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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의 간절한 여망입니다.
난관이 있더라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DMZ 포럼’을 개최합니다.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베트남 출신 평화운동가 판티킴푹과
미국의 사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기조연설과
국내외 지도자가 참여하는 특별 세션,
DMZ 평화적 활용과 관련된 6개 테마의
다양한 기획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가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9년 9월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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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Welcome Message
A year has been passed since the historic
“April 27th Panmunjeom Declaration” and
“September 19th Pyeongyang Declaration” was announced.
Overcoming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ing a peace system is a desire we as all Koreans have,
an utmost desperation that can not be put aside no matter how many
obstacles are thrown in the path.

LEE Jaemyeong
Governor, Gyeonggi Province

In this sense, Gyeonggi Province takes great pleasure
In inviting you to the DMZ Forum held at KINTEX, Goyang city from
September 19th to the 20th under the theme of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The objective of this forum is to discuss ways
towards inter-Korean peace cooperation and peaceful use of DMZ with
expert guests from home and abroad, including key note speakers Phan
Thị Kim Phúc, Vietnamese born Canadian peace activist and Gloria Steinem, American social political activist.
The forum also presents special sessions that will enjoy participation
from leaders from home and abroad and 6 planning sessions themed
under peaceful use of DMZ.
On behalf of Gyeonggi Province, the heart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my true pleasure to invite you to the DMZ forum.
I hope you will be able to join us at this meaningful event and contribute
to finding the key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ank you very much.
September, 2019
Governor,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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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사명

2019 DMZ 포럼

주

제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일

시

9. 19(목) ~ 9. 20(금)

장

소

고양시 킨텍스 제 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 외

주

최

주

관

Let’s DMZ 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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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동채

위원

이화영

위원

김갑수

위원

박관열

위원

황교익

위원

강 헌

위원

이강덕

위원

이한주

위원

박준영

위원

이우종

위원

신명섭

위원

유동규

위원

곽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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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Title
Theme
Date
Venue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September 19(Thur) ~ 20(Fri)
Goyangsi KINTEX Exhibition Center 1, 3F etc.

Hosted by
Organized by

Let’s DMZ Organizing Committee
Chief Executive Officer

CHUNG Dongchea

Executive Officer

LEE Hwayeong

Executive Officer

KIM Karpsoo

Executive Officer

PARK Gwanyeol

Executive Officer

HWANG Gyoik

Executive Officer

KANG Hun

Executive Officer

LEE Kangdeok

Executive Officer

LEE Hanjoo

Executive Officer

PARK Junyeong

Executive Officer

LEE Woojong

Executive Officer

SHIN Myungsup

Executive Officer

YU Donggyu

Executive Officer

KWAK Yoon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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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일정
09:00~09:30
09:30~10:20
10:20~12:00
12:00-13:30

13:30-16:30

16:30~16:50
16:50~18:10

장소

30‘
3층 로비
등록
50‘ 3층 그랜드볼룸 개회식
기조연설
100‘ 3층 그랜드볼룸
이재명 경기도지사, Ms. PHAN THI Kim Phúc, Ms. Gloria STEINEM
90‘
점심식사
기획세션 (6개 테마, 11개 세션)
테마 I 평화 플랫폼 DMZ
#303
1-1. DMZ의 기원과 평화지대화 방안
1-2. DMZ, 분단의 복원과 생활권 잇기
테마 II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가능성, DMZ
#304
2-1. DMZ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증진
2-2. DMZ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
테마 III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305
3-1. 남북접경지역의 공간협력과 지역개발
180‘
3-2. 한강하구의 남북 평화적 활용
테마 IV DMZ 어드밴처
#306
4-1. DMZ 트레일 155마일
4-2. DMZ관광과 북한관광
테마 V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209
5. 경계를 넘는 여성들: DMZ와 여성평화운동
테마 VI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210
6-1. 일제 식민지 지배청산의 과제
6-2. 식민과 냉전의 종식 장소로서의 DMZ
20‘
휴식
특별세션 Ⅰ
80‘ 3층 그랜드볼룸
평양 남북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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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09:00~10:20

80‘ 3층 그랜드볼룸

10:20~10:40

20‘

10:40~12:00

80‘ 3층 그랜드볼룸

12:00~13:30
13:30~14:50
14:50~15:30

2019. 9. 19(목)

-

2019. 9. 20(금)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휴식

특별세션 Ⅱ

특별세션 Ⅲ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90‘
오찬
80‘ 3층 그랜드볼룸 라운드테이블 (DMZ포럼 회의 결과 종합)
40‘ 3층 그랜드볼룸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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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Time
09:00~09:30 30‘

Place
Lobby
Grand
09:30~10:20 50‘
Ballroom
Grand
10:20~12:00 100‘
Ballroom
12:00-13:30 90‘
-

Registration

September 19 (Thur)

Opening Ceremony

Keynote Speech
Mr. LEE Jaemyeong, Ms. PHAN THI Kim Phúc, Ms. Gloria STEINEM
Lunch
Parallel Session (6 Themes, 11 Sessions)
Theme I DMZ, Platform for Peace
#303 1-1. The Origin of DMZ and Plan to Transform it into a Peace Zone
1-2. DMZ, Restoration from Division and Connecting the Living Space
Theme II DMZ, Sustainable Ecosystem for Peace
#304 2-1. Promotion of DMZ Ecosystem Service Value
2-2.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serve Biodiversity
in DMZ
Theme III Mutual Border Region Development
for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305 3-1. Border Region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13:30-16:30 180‘
3-2. Peaceful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e IV DMZ Adventure
#306 4-1. 155 mile DMZ Trail
4-2. Tourism in DMZ and North Korea
Theme V DMZ, the Birthplac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209
5. Women Crossing Borders: DMZ and Women’s Peace Movement
Theme VI Peace through Remembrance and Reconciliation
#210 6-1. The Tasks of Rectifying the Vestiges of Japanese Colonial Rule
6-2. DMZ, the Ending Place of the Cold War and Colonization
16:30~16:50 20‘
Break
Plenary Session Ⅰ
Grand
16:50~18:10 80‘
1st Anniversary of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Ballroom
and a New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for Koreas
Time
09:00~10:20 80‘
10:20~10:40 20‘
10:40~12:00 80‘
12:00~13:30 90‘
13:30~14:50 80‘
14:50~15:30 40‘

