 청천강계단식발
청천강계단식발
발전소
전소
전소

2017년

2018년

2019년

 국외 관광객의 유치, 인민에게 휴식처 제공, 경제성장을 위

2020년

한 기반조성 등의 목적을 지님

함북도지구 피
해복구전투
여명거리

- 2013년 마식령스키장, 2019년 양덕온천문화휴양지, 2019

여명거리

년 삼지연시꾸리기(2단계) 등

 대북제재 하, 경제문제 타개를 위한 우선 추진사업
단천발전소

단천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단천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단천발전소

원산지구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삼지연군꾸리
기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삼지연군 꾸리
기

삼지연시 꾸리
기 2단계 공사

삼지연시 꾸리기
 위치 : 량강도 삼지연시 일대 (혜산시~무산군)

단천발전소

관광

마식령스키장

휴양·교 릉라인민
유원지
육

연풍과학자휴양
문수물놀이장
과학기술전당
소

농림업

세포지구축산
기지
고산과수농장 고산과수농장
황해남도 물
길공사

장천남새전문협
동농장

 사업기간 : 2013년 ~ 진행중
 삼지연지구 국토건설 총계획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

2단계

* 출처 : NK뉴스 2018.07.11 (원자료 : 조선중앙통신)

- 토지이용계획 교양구획, 살립집구획, 현대거리구획, 산업구획,
체육문화교육구획, 상업봉사구획, 관광구획 등

양덕온천문화
휴양지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
인비료공장
세포지구 축산 세포지구 축산
산림복구전투
기지
기지

삼지연군 읍 건설총계획

 사업내용(2단계: ~2019.12)
- 수백정보 부지, 4천여세대 살림집, 400여개 건물신축

중평남새온실
농장과 양묘장

- 혜산-삼지연 철길 확장, 공항 및 철도역 개건

순천인비료공
장

- 학생소년궁전, 백두산체육촌, 베개봉스키장, 삼지연시문화회
관, 백두산종합박물관, 버섯공장 등

 3단계 공사 마무리 단계

• 굵은 글씨는 전년도 성과, 이탤릭체 파란 글씨는 당해년 과제로 언급된 사업명

 경제성장 기반 건설, 지방균형개발, 권력 정통성 확보

• 자료 : 김두환, 최상희(2020)

삼지연시 전경
* 출처 : 자주시보 2020.02.25 (원자료 : 서광)

* 참조 : 최대식(2019), 토지주택연구원(2020) ‘북한건설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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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건설, 개발 사업 추진의 특징과 방향성

평양의 거리조성 사업

주로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사업 진척

 김정은 시대 대규모 살림집 건설 사업은 평양에 집중

 남북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일정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

- (완공기준) 2012년 창전거리,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 나선 경제무역지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등을 조성하고 있거나 여

2014년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그리

타 개발사업에 비해 적극 추진

고 2017년 려명거리

 주로 과학자, 교육자, 연구자들이 입주 대상

 접경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질적 진척이 이루어졌음
※ 나선, 신의주, 개성, 금강산, 삼지연 등

려명거리조성사업
 위치 : 평양시 대성산구역 금수산궁전과 용흥네거리

포스트 개성공단 개발모델 요구

 사업기간 : 2016.04.03~2017.04.13
 사업내용

 개성공단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남북경협모델로 평가

- 부지 약 90만㎡, 건축면적 약 173만㎡

- 남과 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상호 호혜 프로젝트

- 사업 예산 : 미화 280만달러

- 개성공단 입주기업 96%가 재입주 의사(’18.4 중소기업 중앙회)

- 주택 44동 4,804세대, 최대 82층 살림집

 인력, 법제 등의 안정적 운영에 제약

- 김일성 대학캠퍼스 건물 7개 포함

 폐쇄적이고,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에서 탈피한 새로운 협력개발 모델 요구

- 신재생에너지, 건물에 생태녹화기술 적용

- 초고속 시공 (17시간에 살림집 골조 한 층씩 완성)

려명거리 전경

- 공사 동원 근로자수 연인원 800만명

* 출처 : SPN 2017.05.16 (원자료: 노동신문)

* 참조 : 김효진,최은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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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및 주변 현황과 정책여건 검토

북한의 주도적 추진 의지

DMZ 및 주변 지역 현황

로 나아감
 원산시의 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꾸리기 사업에서처럼 해외의 관광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선투자하는 적극

서부권

구분

 경제특구/개발구 관련 법제도의 변화 방향을 보면, 대외 의존에서 점차 북한 당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형태

중부권

동부권

지형

- 구릉지, 평야, 해안

- 평야, 산악 혼재

- 산악, 해안

생태

- 임진강, 한강하구, 습지발달

- 생태계 우수

- 생태계 우수(백두대간)

서울

- 40~80km

- 80~150km

- 150~170km

평양

- 140~160km

- 140~200km

- 200~230km

철도

- 경의선

- 경원선(계획)

- 동해선, 금강산선(계획)

도로

- 국도1호

- 국도3,5호

- 국도7호

공항

- 인천, 김포공항

- 원주공항

- 양양공항

교류협력

- 개성공단사업, 개성관광사업

-

- 금강산 관광사업

연계개발

- 개성공단 추가 개발, 관광사업
확대

- TSR 등 인프라 연결, 경원선 개발 - 금강산 관광사업 확대, 동해안
벨트 조성
관광벨트 조성

지역연계

- 배후 대도시, 양호한 기반시설

- 다양한 기반시설 신설 필요

자연환경

적인 움직임
수도거리

※ 원산갈마, 삼지연, 나선, 신의주, 거리조성사업, 경제개발구법 등

첨단 과학기술의 장려
인프라

 경제개발구의 한 유형인 첨단과학기술개발구 강조
 평양의 주요 거리조성 사업에서 과학자, 연구자, 교육자 등을 우대하고 있으며, 비교적 단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
 올해 국가 예결산에도 과학기술을 장려 (과학기술부문 예산지출 전년 대비 9% 상승 예상)
※ 평양의 거리조성 사업, 은정첨단개발구 등

협력/연계

- 남북 공히 양호한 관광자원 보유

* LH연구원 내부자료를 일부 수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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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대외 교류에 대한 의지

DMZ 및 주변 지역 현황

 특수경제지대 외국기업 활동에 대한 관세 감면 및 면제, 생산 및 봉사활동 장려, 세금 우대, 경영활동의 안전과 편
의 제공 등 특혜 보장
 당 정책의 반영, 국제투자법제도 고려, 합의에 기초한 법규 제정 등 법률적으로 기업활동 환경을 보장함을 강조
※ 경제특구/개발구 전체, 원산갈마, 삼지연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균형개발 강조
 경제개발구의 지정과 추진에 있어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 산업, 노동력, 기타 자원 등의 특성에 부합할 것
을 강조
 삼지연시 개발 등은 지역균형개발의 성격을 드러냄
※ 경제개발구법, 삼지연 등

* LH연구원 내부자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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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간구상들

연구기관의 공간구상

한반도 신경제 기본구상(안) : “3대(동해권, 서해안, DMZ) 경제협력벨트 구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2010~2020)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금강
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
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ㆍ일본을 연결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수
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
주의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후 중

국과 연결
 (DMZ 환경․관광벨트) DMZ, 설
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
는 관광벨트 및 DMZ를 생태․평

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자료 : 이상준 외(2013)

* 자료 : 통일뉴스(2011.10.06), “북, 청진·나선·남포지구 개발…”
을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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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DMZ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2015)

강원도 지역개발계획(2017)
정상회담

관련 내용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

통일교육특구
유치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 부여.
자연〮역사〮안보
관광거점 형성

10.4 선언
(2007)

통일물류
경제특구
유치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통과, 한강하구공
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단시일안에 완공, 2단계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철도, 개성-평양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 협의·추진.

4.27
판문점 선언
(2018)

 10.4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 1차적으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현대화 대책 수립.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 충돌 방지,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

9.19
평양공동선언
(2018)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거행.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
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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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
남북 모두에서 낙후지역이면서 기회의 땅
 인구도 적고, 산업, 인프라 등도 열악한 상황

공간적 협력활용 부문

 서해안에서 내륙, 동해안에 이르는 범위에 걸쳐 동

 특수상황으로 인한 각종 규제 및 제한
 남북관계에 따른 접경지역 지가 변동

관광·문화
협력

주변 여건 스펙트럼이 다양한 지역

환경·생태
협력

서의 지역 특성이 다양함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로 협력 논의 가능

한반도 중심지역

방재협력

 남과 북의 수도권과 연계되는 중간지대로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교두보로서 역할 가능

- 수해, 범람, 산불 등
공동 대응

 DMZ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구상,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적극적 활용을 강조

생태적, 관광적으로 중요한 지역
 지난 70여년간의 분단으로 생태계 종의 다양성,

- 생태 및 산림복원,
생태공원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지역

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협력사업을 유도

재력 보유

할 수 있는 가능성

산업·기술
협력
- 경제특구, 개발구 조
성, 물류기지 개발

- 농업, 해양자원, 축
산기지, 임업 관련
협력단지

 세계 유일의 군사적 분단 대치 지역으로 관심을 받

희귀성, 발굴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 등 특별한 잠

농림축수산
협력

- 역사문화자원 발굴,
복원, 관광·체육 연
계,교류

인프라
협력
- 철도 및 도로의 복원,
전력,수자원 개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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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서해안 권역 개발 협력 방안(예시)
※ 06장의 내용은 LH연구원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협력활용의 방향과 전제

단계적 접근
공간조성 : 점 → 선 → 면

상호 호혜, 공동 이득의 원칙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점적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특구 개발로부터 연계인프라 구축과 도시·지역개

 남북한 비교우위를 결합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활용

발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활용

산업기능 : 노동집약 → 기술집약

 단기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효과를 지향하도록 추진

 초기 노동집약형 중심에서 장기적으로 기술집약형

 북한의 직접 참여, 주도성, 책임성을 높이도록 함(북한의 역량 강화와 병행)

으로 전환 준비 병행. (대규모 특구의 일부단지에서

협력분야, 공간개발의 단계적 전략(점-선-면 접근)

첨단분야 협력 병행 가능)

 활용사업들의 특성에 따라 시간적 우선순위를 고려

협력방식 : 남측 단독투자방식 → 공동투자

 DMZ 및 접경지역, 배후지역에 대한 공간적 전략 구상이 필요하며 대외적인 연계도 고려
 초기에는 북측 재원 및 역량 부족으로 인해 남측이

시대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협력아이디어 발굴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관계와 정치적, 제도

적,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기금, 민간 대
규모 투자가 어려움.
 정부와 공공의 적극적 관여와 직접투자가 필요하
고 선도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인.

입지 : 서,남 접경 → 동,북 지역
 남측에서 가까운 지역, 대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이
인프라 개발 부담이 적고, 교통·물류비용도 최소

화 할 수 있음.

주도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장기적으

 한국의 경제성장, 도시성장 경험을 북한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로는 남북공동투자사업과 북측의 주도성을 인정하

 북한의 기술, 산업, 시장화, 분권화 수준의 이해 필요

는 방향으로 추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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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서해안 권역 개발 협력 방안(예시)

DMZ 서해안 권역 개발 협력 방안(예시)

권역의 개발전략 예시(개성-해주권역)

세부지역(특구) 개발전략 요소

권역의 잠재력

공간전략

 대규모의 중앙급 경제개발구(강령국제녹색시범구)를 추가 지정하는 등 북한의 투자유치 의지
 황해남도의 중심도시, 해주항 확충을 통한 국제무역 가능성, 해양생태 환경

실행전략

토지이용구상

추진체계

- 특구 내부의 기능적 배치, 산업업종
별 배치 등

-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이해당사자
들 간의 관계 설정

인프라계획

재원방안

-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

- 사업구조, 남북, 공공·민간, 국제기
금 등 재원조달 및 회수

 산업·물류·관광·생태가 복합된 개방적 신성장시대를 형성

지역연계전략

제도방안

 선도/지원/공급 역할을 담당하는 ‘남북경제협력 플랫폼‘ 형성

- 특구와 그것을 포함한 지역과의 연
계 전략

- 특구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법제도
정비

 남한 수도권과 인접하여 상호간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와 협업 모색 유리, 큰 배후시장

 남북정상회담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서해경제공동특구‘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협력개발 거점
 개성공단의 조성과 운영 경험

권역의 발전방향

 개성-해주-수도권북서부 등 서해안 중부권 ‘삼각협력벨트‘ 구축

 위 요소들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요소들간의 내용적 연관 관계 설정이 중요
→ 수단들의 시·공간적 조합과 연관 관계 설정 필요
31

33

DMZ 서해안 권역 개발 협력 방안(예시)
개성, 해주의 기능 목표
세부지역

기능 목표
 (생산) 공업, 수출, 물류, 상업 기능이 융복합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공업지구

- 남북 유무상통과 상생협력의 제조업 중심 수출가공기지로 조성

개성
(2단계
포함)

 (교류) 선도/지원/공급 역할을 담당하는 남북경제협력의 플랫폼
- 남북 교류·협력·교육의 중심지로서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개발을 선도, 지원
- 통일경제 구축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남북경협 플랫폼으로 개발
 (정주) 역사, 문화, 관광,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남북협력 모범도시

감사합니다.

- 기존 도시(개성시)와 공업지역·신도시, 과거의 역사와 미래 산업, 자연생태 환경과 첨단 인프라가 조화된 경
쟁력 있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생산) 농수산업 생산과 건설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발전하는 제조업기지
- 북한 최대 곡창지대의 농업, 서해 수산업 및 건설업 발전을 지원·견인하는 거점지역으로 개발
 (교류) 한국, 중국 등에 대한 수출기지이자 의료·생태관광의 개방적 교류지역

해주

- 농수산물 가공품, 건자재 등 수출가공업 육성
- 강령녹색시범구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의료·생태 관광과 바이오산업 중심지역
 (정주) 바다와 연안지역의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과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 서해, 해주항, 강령군, 해주시 동편 산악지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휴양관광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
고 가보고 싶은 친환경도시로 조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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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DMZ Forum>

Brief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Zone

Potential and challenges for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in the DMZ,

Economic Development Zone(⊃Special Economic Zon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s an area to induce foreign capital, enterprises and  aim at local economic growth by 
promoting economic activity
-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s a type of a special economic zone: A special economic zone is a special area for 

based on the review of marked development cases 
attracting attention in North Korea

exercising economic activities where the corresponding country sets a specific area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external economic relations and enacts laws that are applied in that area based on the place where orders are 

established (Kim Eunsun, 2014)
 Mainly designated in developing countries after 1970 (3,000 designated worldwide until 2003, Abrahamian(2015))

North Korea’s Initial Special Economic Zone


Attempted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with the purpose of resolving economic difficulties from 1970



Rejects the special economic zone with the intention of developing their own economic growth model while seeing that the 

September 17, 2020

special economic zone at the time of enactment of joint act in 1984 is not suitable to their situation (Yang Munsu and others, 
2015)
- However, they turn their stance as they witness poor foreign capital inducement, China’s success in special economic zone.