Place
Grand
Ballroom
Grand
Ballroom
Grand
Ballroom
Grand
Ballroom

September 20 (Fri)
Plenary Session Ⅱ
Prospects of Korean Peninsular Denuclearization and Challenges
Break
Plenary Session Ⅲ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Multilateral Cooperation
Lunch
Round Table (Summing up the Results of the DMZ Forum)
Closing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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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이재명
LEE Jaemyeong
경기도지사
Governor, Gyeonggi Province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가난으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 후 소년공 생활을 이어갔다. 공장
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쪽 팔을 다쳐 장애인 판장을 받았지만,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
로 진학하였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지만, 시민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직
접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민선5기와 6기(2010~2018년) 성남시장을 역임
하였고, 2017년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되었으며 2018년 7월 민선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
후 공정, 평화, 복지를 중심으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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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오늘 DMZ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특히 자신의 모든 삶과 행동으로 평화와 자유를 위해 헌신해 오신 판티 킴푹 여사님, 그리고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사
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삶이 전쟁과 갈등,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어 감동 그 자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DMZ도 분단
과 전쟁을 뛰어넘어 평화와 번영의 상징 그 자체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도민여러분,
평화를 지향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인간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난 역사는 전쟁과 갈등이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게는 제1,2차 세계대전부터 6.25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우리는 무수한 학살과 강제동원, 전쟁범죄와 같은 인간성
상실을 확인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과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난민의 행렬도 목격하
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픔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중무장지대가 되어버린 DMZ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
다. 여름철 장마에 유실된 지뢰는 우리 군인들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DMZ라는 거대한 경계는 우리의 숨통을 죄여왔습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지금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DMZ는 우리의 상상력과 인식의 지평을 가두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삼면은 바다에, 한 면은 DMZ에 막혀 있는 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K-POP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세계화되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반쪽짜리 반도국가 섬나라’라는 현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처한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이어진 일련의 노력들은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
영의 시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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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반도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유례없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온 국민이 그 장면을 기대와 희망 속에 지켜보았습
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는 꿈같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대화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이 들 수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의 안목에서 본다면 남북관계는 보다 성숙해졌고 평화와 번영의 기초는 보다 튼튼해졌습니다.
작년 오늘 남북의 정상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험 제거 ▲민족경제 균형발전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 ▲비핵화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의 군 수뇌부가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서명·교환하는 획기적
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DMZ에서 포성이 멎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각 5km 구간에서 양측의 군사기동훈련이 중단되었
습니다. DMZ의 비무장화 조치,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도 시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평화를 뒷받침하는 보장대책을 합의하고
상당 부분 이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가야할 방향과 이정표를 정해두었다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표와 방향을 모르고 멈추어 있다면 단순한 정지에 불과하겠지만, 이정표와 방향을 알고 있다면 잠시 쉬어가는
여정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DMZ포럼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DMZ포럼이 우리가 가는 길의 이정표와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해
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경기도형 남북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남북교류입니다.
오늘 DMZ포럼은 DMZ페스타, Live DMZ, ART DMZ와 함께 열리는 경기도의 Let’s DMZ 행사의 한 부분입니다.
경기도민,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포럼은 물론이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임진각에서의 라이
브공연, 김포와 연천 일대에서의 예술전시 같은 Let’s DMZ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11월, 이곳 고양시에서 경기도민들과 국내외 각계 인사, 북측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북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DMZ에서 남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움
을 누리는 겨레의 잔치마당이 열릴 거라 기대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작년 9월 9일 발표했던 서해경제공동특구 건설 구상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 건설과 맞물
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경기도의 김포시, 파주시를 비롯한 북부지역 일대, 인천의 강화군, 북한의 개성시, 개풍군,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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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령군, 해주시 등을 포함합니다.
DMZ라는 제한된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 남북한 접경지역 전반을 남북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접목된다
면,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개성공단 모델을 뛰어 넘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는 남북 평화경제교류의 중심으로서 각종 물류, 경제 및 산업, 대북 협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와 공항·항만 등 인프라 정비,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산업부문 및 인력 육성,
관련 도시·산업공간의 정비, 남북 협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경기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DMZ 거버넌스 구축 노력에 언제나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DMZ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율해나갈 컨트롤
타워를 구성한다면 경기도는 적극 협력하며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DMZ는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의 도보다리 산책은 전 세계인에게 평화의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전 세계에 또 다른 놀라움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DMZ 생태계는 자연의 보고이자 판문점과 각종 역사유적이 함께 있는 문화유
산의 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공동으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남북이 함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인류의 복합유산으로서의 DMZ를 세계에 재인식시킬 때 DMZ는 세
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남북이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함께 하고, 신뢰를 쌓고 평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오늘보다 나은 한반도를 분명 만들 수
있습니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통일경제특구, 경기도에서 개성과 평양을 연결하는 평화경제권이 가시화되고 산업과 물류가 움
직이기 시작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도약과 전환의 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평화경제의 심장이자 유라시아로 향하는 동북아 철도공동체의 출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이 만나고 한반도가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민족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의 연결이라
는 인류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태평양과 유라시아가 연결된다면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지각변동과 대전환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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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날 것입니다.
당장, 한중일 삼국은 경제협력을 발판으로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3성과 산둥반도,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철도와 해운, 항공, 물류로 연결되면 그 자체로 인구 4억
명 이상의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한중일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벗어나 경제교역의 상호의존을 넘어 정치와 문화면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만 있
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소하리 공장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타고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
경기도의 대학생이 한중일 대학 간 공동학점 프로그램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대학생
활을 해나가는 일, 중국과 일본, 북녘의 친구들을 DMZ에 초청하여 함께 평화둘레길을 걷는 일.
지금은 상상일지라도 2040년, 2050년 DMZ포럼이 열릴 때에는 이미 이것이 현실이 되고, 오늘 우리의 상상은 과거
의 아이디어와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이의 발걸음을 따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갈 때 길은 뚜렷해지고 넓어지
고 탄탄해집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운명과 분단의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DMZ를 두고 “마음 없는 새들이 유유히 넘어가고, 이념 없는 꽃들이 씨를 날려 보내는데, 살아서는 못 가
는 고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서는 넘지 못하고 새와 꽃씨만이 날아갈 수 있는 벽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한반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19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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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s the Answer. Peace is the Way.

LEE Jaemyeong
Governor, Gyeonggi Province

Let me first of all convey a heartfelt welcome to you all. I am LEE Jaemyeo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I am greatly honored to give a keynote speech at the DMZ Forum today.
It is especially meaningful to have here with us, Ms. Phan Thi Kim Phuc and Ms. Gloria Steinem, who
have dedicated their lives and actions to peace and freedom.
Just as they overcame wars, conflicts, discrimination, and boundaries, to inspire people through their
lives, I hope that our topic today, the DMZ, will overcome the division an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o
become a symbol of peace and prosperity.
Honorable 13.5 million Gyeonggi residents,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seeking peace!
Gyeonggi Province has set out on a journey to end the history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and to pass
on a new country of peace and prosperity to the next generation. That journey may take long, but it is
one that we must take.
Peace is the way to protect humaneness.
History clearly shows how wars and conflicts destroy humaneness.
Far in history, we have seen the loss of humaneness, such as numerous massacres, forced mobilization,
and war crimes, in World War I and II,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Closer in history, we are witnessing floods of refugees who have lost their homes and are wandering due
to civil wars and conflicts that are occurring around the world even at this moment.
Pain is ongoing for us, Koreans, who have scars left from the war and division.
In contrast with the name itself, the DMZ has become a heavily armed zone with countless landmines
buried underneath. Landmines washed away during the summer rainy season have become a serious
threat to the safety of our soldiers, as well as our provincial residents.
The vast boundary of the DMZ has been closing in on us. Residents at the border are still enduring
sacrifices for security reasons. Our economy always had to suffer the disadvantage of “Korea discount.”
The DMZ is also a barrier limiting our horizons of imagination and perception.
The reality is that Korea is an island nation incarcerated by the ocean on three sides and by the DMZ on
the remaining side.
The world is fanatical about K-POP. We are living the most globalized and prosperous era in our nation’s
history.
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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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reality is that “a half peninsula, island nation” is still what we are going to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This fact is indicative of the tragedy we are facing.
The series of efforts that began in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resumed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ere to bring an end to the division and conflicts, and to pass on an era of peace and
prosperity to the next generation.
The Korean Peninsula experienced a period of turbulence from last year to this year.
Unprecedented inter-Korean summits and US-North Korean summits followed one after the other. The
whole nation watched the scene with expectation and hope.
On June 30, a dreamy scene was staged at Panmunjom, where the leader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met together.
Unfortunately, dialogues are not moving as fast as we would like it to be. So it can be frustrating, and it
can be discouraging.
But looking at the long history from a distance, inter-Korean relations have matured, and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has solidified.
Exactly a year ago today,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promised to ▲remove the danger of war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develop the nation’s economy in a balanced manner, ▲hold reunions for
separated families, ▲strengthe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and ▲cooperate on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historic Pyongyang Joint Declaration.
In particular, military leaders from the two Koreas made significant progress by signing and exchanging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while the two heads of state watched.
Under this Agreement, the roaring of guns stopped in the DMZ. Military maneuvers were suspended
within a 5-km distance on both sides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Measures were taken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MZ, and the inter-Korean joint recovery project of the remains within the
DMZ was piloted.
Difficulties surround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still remain, but the two Koreas
have agreed on assurance measures that support peace in the military sector and implemented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measures.
It is significant that the two Koreas have set the direction forward and the milestones they should seek
together.
This is because if you do not know the milestones and direction forward when you stop, it would be
a true stop, but if you know the milestones and direction forward, it would just be a break before you
continue your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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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MZ Forum is exactly this occasion. I hope that the DMZ Forum will be an occasion to revisit the
milestones and direction forward in our journey and find out what we need to do.
Gyeonggi Province would like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in three major ways.
First, we will strive for inter-Korean exchanges where Gyeonggi residents can participate and benefit.
Today’s DMZ Forum is part of the Let’s DMZ event in Gyeonggi Province, which is organized along with
DMZ Festa, Live DMZ, and Art DMZ.
Gyeonggi residents and all who wish for peace can participate in the Let’s DMZ event, which includes
not only forums, but also festivals full of food and attractions, live performances at Imjingak, and art exhibitions around Gimpo and Yeoncheon.
In November last year, Gyeonggi Province hos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Asia Pacific” here in Goyang City, attended by Gyeonggi residents, domestic and foreign figures
from various circles, and North Korean experts.
Although fellow North Koreans are not here with us today, I expect that one day, we will have a feast in
the DMZ with people from both Koreas attending and enjoying together.
Second, we will open an era of inter-Korean exchanges that coope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e initiative announced by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on September 19 last year to build 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West Sea will become a key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in conjunc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a special economic zone for unification the Province is pursuing.
The joint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West Sea includes: Gimpo City, Paju City, and other northern
areas of Gyeonggi Province; Ganghwa County of Incheon; and Kaesong City, Kaepung County, Yonan
County, Kangnyong County, Haeju City of North Korea.
If efforts are made to go beyond the geographical limit of the DMZ and develop the entire inter-Korean
border into a space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he joint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West Sea will