Initial design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 Designated Najin, Sunbong, boundary are between China·Russia in 1991 as Free 
Economic Trade Area

Daesik CHOI, General Manager

- Then, additionally designated Gaewong, Mt. Geumgang, Sinuiju, Hwanggumpyong·Wihwado area as a special economic 
area


Initial special economic zones were located at the center of North Korea, in other words, at boundary areas that were far from 



- Minimized the influenc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within the open-door policy and marketization on the system + 

Pyeongyang 
maximized the possibility of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Land & Hous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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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conomic Development Zone (⊃Special Economic Zone)
01. North Korea’s Promotion Status of Special Economic Zone/Development Zone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s an area to induce foreign capital, enterprises and  aim at local economic 

growth by promoting economic activity
-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is a type of a special economic zone: A special economic zone is a special area 
for exercising economic activities where the corresponding country sets a specific area with the purpose of 

02. North Korea’s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Status

developing external economic relations and enacts laws that are applied in that area based on the place where 
orders are established (Kim Eunsun, 2014)
 Mainly designated in developing countries after 1970 (3,000 designated worldwide until 2003, Abrahamian(2015))

03.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North Korea’s Promo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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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do (2011)

Ec
E
co
on
no
om
miic
c  D
De
ev
ve
ello
op
pm
me
en
ntt  Z
Zo
on
ne
e

Economy
Industry

Type 
Industry
and 
Location

05
0
5..  C
Co
oo
op
pe
erra
attiio
on
n  U
Uttiilliizza
attiio
on
n  TTa
assk
kss  iin
n  D
DM
MZ
Z  a
an
nd
d  S
Su
urrrro
ou
un
nd
diin
ng
g  A
Arre
ea
a  

Gaeseong (2002)

Export
Advanced 
Technology
Tourism

Tourism

Geumgangsan(2002)

Agriculture
Green Model

Law

Relevant individual laws apply 
to each special zone

Hyesan(2013), Manpo (2013), Cheongjin
Kyungwon (2015), Gangnam(2017)

(2013), Apnokgang

(2013), Sinuiju

(2013),

Wiwon(2013), Hyeon-dong (2013), Heungnam (2013), Cheongnam (2014)
Songnim (2013), WaUdo (2013). Jindo (2014)
Eunjung (2014)
Sinpyeong (2013), Onsong Island (2013), Cheongsu (2014), Wonsan-Geumgangsan (2014),
Mubong(2015)
Bukcheong (2013), Eorang (2013), Sukcheon (2014)
Gang Ryeong (2014)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 blanket application

※Note 1 : Sinuiju is applied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law as it was changed from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002) to international
economy zone
※Note 2 : From all special economic zone,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 Eunjung, Jindo, Gang Ryeong, Won San-Geumgangsan, Sinuiju
are middle class, and the remaining 19 are at local level

Land & Housing Institute

332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4

기획세션 2-1 (PARALLEL SESSION 2-1)

•

333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North Korea’s Promotion Status of Special
Ec
E
co
on
no
om
miic
c  Z
Zo
on
ne
e//D
De
ev
ve
ello
op
pm
me
en
ntt  Z
Zo
on
ne
e

North Korea’s Promotion Status of Special
Ec
E
co
on
no
om
miic
c  Z
Zo
on
ne
e//D
De
ev
ve
ello
op
pm
me
en
ntt  Z
Zo
on
ne
e
Economic Development Zone Promotion Trend

Status of Economic Development Zone Designation

Rasun Economic Trade Zone
Middle Level
 Disclosure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Rasun Economic Trade Zone”

A : Rasun special economic trade zone

confirmation(2015.11.18)

B : HwanggumpyongㆍWihwado Economic Zone
C : Gaeseong Industrial Region

 Overview

D : Geumgangsan Special Tourist Zone

Local Level

- Administrative District: Rasun Metropolitan City (Status elevated in 2010)

E : Wonsanㆍ Geumgangsan International Tourist Zone

- Area: 746 ㎢

F : Mubong Special Tourist Zone
G : Eunjung Advanced Development Zone
H : Jindo Free Trade Zone

1 : Onsong Island Tourism Development Zone

- Population: about 200 thousand people (population census in 2008)

2 : Chungjin Economic Development Zone

- Declaration of Rasun Free Economic Trade Zone in 1991

3 : Eorang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I : Gang Ryeong International Green Demonstration Zone

- Completion of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after 24 years in 2015

4 : Hyesan Economic Development Zone

 Major Development Plan

5 : Manpo Economic Development Zone

- Industrial Zone Development: 9 places including Baekhak industrial district, 

6 : Wiwon Industrial Development Zone

about 10.8 trillion won size

7 : Cheongsu Tourism Development Zone

- Tourist Site Development관: 10 places including Shinhae international 

8 : Amnokgang Economic Development Zone

conference zone, about 7.3 trillion won size

9 : Cheongnam Industrial Development Zone
10 : Sukcheon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Presented 50 investment regulations

11 : Songnim Export Processing Zone

 Disclosed tourist site and industrial zone development subject, domestic enterprises subject to investment, investment 

12 : WaUdo Export Processing Zone

items, tac and investment policy, procedure of corporate establishment, etc. 

13 : Shinpyeong Tourism Development Zone

 Foreign Cooperation Movement

14 : Hyeon-dong Industrial Development Zone
15 : Heungnam Industrial Development Zone
16 : Bukcheong Agricultural Development Zone
17 : Kyungwon Economic Development Zone

- China: zone development overall plan preparation, regularize harbor and railroad business, Najin~Wonjeong-ri road 
construction, tourism·agriculture cooperation, completion of measurement business for electric power transmission

- Russia: Completion of Najin~Hasan 54km railroad modernization business (2013.9), secured exclusive usage of the 3rd
harbor of Najin Port

18 : Gangnam Economic Development Zone

- Mongolia: Inquired usage of Najin Port`as an export passage of the underground resources of one’s own country

19 :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 Reference : Yonhap News (2015.11.18),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5), Park Yongseok(2018), Lim Jongcheo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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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cting

Institution:

committee (North Korea-China, Central),

National People’s Congress

Join Business Committee (sung, do)

 Develop Corporation: Investors of other  Managing
countries, North’s institutions, enterprises
(develop or invest land use right)

Committee:

Joint

Development

Management Committee
 Develop Corporation: Investment Development
Construction

Reasonable method that suits characteristic
of the corresponding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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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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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   zone and development condition, an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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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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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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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overseas Koreans from other organization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dividuals,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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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cting

institution:

Central

Head

Office(North)/North-South Joint Committee
 Managing

I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developer
 Development

Corporate:

Central

acknowledgement (LH, Hyundai)

* Although development method is not specified, it
corresponds

to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Business) Method’of Rasun

Land
(50

years for land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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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outside

institution,

enterprises, organization are possible

* Data: Kim Duhwan (2018), LH Noth-South Cooperation Business Project Lecture Data

* Source : The Chosun Ilbo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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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Wonsan-Mt.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Zone


 Announced agreement on North Korea-China Joint 

 Overview

 Overview

- Administrative District: Wonsan-si, Beopdong-gun, Anbyun-gun, 

- Administrative District:  Pyeonganbuk-do , Sinuiju

Tongcheon-gun, Goseung-gun, Geumgang-gun

- Special Zone Area: 132 ㎢

- Area: 436㎢

- Population: about 360,000 people 

- Designated in June of 2014

(Sinuiju City, population census in 2008)

 Investment Session

- Designated Sinuiju administrative district in 2002 

- Hosted at Mt. Geumgang on May 27, 2015

and re-promoted in 2012

- Proposed foreign investment regarding 70 places 

- Joint development agreed between North 

including substructure facility, accommodation facilities, etc. 

Korea’s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Affairs and

- Participated in North Korea embassy in Sweden with

China’s Liaoning government

Chinese corporates

 Major Development Plan
- Large-size Sinuju canal and 10 bridge 
construction
- 1 power plant, 10 substations, 6 telecommunication 

Hosted “Wonsan-Mt.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Zone “ Investment Session

(2015.5.27)

Development of “Sinuiju Special Zone” (2015.10)

 Detailed Destrict

* Source: Sinuiju zone development general 
corporation (2015),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investment guidance

stations
- Residential area on both sides of the canal, public area 

formation
- Addition of new industrial area other than spinning and 
weaving ·shoe factory

* Reference: Brief Session data regarding Wonsan-Geumgang District Development (2014), Choi Daesik(2018)

* Reference: Tongil News (2015.10.27),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omepage of “North Korea Statistic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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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st Movement

 Promotion of Recent Projects (Galma Seaside Tourism Zone Construction)

- North Korea’s movement in earnest of resuming Sinuiju

- It received national key promoted business by North Korea while the leader Kim Jung-un actively promoted 

development utilizing the North Korea · China

Galma Seaside Tourism Zone Business at the new year’s address this year and ordering to be completed

relations which entered a recovery track lately

within minimum  time period

- In the past it focused on international finance, trade, 

- Initiated Galma Seaside Tourism Zone Construction in the beginning of 2018

advanced technology, whereas this time it presented 

- 120,000 military power and 20,000 regular citizens were mobilized in the construction project건

tourism as its main business

- Ground flattening work and extensive construction of hotels etc. 

-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through tourism which is 

- Materials · Supplies · equipment etc.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were manufactured and supplied

not the subject of restriction i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s sanction

*Reference : Choi Daesik (2018)

- Yangbin (First Minister of Sinuiju Special Economic 
Zone)contacted economic figures in Taiwan, Korea, 
Malaysia for the discussion of Sinuiju Special Zone

* Source: Yonhap News (2018.11.16)

(2018.10)
- Leader Kim Jung-un emphasized modernization while 
inspecting the Sinuiju factory in July of this year, and 
ordered lately to set Sinuiju construction business for 
5- year objective under national support and 
actively promote it

* Data: “North Korea’s New Tourism Plans: Sunscreen, Not Sanctions”,
The New York Times, 2018.6.15 date

* Reference: Munhwa Ilbo (2018.07.27), 
Yonhap News (2018.10.03), 
Yonhap News (2018.11.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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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Tongil News, 2018.6.5 date
(picture=The Rondong Sin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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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Status

Major Development Project Mentioned in the New Year’s Address
after Kim Jung-un Seize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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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 Street

Cheongcheon
River Terraced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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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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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District 
Livestock Base
Kosan Fruit 
Kosan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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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haenamdo Wat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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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yang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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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parks including sports park

Future
Scientist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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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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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san Kalma
Seaside Tourism 
District

Fidelity
Bridge~Yanggak
Bridge
2
㎞
sectiond
daedonggang
revetment

~

∙Total site area 389,500㎡, Total building area 876,750㎡

November 3, 2015

∙ Includes high-rise floor over 50-stories, 19 apartment
buildings 2,582 households

(2nd stage)

Hwanghaenamdo Waterway 2nd
Stage 
Construction

Suncheon 
Phosphorous 
Fertilizer Plant

• Bold font refers to the last year’s performance, Italic font refers to this year’s mentioned project name
• Data: Kim Duhwan, Choi Sang hui (2020)

Ryeo
myung
Street

∙ Scientist Residential Area
(resident
including
educators
of
Kimchak
University of Technology)

stage
project ∙Service network 17 buildings 153 units, 11 public buildings, 44 ∙ About ten billion in North
1st
sub-facilities
construction
Korean Won, 303, 700 tons
completed on April ∙repair and rebuild 16 buildings of private homes and 5 public of cement for constructing
15, 2015
buildings
the residential area
∙Site about 90만㎡(about 27,000 p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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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 Residential Area

∙ Solar heat green house and vegetable garden introducing
cyclic circulation manufacturing system for vegetable
cultivation

∙ 44 residential buildings 44 동 (4,804 households) and 28
buildings of convenience facilities newly built (70, 55, 40,
35-story high-rise private home, etc.)

Pyeongyang –si

Forre
Fo
esstt  R
Re
ec
co
ov
ve
erry
y  
Ba
B
attttlle
e  2
2nndd sstta
ag
ge
e

Note

∙primary school, grammar school, polyclinic, pharmacy, day
care center, kindergarten, various convenience servic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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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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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ivestock Bas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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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rch of 2014

Area
~
Science
October 17, 2014

Daedong
riverside
Wonsan Kalma
Seaside Tourism 
District
Samjiyon-gun 
Manage

Project Content

Pyeongyang –si

Dancheon
Power Plant
Wonsan Kalma
Seaside Tourism 
District
Samjiyon-gun 
Manage

Project Schedule
∙24 apartment buildings

Da
D
aw
wn
n  S
Sttrre
ee
ett

Eorangcheon
Power Plant
Dancheon
Power Plant

Location

Daesungsan Area April 3, 2016
Geumsusan
~
Palace
2017.4.13
Yong-heung
intersection

∙ Scientist Residential Area
(educators,
scientists,
researchers, etc. of Kim Ilsung University move in)

∙Day care center, kindergarten, laundromat, etc. skyscraper ∙ Total budget 22.2 billion in
building and part of Kim Il-sung University buildings are North Korean Won (USD 2.8
billion)
constructed
∙Apply ecological greening technology at the green building
technology and buildings such as new renewable energy,
etc.

∙ one story of a private
home is completed after
17 hours

* Satellite Scientist Residential Area: NKTECH(North Korea Science Technology Network) Internet Site
* Future Scientist Street: Housing Land Development Institute (2016), ｢2015 North 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Trend ｣.
* Ryeo myeong street: Housing Land Development Institute (2018), ｢2017 North 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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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Formation Project of Pyeongyang
Classific
ation

Project 
Schedule

Location

Changje
on Street

Mansudae
District
MansudaeH
ill
Surrounding
s

Project Content
∙20~45Floor 14 buildings High-rise Apartment

Pyeongyan
g –si
May 2, 2011
~ June 21,20
12

Tourism, Recreation Development Project

∙ Cylindrical People’s Theater
(1,500 seats circular
undistorted theater, 500seats underground theater etc.),
store, department store, restaurant, counter, bathhouse,
barbershop, etc.
commercial service facility and
convenience welfare facility, school, kindergarten, day
care center, etc. education facility, public building, etc.
∙site other than the buildings is public park

Classificat
ion

Note

∙Executives and 
meritorious artists, 
athletes move into  
Mamgyeongdae Area 
Liberation Street

Gangwon-do
between
Masikryeon
g Ski Resort

∙people focused on 2nd , 
3rd generation of 
revolution move in

Project 
Schedule

Location

Muncheon-si
and

Beginning
2012

Project Content
of ∙Total area of 14㎢ with 10 slopes , the length equivalent to
∙
17.58㎞, which is North Korea’s biggest ski resort

~

∙Ski resort facility: 2 lifts, 4 ski runway with level 1 and 6

Poptong- December 31,

gun Jakdong-ri, 2013
Masikryeong

Eunha
Scientist
Street

Ryongsong
Area
Eunhadong

February
2013

~
September
11, 2013

of

November

Hot

Spring

Cultural

∙Scientist Residential 
Area

Recreation

Pyeongannam-

2018

do Province

~

Yangdok-gun

December
2019

of

therapy service base

Tourist

Area

recuperation section, recreation section, comprehensive
service section, ski resort section, private home section,
7,

to

recuperation

combing

∙realized city function such as motel section, therapy and

Build

a

village

surrounding

low level and singlestory private home
∙ Renovation of the area

etc.
∙Built as recuperation village combing surrounding low level

around the access road,
bridge renovation, and

and single-story private home

∙ 87,000 ㎡ of lawn, 16 children's park and small park
corresponding to 20,000㎡에, about 25,000㎡ of trail

Wonsan-

International

∙ Ordered

Yangdeok

of

foreign tourists

service facilities

∙Site 166,000㎡, complex sports cultural recreation, health

railroad tracks, etc.