become an exemplary model for inter-Korean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s that surpasse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model.
The northern area of Gyeonggi Province, the center for inter-Korean peace and economic exchanges,
can also serve as a base for logistics, economic, industri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o this end, we need to develop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railways, airports, and ports, that connect
the two Koreas, foster the industrial sector and manpower needed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mprove related cities and industrial spaces, and establish public-privat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is plan to succeed, the efforts of Gyeonggi Province are important, but we are also in dire need of
help from the central government.
Gyeonggi Province has always been ready to join the government’s efforts in building a DMZ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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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government forms a control tower to synthetically coordinate policies and projects on the DMZ,
which are currently spread among different ministri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Gyeonggi Province will actively cooperate and do its utmost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Third, we will prepare for inter-Korean exchange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last year or two, the DMZ has emerged as a global landmark of peace.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on April 27 last year,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took a walk on the
footbridge, which brought a deep impression of peace to people around the world.
The trilateral Panmunjom meeting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on June 30 brought
another round of surprise and hope to the world.
The ecosystem in the DMZ, which has been untouched by human hands for over 70 years, is a treasure
trove of nature and cultural heritage that contains Panmunjom and various historical remains.
Gyeonggi Province is taking full advantage of this and endeavoring to register the DMZ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When the two Koreas make the world recognize the DMZ as a combined heritage encompassing both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s, the DMZ will be transformed into a true global landmark of peace.
Honorable Gyeonggi residents,
Distinguished guests!
We can live in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enjoying the right to live happily.
If the two Koreas come closer together, build trust, and set on a path to peace, we can certainly make
the Korean Peninsula better than today.
If the joint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West Sea,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unification, the economic bloc for peace that connects Gyeonggi Province to Gaeseong and Pyongyang become visible,
and industries and logistics begin to move, the Korean Peninsula will face an opportunity for a new leap
forward and change.
Gyeonggi Province, as the new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come the heart of peace economy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Northeast Asian railway community heading to Eurasia.
Having the two Koreas meet and the Korean Peninsula connected is not simply a matter of national
history. The connection of the Pacific and Eurasia are meaningful from a human civilization perspective.
If the physically disconnected Pacific and Eurasia are connected, there will be a major upheaval and paradigm shift unimaginable today.
Immediately,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will be able to build a new peace order based
o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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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nd Shandong Peninsula of China,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ese Islands are connected by rail, sea, air, and logistics, this alone would create a new economic bloc
of more than 400 million people.
If only the three countries could move away from the Asian paradox, go beyond the interdependence
of economic trade, and cooperate more closely in politics and culture, we would be able to welcome a
whole new world.
Getting in a van produced in the Sohari Plant of Gwangmyeong, Gyeonggi Province, to cross over China
and travel on to Central Asia and Europe; a university student in Gyeonggi Province taking classes online
based on a joint credit program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going back and forth China and
Japan all through university; inviting friends from China, Japan, and North Korea to the DMZ and walking
along the Pyeonghwa (Peace) Dulle-gil together.
Even if these are only imaginations for now, I hope that they become reality when we organize the DMZ
Forum in 2040 or 2050, and that our imaginations today will be then regarded as ideas of the past and
historical records.
There is no path that existed from the very beginning. Paths become clearer, wider, and stronger as more
people move together,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ose who went ahead.
Nobody can decide for you. Just as we cannot leave our fate in the hands of others, we ourselves need
to pioneer the path forward that we want to take.
Even if geopolitical fate and the division are holding us down, it is our job to keep pushing forward, undaunted and steadfast.
I believe that the role of Gyeonggi Province is to continue the journey without hesitation or turning down.
A poet wrote about the DMZ, “Birds fly over lazily without heart, flowers blow away seeds without ideology, and yet there is a hometown that cannot be reached alive.” It means that the DMZ is a wall people
cannot cross alive, and only birds and flower seeds can fly over to the other side.
Today, we are standing in front of this wall.
It is now time to break down this wall and go beyond the border to make the wa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Korean Peninsula.
We can create a better Korean Peninsula than today if you join us in this effort. Thank you.

September 19, 2019
Lee Jaemyeo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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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티킴푹
PHAN THI Kim Phúc
킴 국제재단 이사장 /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
Head, The Kim Foundation International / UNESCO Goodwill Ambassador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의 주인공이다. 판티킴푹은 9살이던 1972년 6월 8일 고향인 사이공(현 호찌민)
서쪽 짤방 마을이 폭격을 당하자 가족과 함께 피신하던 중 네이팜탄에 화상을 입었다. 불에 타버린 옷을 벗어 던진 채 울며 달아나
는 어린 푹의 모습을 당시 AP통신의 종군기자였던 닉 우트가 카메라로 담았고, 어린 소녀의 절규를 담은 이 사진은 <전쟁의 공포>
라는 제목으로 1973년 퓰리처상을 수상하였다. 1997년 그녀는 전쟁 희생자에게 의료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최초의 킴푹 재단(Kim Phúc Foundation)을 설립하였으며, 이 재단은 이후 Kim Phúc Foundation International로 확대되었다.
화해와 관용을 통해 평화 문화의 고취에 기여한 그녀의 용기와 관대함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로부터 유엔 평화문화친선대사
로 임명되었고, 이후 그녀는 유네스코 친선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2012년에는 제네바의 인권 고등판무관이
주최하는 <위기의 시대 여성의 잠재력 활용(Capitalizing on Women’s Potential in Times of Crisis)> 행사에 참여하였고, 세계 여
성의 날에 개최된 <여성 인신매매(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토론회에 참여하여 패널로 활약하였다. 평화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인정하여, 2019년 2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인권평화상을 수상하였다.

Ms. PHAN THI Kim Phúc is best known as the girl in the Pulitzer Prize-winning photograph <The Terror of War>, referred
to informally as the <Napalm Girl>, that representing the horrors of Vietnam War. This iconic photo taken in Trang Bang
by AP photographer Nick Ut on June 8 1972, shows her at about nine years of age running naked on a road after being
severely burned on her back by a South Vietnamese Napalm attack. In 1997, she established the first Kim Phúc Foundation in the U.S., with the aim of providing medic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to child victim of war. Later, other
foundations were set up, with the same name, under an umbrella organization, Kim Phúc Foundation International.
She was designated as UNESCO Goodwill Ambassador for culture of peace in 1997, in recognition of her courage and
generosity in promoting a culture of peace through reconciliation and tolerance. In her capacity as a UNESCO Goodwill
Ambassador, she attended various events. For instance, in 2012, she attended the event entitled <Capitalizing on
Women’s Potential in Times of Crisis> hosted by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Geneva, and a panel discussion entitled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on the International Women’s Day. In recognition of her life dedicated
to the promotion of peace, Kim Phuc Phan Thi received the Dresden Peace Priz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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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보다도 더 강력한 힘

판티킴푹
킴 국제재단 이사장 /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연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DMZ 평화포럼 조직위 측에 이 같이 중차대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용기 내어 화해를 도모하고 우리 각자 우리 국민들을 위해 평화를 달성함에 한 몫을 하
자는 도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
화를 달성할 것입니다.
한가지 감사한 것은 제 삶 속에서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저는 분단국가에서 성장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동안 평화
는 멀리 있는 듯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폭탄과 사진 한 장이 있는 남 베트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진은 47년 전 1972년 6월 8일에 찍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걱정 없는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9살이었고 전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은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Cao Dai 절로 가서 숨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저로서
이는 한 모험 같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 무서운 불이 떨어질 줄을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군인들이 아이
들보고 뛰라고 소리 칠 때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도로 끝까지 달리기 시작하니 여러 폭발이 있었습니다. 제 옷은 갑자기 타서 없어져 버리고 제 몸에는 불이 붙
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 Nick Ut 라는 사진사 한 명을 그 곳에 보내시어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사진 한 장
을 찍어 월남전의 종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소이탄’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화상입니다. 이는 피부 밑에서 타는 휘발유입니다. 불행하게도 도로
에서 저를 도우려던 그들은 제 피부 위에 물을 뿌리면서 그 행위가 ‘소이탄’이 제 피부 더 깊숙이 타게 했다는 것을 알
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발견했을 때는 폭탄이 떨어진 그 날 이후 3일이 지난 후 이었습니다.
저는 시체 안치소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 했고, 저에게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기적이
있었지요. 한 친절한 의사가 사이공 소재 Barsky 화상병원으로 저를 이송시켰습니다. 그 곳에서 저는 최고의 치료
를 받고 살아 남았습니다.
저는 고통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은 믿기 어려웠다는 말씀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14개월을 병원에서 보냈고, 17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수술은 1984년 독일에서였는데, 그 수술 덕분으
로 제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여러 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것은 학교
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정상적인 삶’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다시 어린애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외모 때문에 제 친구와 동료들은 즉시 저를 다르게 쳐다보았습니다. 상처가 난 내 피부 때문에 저는 다시 그 속에
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처럼 정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애들처럼 짧은 소매
의 블라우스도 입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팔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한 쪽은 정상인데, 다른 한 쪽은 매우 추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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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의아했습니다. 제 상처 때문에 저는 평생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갖
지 못하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제가 틀렸던 것입니다!
‘소이탄’ 폭파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동안, 저는 제 생명을 구하려고 지칠 줄 모르게 일 해주신 훌륭한 여러 의
사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 꿈은 그분들과 같은 의사가 되어 저와 같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단단히 결심
을 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친구들에게 뒤쳐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10년 후 19세에 사이공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의 소녀를 다시 발견할 때 까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갑자기 제 자신으로부터 빼앗겨
지고 제 자신이 희생자였음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베트남 총리를 만나게 되었고, 제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 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곧
바로 저를 쿠바로 보내주셨습니다. 1986년 저는 하바나 대학으로 갔지만, 제 건강상 문제로 결국 의학공부를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쿠바에서 북 베트남 출신 청년을 제 남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캐나다로 망
명하여 그 곳에서 27년 째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많은 여러분께서는 제 신체적 회복과 부상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힘에 놀라십니다. 이 모
든 것은 저를 살려주시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신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신 의사와 전문가 여러분의 덕분이기
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이탄’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날 이후 많은 중요한 교훈을 배웠고, 오늘 이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는 제 신체적 몸부림이 아니라 내면적 몸부림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사랑의 힘
어린 소녀로서 제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것은 전쟁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얼마나 내 가족, 내 가정, 내 동
네와 내 조국에 영향을 미쳤는지 목격했습니다. 9세 소녀로서 저는 ‘소이탄’이 제 몸의 6)% 이상을 타게 하여 내 몸
에 무시무시한 상흔을 남겨주는 전쟁 무기의 괴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 그리고 다시
는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말이 주는 고통을 매일 겪었습니다. 저는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증오, 분노, 그리고 쓰라림의 파괴력을 경험했습니다. ‘소이탄’이 저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분노,
증오 그리고 희망 없음이 거의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전쟁의 폐허와 과거의 아픔이 엄청나게
막강하지만 사랑과 용서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연사로서 그리고 평화 전달 대사로서 수많은 여행과 경험이 쌓
일수록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남북한 분단이 수 십 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지만, 화해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말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과거로 되돌아가서 남북한 분단을 초래한 여건과 결정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향해 앞으
로 나아갈 수 있으며 관계회복에서 오는 놀라운 잠재력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잠재력은 관계되는 쌍방 모두에
게 커다란 혜택이 됩니다. 사랑은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제가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의 열정과 헌신. 제 인생에서 사랑은 새
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구축해 주고 한 사람으로 앞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은 나누어주기 힘든 것입니
다. 특히 그 사랑의 수혜자가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많은 제 친구들은 저를 흉측하고 다른 사
람으로 보아주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 형제자
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기 어려울 때에도 저를 사랑해 주었
고 제가 되돌려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제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그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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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제게 사랑을 주지 않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II. 용서의 힘
제 사진을 찍어 준 사진사가 저를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친
절한 행동이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분 보다 더 많은 고마운 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상 입은 제 몸을 수술
해서 생명을 살려주신 의사와 간호사, 제 부모님, 그리고 회복기에 돌보아주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영원히 그들의 사랑
에 감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제게는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마음 속의 상처를 제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과거가 여전히 제 생각을 계속 지배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평화를 가지려면 먼저 마음 속에서 진정한 화평
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진정한 평화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전 까지는 절
대로 찾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이 마음 속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려면, 예수님을 따라 저를 그렇게 깊은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
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녀 때의 내 고통 속에 자리하고 있던 수 많은 사람들은 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 중 일부
였고, 우리의 회복된 관계로부터 제가 체험한 자유는 제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로 갈래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같은 특이한 노력에 대해 특별한 것은 그저 아무 사람의 재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옆에
나란히 있었지만 아주 오래 헤어져 있던 재통일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38선을 따라 분단된)DMZ는 한 때 통일되었
던 나라의 오랜 분단과 과거 상처를 새삼 기억나게 헤주고 있습니다.
III. 나눔의 힘
인도의 소녀와 젊은 여성을 무섭게 착취하는 일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친 한 크리스천 선교사인 Amy Carmichae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도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라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 많은 방식으로 도움을 받은 후, 저는 남들을 돕고 제가 받은 것들을 돌려주고 싶은 욕망이 늘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남을 도울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이는 제 쪽에서 희생을 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사진은 항상 기회를 대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진이 찍힌 후 수 년 동안 이 사진은 제게 제
가 참아냈던 고통의 회상이요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은 잃어버린 제 어린 시절,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친구들, 신체적 외모의 손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의 기회 박탈이었습니다. 저는 수 년 동안 그 사진을 증
오했고 숨기려 했습니다.
‘진정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나의 과거를 통제해야지 내 과거가 나를 통제하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
는 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사진은 제 인생뿐 만 아니라 역사의 비극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는 이 사진을 전쟁의 공포에 대해 사람들에게 잊지 않도록 되새겨주고 이런 전쟁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도
록 예방하는 데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저는 또한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도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제 2의 기회를 제가 받은 대로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축복으로 킴 국제재단(the Kim Foundation International)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영리단체
로, 전 세계 전쟁의 희생자인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 년 전에는 제가 전쟁터의 어린이였고 미래에 대한 도움
을 받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도와 제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축복 안에서 이런 도움들을 폭력, 분
단 증오로 생명에 영향을 받아온 어린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이 재단을 사용하여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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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제게는 영광이고 특권인 것이 있는데 이는 평화문화 정착과 제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유네스코 친선대
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준다는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기쁨과 성취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눔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남들이 치유 받는 과정을 보는 데에 제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준다는 것이 나에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남들이 앞서 가도
록 돕다 보면 내 자신은 뒤쳐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의 제가 될 수 있
도록 도움 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 모두 서
로 혜택을 주며 서로 이기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평화는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되돌려 준다는 것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화해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그 목표, 가치 그리고 계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것
이지요.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이 더 많은 생산성과 창조성을 가
져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구현은 –혼자 있는 것 보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능
력인- 겸손을 요구합니다. 이는 또한 인내를 요합니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해 온 이 같은 오랜 분단은 간단히 하루
밤 사이에 극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보려면 인내와 집요한 갈망이 요구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통일은 너무나도 오랜 기간 존속해 온 유형 무형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요구됩니다. 남북 지도자들과 국민
들 모두 이 도전에 응하여야 할 것에 대해 저는 조금도 의심하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보내는 제 궁극적 도전은 이것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되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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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More Powerful than War

PHAN THI Kim Phúc
Head, The Kim Foundation International
/ UNESCO Goodwill Ambassador