∙ more than 80,000㎡ of paved road

* Masikryeong Ski Resort: Ministry of Unification (North Korea Information Portal),Yonhap News (2014.1.1), Tongil News (2018.2.2)
* Yangdeok Hot Spring Cultural Recreation: Housing Land Development Institute (2019), ｢2018 North Korea Construction·development

* Changjeon Street: NK Chosun (2012.06.22), NKTECH(North Korea Science Technology Network) Internet Site

Trend｣, Housing Land Development Institute (2020), ｢2019 North Korea Construction·development Trend｣

* Eunha Scientist Street: Tongil News (2013.09.12), NKTECH(North Korea Science Technology Network) Interne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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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Geumgangsan

5-story buildings), more than 50 accommodations and ∙ Targeting domestic and

(near Wonsan-si) ceremony)

∙21 apartment building that 1,000 households can occupy
∙10 buildings for resident amenities (Eunha won), hospital,
kindergarten ‧ day care center ‧ primary school
(elementary school) ‧ grammar school (middle school) ‧
advanced middle school (high school) etc. education
facility for each class

runway with level 2
∙relevant facility : Masikryeong hotel (1 9-story building, 2

(opening

∙Total Site Area 28 Jungbo(about 277,000㎡)
Pyeongyan
g –si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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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Willingness to Lead
Classific
ation

Project 
Schedule

Location

Project Content

Note

 Looking at the direction of law and system changes regarding special economic 

∙Hyesan-Samjiyeon ferruginous expansion construction, airport and
railroad station building, more than 400 ewly built buildings, etc.

zone/development zone, it is lead from external dependence to active participation 

- Student Boys Palace, Baekdusan sports village, Begebong ski

by North Korea’ authorities and corporates

resort, Samjiyeon-si culture center, Samjiyeon Revolution former
Initiated

in

2016 in earnest
(Individual
project

do

promoted from

Samjiyeon-

is

2013)

(Area

Manage

Ryanggang

from 2nd

stage

construction

Hyesan-si to completed
HambukaMu December
san-gun)

small

story

·

multi

story

private

homes,

380

building

of

public·newly built commercial building, construction

through

development

such

Kim

as

movement of investing first to induce overseas tourist demands

Il-sung

anti-Japan historic site

Promotion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 3rd stage business: build 10 surrounding districts, private homes, ∙ Promot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public and commercial building, 750 various facilities and

district ~

-si

 Like Glama seaside tourist area of Wonsan-si, Samjiyeon manage project, an active 

sheath factory, mushroom factory, Baekdusan Suture Museum, etc. ∙Pomote power legitimacy
- 2nd stage project: hundreds of Jungbo site, 4,000 household

Ryanggang

Samjiyeon si

Battlefield Visiting Lodging House, Begebong noodle house,

2019,

hundred km of power line, dozens of km road pavement work and

balanced

numerous buildings hotels, etc. 20 major subject construction

development

rural
for

 Emphasize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is one of types of economic 

economic growth
in ∙Samjiyeon district country construction overall plan (project plan:
of
building·facility constructionn plan for Baekdusan cheonji District, ∙the intention of attracting
external tourists At the
Samjiyeon-gun eup overall construction plan, Baekdusan

3rd project is in

Milyeong labor district construction plan, Mubong labor district

initial stage of improving

progress as of

household and public building rearrangement plan, Rimyongsu

exterior work

2020

labor district construction plan, etc.)

development zone
 They show preference to scientists, researchers, educaters, etc. in major street 
formation project in Pyeongyang, and completed the projects in comparatively short 
time

- Land Use Plan: liberal arts division, household division, modern
street division, commercial division, sports cultur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be promoted even in this year’s budget and account

division, commercial service division, yourist manage상업봉사구획,
etc.
* Samyeon-si Manage: Choi Daesik(2019), Housing Land Development Institute (2020), ｢2019 North Korea Construction·development
Trend｣, Housing Land Development Institute (2020), ｢2020 ¼ quarter North construction·developmen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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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cale Project Progressed 
Mainly at the Boundary Area

Willingness regarding foreign capital inducement, foreign exchange

 Successfully operate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Geumgangsan tourism area for a 

 Secures privileges such as duty reduction and exemption, promotion of manufacturing 

certain period of time at the boundary area of the north and the south
 Samjiyeon Manage project, Nasun economic trade zone, Sinu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etc. are formed or actively promoted than other developments at the boundary zone of North 

and service activities, tax preferential treatment, provision of safe and convenient 
business activities, etc. regarding for foreign business activitie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Korea and China

 Emphasizes environmental securement for business activities legally such as reflecting 

 Actual progress of the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made at the boundary 

the policy of the regime, consider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law enactment 

area than other area

based on consensus, etc. 

Demand for a new development model based o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evaluated at successful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of business that raises regional characteristics

model

 In terms of designation and promotion of special economic zone, it is emphasized to 

- A mutual reciprocal project that benefits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 96% of the occupied enterprise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howed their intention of 
re-entering (’18.4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such natural geographic features, industry, labor 
force, other resources, etc. of the corresponding region

 Restrictions on stable operation of manpower and legal systems, etc. 
 A new cooperative development model that grows out of closed, labor intensive-oriented 
industry is require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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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the Subject of Economic Development Focu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0~2020)

Status of DMZ and Surrounding Area
Western Area

classification
Natural 
Environm
ent

Topography

Ecology
Seoul

Capital 
Distance

Pyeongyang

Railroad
Infrastruc
ture

Road

Airport

Connection 
and 
Development
Regional 
Connection

Eastern Area

- Hills, plains, seasides

- Combination of plains and 
mountains

- Mountains, seasides

- Imjingang, the Han River Estuary, 
wetlands are developed

- Outstanding ecosystem

- Outstanding ecosystem
(Baekdudaegan)

- 40~80km

- 80~150km

- 150~170km

- 140~160km  

- 140~200km

- 200~230km

- Gyeongui Line

- Gyeongwon Line (planned)

- Donhae Line, Geumgang Line 
(planned)

- National highway No.1

- National highway No.3,5

- National highway No.7

- Incheon, Gimpo

- Wonju airport

- Yangyang airport

-

- Geumgang Tourist Project

- Additional development 
of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pansion of tourism projects

- Connects infrastructures such as, 
forms Gyeongwon Line 
development belt

- Expansion of Geumgangsan
tourism project, and forms 
Donghae Line tourism belt

- Big back-up cities, satisfactory 
infrastructures

- Creation of various infrastructures 
is necessary

Exchange and  -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aeseong Tourist Project
Cooperation
Cooperat
ion/Conn
ection

Central Area

* Data: Tongil News (2011.10.06), 
“North,
Cheongjin·Nasun·Na
mpo distric
development…”rewritten.

- Retains good tourism resources 
both in the North and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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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Space Planning

Space Design of Research Institute

New Economy Basic Design (Plan) i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 “3 Major
(East sea area, the west sea, DMA) economic cooperation belt”
 After jointly developing 
Geumgansan, Wonsan, Dancheon, 

Cheongjun, Nasun (east sea 
energy, resource bel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connect 
the east sea with RussiaㆍJapan
 After construction of western 

economic cooperation the 
capital area,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yeongyang, Nampo, 
Sinuihu (west coast industry, 
logistics, transportation belt), 
connect with China

 Development of tourism belt that 
connects DMZ, Seoraksan, 
Wonsan, Baekdusan (DMZ 
environment, tourism belt) and 
DMZ ecology, peace security 

tourism area

* Data: Lee Sangjun and others (20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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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Kim Duhwan and others(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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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DMZ

Expectation and Possibility regarding DMZ and the surrounding areas

10.4 Declaration (2007)
 The north and the south will actively activate and continuously expand · develop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interest, coexistence principle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mutual prosperity of the nation’s economy.

A land of opportunity while being a remote area
to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Promote investment for economic cooperation, actively promote infrastructure expansion, and resource 

An ecologically important area

development, preferentially grant various special preferential conditions and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specificity of the nation’s internal cooperation project.
 Install <special western peace cooperation zone> that includes Haeju area and surrounding areas. Establish joint 

Area with high interes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fishery zone. Utilize special economic zone construction and Haeju harbor. Direct passage route of private vessels, 
actively promote the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Area with various spectrums of surrounding conditions

 Complet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1st stage construction as fast as possible and initiate 2ns stage development. 
Start Munsam-Bond-dong rail freight transportation, swiftly equip measures to secure all parts of system regarding 
passage·communication·customs clearance issues.

A middle zone that connects the capital of the north and the south

 Consult ·promote remodeling and repairing issues to jointly use Gaeseong-Suiniju railroad and GaeseongPyeongyang highway.

 Construct Chosun cooperation complex in Anbyon and Nampo. Proceed numerous cooperative projects such as 
agriculture,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environment protection, etc. 
 Elevate the current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to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romotion committee>  in the level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smooth promotion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Initiate Baekdusan tourism and construct Baekdusan-Seoul direct route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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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Panmunjeom Declaration (2018)

Direction and Tasks of Coopoerative Utilization

 Actively promote agreed projects consulted at the 10,4 declar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joint 

prosperity of the nation’s economy. Firstly, take practical measures for utilization by connecting Donghae Line 
and Gyeongui Line railroad, roads and modernization.
 Create DMZ as practical peace zone.
 Secure military collision prevention, safe fishery activities by making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west sea as a peace waters.

Principle of mutual reciprocity, joint benefit
Utilization that increases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on
Step-by-step strategy of cooperative field, space development

9.19 Pyeonyang Joint Declaration (2018)

Discover various project ideas considering the change of era

 Agreed on increas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ased on mutual reciprocity and public interest and 
coexistence of the north and the south, take practical measures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The north and the south will implement a ground –breaking ceremony to connect West Sea Line railroad and 
roads within this year.
 Preferentially normaliz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Geumgansan Tourism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prepared conditions, and consult issues regarding establishment of special western economic zone and 
special eastern tourism zone.
 Actively promote North-South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natural ecosystem. 
Preferentially endeavor for practical performance of forest field cooperation currently in progress.
 Reinforce cooperation of disinfection and hygineㆍmedical fiel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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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Utilization Proposal by Field
Cooperation regarding prevention of diseases
Environmental, ecological cooperation
Tourism, culture cooperation
Transportation, logistics cooperation

Agriculture, livestock, marine industry cooperation
Industrial cooperation

29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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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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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라 미츠히로
Mitsuhiro MIMURA
일본동북아경제연구소 /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DMZ 일대의 남북 경제협력 및
지역 발전 촉진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동북아경제연구소

DMZ 일대의 남북 경제협력 및 지역 발전 촉진
Promo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MZ Area

남북 경제협력
• 1980년대 후반에 시작
– 무역 및 해외 직접 투자(FDI), 예: 대우

•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 무역, 정부 보조금을 통한 FDI, 예: 금강산,
개성공단(GIC), 가공무역

• 2010년 5월 24일 이후
–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 철회 (201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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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무역 도표
2000
1500

（백만불 USD million）

반출 Export

반입 Import

1000

• 북중 접경지대의 다수의 경제 개발 구역

(주로 종합 및 관광지역)
• 양국의 지자체 협력

500
0

예. 지린성 훈춘시와 북한의 라선시,

-500

랴오닝성 단둥시와 평안북도 신의주시,

-1000
-1500

북중 접경지대의 지역 경제협력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지린성 지안시와 자강도 만포시

출처: 대한민국 통일부

경제협력 및 DMZ 지역

북한의 경제 개발지구 (경제특구)

• DMZ 지역= 군사분계선(MDL) 양측 = 남한의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와, 북한의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일부

• 협력사업들은 남북 최고결정권자들 의해 결정됨
•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한 지방 도시와 마을은

지나가는 통로에 그침
출처: 대한민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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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협력의 가능한 예

DMZ 지역 경제협력 우선조건
• DMZ 지역
– 국경(군사) 지역이 갖는 한계점으로 인해 저개발
상태에 놓임
– DMZ 지역간 교류는 남북민 상호 신뢰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 남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 필요 (지역 차원의
국경간 협력)

출처: 구글어스

파주의 옥류관 지점?

DMZ 지역 경제협력 우선조건
• 첫 10년
– 서비스 부문 및 관광분야 계약 체결시 DMZ 지역에
우선권 부여
– MDL을 따라 북한 측에 경제개발구역 설정
예: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옹진, 해주, 연안군, 배천군, 철원군 및 평강군

–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중소, 중견기업 참여유도
출처: 일본 사세보시, 조선신보

356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기획세션 2-2 (ARALLEL SESSION 2-2)

•

357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DMZ 지역 경제협력 우선조건
• 질문:
– DMZ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경제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가 (기업가 정신의 부족 / 보수적 발상)?
– DMZ 지역 주민들이 10 년 안에 경제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는가?
– 관광객들이 DMZ 지역을 방문하는가?
– 유명 식당들은 서울, 부산, 대구가 아닌 DMZ 지역에
지점을 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Promo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MZ Area
Mitsuhiro MIMUR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Started in late 1980s

감사합니다
mimura@erina.or.jp
https://www.erina.or.jp/

358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e.g.
Daewoo

• After the 1st Inter Korean Summit

– Trade, FDI through government subsidy, e.g. Mt.
Kumgang and Gaesong Industrial Complex (GIC) and
processing trade

• After May 24, 2010

– Withdrawal from all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
except for GIC (unt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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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of Inter-Korean trade
2000
1500

（백만불 USD million）

반출 Export

반입 Import

1000
500
0
-500
-1000
-1500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China-DPRK border area
• A lot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along
China-DPRK border (mainly comprehensive
and tourism area)
•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both countries, e.g. Hunchun, Jilin and Rason,
DPRK, Dandong, Liaoning and Sinuiju, North
Phyongang, DPRK or Jian, Jilin, China and
Manpho, Chagang, DPRK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Source: Ministry of Unification, ROK

Economic cooperation and DMZ area

Economic Development Zones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 DMZ area=both sides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part of Incheon, Gyeonggi,
Gangwon in the South; part of South
Hwanghae, North Hwanghae and Kangwon in
the North
• Projects are product of Top level (Pyongyang
and Seoul) decision-making
• Local cities and towns are just the places to
pass by, except for Kaesong and Mt. Kumgang
Source: Ministry of Unification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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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examples of cross border
cooperation

Preferential condi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to DMZ area
• DMZ area
– Has suffered from low development due to
various constraints in border (military) area
– Cross-border exchange in DMZ area is important
to make confidence among the people in both
Koreas (neighbour)
– Needs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both Koreas (local level cross-border coopetaion)

Source: GoogleEarth

Okryugwan branch in Paju?

Preferential condi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to DMZ area
• First decade
– Give priority to DMZ area for making contract in
service sector and tourism
– Try to establish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n side along MDL, e.g. (Kangryong and
Mt. Kumgang already) Ongjin, Haeju, Yeonan,
Baechon, Cholwon and Pyonggang
– Promotion of small to middle-sized enterprise to
do business in both sides

Source: City of Sasebo, Japan and Chosonsi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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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tial condi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to DMZ area
• Questions:
– Is it really possible for people in DMZ area to start
economic cooperation so soon (lack of
entrepreneurship/conservative idea) ?
– Is it really possible for people in DMZ area to build
a base of economic cooperation in a decade?
– Do tourists come to DMZ area?
– Famous restaurants are not happy to stay in DMZ
area, not Seoul, Busan or Daegu…

Thank you for listening.
mimura@erina.or.jp
https://www.erina.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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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2 (PARALLEL SESSION 2-2)
2020 DMZ

박영민
Youngmin PARK

(2020.09.17)

DMZ/

대진대학교 / 교수
Professor, Daejin University

DMZ·접경지역 거버넌스 발전 방안
Development Plan of DMZ·Border Area Governance

[ 들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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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Making Zone, 꿈을 만드는 DMZ

2020

그 출발점이 된 판문점회담 ( 2018.4.27)

DMZ 평화지대화

1,393km 동서독 경계선 개방

368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248km DMZ 고착

2018년 11월, 2003년 10월 경의선 도로, 2004년 12월
동해선 도로 이후 14년에 화살머리 연결통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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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지대화

[ DMZ의 가치 ]

문재인 대통령 UN총회연설 (2019.9.24)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9

평화지대(Peace Zone)의 의미

DMZ/접경지역

[소극적 의미]

국가 간에 군사적 충돌 및 전쟁의 방지, 그리고 긴장 해소를 통
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 간 경계 지역에 설치하는 완
충지대(Buffer Zone)
[적극적 의미]
평화지대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간 경계지대에 평화의
회복(recovery), 유지(keeping), 확산(diffusion) 기능을 통해
지속적 평화(sustaining peace)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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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의 가치 체계

DMZ/접경지역 가치 변화

역사문화와 기억
자연보전과 생태
갈등극복과 평화
17도선 (베트남) : 기억(Memorials)
그뤼네스 반트 (독일) : 기억 + 생태(Eco)
DMZ (한반도): 기억 + 생태 + 평화(Peace)
11

그뤼네스 반트와 베트남 17도선
독일 그뤼네스 반트

ㆍ 과거 동서독의 DMZ
ㆍ 1945년7월1일 1,400㎞구간에 걸쳐
지뢰매설과 장벽 설치
ㆍ 통일 후 환경관련NGO 분트의 노력
유럽최대 자연보호구역 및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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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7도선 DMZ

ㆍ 1954년 7월 21일 제네바협약에
의해 설치
ㆍ 남북베트남 국경으로부터5km,
동서55km구간
ㆍ 현재 베트남의 핵심 관광지로변모

- 1976

262
8

18

50
, 201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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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당시, 노르웨이는 유엔
요청으로 1951년 7월-1954년
11월까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연인원 623명을
파견, 9만 명의 환자를 치료,
최초 설립은 의정부, 1952년
7월 동두천 이전,
‘노르매쉬’에서는 1만
4천755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음.
(NORMASH: Norwegian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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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30%

국제 멸종위기 포유류 산양(멸종위기 Ⅰ급), 사향노루(멸종위기Ⅱ급) 서식지 분포

2019년 겨울, 두루미·재두루미 5900여 마리,
독수리 317마리 DMZ/접경지역 방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경 기 포 천 · 연 천 , 강 원 철 원 한 탄 강 유 역 ( 약 1,165 ㎢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2020년 7월 7일)

국제 멸종위기 조류 두루미(멸종위기 Ⅰ급), 재두루미(멸종위기 Ⅱ급) 서식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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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 DMZ 관할권]