Dear friends, esteemed guests, leaders, and fellow speakers it is an honour and privilege to be with you today. To the organizers of the DMZ, thank you so much for
the opportunity to be a part of this important moment.
It is my sincere desire to encourage the pursuit of reconciliation and to challenge each of us to do our
part in achieving peace for our fellow man. In doing so, we will also achieve peace for ourselves and
ultimately, on a national and even global level.
I am so thankful that I learned how to achieve peace in my life and I believe that if I could do it, you can
do it too.
As many of you know, I also grew up in a divided country. Brother fought against brother and peace
seemed so far away.
My story begins in a village in South Vietnam with a bomb and a photograph.
This photograph was taken 47 years ago on June 8, 1972. Up until that day, I was a care-free, happy
child. I was 9 yrs old and I knew nothing about war. The most pain I experienced up until then was from
falling off my bicycle.
On that day, my life was turned upside down. All the villagers were told to hide in the Cao Dai temple.
For a child, it seemed like an adventure. How could we imagine the horrible fire that would drop from the
sky? It was only when the soldiers yelled for the children to run that we really got scared.
We began running up the road when there were explosions. My clothes were suddenly gone, being
burned off, and my skin was on fire.
God allowed a photographer, Nick Ut, to be there that day, and he took a picture that would touch people’s hearts all around the world and help end the Vietnam War.
Napalm is the most terrible burn you can imagine- it is burning gasoline under the skin. Unfortunately,
the soldiers who tried to help me on the road didn’t realize when they poured water on my skin, they
made the napalm burn deeper. I lost consciousness.
I don’t remember anything after that. When my parents found me, three days after the bombing, I was
in the morgue. The doctors had done everything they could. I had been left to die.
Then…A miracle. A kind doctor got me transferred to the Barsky Burn Clinic in Saigon - where I got the
best medical treatment and I survived.
I don’t want to talk a lot about the suffering. Let me just say, the pain was unbelievable I spent 14
months in hospital and had 17 operations. My last operation, in Germany in 1984, gave me the freedom
to move my neck.
I almost died many times. But…somehow I survived.
When I finally came home, the first thing I wanted to do was go back to school. To me it meant “a normal
life”. I just wanted to be a kid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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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my appearance, my friends and peers immediately looked at me differently. Because of my
scarred skin, I would never fit in again. I wanted so badly to be normal, like my friends. I wanted to wear
short sleeve blouses like the other girls. I looked at my arms. One was normal, the other so ugly. I wondered, “Why me?” Because of my scars, I believed I would never have a boyfriend, never get married,
and never have children. But as you will soon find out, I was so wrong!
During my lengthy stay in the hospital after the napalm strike, I met wonderful doctors who had worked
tirelessly to save my life. My dream was to become a doctor like them...to help to heal people like me.
I was determined and I studied hard to catch up with my friends. Ten years later, when I was 19, I was
accepted into Medicine School in Saigon.
I was so happy until I was rediscovered as a the girl from that picture. My opportunity to study was suddenly taken from me and I found myself a victim all over again.
One day, I met the Vietnamese Prime Minister and I begged him to let me finish my studies. He listened
to me and shortly after, he arranged for me to go to Cuba. In 1986, I went to the University of Havana,
where I had to ultimately give up my pursuit of medicine because of my health problems. However, I
met my husband in Cuba, a young man from North Vietnam.
Together, we defected to Canada, where we have lived for the last 27 years.
As I tell my story, many are amazed by my physical recovery and strength to overcome the pain of my
injuries. While I appreciate the sentiment, I must give all the credit to the incredible doctors and specialists who saved my life and made sure I received the best treatment.
I have learned many important lessons since the day napalm changed my life and the lessons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oday do not come from my physical struggle. Instead, they come from my internal
struggle.
Through my experiences, I have learned:
I. The Power of Love
As a young girl, the most powerful thing I had experienced was the destructive power of war. I saw how
much it affected my family, my home, my community, and my country.
At nine years-old, I felt the power of the weapons of war as napalm seared over 60% of my body and
left me with hideous scars. I felt the daily physical pain of the nerve damage as well as the pain of being
told I could no longer go to school. I experienced the destructive power of hate, anger, and bitterness,
not only from outside, but also from within mine own heart. Napalm wasn’t able to kill me, but my anger,
hatred, and hopelessness very nearly did.
But I’m so thankful that although the devastation of war and past hurts can be powerful, acts of love and
forgiveness are even more powerful. Through my many travels and experiences as a spokesperson and
ambassador for peace, I am even more convinced of this fact.
The division between NK and SK has been a longstanding one, lasting many decades, but it is never
too late for reconciliation. No one can return to the past and change the circumstances or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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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resulted in the division of NK and SK, but we can move forward with forgiveness and experience
the wonderful potential that comes from a restored relationship - one that greatly benefits both sides
involved. Love can be a powerful factor in achieving this. Love helped me recover. The compassion of
my doctors and nurses, and my family, who loved me so much. Love restored and built new relationships
in my life and helped me to move forward as a person.
Love can be hard to give - especially if the recipient of that love is deemed to be unlovable. Many of
my friends saw me as ugly and different, and because of that, I was undeserving of their love. Yet, my
parents, my brothers and sister, along with some friends showed me unconditional love. They gave love
even when it was hard and I could give nothing back.