- 정전협정(1953.7.27) 제10항

[ DMZ 규범적 문제 ]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한국 : 남북관리구역 관리권]

-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개방에 대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간의
합의서(2000.11.17) 제1항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 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DMZ의 규범적 문제와 해결 방안
1. 한국의 DMZ 관할권 강화

- 유엔사와 DMZ 관할권/관리권 문제 조정 필요
⇒ DMZ 포괄적 관리권 확보

2.「자연환경보전법」개정

- 동법 제2조, 제13호,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포괄적 관리권 적용 범위]
-

환경 생태 조사, 역사,문화,자원 등 공동 조사
남북 공유하천, 공동 방재 방역 조사 및 협력
DMZ 생태평화공원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 등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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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화지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1. 거버넌스 구축 원리 : 다중심성과 협력

[ DMZ 일원 적용 규범 ]
관련 규범

대상 지역

DMZ:「군사정전에관한협정」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집단취락지역(대성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접경지역:「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사시설보호법」

- 민주성 (Democracy)
-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보호구역:「군사기지

[원리]

- 현실성 (Practicality)

및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도: 춘천시

⇒ DMZ 평화지대 육성을 위해서는 DMZ 일원 전체를 범위로 하는 평화적 발전 위한
법제 추진 필요

2. 거버넌스 : DMZ 네트워크
단계별

[ DMZ 접경지역 거버넌스 ]

거버넌스층위

행위자

중앙정부,
국내공감대

민관거버넌스

지방정부,
시민사회

남북대화 추진 남북상설기구

남북정부,
지방정부

주요 과제
‧ 거버넌스 구축 기반조성
‧ 국내‘DMZ네트워크
‧ 남북접경위원회(가칭)

중심원칙

민주성

현실성

‧ 세계‘DMZ네크워크’
남북관계

제도화

국제거버넌스

국제기구, ‧ DMZ 생태‧환경, 기억,

NGO

평화가치보호,촉진,강화

지속가능성

규범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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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DMZ FORUM (2020.09.17)

감사합니다

DMZ/Border Area Governance
Development Plan
Youngmin Park
Daejin University

[ Pre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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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Making Zone, DMZ that makes a dream

2020

October3,2020
30yearssinceUnificationofGermany

AsofNovember17,76yearsand1monthsince
North-SouthDivision

Panmunjeom Talks which became the start ( 2018.4.27)

DMZ Peace Zone

Opened 1,393km east and
west Germany boundary
386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248km DMZ fixed

On November of 2018, Arrow Head Passageway was established
14 years after the Gyeongui Line in October of 2003, Donghae-Line
Road in December o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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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Peace Zone

[ Location of DMZ]
UN General Assembly Speech
by President Moon Jae-in (2019.9.24)
“I would like to propose to all the UN member states to make DMZ
that traverse the Korean Peninsula as an International Peace Zone”
9

Meaning of Peace Zone
[Passive Meaning]

A Buffer Zone Installed at the boundary area of
both countries to equip peace through prevention
of military collisions, wars, and relief of tension
[Active Meaning]

Establish sustaining peace at the boundary area of both
countries where military collisions are liable through the
the function of recovery, keeping,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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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Boundary Area
armed communist guerilla
Mine
War

red-crowned crane

Underdevelopment

Gung Ye and Tae Bong Guk Panmunjeom
Gaeseong

Arrow Head and and
t h e Fro nt L i ne
Panmunjeom

Goryeo Dynasty
Imjingang
Battle
Hantangang
Front
Military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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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System of DMZ

DMZ/Boundary Area Value Change

History Culture and
Memory

Sustainable
Resources

War System

Nature Conservation and
Ecosystem

Conflict Overcome and
Peace

Memory
Resource

Military Security

Ecosytem
Resource

17th

parallel (Vietnam) : Memorials
Grunes Band (Germany) : Memory + Eco
DMZ (Korean Peninsula): Memory + Ecosystem + Peace

Peace
Source
11

Peace Damage

Grunes Band and Vietnam 17th parallel
Grunes Band Germany

Vietnam 17th Parallel DMZ
Data: Government comprehensive
data

Status of North Korea’s
Major violations of ceasefire Agreement
-land
-sea
-air

ㆍ DMZ of east and west Germany in the
past
ㆍ Mine scattering and wall installation along
1400km on July 1, 1945
ㆍ Europe’s biggest nature reserve and
tourist
attraction site with the help of NGO Bund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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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Installed according to the Conventions
on July 21, 1954
ㆍ 55km east-west, 5km from the border
of South-North Vietnam
ㆍ Changed into the key tourist attraction
site in Vietnam

50s

60s

70s

80s

90s

after 2000

Total

- About 500,000 violation cases including 262 cases of North Korea’s violation of major
cease-fire agreement 262 times
- Panmunjeom Ax atrocious act on August 17, 1976, installation of PMD series mines
on August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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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Barrier

Peace Economy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Symbolizes ‘Peace Cooperation’ since construction on June 30, 2003

Suspended situation continued since closure on February 10, 2016
DMZ Mine Field on the South : 40 times the area of Yeouido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nvestigation (2003),
10% of the artificial leg users are victims of mines
- South-North did not join the Ottawa Treaty(1997)
⇒ Simultaneous affiliation by South-North to the Ottwa Treaty is necessary

Peace Practice

If it was realized as planned, South-North Economy Community of 20 million
pyeong size (including 12 million pyeong of residential amenities) is available

⇒

Gaeseong-Panmunjeom
International
Peace
Zone
creates a synergy effect between peace and cooperation

Memory Resource
Hostility
‘Closed Memory’

Coexistence and
‘Open Memory’

[ South-North 11 Shared River Stream Cooperation ]
1st Stage: Cooperate in prevention of Disaster, infectious disease,
and river pollution
nd
2 Stage: Water resource cooperation
3rd Stage: Expansion of cooperation in tourism on the Bukhan River by
ship
* East-West Germany ‘Boundary Committee’ and Elbe River Cooper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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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on of
Memory

Recovery of Memory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Norway dispatched overall of
623 people including doctors,
dentists, nurses from July of
1951 to November of 1954 with
the request of UN, and treated
ninety thousand patients,
it was first established
at Uijeongbu , then transferred
to Dongducheon in July of 1952,
and 4,755 patientsreceived
hospital treatment at
‘NORMASH’.
NORMASH: Norwegian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Recovery of Memory
Narration of War,
Death,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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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ox of Ecosystem

Narration of Peace,
Life, Coexistence

기획세션 2-2 (ARALLEL SESSION 2-2)

•

395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Ecosystem Resource
Musk Deer

Goat

Inhabiting Wild Life: Total 5,929 types

30% of the world’s cranes inhabted

International Endangered Mammal Goat (Endangered Grade 1),
In the winter of 2019, 5900 cranes·white-naped
cranes, 317 eagles visited DMZ/boundary area

Musk Deer (Endangered Grade 2) Habitat Distribution

Natural Ecology Conservation
Crane

White-naped Crane

[Hantan River designated as the Global GeoPark]
Pocheon Gyeonggi-do ·Yeoncheon, Cheorwon-gun, Gangwon-do
Hantan River valley (about 1,165㎢)
UNESCO World Geopark Certification (July 7, 2020)

International Endangered Birds Crane (Endangered Grade 1),
White-naped Crance (Endangered Grade 2) Habita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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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 DMZ Jurisdiction]
- Paragraph 10 of Cease-fire Agreement (1953.7.27)

[ DMZ Normative Problem ]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work in terms of the southern part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ithin the DMZ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mander
-in-chief of the UN forces”

[Korea: South-North Management Section
Management Rights]
- Paragraph 1 Agreement between the UN forces and North Korean people's
army regarding the opening of part of the areas of the DMZ (2000.11.17)
“Both parties will open part of the MDL and DMZ areas that Seoul-sinuiju road
and Munsan-Gaeseong road pass through in accordance with the cease-fire
agreement and shall set that areas as South and North Management Area”

Normative Problem of DMZ and Resolution

2.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

1. Reinforce DMZ Jurisdiction of Korea
- Adjustment of UNC and DMZ Jurisdiction/Management Rights
is necessary

⇒ Secure Comprehensive DMZ Management Rights
[Scope of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Rights]
- Joint investigation such as environment ecological research,
history, culture, sources, etc.
- South-North Shared River, Joint prevention of disaster
investigation and cooperation
- DMZ Ecological Park
- Non-military, peaceful utilization porject such as establishment
of DMZ International Peac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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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same law, “ Nature
Reservation Area refers to an DMZ area as an uninhabited
island that is not used in a special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of military where human access is virtually
impossible and damage to the ecosystem is prevented
determined by the president for 2 years from the day the
jurisdiction belongs to the Republic of Korea

⇒ Content related to ‘Nature Reservation Area’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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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actment of 「 Laws related to Designation and
Foster of Peace Zone」(Provisional Name)
[ Regulation applied to all parts of DMZ]
Related regulations
DMZ :「Agreement regarding
Cease -fire Agreement」

Subject Area

1. Principle of Governance Establishment:
Multicentric and Cooperation
[Principle]

·Clustered settlement area in Gunnae-myeon,
Paju-si, Gyeonggi-do, Korea (Daeseong-dong)

- Democracy

· Incheon Metropolitan City : Ganghwa-gun , Ongjin-gun
Border Area:

·Gyeonggi-do: Gimpo-si , Paju-si, Yeoncheon-gun

「Border Area Special Support Act 」 ·Gangwon-do : Cheorwon-gun , Hwacheon-gun,

- Sustainability

Yanggu-gun, Inje-gun, Goseong-gun
Retention Area:「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Gyeonggi-do: Goyang-si, Yangju-si, Dongducheon-si,

- Practicality

Pocheon-si
· Gangwon-do : Pocheon-si

⇒ To foster DMZ Peace Zone laws for peaceful development that covers
all part of the DMZ area need to be promoted

2. Governance: DMZ Network
By Step

Governance
Level

Performer

MajorTasks

Center
Principle

Central
Domestic
Consensus

Government ‧ Establish basis for governance
Civil Governance

Local

establishment

Democracy

Government ‧ Domestic ‘DMZ Network

[ DMZ/ Border Area Governance ]

Civil Society
North-South
Promote North-

North-South

South

Permanent

Communication

Establishment

Korean
Government,
Local

‧ North-South Boundary Committee
(Provisional Name)

Practicality

Government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South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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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Govern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NGO

‧ World ‘DMZ Network’
‧ DMZ Ecosystem, Remember, Peace
Value

Prevention,

Promotion,

Sustainability

Create Consolidat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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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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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 회귀하는 러시아 - 한반도의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길 408
Russia's Pivot to Asia
: A Way to Avoid New Tragedy o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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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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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3 (PARALLEL SESSION 2-3)

이고르 톨스토쿨라코프
Igor TOLSTOKULAKOV
극동연방대학교 / 교수
Professor,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아시아로 회귀하는 러시아 –
한반도의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길
이고르 톨스토쿨라코프
극동연방대학교, 교수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아시아로 회귀하는 러시아 - 한반도의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길
Russia's Pivot to Asia
: A Way to Avoid New Tragedy on Korean Peninsul

러시아 외교 정책의 <동방으로의 전환>
 아시아 태평양과 매우 활발한 상호작용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존재
확대
 전통적인 지역 전략 및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지리적
방향 전환 및 새로운 전술 목표;
 위의 모든 것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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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현재 의제의 변화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주요 과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유지;
 러시아의 태평양 경계선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유지;

현재 의제:

한반도에 대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최우선순위) 남북의 대립 정도 감소



북한의 인권

 (장기적) 남북 협력 정상화



북한 정권 민주화

변경 의제:

=>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보



독자적인 남북 의사소통



남북 상호 협력 정상화

 (전망) 한반도의 우호적 환경과 민족통일

러시아가 한국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것:


(융통성)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



(자립) 북한에 대한 보다 독립적인 활동



(책임) 한반도 정세의 개선 및 악화에 대한 책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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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s Pivot to Asia:
A Way to Avoid New Tragedy
on Korean Peninsula

Russia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main tasks):

Igor Tolstokulakov,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Professor
Vladivostok, Russia

 maintenance of the peace, stability & security in region of the
NorthEastern Asia;
 maintenance of the peace, stability & security in Pacific
borderlines of Russia;
AS FOR KOREAN PENINSULA:
 (TOP-PRIORITY) decreasing of confrontation degree of the RoK
and the DPRK,
 (LONG-TERM)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ERSPECTIVE) friendly environment on Korean Peninsula &
national re-unification

«Tern to the East» in Russian foreign policy:

What Russia expects from Korean partners:

 considerably active interaction with Pacific Asia;
 enlargement of Russian political and economic
pres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geographic reorientation & new tactical goals and
objectives while maintain the traditional regional
strategy and priorities;
 all above attributed to Russia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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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TILITY) considerable flexibility in cooperation with the DPRK;
(SELF-RELIANCE) more independent activities
toward the DPRK;

 (LIABILITY) perception of own responsibility for
the further improving or degrading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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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current agenda
for Korean Peninsula
CURRENT AGENDA:

CHANGING AGENDA:

DPRK full
denuclearization;
 human rights in
DPRK;
 DPRK regime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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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 regional peace and
security;
 INDEPENDENT interKorean communication;
 normalization of ROK –
DPRK mutu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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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운동 협력세션 2-2

평화의 첫걸음

420

The First Step Towar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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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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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선
Jesun BAE
녹색연합 / 자연생태팀 팀장
Team Manager, Ecosystem Conservation, Green Korea United

한반도 지뢰 문제 현황과 제안
-DMZ일원을 중심으로

평화의 첫걸음

녹색연합 배제선

The First Step Toward Peace

1.
2.

(DMZ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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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국내 지뢰지대현황(출처: 녹색연합,지뢰실태보고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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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Z

)

(DMZ

)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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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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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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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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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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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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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뢰 유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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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

UN

,

NGO,
.

3.

•

1800

•

NGO MAG(Mine
Advisory Group)

NGO

1992

2.

2.

1) UN IMAS

3) IMAS

• UN
Standards,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IMAS)

•
•

•
전쟁잔류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시행 2018. 1. 1.] [국방부훈령 제2092호, 2017. 12. 11., 일부개정] 국방부(군비통제과), 02-748-6241



(2001. 9. 26)



지뢰활동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줄이려는 목표의 활동
군 단독의 지뢰제거가 아니라 국제 NGO, 자국 내 민간 단위 협력

국제조약 CCW 제3조 전쟁잔류폭발물의 정리, 제거 또는 파괴1항

1. 각 체약당사국과 무력충돌 당사자는 자기 통제하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전쟁잔류폭발물에 대하여
이 조항에 규정된 책임을 진다. 전쟁잔류폭발물이 된 폭발물의 사용자가 그 지역을 통제하지 않는 경
우, 그 사용자는 적대 행위의 중단 후 양자간 또는 특히 국제연합 체제 기타 관련 기구들을 포함하여,
상호합의한 제3자를 통해서 그러한 전쟁잔류폭발물의 표기 및 정리, 제거, 또는 파괴가 용이하도록 가
능한 범위 내에서 특히 기술적, 재정적, 물적 또는 인적 자원을 지원한다.
5. 체약당사국들은 적절한 경우 당사국 간에, 그리고 다른 국가들, 관련 지역 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
구와, 적절한 상황에서 이 조의 규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협력 사업을 포함하는, 특히 기술적, 재정적, 물적,
인적 자원의 제공에 관하여 협력한다.

 국방부 단독 잔류폭발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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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IMAS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0호, 2019. 12. 3., 일부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61`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유실(遺失)ㆍ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
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민간인의 지뢰 제거 작업은 불법

2.

3) IMAS
•
•
행안부 관할

434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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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5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1. Mine Status in the Korean Peninsula
Status and Proposal on Mine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Green Korea United
Jesun BAE

Table of Contents

1. Mine Status in the
Korean Peninsula

1) Background
• The Korean Peninsula, the highest mine density per unit area

1. Mine Status in the Korean Peninsula

• Constantly buried until 1980 after the Korean War

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 Not only the whole area of the DMZ frontline battlefield but it

3. Solution

exists at the rear area also
•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victims will reach 1,000 in a
situation where the speed of mine removal is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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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e Status in the
Korean Peninsula

2) Southern par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mine field of
the rear district

2. Key problem of mine field
-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Domestic Mine Field Status (Source: Green Korea United, Mine Status Report 2019)

1. Mine Status in the
Korean Peninsula

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2) Southern par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mine field of the r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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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e field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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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vil control line was initially set at the location 5~20km south of the southern limit line

•

To secure residents’ convenience and property rights, it was mover northward minimizing
the influence of military operations, current civilian control line is located 10km south of the



southern limit line.