I had to follow in those same footsteps when I made the decision to love those who caused my suffering. I had to learn to love those who were unloveable to me.
II. The Power of Forgiveness
I would not be here today if the photographer who took that picture did not rush me to the hospital. That
act of kindness saved my life. I could name many more - the doctors that performed life-saving surgeries on my burned body, my parents and their care of me during my recovery process… To all these
people, I am forever grateful to for their love - they are my heroes.
But they could not remove the damage in my heart. The past still continued to control my thoughts.
I came to realize that one must first experience true peace within the heart in order to achieve peace in
one’s life. That true peace was something I thought I would never find, until I found it in Jesus Christ.
In order to have freedom from the conflict in my heart, I had to follow Jesus’ example and forgive those
who had hurt me so deeply.
Many who had a part in my pain as a young girl are some of my closest friends and the freedom I experience from our restored relationship gives me so much joy.
It is at this crossroads that we stand now.
The special thing about this particular endeavor is that we are not just advocating the reunification of
just anyone - we are advocating the reunification of two brothers that have been beside each other, but
yet separated for so long. The DMZ (division along the 38th parallel) is a reminder of past hurts and the
division of a nation once unified for so long.
III. The Power of Giving
Amy Carmichael, a Christian missionary who made an impact in India concerning the horrific abuse of
girls and young women, said, “One can give without loving, but one cannot love without giving.”
After being helped in many ways by so many people, I have always had a burning desire to help others
and give back what had been given to me. As I mentioned earlier, my dream was to become a doctor
myself.
When that dream didn’t work out, I found another way to help, but it required sacrifice on my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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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ee, this picture did not always represent opportunity. For many years after it was taken, it was
nothing to me but a curse and a painful reminder of what I had endured. It represented the loss of my
childhood, the loss of my home, the loss of my friends, the loss of my physical appearance, and the loss
of a chance at a normal life. I hated that picture and for many years, I tried to hide from it.
It took time for me to realize that if I wanted to make a difference, I had to learn to control my past and not
let my past control me. My picture represented a tragic time not only in my life, but also in history, and I
wanted to use it remind people of the horrors of war in order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to others. I
also wanted help those who have experience that same things I have experienced to be given hope and
a second chance at a better life, just like I was given.
I have been blessed to have founded the Kim Foundation International. It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helps child victims of war around the world. Years ago, I was a child of war, who was given a future. People found ways to help and make a difference in my life. I have been so blessed to be able to
give back and to use my platform to aid and assist children whose lives have been affected by violence,
division, and hate. I am also privileged to travel the world as a UNESCO Goodwill Ambassador for the
culture of Peace and share my story.
Through the years, I have realized that giving back to others has given me more joy and fulfillment than
I could ever have imagined. Giving has helped to heal my heart and has allowed me to play a part in
seeing others healed.
Sometimes, we make the mistake of believing that giving will put us at a disadvantage - that it will be
left behind while we help others advance. I am so thankful that those who helped me become who I am
did not think that way. When we give to those around us, we all end up benefiting and winning together.
Unfortunately, peace is not something that happens by chance. Forgiveness is hard. Giving back requires
sacrifice. Reconciliation requires work. Everyone has different goals, values, and plans and that is what
makes us human. But differences don’t have to result in conflict. Differences can result in further productivity and creativity.
Realiz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require humility - the ability to admit that you will benefit
more from a relationship with another instead of being by yourself. It will also require perseverance. A
long-standing division such as exists between NK and SK will not be overcome simply in a night. It will
require patience and a tenacious desire to see the job accomplish and the Korean peninsula unified.
This reunification will require the breaking down of barriers,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that have been
in existence for too long. I have no doubt that the leaders and people of both NK and SK are up to the
challenge.
My ultimate challenge to you is this:
Don’t give up hope. Love, forgive, and give back.
Thank you so much! May God Bless You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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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 스타이넘
Gloria STEINEM
저술가, 여성 및 정치운동가
Writer, Political Activist, Feminist Organizer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작가이자 정치 활동가, 여성 운동가이다. 그녀는 잡지 <뉴욕(New York)>과 미국의 진보 페미니즘 매거진인 <
미스 매거진(Ms. maganize)>을 창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 <길 위의 인생>, <말을 넘어선 행동, 안으로부터의 혁명>, <남자가 월경
을 한다면>, <마치 여성이 중요한 것처럼> 등이 있다. 그녀는 또한 <여성 정치 연맹(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여성
을 위한 미스 재단(Ms. Foundation for Women)>, <프리 투 비 파운데이션(Free to Be Foundation)>, <여성 미디어 센터(Women’s Media Center)>를 공동 설립하였고, 다른 나라들과의 연계를 위해 Equality Now, Donor Direct Action, Direct Impact
Africa와 같은 기구들을 설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스타이넘은 그녀의 저작들을 통해 <Penney-Missouri Journalism Award>,
<the Lifetime Achievement in Journalism Award from 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the Society of Writers
Award from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ity of Missouri School Of Journalism Award for Distinguished Service in
Journalism> 등 저널리즘 분야에서 다수 수상하였으며, 1993년에는 아동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HBO 방송에서 <Multiple
Personalities: The Search for Deadly Memories>라는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2016년에는 에이미 리차드와 함께 VICELAND 채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
나는 여성 폭력 문제를 다루는 8개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공동 제작하였다.