•

There are no cases where the civilian line was moved northward after completely removing
the mine field and the mine field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is the mine

























field left after moving the civilian line northward.
•

The mine field south of the civilian line is spread from Paju to Goseong along with the
civilian control line

Table 1. Mine field Status (source: The Institute for Democracy Lee Yongmin,
Mine Removal Efficiency Measu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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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1) Mine field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2) Absence of Systematic Management
• Access prevention barbed-wire fence (fence) is poor or
installed partly

• Discerning the mine field is impossible as mine indication sign
is covered in grass or mixed with trash due to lack of daily
management.
• It intensifies confusion by indicating it as ‘mine field in the past’

• Bicycle road, trail, walkway set up next to the mine fields

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1) Mine field of the southern par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

•
•
•

2) Absence of Systematic Management

A total of 1,219 mine fields are located in the DMZ. and northern
part of the Civil Control Line
16 casualties (1 death, 15 injuries) occurred due to occurrence of
14 mine explosion accidents for the 5 years (‘15~’19)
For the mine field set by the military, the jurisdiction military unit
retains the burial mapping
Although burial mapping does not exist for the unidentified mine
fields designated by the residents’ testimony, warning boards and
warning facilities are installed at the surrounding area and are
managed for the safety of the citizens
Data from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the Ministry of the National Defense in
January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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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2) Absence of Systematic Management

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2) Absence of Systemat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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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bsence of Systematic Management

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2) Absence of Systemat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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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4 anti-personnel mine, so
called an ankle mine

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3) Mine Sweeping Accident

2. Key problem of mine
field

3) Mine Sweeping Accident

• M14 mines that are light and that float on water, so called an
ankle mine

• the body is manufactured with light plastic
• diameter 5.5cm, height 4cm, weight 112g, high possibility of

mine sweeping after heavy rain
• in a situation with no information about the mine, it leads to

accidents after touching or stepping on th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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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y

Gangwon-do









Gyeonggi-do

















Others









Total









Incheon
Metropolitan Office

Regional ratio

Total
(number of people)

Death

Table 2. Total Number of Civilian Mine Victims (source: Peace
Sharing Association, as of 2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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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3) Mine Sweeping Accident

• After the localized heavy rain, 28 mines at the boundary
area such as Paju Yeoncheon, Gangwon Hwacheon Inje

3. Solution

Yangu Cheorwon
• It may connect with secondary accident with other
accidents such as forest fire, landslide, etc. as the mines
are not completed removed

2. Key problem of mine field (Centered on the
whole area of DMZ)

2. Solution

4) Limitation of Mine Removal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ine action Standard recommended by UN IMAS (International Mine Action

• Budget for mine removal for the past 10 years, 0.004% of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AS) and guidance introduction

total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 UN institution Mine Action Adjustment Organization -> Approval

• 5,000,000 won expense per 1 unit of mine

(September 26, 2001)

• Still exists as the mine field of the past
Classif
ication

Total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Budget
(one
hundred
mill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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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environmental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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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mine removal soley by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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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lution

2. Solution

2) Overseas Cases
• Places like Cambodia, Laos, etc. are removing mines by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including UN and international NGO,
and civil units with one’s own country
• 1,800 people in Cambodia are currently engaging in mine activities
• International NGO MAG (Mine Advisory Group) that does activity in
Cambodia is an international NGO which has a headquarter in

3) Domestic Contents of IMAS
• Necessity of organizing a fundamental law for mine removal

Laws regarding Safety Management of firearms, swords, explosives, etc.

[Enforcement December 3, 2019.] [Law No. 16670, December 3, 2019, partly amended] the
National Police Agency (Life Order Division), 02-2150-1361
Article 23 (Report of DetectionㆍAcquisition, etc.) When detecting or acquiring lostㆍburied or
firearmsㆍswordsㆍexplosivesㆍsprayerㆍelectronic shock machineㆍcrossbow that are not

managed reasonably, you must report to the nearest police station within 24 hours, and you must
not touch, move, knock, or disassemble without the order of the national police officer (including
conscripted policeman). <Amendment July 24, 2015>

England and it is performing activities in Cambodia since 1992

→ Mine removal work by a civilian is illegal

2. Solution

2. Solution

3) Domestic Contents of IMAS
• Necessity of organizing a fundamental law for mine removal

Instruction regarding process of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Enforcement January 1, 2018.]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No. 2092, December 11, 2017, partly amend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ms Control Department), 02-748-6241

International Treaty CCW Article 3. Organizing, removal or destruction Paragraph 1
of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1. Each country directly involved in the treaty and person directly involved in arms clash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pecified
regulation regarding all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within the range of self-control. In the event that the user of the
explosive from which it became the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does not control the area, the user shall support
technical,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in particular within the scope of making indication and organizing, removal, or
destruction of such Explosive Remnants of War (ERW) through a mutually agreed third party including both parties or
particularly UN system and all other organizations after suspending hostile actions.
5.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in the treaty, if appropriate, and in an appropriate situation with other countries, relevant local
organizations, UN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hould cooperate regarding provision of support technical, financial, or
human resources including cooperative businesses necessary for fulfilling this Article of this agreement.

→

3) Domestic Contents of IMAS
• Enact law so that civilians can participate in removing
mines

• Elevate the mine problem to the level of citizen’s safety
problem and create an exclusive organiz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 or under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moval of remnant explosives solely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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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nd Global
: Possibility of Peaceful Rewarding National Merits

454

‘북한식 평화’에 대한 논의

460

Summary of Discussion concerning 'North Korean-styl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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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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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nd Glob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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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and Global
: Possibility of Peaceful Rewarding National Merits

Possibility of Peaceful Rewarding
National Merits

Yi, Chan Su
(President,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for Patriots and Veterans)

Why Wouldn't be peaceful?

Because of
1. No Practice/Action for peace
2. Different ways to peace, Different intentions of
peace
3. Different purposes/objectives of peace
→ Ego-centric Pacif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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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centric Pacifism: an example
• cf.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bond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e are all one in
Christ Jesus.”(Galatians, 3:28)

• ‘all one’ means boundary-less(universality, openness)
• ‘in Christ’ means establishment of their own
boundary(limitations, wall)

• In principle, ‘all one’ is core message → inclusivism
• In reality, ‘in Christ’ works mainly → exclusivism

Heterogeneity of
understanding of peace
• A progressive’s understanding of peace is
different from a conservative’s understanding of
peace
• cf.
• S.Korea(The Republic of Korea)’s
understandings of the Republic is different from
N.Korea(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one

Reunderstanding Peace
Different intentions
in the name of Peace
- Peace of the strong is in the stability of the status quo
- Peace of the week is in eliminating inequality
- The strong think the structural violence is some inevitable
-The week want the weakening of the structural violence
→ Self-centered expectation for peace creates a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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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s
a process of reducing the violence,
not a state without any violence
cf. By Johan Galtung,
Peace = Equity ☓ Harmony
Trauma ☓ Conflict
Key is denominator (rather than numerator)
(∵ Human beings has never been without any violence)
→ Peace = Reducing the violence / Minus-Violencing(減暴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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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구축으로서의 선제적 보훈

Rewarding national merits as Peace-building
• 보훈(報勳, Rewarding Patriotism/Rewarding National
Merits):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
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
• 국가공동체의 근간
• 국가를 좁게 해석하면 특정 국가의 보훈정책이 다른 국가
에 대한 적대성을 포함할 수도..
• cf.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
• (proactive peace strategy/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Japan-centered pacifism)

독립, 호국, 민주의 화학적 결합
- Reconciliatory combination of

Independence, National defense, Democracy
- Peace-oriented Rewarding National Merits
한국 보훈의 세 가지 가치와 지향
- Independence, National defense(Patriotism), Democracy
- 특정 국가의 호국적 행위가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민주주의를
해칠 수도…
-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경우
- 우리에게 베트남 전쟁은?

→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보훈의 모델 구축

한반도의 경우
• 남북한은 양면관계:
• 적대적 준국가관계 & 역사의 공유,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
한 통일 지향

• 한국의 보훈: 전쟁 희생자를 돌보며 결국 북한을 품어야
• → 희생을 기리고 상처를 돌보되, 궁극적으로는
상처를 준 이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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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평화’에 대한 논의
Summary of Discussion concerning
‘North Korean-style peace’

채경희
Kyunghee CHAE
총신대학교 / 교수
Professor, Chong Shin University

DMZ Forum 2020 Invited Session
채경희(총
총신대학교)
‘북한식 평화’에 대한 논의
Summary of Discussion concerning 'North Korean-style Peace'

목차

1
2

6.25

3

자주가 평화보다 중요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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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위의 평화
평화: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 분쟁이나 반목이 없이
화목한 상태(조선말 대사전)

평화는 ‘총대 위에‘ 즉 군사적 힘에 의해서만 쟁취 가능

6.25전쟁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견해
‘계급투쟁‘, ‘민족해방‘, ‘해방전쟁’ 등은 폭력이 정당화
‘정의의 전쟁’ ‘침략 맞선 해방전쟁’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6월25일 북한의 내무성은 성명을 통하여

평화의 반대 개념은 ‘폭력‘

”금 6월 25일 이른 새벽에 남조선 괴뢰정부의 소위 국방군들은

소극적평화: 가장 큰 폭력인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 평화‘

38선 전역을 걸쳐 38이북지역으로 불의의 진공을 개시하였다.

적극적평화: 사회문화나 구조에 의한 간접적 폭력이 없는

불의의 진공을 개시한 적들은 해주방향 서쪽에서와 금천방향에
서와 철원방향에서 38이북 지역에로 1킬로미터 내지 2킬로미

상태

진정한 평화: 목적 뿐 아니라 수단 역시 평화적일 때

터까지 침입하였다”

자주가 평화보다 중요

총대 위의 평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대립되는 두 요소 간
지배자와 피지배자, 압박자와 피압박인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비평화의 원인: 한반도의 분단, 분단의 제공자 미제국주의,
전쟁위협을 키우는 제국주의
북한의 주장, 비평화의 원인을 제거할 때만이 평화가 도래

한반도에서 미제국주의 몰아내고 남조선의 해방 이룩할때

승리하게 되면 종국적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

비로소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 상태,

김일성은 “전쟁에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고 침략

나아가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사회주의가 승리

전쟁과 해방전쟁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부정의의 전쟁이며 침

한 상태가 진정한 평화

략전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을 견결히 반대합니다.”
462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반제자주 기치’는 비평화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선
초청세션 1 (INVITED SESSION 1)

•

463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자주와 노예적굴종

핵과 평화

사상-주체, 정치-자주, 경제-자립, 국방-자위 노선

1990년대 이후 비평화의 원인에 대북제재 추가

“제국주의와의 무원칙한 타협을 추구하는 로선이 그의 침략책

비평화의 원인에 화살을 돌리는 논리 개발

동을 조장하며 전쟁의 위협을 중대시킬뿐이라는 것은 과연 사
실이 아닌가? 노예적굴종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북한의 인식: 주변에는 온통 적, ‘적들에게 포위된 상태‘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업압자들의 통제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내우외환: 물적 토대의 붕괴 ‘고난의 행군‘과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수 없다”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위치와 환경,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 그리고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으로 하여 주체를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비대칭군사전략: 미제국주의와의 ‘힘의 대결‘ 에서 살길은

핵 및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개발

자주적인 ‘하나의 조선‘
비평화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은 예외

‘평화‘의 목적을 위해, 수단 정당화
‘자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의 제거에서 폭력사용 주장
민족해방을 이룩함으로써 실현되는 평화

지향점은 통일,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인 ‘하나의 조선’ 실현 통해서만 최종적 평화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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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대한 불신
“평화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평화를 깨뜨리는
근원이 전쟁에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확약했다 하여
지켜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며 스스로 영구중립을 자처한
다고 하여 지켜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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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 핵
김정은은

감 사 합 니 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전율케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의 역사는

세계의 군건설사에 전례없는 것입니다.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채 경 희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마무리
국력이 약화된 북한의 평화는 안보에 국한
북한의 안보는 오로지 김정은정권의 체제유지
세상의 평화는 내적 평화를 기반으로 안에서 밖으로 확대

인간 자신이 먼저 마음숙 평화를 이룩해야
이웃과 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냄
내적 평화가 없는 북한, 김정은정권에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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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on the gunstock
Peace: Freedom of war and violence, the harmonious state without
dispute and antagonism (Great Dictionary of Korean)

Summary of Discussion concerning
‘North Korean-style peace’

Peace can only be achieved by ‘on the gunstock’ or military force
The opposite concept of peace is ‘the violence’

Negative peace
: the peace as ‘the state without war being the biggest violence’

DMZ Forum 2020 Invited Session
Kyoung Hee CHAE
(Chongshin University)

Table of Contents

Positive peace
: the state without the indirect violence by the social culture or structure
True peace: when the means as well as the purpose are peaceful

Peace on the gunstock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1

Peace on the gunstock

2

North Koreans' thoughts of the
Korean War

3

Self-reliance is more important than
peace

4

Nuclear weapon and Peace

History is the history of class struggle, the rulers and the

subjects, the oppressors and the oppressed people,
bourgeois and proletariat, imperialism and socialism
If you win, you will achieve the eventual peace

KIM Il Sung states “There are wars of justice and injustice,

wars of aggression and liberation. The bad thing is the
war of injustice and the war of aggression. We firmly
oppose war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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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s' thought for the Korean War
The "class struggle," "national liberation," and "liberation war" are justifying
violence.

The War of Justice, the War of Liberation Against Invasion, the Great War on
the Liberation of the Fatherland
“The so-called national Defense Forces of the South Korean puppet
government commenced the injustice attack to the north of 38 all over the
38th line. Enemies that commenced the injustice attack invaded in the west
direction of Haeju, in the direction of Geumcheon and in the direction of
Cheorwon to 1 km to 2 km to 38 North Region at the early dawn of June 25”

Self-reliance and servile servitude
Thought-self-reliance,
politics-sovereignty,
national defense-self-defense line

economics-independence,

“Isn’t it true that the threat of war is graved indeed only as the line
seeking the unprincipled compromise with imperialism encourages the
invasion scheme? The peace that the servile servitude brings about is not
the peace. The true peace cannot be achieved without overthrowing the
control of the oppressors by fighting against destroyers of peace and
opposing the peace of slave.”

“To set up the self-reliance with the geographic location and environment
our country is confronte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our country’s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complexity and greatness of our
revolution comes up with the important issue specially to us”.

through the statement of North Korea’s Ministry of the Interior on June 25.

Self-reliance is more important than peace
Cause of lack of peac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imperialism as a provider of division, the provider of division
U.S. imperialism, Imperialism Raising the Threat of War.
Insistence of North Korea, Peace comes only when the cause of
criticism is eliminated.
The state of true peace without war when the U.S. imperialism
was driven ou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iberation of
Southern Joseon, further the state that the Imperialism is
disappeared on earth and the socialism wins is the true peace.
‘The anti-imperialism banner’ is the line to eliminate the cause
of lack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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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liance and servile servitude

The violence to eliminate the cause of lack of peace is an
exception

For the purpose of ‘peace’, justification of means
Insistence for the use of violence in the elimination of elements
that interfere with 'self-reliance‘
Peace-oriented point realized by achieving the national
liberation is the unification, further the final peace is realized
through the realization of independent ‘one Joeson’ without
the interference of U.S.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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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weapon and Peace

Strong sword of state
of peace protection, Nuclear weapon

Adding the sanction on North Korea as a cause of lack of peace since
1990’s
The development of logic that turns arrows to the cause of lack of
peace

KIM Jeong Eun stated

Recognition of North Korea: all the enemy around, the state of being
surrounded by enemies

invincible force that thrilled imperialist aggressors

“The history of our armed forces, which grew up as an

Internal and external troubles: Collapse of material foundation ‘March
of hardship’ and United States’ ‘Anti-Republic of Korea Abolition
Action’

starting with 2 pistols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Asymmetric military strategy: The way to live in the confrontation of
power with U.S.
Imperialism is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The military technical superiority is no longer a monopoly

Distrust for the International Law
“The peace is secured by the force only. Because the

source of breaking peace lies in war. It's not peace to be
kept as it is committed with the law, it is not peace to be

military construction around the world.

of the imperialists, the days when enemies threatened us
with atomic bombs are gone forever”.

Conclusion
Peace in North Korea, whose national power has
weakened, is limited to security.
North Korea's security is solely to maintain the Kim Jong
Un regime's system maintenance.

kept as it is claimed to be permanently neutral”.

The peace of the world extends from inside to outside
based on inner peace.

“We clearly told that we are bound to have more than

The peace of neighbors, society and further the world
shall be realized as the human being himself must first
make peace with his heart.

that as well as the nuclear weapon of course to protect
our sovereignty and our right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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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we expect North Korea where there is no internal
peace and the true peace of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in Kim Jong Un reg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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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Kyoung
Hee 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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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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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 소장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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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ystem in North Korea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베를린자유대(공동연구원)
Institute for STENK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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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on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Science-Technology.

•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
(Science-Technology is the Locomotive of
Socialist Economic G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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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

The Policy on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Science-Technology.

혁신체제 Innovation System

•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의 기관차
(Science-Technology is the Locomotive of
Socialist Economic Giant)

•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Without Science, There is No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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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현장 Prod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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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체계 도입) (Totally Changing the
Equipments, Digitalization, CNC,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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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 (Tele-education System)
• 전민과학기술인재화 (Making All People Well 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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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교류사 (Mirae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502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초청세션 2 (INVITED SESSION 2)

•

503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교류사/교류소(Technology Exchange Company)

***교류사/교류소(Technology Exchange Company)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교류협력하기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Science-Technology)
• 기술 창업 기본 단위 (Basic Unit of Tech-Startup)
• 1996,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교류사 (Mirae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Chumdan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Il Sung niversity)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교류협력하기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Science-Technology)
• 기술 창업 기본 단위 (Basic Unit of Tech-Startup)
• 1996,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교류사 (Mirae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Chumdan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Il Sung niversity)
• 2019.현재까지 확인 (70여개) (about 70 company)

***교류사/교류소(Technology Exchange Company)

***교류사/교류소(Technology Exchange Company)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교류협력하기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Science-Technology)
• 기술 창업 기본 단위 (Basic Unit of Tech-Startup)
• 1996,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교류사 (Mirae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Chumdan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Il Sung niversity)
• 2019.현재까지 확인 (70여개) (about 70 company)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교류협력하기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Science-Technology)
• 기술 창업 기본 단위 (Basic Unit of Tech-Startup)
• 1996,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교류사 (Mirae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Chumdan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Il Sung niversity)
• 2019.현재까지 확인 (70여개) (about 70 company)

504 • DMZ Forum 2020 DMZ wants Peace

초청세션 2 (INVITED SESSION 2)

•

505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교류사/교류소(Technology Exchange Company)

***교류사/교류소(Technology Exchange Company)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교류협력하기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Science-Technology)
• 기술 창업 기본 단위 (Basic Unit of Tech-Startup)
• 1996,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교류사 (Mirae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Chumdan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Il Sung niversity)
• 2019.현재까지 확인 (70여개) (about 70 company)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교류협력하기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Science-Technology)
• 기술 창업 기본 단위 (Basic Unit of Tech-Startup)
• 1996,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교류사 (Mirae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Chumdan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Il Sung niversity)
• 2019.현재까지 확인 (70여개) (about 70 company)

***교류사/교류소(Technology Exchange Company)

은정첨단기술개발구

(Unjong High-Tech Development Park)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교류협력하기 위한 준비
(Prepar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Science-Technology)
• 기술 창업 기본 단위 (Basic Unit of Tech-Startup)
• 1996,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과학기술교류사 (Mirae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기술교류사(Chumdan SciTech Exchange Company of Kim Il Sung niversity)
• 2019.현재까지 확인 (70여개) (about 70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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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첨단기술개발구

(Unjong High-Tech Development Park)

(Unjong High-Tech Development Park)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Unjong High-Tech Development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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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첨단기술개발구

(Unjong High-Tech Development Park)

• 첫 평양시 안에 설정된 기술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Unjong High-Tech Development Park)

• 첫 평양시 안에 설정된 기술개발구
(First Economic Development Park(Zone)
Established in Pyongyang Area)
• 국가과학원 130여개 연구소, 1만여명의 연

구원 활용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Unjong High-Tech Development Park)

(Unjong High-Tech Development Park)

• 첫 평양시 안에 설정된 기술개발구
(First Economic Development Park(Zone)
Established in Pyongyang Area)

• 첫 평양시 안에 설정된 기술개발구
(First Economic Development Park(Zone)
Established in Pyongyang Area)
• 국가과학원 130여개 연구소, 1만여명의 연

구원 활용
(State Academy of Sciences, 130
Institutes, 10,000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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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통한 교류협력

(Cooperation with Sci-Tech)

과학기술
Sci-Tech

과학기술을 통한 교류협력

(Cooperation with Sci-Tech)

과학기술
Sci-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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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Sci-Tec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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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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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학문
Hakmoon BYUN

주목할 만한 북한의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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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9.17. 변학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주목할 만한 북한의 기술들
North Korean Technologies Worth Highlighting

북한 과학기술 관련 정보 수집을 어떻게?
 문헌 분석을 통한 북한 과학기술 수준 파악
• 남북 과학기술계의 직접적, 상시적 교류 불가능  과학기술 관련 북한 문헌 분석 필수적
1) 북한 학자들의 해외 발표 논문 분석
 국제 학술논문 작성 방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해외 학자들의 리뷰를 거친 것들
 세계 학계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북한 과학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해외 발표 논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2) 북한 국내 문헌 분석
 북한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 목적: 좋은 논문 작성보다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
 북한의 해외 발표 논문만으로는 북한 과학기술의 극히 일부분만 파악 가능
 따라서 북한 국내에서 출판/보도된 문헌들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

• 북한 핵심 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의 기관지 <과학원통보>와 수십 종의 이공계 학술지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의 이공계 학보
• <로동신문>,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들의 우수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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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목할 만한 기술 추출 방법

주목할 만한 기술 사례
3.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비료

 주목할 만한 기술 항목 추출

• 2011년 국가과학원 중앙실험분석소 금강약돌연구집단이 개발

1) “2.16 과학기술상” 수상 기술

* ‘금강약돌’: 인체에 필요한 광물질 60여 종 함유, 필요 광물질의 성분비가 생명체와 비슷한 '천연종합광물질＇

 전년도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과제에 주는 과학기술 관련 북한 최고 권위의 상

• 금강약돌에서 추출한 미량원소 수십 가지와 닭털/오리털/물고기 등의 폐단백질에서 얻은 복합 아미노산을 화학 결합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북한 매체에 보도된 항목 약 90개

( 농산과 축산, 농산과 수산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확립에 기여)

2) “국가과학기술성과” 또는 “첨단기술제품“ 등록 기술

• 화학비료 사용량을 30~50% 줄이면서 수확량 증가, 종자처리에 이용하면 발아율 7~10% 올리면서 기간 단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북한 과학기술 행정 전반 총괄)가 심의, 평가하여 등록

• 이 비료를 주지 않은 곳에 비해 정보당 곡물은 10~20％ 이상, 채소는 20~40％ 이상 수확고를 높인다고 주장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약 90개 보도됨

• 다수의 학술논문과 10여 건의 발명/특허 확인됨  북한 내부자원에 기반을 두고 오랜 연구전통을 가진 기술

2) “국가과학기술성과” 또는 “첨단기술제품“ 등록 기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 평가하여 등록  약 80개

4. 라선식(나선식) 뇌 CT

3) <과학원통보> 신년호의 전년도 과학기술 성과

•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가 나선식 뇌CT 설비의 고전압발생기, X선 출력 조종체계, ‘저선량에 의한 화상 재구성
기술’ 등 개발한 데 기초하여 제작한 설비

 <과학원통보> 매년 신년호에 전년도 과학기술 성과 소개  2012~2019년 약 100개 확인 가능

• 국가과학기술성과 및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 2017년 <2.16 과학기술상> 수상, 주 개발자는 국가 최우수 과학자 선정

 이상 4개 목록 중 2개 이상에 중복된 항목 약 40개  주목할 만한 기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도출된 북한 과학기술 성과 중 최고 평가 받는 사례 중 하나

 기술 내용, 관련 보도기사, 개발기관, 개발자, 관련 논문, 발명/특허 등 추적, 정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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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술논문 약 10편, 관련 발명/특허 2건 확인됨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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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흥연유첨가제

5. 능동형 전기보일러

• 각종 연료용 유류에 첨가  유류 절약, 설비 수명 연장 등

• 컴퓨터를 이용해 소비대상에 필요한 만큼 증기나 온수를 자동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에너지 절약형 첨단기술설비

• 연료용 유류의 0. 1％ 정도 첨가 시 휘발유 12％, 디젤유 약 9％ 절약

• 북한의 기존 전기보일러: 대부분 보일러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을 끓여 증기를 내보는 방식  보일러 안에서 물이
다 빠지면 다시 물을 채우고 가열  에너지 과다 소비

• 연유 공급계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의 허용 수치가 국제적인 공통규격에 부합

• 능동형 전기보일러: 밀집형 전극 채용  급수 후 5분 이내 증기 발생 + 보일러와 증기공급대상의 압력을 자동으로 일
정하게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증기 공급  에너지 고효율: 일반 보일러에 비해 크기 1/8, 전기 30~40% 절약

• 기관 부식, 마모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유해가스 방출량도 훨씬 감소한다고 함.
• 2018년 국가과학기술성과와 첨단기술제품에 모두 등록

• 2017년 북한의 최고 품질평가제도인 “12월15일품질메달” 수상, 북한 당국이 모든 단위에 도입을 적극 독려

2. 은정복합균 (가축 발효먹이 첨가제)

• 두세 건의 학술 문헌과 한 건의 발명/특허(“능동형전기보이라”, 2011년 5월 등록)가 있음.

• 전문가의 기술 가치 분석 결과

• 곡물 사료, 낟알 짚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 미생물 첨가제.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가 개발.
• 높은 섬유질 분해 능력, 발효과정에서 가축 성장에 좋은 각종 효소/생리활성물질 생성, 병원균 증식 억제 등 효과
+ 곡물 먹이의 소화 흡수율 개선, 간단한 생산공정, 짧은 발효기일 등으로 인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

 기술의 완성도도 높은 편: 접촉식 제어패널, 증기 발생 탱크, 증기 공급 장치, 물 공급장치, 지지대, 압력계 안전밸브
로 구성  부하 쪽 압력과 온도 일정하게 유지 + 전극이 물에 잠기는 깊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보일러 출력 조
정  과다한 에너지 소비 해소

• 실제 도입 결과 젖은 풀 40~50％, 마른 풀 20％ 이상 곡물 사료를 절약하면서 체중 증가율을 높였다고 함.
• 이 복합균으로 만든 먹이에는 항생제나 해로운 물질이 없어 녹색 집짐승 발효먹이 첨가제

 활용성 및 파급성 비교적 높음: 적어도 문헌상으로는 발열 효율의 극대화 및 단위 용량당 열교환기의 소형화 가능
 면밀한 시장성 분석을 해볼 만함.

• 가축 배설물 속 유해가스 함량을 줄여 환경오염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
• 2014년 국가과학기술성과 등록 및 <과학원통보>의 전년도 성과, 발명/특허 등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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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차별성 높은 편: 일반강으로 만든 전극 수명(200~300시간)의 10배 이상이며 석출이 거의 없는 흑연 피막전
극 사용  전극 재료 소비 절감 및 보일러 운영조건 개선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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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하초염수 탐사 및 개발 기술

North Korea’s Technologies
Worthy of Notice

• 물 1리터에 녹아 있는 소금과 광물질 함량이 50g 이상으로서 농도가 바다물에 비해 수배 더 높은 지하수

• 이 물로 소금 생산 시 염전 면적, 생산주기, 원가 모두 1/2로 줄이면서 연간 정보당 100t 이상 생산 가능
• 브롬/칼륨 등 다양한 광물도 추출 가능하다고 함
• 김일성종합대학 지질학부가 2006년부터 지질조사와 탐사 진행, 2011년 4월 대규모 지하초염수 광상에서 생산 개시

•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 개발자들은 2015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발명가 메달 수상
• 지하초염수 관련 논문 10여 건, 발명/특허 2건 확인됨

2020.9.17. Hakmoon BYUN (Korea Institute

• 국내 지질학 박사(지하수 전공)의 북한 지하초염수 관련 논문 분석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북한 지하초염수의 자원 함량은 일반 바닷물보다는 높지만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준은 아니라고 함.

 예컨대 우리가 북한의 지하초염수로부터 브롬을 추출할 수는 있으나, 이보다는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북한은 경제제재, 자립경제 등 경제성 이상의 이유 때문에 지하초염수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가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하고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

7

How to collect information on North Korean S&T?
 Literature Analysis
• Direct and constant exchange of North-South scientists and engineers is impossible

 analyzing North Korea’s literature in relation to science and technology is necessary
1) Analysis of North Korean scholar’s international academic papers
 written in accordance with writing method of international academic papers, reviewed by global academics

 Important material to evaluate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global standards
 After Kim Jung-un sized power, North Korean papers published abroad are increasing

2) Analysis of North Korea’s Domestic Literature
 Key purpose of North Korea’s S&T: contributing directly to the economy rather than writing a good thesis
 Analysis of thesis published abroad is not enough
 Examination of North Korea’s domestic literatures is essential
• Bulletin of the Academy of Science of the D.P.R.K of the State Academy of Sciences and professional journals in each fields
•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s published by major universities
• News articles regarding outstanding S&T performa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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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ng North Korea’s Technologies Worth of Notice

Technical Cases Worthy of Notice
3. Complex Fertilizer of Amino Acids and Trace elements

 How to extract

• Developed by Geumgangyakdol Research Group of Central Experimental Analysis Center of the State Academy of Science in 2011
* ‘Geumgangyakdol’: includes 60 minerals necessary to the human body with the same composition ratio of necessary minerals

1) “2.16 Science and Technology Reward” awarded technology

• Chemically combined microelements from Geumgangyakdol and amino acid compounds from pulmonary protein

 North Korea’s highest authority award in relation to science and technology given to research project that acquired an
outstanding result in the previous year

 Contribute to ‘loop form cyclical production system’ btw agriculture and livestock, btw agriculture and fisheries

 After Kim Jung-un seized power, 90 items were covered in the North Korea’s media

• Increasing yield while reducing chemical fertilizer about 30~50%, raising germination rate by 7~10% while shortening the period
• Increasing production by more than 10~20% for grain, 20~40% for vegetables compared to sites without the fertilizer

2) Technology registered o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chievement”
 Registered after consideration and evaluation by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 Lots of academic thesis and 10 cases of invention/patent  technology with long tradition based on the internal resource of NK

 After Kim Jung-un seized power, about 90 items were covered

4. Helical Brain CT

3) Technology registered on “Advanced Technology Product”

• Device manufactured by th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t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Registered by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  about 80 items

• Registered as both National S&T Achievement and Advanced Technology Product,

4) Successes of S&T from the previous year in Bulletin of the Academy of Science

• awarded <2.16 Science and Technology Award> in 2017,

 Introduced in the new year’s edition of Bulletin of the Academy of Science  about 100 items from 2012 to 2019

• main developer was selected as The National Best Scientist and Engineer

 about 40 duplicates in at least 2 of the 4 lists above  technologies worth of notice

 One of those cases evaluated as the best S&T performance after Kim Jung-un seized power

 tracing contents of the techs, related reports and papers, developers and institutions, invention/patent, etc.
3

Technical Cases Worthy of Notice

Technical Cases Worthy of Notice
5. Active Electric Boiler

1. DaeHung Fuel Oil Additive

• Energy-saving high-tech facility using computer control technology to automatically produce and supply steam or hot water as
much as the consumer needs

• Add to various fuel oil  saves oil, extends lifespan of facility, etc.
• Adding 0.1% of the fuel oil, you can save 12% in gasoline, 9% in Diesel oil

• North Korea’s existing electric boiler: mostly a type that fills water inside the boiler and boils the water to release steam  when
the water runs out, it needs to refill the boiler and heat it again  excess consumption of energy

• All the elements influencing negatively on the fuel distribution system correspond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 No corrosion and abrasion phenomenon in engine, and discharge of toxic gas is significantly reduced.

• Active electric boiler: concentrated electrode applied  generating steam within 5 minutes + continuously supplies steam while
automatically and constantly maintaining the pressure of the boiler and the load

• Registered as both National S&T Achievement and Advanced Technology Product of 2018

 high efficiency energy: 1/8 size of a normal boiler, saves electricity up to 30~40%
• Awarded “December 15 Quality Medal”, the best quality evaluation system of NK

2. Eunjung Polymicrobial (Livestock fermented fodder additive)

• the NK government actively encourages to introduce the boiler to all units

• Complex microbial additive processing comprehensively grain food, grain straw, etc.

• 2~3 cases of academic literature and 1 case of invention/patent

• Developed by the Institute of Microbiology of the State Academy of Science
• Breaking down fiber, making various enzymes good for the livestock, limiting pathogenic bacterium proliferation, improving
digestion-absorption rate of grain food, saving time and energy due to simple manufacturing process, etc.
• As a result of actual introduction, weight increased while saving grain food more than 40~50% in grass, 20% in dry grass 20％
• There’s no antibiotic or harmful substance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fermented food additive for green domestic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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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Value Analysis Result from the Experts
 Distinctiveness of the tech is high: using graphite film electrodes
 lifespan is 10 times that of the electrode made with general steel (200~300 hours)

 Completeness of the tech is high: retains constant pressure and temperature at the load + adjusts the output of the boiler by
changing the depth of immersed electrode  relieves excessive energy consumption
 High usability and ripple effect: at least on the literature, it maximizes heating efficiency and miniaturization of heat exchanger
per unit volume is possible  worth conducting a detailed marketability analysis

• Effective in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s it reduced harmful gas contents inside the livestock excrement
• National S&T Achievement, a success of previous year of Bulletin of the Academy of Science/registered patent 1 case

• 10 cases of relevant academic thesis, 2 cases of relevant invention/patent are confirmed  In-depth analysis and evaluation by
5
professional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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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Cases Worthy of Notice
6. Underground Super-Salt Wate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echnology
• Salt dissolved in 1 liter of water and minerals are more than 50g, concentration is several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sea water
• If generating salt using the water  reducing the size of the salt pond, manufacturing period, unit price all to ½, manufacturing
more than 100t per year
• It is said that various minerals such as bromine/potassium can be extracted

• Kim Il 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geology proceeded geological survey and exploration from 2006, initiated manufacturing of
large-scale ground super-salt water deposit in 2011
• Developer of salt manufacturing method using underground super-salt awarded the WIPO Medal for Inventors in 2015
• 10 cases of thesis relevant to underground super-salt, 2 cases on invention/patent confirmed

• Thesis analysis in relation to North Korea’s underground super-salt by domestic geology Ph. D. (underground water major)
 Resource content of North Korea’s underground super-salt is higher than normal salt water, however it is not at the level to be
competitiv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example, although we can extract bromine from North Korea’s underground super salt, it is more economical to import it
 North Korea may need development of underground super-salt for reasons beyond economic feasibility such as economic
sanctions, economical independence, etc.
 However in order to use this commercially, more precise and numerous analysis is neede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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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윤여령
Yeolyeong YOO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강사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Technology

발표자: 윤 여 령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The Education System of Scientists & Technicians in North Korea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방침
•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
• ‘새 세기 산업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
•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
로자,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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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 ‘지식경제시기’
• 지식노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
는 시기

• 김정은 집권 이후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및 ‘새 세기 교
육혁명’의 과제 달성을 위해 개편

• ‘새 세기 산업혁명’
• 지식경제 시기의 과학기술혁명

‘새 세기 교육혁명’
• 교육분야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 방도

• 중등일반교육체계의 개선

전반적 교육체계의 개편
• 김정은 집권 이후 년 ‘전반적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
• 교육제도 전반 개편

• 고등교육체계의 정비

• 의 기존 학제가 제로 변경

• 정규화된 직업기술교육체계의 확립

• 초등교육 년 중등교육 년 초급중학교 년 고급중학교 년 

• 인력양성부문

고등교육 a년

• ‘지식경제를 선도하는 창조형실천형인재’ 양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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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 개편의 목표

• 의무교육을 년 연장하여 초등교육수준 향상

• 중등교육 분리 고급중학교 교육에 산업적 요구 반영

과학기술교육
• ‘정보기술’, ‘기초기술’
•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에 공통 편성
• 기초적인 기술원리와 지식 정보기술 관련 지식 교수
• ‘공업 농업 기초 ’
• 고급중학교 선택과목으로 편성
• 해당 지역과 연관된 산업부문 교수

과학기술교육
• 정규 교육과정 및 재교육체계에서 과학기술교육 강조
• 수학과 자연과학 등의 기초과학을 탐구력과 창조력 발전에 핵심적인
과목으로 규정
• 교과과정에서 물리 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등 자연과학 교육을 전반적
으로 강화

기술고급중학교 신설
•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실천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목표

• 공업지구SG농촌지역SG수산기지 등 해당 지역의 경제적SG지리적 특성에 맞추어
학생 교육

• YWX^년 _개 부문SGXWW여개로 운영 시작

• 정보기술분야 고급중학교 신설
• YWX_년 설립

• YWX`년 XX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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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체계의 정비
• 목표‘세계 일류급대학’
• 교육수준 향상
• ‘교육과 과학연구 결합 창조형인재육성 첨단과학이론기술창조’ 담당
• 대학의 종합화일원화
• 첨단학과 확대 설치

분과별로 학술일원화사업 진행
• 김일성종합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중요 대학 교원들이 학술일
원화체계에 망라된 대학에 파견

• 강의와 각종 발표회과목별강습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사업경험
과학연구사업의 성과최신과학기술자료 등 보급

• 공학교육 및 수재교육 확대

 대학의 종합화일원화

부문별 종합대학

• 년경부터 부문별지역별 종합대학 설립

•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평양교통운수종합대학 구 평양철도종합대학 

• 학술일원화체계 구축
•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 차이 감소

•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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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종합대학

• 황북종합대학평북종합대학 등

 첨단학과의 설치
• 첨단과학기술인재양성 목표
•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이과대학에 정보과학 관련 학부 및 대학 설치

• 정보기술분야의 과학기술인재 양성

• 지역별 학술중심정보중심자료봉사중심원격교육중심 역할
•

첨단학과 설치 확대
•

년 전국 개 대학에 정보보안학과 나노재료공학과 로보트공학과 등

개 신설

직업기술대학

• ‘실천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목표
• 전문학교들을 재정비하여 전환
• 종합대학에 배속

 수재교육공학교육의 도입
•

고등교육체계에 수재교육 공학교육 도입

•

공학교육 &',2
•

&',2 &RQFHLYH생각 'HVLJQ설계 ,PSOHPHQW실행 2SHUDWH조작운용

•

“학생들이 자체로 구상하고 설계한 다음 제작도 하고 운영까지 하는

교육학적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창조적 능력을 높여주는 교육방법”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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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 &',2
• 김책공업종합대학
• 공학교육 도입
• ‘망을 통한 프로그람경연’기계설계경연전자회로설계경연대학생과학연단
대학생과학발표회 과학강연 등 수시 조직

김책공업종합대학 수재교육
• 학부별 수재반과 전체 대학내 공학수재반 운영
• 년 자동화공학수재반 개 학급에서 시작
• 년 개 분야의 공학수재반으로 확대

• 학생들의 탐구능력연구능력발표능력글쓰기능력의 향상 도모
• 평양기계대학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을 비롯한 여러 기술대학에서 공학교육 도입

수재교육

원격교육체계의 수립

• 연속 수재교육체계 수립
•

중등일반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

• 중요대학에서 수재교육 실시

•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물리학부 등에 수재학과 설치
• 이과대학에서도 수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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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대학 설립
•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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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교육대학의 설립
• 년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최초 설립
• 설립 당시 입학생 여명이후 확대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
• 원격교육망의 확대에서 중심적인 역할
• 원격교육대학 설립 당시 금속공학재료가공학 등 개 과목으로 시작

• 년 여개 단위 만여명의 학생 망라
• 년 여개 단위 명의 기 졸업생 배출

• 년 명의 기 졸업생 배출

• 년에는 개학과가 원격교육 실시

• 조명공학생체공학기술무역품질관리분야까지 최신과학기술교육

원격교육대학의 확대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

• 년 김일성종합대학평양의학대학평양건축대학장철구평양상업대학한덕수평양경공

• 년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 완비

업대학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중요대학에 원격교육체계 도입
• 김정숙평양제사공장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전국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이 원격
교육망에 망라
• 이동통신망에 의한 원격교육체계 도입
• 유선 원격교육이 불리한 지역에서도 원격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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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손전화기’나 ‘판형콤퓨터’를 이용 원격교실 외의 장소에서도 원격교육
• 년부터 공중무선자료통신망 사용가능

• 지능교수관리체계 도입
• 학생들의 기초지식과 인식능력을 분석한 후 수준에 맞추어 학습내용을 제공

• 원격실습관리프로그램 등 도입
• 자체 개발한 원격교육체계 ‘리상’을 통해 원격교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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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의 완비

과학기술보급망 확대

• 과학기술보급실

• 년 여개 단위가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에 가입
• 거의 모든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이 망라

• 사회교육전민학습장소
• 현장 노동자 교육 재교육 에 활용
• 노동자들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전문지식과 최신과학기술 습득
• 생산현장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활용

•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된 노동자들은 대학의 원격교육 이수

년 과학기술전당 개관

• 부문별직종별 과학기술자료 수십만건을 보유한 자료기지 및 자료열
람체계 도입
• 원격학습체계과학기술논문투고 홈페이지과학기술연단 홈페이지 등

개설 활발히 운영

과학기술전당 원격교육체계 개발

• 정보교류의 거점 역할

•

과학기술전당과 김일성종합대학의 협동 결과

• 과학기술보급실망체계 완비

•

과학기술보급인력 수천명 대상 원격교육 실시

• 중앙에서 말단에 이르는 전국적인 과학기술보급망 개설
•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과학기술전당과 연결된 망을 통해 과학기술자
료 이용

•

과학기술전당 원격교육체계에서 과학기술정보학 전자도서관 컴퓨터응용과 같은

필수과목 및 여러 선택과목의 단기강습 가능
•

자료기지구축방법 경제 부문별 직종별 전자장서구축방법 전자열람체계구축과

이용방법 기계번역프로그램 이용방법 등의 강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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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PRESENTATION 3
THE EDUCATION SYSTEM OF SCIENTISTS &
TECHNICIANS IN NORTH KOREA
PRESENTER: YOON YEOLYEONG

‘75$,1,1*$//3(23/($66&,(17,),&$1'

TECHNOLOGICAL TALENTS’ POLICY
• Appeared after Kim Jong-un seized power

• newly presented to implement “the New Century Industrial Rev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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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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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OF SCIENTISTS
& TECHNICIANS
• ‘Period of Knowledge Economy’

• $IWHU.LP-RQJXQVHL]HGSRZHULWZDVUHRUJDQL]HG

• The perio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knowledge

to attain the objective of ‘7UDLQLQJ$OO3HRSOHDV

work plays a crucial role in social development

6FLHQWLILFDQG7HFKQRORJLFDO7DOHQWV’ and ‘the New

• ‘the New Century Industrial Revolution’

Century Educational Revolution’

• Science and Technology Revolution of the Knowledge

Economy Period

‘THE NEW CENTURY EDUCATIONAL REVOLUTION ’
• 0HDQVRIUHDOL]LQJ‘7UDLQLQJ$OO3HRSOHDV6FLHQWLILFDQG7HFKQRORJLFDO7DOHQWV’
LQ(GXFDWLRQ)LHOG

• ,PSURYHPHQWRIJHQHUDOVHFRQGDU\HGXFDWLRQV\VWHP
• 2UJDQL]DWLRQRIKLJKHUHGXFDWLRQV\VWHP
• (VWDEOLVKPHQWRIQRUPDOL]HGYRFDWLRQDOWHFKHGXFDWLRQV\VWHP
• 7UDLQLQJ3HUVRQQHO)LHOG
• ‘Creative, practical talented individuals leading the knowledge economy” was

29(5$//5(25*$1,=$7,212)('8&$7,21
6<67(0

•

2YHUDOO HGXFDWLRQ V\VWHP ZDV UHRUJDQL]HG DIWHU .LP -RQJXQ VHL]HG

SRZHU
•

,PSOHPHQWDWLRQ RI ‘Overall \HDUFRXUVH FRPSXOVRU\ HGXFDWLRQ system’

LQ 

•

7KH H[LVWLQJ VFKRRO V\VWHP RI  ZDV FKDQJHG WR  V\VWHP

•

 \HDUV RI HOHPHQWDU\ HGXFDWLRQ  \HDUV RI VHFRQGDU\ HGXFDWLRQ

 \HDUV RI PLGGOH VFKRRO DQG  \HDUV RI KLJK VFKRRO  DQG a \HDUV RI

KLJKHU HGXFDWLRQ

HPSKDVL]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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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26(2)5(25*$1,=,1*7+(6&+22/6<67(0
• 7R H[WHQG WKH SHULRG RI FRPSXOVRU\ HGXFDWLRQ E\ RQH

6&,(1&($1'7(&+12/2*<('8&$7,21
• ‘Basic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 VXEMHFWVFRPPRQO\LQPLGGOHVFKRRODQGKLJKVFKRRO

\HDU WR LPSURYH WKH OHYHO RI HOHPHQWDU\ HGXFDWLRQ

• ‘Basic Technology’
!WHDFKWKHEDVLFSULQFLSOHDQGNQRZOHGJHRIWHFKQRORJ\

• ‘Information Technology’

• 7R DQG UHIOHFW LQGXVWULDO UHTXLUHPHQWV WR WKH KLJKHU
HGXFDWLRQ E\ VHSDUDWLQJ WKH VHFRQGDU\ HGXFDWLRQ

!WHDFKNQRZOHGJHUHODWHGLQIRUPDWLRQWHFKQRORJ\

•

‘Basic Couse of Industry (Agriculture) ’

• $QHOHFWLYHLQKLJKVFKRRO
• 7HDFKWKHUHJLRQDOLQGXVWULHV

6&,(1&($1'7(&+12/2*<('8&$7,21
• 6FLHQFHDQGWHFKQRORJ\HGXFDWLRQLQWKHFRXUVHRIVWXG\DQG
UHHGXFDWLRQV\VWHPZDVHPSKDVL]HG
• %DVLFVFLHQFHVXFKDVPDWKHPDWLFVDQGQDWXUDOVFLHQFHZDV
VSHFLILHGDVFRUHVXEMHFWV
• 1DWXUDOVFLHQFHHGXFDWLRQZDVUHLQIRUFHG
• LQFUHDVLQJWKHUDWLRRISK\VLFVLQWKHFXUULFXO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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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7(&+1,&$/+,*+6&+22/
• Purpose of cultivating ‘practical type’ talented individuals in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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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212)+,*+(5('8&$7,21
6<67(0
•

2EMHFWLYH ‘The world’s foremost prestigious college’ ’

352&(('('$&$'(0,&81,),&$7,21352-(&7
%<'(3$570(17
• 0DMRUXQLYHUVLW\IDFXOWLHVVXFKDV.LP,OVXQJ8QLYHUVLW\

• ,PSURYHWKHHGXFDWLRQOHYHO

.LP&KDHN 8QLYHUVLW\RI7HFKQRORJ\HWFZHUHGLVSDWFKHGWR

• WDNHVFKDUJHRIFORVHO\FRPELQLQJHGXFDWLRQDQGVFLHQWLILFUHVHDUFKFXOWLYDWLQJ

XQLYHUVLWLHVLQFOXGHGLQWKHDFDGHPLFXQLILFDWLRQV\VWHP

FUHDWLYHWDOHQWHGLQGLYLGXDOVWKHPRVWDGYDQFHGVFLHQWLILFWKHRU\DQGWHFKQRORJ\
creation’

• ,QWHJUDWLRQ8QLILFDWLRQRI&ROOHJH
• ,QVWDOODWLRQRI$GYDQFHG6FLHQFH

• ([SDQVLRQRI(QJLQHHULQJ(GXFDWLRQ DQG (GXFDWLRQIRUWKH7DOHQWHG,QGLYLGXDOV

• 3URSDJDWHGH[SHULHQFHLQHGXFDWLRQEXVLQHVVSHUIRUPDQFH

RIVFLHQWLILFUHVHDUFKSURMHFWWKHODWHVWVFLHQFHDQG
WHFKQRORJ\LQIRUPDWLRQWKURXJKOHFWXUHVYDULRXV

SUHVHQWDWLRQVWHDFKLQJE\VXEMHFWGHEDWHHWF

 ,17(*5$7,2181,),&$7,212)&2//(*(

81,9(56,7<%<6(&725

• 6LQFHXQLYHUVLWLHVE\VHFWRUDQGUHJLRQEHJDQWREH

• +DPKXQJ&ROOHJHRI&KHPLFDO,QGXVWU\3\RQJ\DQJ1DWLRQDO

HVWDEOLVKHG

• (VWDEOLVKHGDFDGHPLFXQLILFDWLRQV\VWHP
• 5HGXFHGWKHHGXFDWLRQOHYHOJDSEHWZHHQWKHFHQWUDODQG

ORFDOUHJLRQV
• LPSURYHGWKHTXDOLW\RIKLJKHUHGXFDWL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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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QLYHUVLW\RI7UDQVSRUWDWLRQ EHIRUH3\RQJ\DQJ5DLOZD\
8QLYHUVLW\ +DQGRN6X 3\RQJ\DQJ&ROOHJHRI/LJKW,QGXVWU\
&KDQJ&KROJX 3\RQJ\DQJ&RPPHUFLDO&ROOHJHHWF
• ,PSOHPHQWHGWKHLUUROHIRFXVLQJRQDFDGHPLFLQIRUPDWLRQ
LQIRUPDWLRQYROXQWHHULQJDQGGLVWDQFHOHDUQLQJE\VHFW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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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6,7<%<5(*,21

 ,167$//$7,212)$'9$1&('6&,(1&(
• 3XUSRVH FXOWLYDWH WDOHQWHG LQGLYLGXDOV LQ DGYDQFH VFLHQFH DQG WHFKQRORJ\

• +XDQJEXN 1DWLRQDO8QLYHUVLW\3\HRQJEXN 1DWLRQDO8QLYHUVLW\HWF

• 8QGHUJUDGXDWH VWXGLHV DQG XQLYHUVLWLHV LQ UHODWLRQ WR LQIRUPDWLRQ WHFKQRORJ\ ZHUH LQVWDOOHG
DW .LP &KDHN 8QLYHUVLW\ RI 7HFKQRORJ\ .LP ,OVXQJ 8QLYHUVLW\ DQG &ROOHJH RI 1DWXUDO 6FLHQFHV

• ,PSOHPHQWHGWKHLUUROHIRFXVLQJRQDFDGHPLFLQIRUPDWLRQ
LQIRUPDWLRQYROXQWHHULQJDQGGLVWDQFHOHDUQLQJE\UHJLRQ

• &XOWLYDWHG RI WDOHQWHG LQGLYLGXDOV LQ DGYDQFH VFLHQFH RI LQIRUPDWLRQ WHFKQRORJ\ ILHOGV
• ,QFUHDVHG LQVWDOODWLRQ RI GHSDUWPHQW RI DGYDQFHG VFLHQFH
•

%\   QHZO\ FUHDWHG GHSDUWPHQWV LQ DGYDQFHG ILHOGV VXFK DV 'HSDUWPHQW RI

,QIRUPDWLRQ 6HFXULW\ 'HSDUWPHQW RI 1DQRPDWHULDO HQJLQHHULQJ 'HSDUWPHQW RI 5RERWLF
(QJLQHHULQJ LQ  QDWLRQZLGH XQLYHUVLWLHV ZHUH LQVWDOOHG

92&$7,21$/&2//(*(

• Purpose: to cultivate ‘practical type’ talented individuals

 ,1752'8&7,212)+,*+(5('8&$7,21)257+(
7$/(17(',1',9,'8$/6$1'(1*,1((5,1*
('8&$7,21
•

WKH KLJKHU HGXFDWLRQ V\VWHP
•

• 5HRUJDQL]LQJYRFDWLRQDOVFKRROVDQGFRQYHUWHG
• $VVLJQHGWRXQLYHUVLW\

(GXFDWLRQ IRU WKH WDOHQWHG LQGLYLGXDOV HQJLQHHULQJ HGXFDWLRQ HWF ZHUH LQWURGXFHG WR

(QJLQHHULQJ (GXFDWLRQ &',2
•

&',2 &RQFHLYH 'HVLJQ ,PSOHPHQW 2SHUDWH

•

6SHFLILHG DV “an HGXFDWLRQ WKDW HQKDQFHV FUHDWLYH DELOLW\ E\ KDYLQJ VWXGHQWV

DXWRQRPRXVO\ FRQFHLYH GHVLJQ LPSOHPHQW PDQXIDFWXULQJ DQG RSHUDWH DQG
H[SDQG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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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8&$7,21 &',2

('8&$7,216<67(0)257+(7$/(17('
,1',9,'8$/6$7.,0&+$(. 81,9(56,7<2)
7(&+12/2*<

• .LP&KDHN 8QLYHUVLW\RI7HFKQRORJ\

•

&ODVV IRU WKH WDOHQWHG LQGLYLGXDOV E\ XQGHUJUDGXDWH VWXGLHV DQG HQJLQHHULQJ

• ,QWURGXFHGHQJLQHHULQJHGXFDWLRQ

FODVV IRU WKH WDOHQWHG LQGLYLGXDOV ZLWKLQ WKH ZKROH XQLYHUVLW\ ZHUH RSHUDWHG

• Frequently organized ‘program contest using network’, machinery design contest,

•

HOHFWURQLFFLUFXLWGHVLJQFRQWHVWVFLHQWLILFSODWIRUPIRUXQLYHUVLW\VWXGHQWV
VFLHQWLILFSUHVHQWDWLRQ

• Promoted enhancement of students’ inquiry ability, research ability, presentation

6WDUWHG ZLWK  FODVV IRU WKH WDOHQWHG LQGLYLGXDOV LQ DXWRPDWHG HQJLQHHULQJ LQ


•

([SDQGHG WR HQJLQHHULQJ FODVV IRU WKH WDOHQWHG LQGLYLGXDOV LQ  ILHOGV LQ 

DELOLW\DQGZULWLQJDELOLW\
• 1XPHURXVWHFKQLFDOFROOHJHVLQFOXGLQJ+DQGRN6X 3\RQJ\DQJ&ROOHJHRI/LJKW

,QGXVWU\DQG3\RQJ\DQJ0HFKDQLFDO8QLYHUVLW\DUHLQWURGXFLQJHQJLQHHULQJHGXFDWLRQ

('8&$7,216<67(0)257+(7$/(17('
,1',9,'8$/6
•

(VWDEOLVKHG FRQWLQXRXV HGXFDWLRQ V\VWHP IRU WKH WDOHQWHG LQGLYLGXDOV
•

•

*HQHUDO VHFRQGDU\ HGXFDWLRQ VWDJH WR KLJKHU HGXFDWLRQ VWDJH

0DMRU XQLYHUVLWLHV LPSOHPHQWHG HGXFDWLRQ IRU WKH WDOHQWHG LQGLYLGXDOV
•

'HSDUWPHQW RI HGXFDWLRQ IRU WKH WDOHQWHG LQGLYLGXDOV ZDV LQVWDOOHG WR

WKH GHSDUWPHQW RI 0DWKHPDWLFV GHSDUWPHQW RI 3K\VLFV HWF DW .LP ,O
VXQJ 8QLYHUVLW\
•

(GXFDWLRQ IRU WKH WDOHQWHG LQGLYLGXDOV ZDV LPSOHPHQWHG HYHQ DW

(67$%/,6+0(172)',67$1&(
('8&$7,216<67(0
• Consolidate education ‘learning while working’
• Necessary to prepare site workers to ‘knowledge type workers’

• (VWDEOLVKFROOHJHRIGLVWDQFHHGXFDWLRQ
• ‘Fully equipp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Supply Room

Network System’

&ROOHJH RI 1DWXUDO 6FLHQF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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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0(172)&2//(*(2)',67$1&(('8&$7,21
• )LUVWHVWDEOLVKHGIURP.LP&KDHN 8QLYHUVLW\RI7HFKQRORJ\LQ
• VWXGHQWVDWWKHWLPHRIHVWDEOLVKPHQWODWHUHQODUJHG

'(3$570(172)',67$1&(('8&$7,212).,0
&+$(. 81,9(56,7<2)7(&+12/2*<
• 6HUYHGDVDFHQWUDOUROHLQH[SDQGLQJGLVWDQFHHGXFDWLRQQHWZRUN
• $WWKHWLPHRIHVWDEOLVKPHQWRIFROOHJHRIGLVWDQFHHGXFDWLRQWKHUHZHUHRQO\

• ,QWKHFROOHJHRIGLVWDQFHHGXFDWLRQZDVH[SDQGHGWRWKHGHJUHHWKDW
WKDWWKHUHZHUHDERXWWHQWKRXVDQGVWXGHQWVLQXQLWV
• ,QWKHXQLYHUVLW\WXUQHGRXWILUVWWHUPJUDGXDWHVIURPXQLWV

FXUULFXOXPVLQFOXGLQJPHWDOHQJLQHHULQJDQGPHWDOOXUJLFDOWHFKQRORJ\
• ,QGHSDUWPHQWVLPSOHPHQWHGGLVWDQFHHGXFDWLRQ
• WKHODWHVWVFLHQFHDQGWHFKQRORJ\HGXFDWLRQZDVSURFHHGHGLQWKHILHOGRILOOXPLQDWLRQ

• ,QLWWXUQHGRXWVL[WKWHUPJUDGXDWHV

HQJLQHHULQJELRHQJLQHHULQJTXDOLW\DVVXUDQFH

(;3$16,212)7+(&2//(*(2)',67$17
('8&$7,21

'(3$570(172)',67$1&(('8&$7,212).,0
&+$(. 81,9(56,7<2)7(&+12/2*<

• ,QPDMRUXQLYHUVLWLHVLQFOXGLQJ.LP,OVXQJ8QLYHUVLW\3\RQJ\DQJ0HGLFDO6FKRRO

• 'LVWDQFHHGXFDWLRQV\VWHPLQDFFRUGDQFHZLWKPRELOHFRPPXQLFDWLRQQHWZRUNZDVFRPSOHWHO\HTXLSSHGLQ

3\RQJ\DQJ$UFKLWHFWXUDO&ROOHJH&KDQJ&KROJX 3\RQJ\DQJ&RPPHUFLDO&ROOHJH+DQGRN6X
3\RQJ\DQJ&ROOHJHRI/LJKW,QGXVWU\+DPKXQJ&ROOHJHRI&KHPLFDO,QGXVWU\LQWURGXFHGGLVWDQFH
OHDUQLQJV\VWHP

• .LP-XQJ6RRN3\RQJ\DQJ6LON5HOLQJ )DFWRU\&KROOLPD 6WHHO8QLWHG(QWHUSULVHDQGHQWHUSULVH
ZRUNHUVZHUHLQFOXGHGLQWKHGLVWDQFHHGXFDWLRQQHWZRUN
• 'LVWDQFHOHDUQLQJV\VWHPLQDFFRUGDQFHZLWKPRELOHFRPPXQLFDWLRQQHWZRUNZDVLQWURGXFHG


• Distance education from places other than distant classes utilizing ‘intelligent mobile phone’ or ‘plate
type computers’
• 6LQFHSXEOLFZLUHOHVVLQIRUPDWLRQFRPPXQLFDWLRQQHWZRUNZDVDYDLODEOH

• ,QWURGXFHGLQWHOOLJHQWHGXFDWLRQPDQDJHPHQWV\VWHP
• Provides learning contents according to the student’s level after analyzing students’ basic knowledge
• ,QWURGXFHGGLVWDQFHH[SHULPHQWDOPDQDJLQJV\VWHP
• 0DQDJHGLVWDQFHHGXFDWLRQWKURXJKWKHVHOIdeveloped distance education system called ‘Lee Sang’

• 'LVWDQFHHGXFDWLRQKDVEHFRPHSRVVLEOHWRUHJLRQVWKDWZHUHGLVDGYDQWDJHRXVWRZLUHG
GLVWDQFHHGXFDWL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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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ETELY EQUIPP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SUPPLY ROOM NETWORK SYSTEM’

(;3$16,212)6&,(1&($1'7(&+12/2*<
6833/<1(7:25.

• 6FLHQFHDQG7HFKQRORJ\6XSSRUW5RRP

• XQLWVMRLQHGWKHVFLHQFHDQGWHFKQRORJ\VXSSO\QHWZRUNV\VWHP

• 6RFLDOHGXFDWLRQDQGQDWLRQDOOHDUQLQJ
• 8WLOL]HGLQHGXFDWLRQ UHHGXFDWLRQ RIVLWHZRUNHUV
• :RUNHUVDFTXLUHSURIHVVLRQDONQRZOHGJHDQGWKHODWHVWVFLHQWLILFWHFKQRORJ\DWWKHVFLHQFH

DQGWHFKQRORJ\VXSSO\URRP
• 8WLOL]HWKHPDWPDQXIDFWXULQJVLWHVDQGSXEOLFWHFKQRORJLFDOLQQRYDWLRQPRYHPHQW
• :RUNHUVLQFOXGHGLQWKHGLVWDQFHHGXFDWLRQV\VWHPUHFHLYHVGLVWDQWHGXFDWLRQRIFROOHJH

6&,(1&($1'7(&+12/2*<+$//23(1(',1

• $OPRVWHYHU\IDFWRU\HQWHUSULVHFRRSHUDWLYHIDUPHWFZDVLQFOXGHG

• ,QIRUPDWLRQVLWHUHWDLQLQJKXQGUHGVRIWKRXVDQGVRIVFLHQFHDQGWHFKQLFDO
LQIRUPDWLRQE\VHFWRUDQGZRUNW\SHDQGLQIRUPDWLRQVHDUFKV\VWHPZHUH

LQWURGXFHG
• 'LVWDQFHHGXFDWLRQV\VWHPVFLHQFHDQGWHFKQRORJ\WKHVLVVXEPLVVLRQKRPHSDJH
VFLHQFHDQGWHFKQRORJ\SODWIRUPKRPHSDJHHWFZHUHDFWLYHO\RSHUDWHG

'(9(/230(172)',67$1&(('8&$7,21
6<67(0$76&,(1&($1'7(&+12/2*<+$//

• 6HUYHGDVDKXEIRULQIRUPDWLRQH[FKDQJH

•

5HVXOWHG IURP FRRSHUDWLRQ IURP VFLHQFH DQG WHFKQRORJ\ KDOO DQG .LP ,OVXQJ 8QLYHUVLW\

• 6FLHQFHDQGWHFKQRORJ\VXSSO\URRPQHWZRUNV\VWHPZDVFRPSOHWHO\

•

'LVWDQFH HGXFDWLRQ ZDV LPSOHPHQWHG WR WKRXVDQGV RI VFLHQFH DQG WHFKQRORJ\ VXSSO\ SHUVRQQHO

HTXLSSHG

• 1DWLRQZLGHVFDOHRIVFLHQFHDQGWHFKQRORJ\VXSSO\QHWZRUNRSHQHG
• 6FLHQFHDQG7HFKQRORJ\+DOOZDVWKHKXE
• 8WLOL]LQJVFLHQFHDQGWHFKQLFDOLQIRUPDWLRQWKURXJKWKHQHWZRUN
FRQQHFWHGWRWKHVFLHQFHDQGWHFKQRORJ\KDOOZDVDYDLODEOHDWWKH

•

$EOH WR WDNH VKRUWWHUP FRXUVHV UHJDUGLQJ UHTXLUHG FRXUVHV LQFOXGLQJ VFLHQFH DQG WHFKQRORJ\ LQIRUPDWLFV

HOHFWURQLF OLEUDU\ FRPSXWHU DSSOLFDWLRQ DQG QXPHURXV HOHFWLYH FRXUVHV WKURXJK WKH GLVWDQFH HGXFDWLRQ V\VWHP

DW WKH VFLHQFH DQG WHFKQRORJ\ KDOO
•

/HFWXUHV ZHUH JLYHQ WR VXFK SHUVRQQHO RQ KRZ WR HVWDEOLVK LQIRUPDWLRQ VLWH KRZ WR HVWDEOLVK HOHFWURQLF

OLEUDU\ E\ HFRQRPLF VHFWRU DQG ZRUN W\SH KRZ WR HVWDEOLVK HOHFWURQLF VHDUFK V\VWHP DQG XVDJH PHWKRG HWF
ZHUH JLYHQ

6FLHQFHDQG7HFKQRORJ\6XSSRUW5R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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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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