Ms. Gloria STEINEM is a writer, political activist, and feminist organizer. She was a founder of <New York> and <Ms.
magazines>, and is the author of <My Life on the Road>, <Moving Beyond Words, Revolution from Within>, and <Outrageous Acts and Everyday Rebellions>, all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and in India, <As If Women Matter>. She
co-founded the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the Ms. Foundation for Women, the Free to Be Foundation, and
the Women’s Media Center in the United States. As links to other countries, she helped found Equality Now, Donor Direct Action, and Direct Impact Africa. For her writing, Steinem has received <the Penney-Missouri Journalism Award>,
<the Front Page and Clarion awards>, <the National Magazine Award>, <the Lifetime Achievement in Journalism Award
from 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the Society of Writers Award from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versity of Missouri School Of Journalism Award for Distinguished Service in Journalism>. In 1993, her concern with child
abuse led her to co-produce an Emmy Award–winning TV documentary for HBO, <Multiple Personalities: The Search
for Deadly Memories>. In 2013, she was awarded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by President Barack Obama. In
2016, she and Amy Richards co-produced a series of eight documentaries on violence against women around the
world for VICELAND.

32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기조연설
DMZ를 넘어:
한국전쟁의 종식을 향한 초국가적 여성운동

글로리아 스타이넘
저술가, 여성 및 정치운동가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이번 DMZ평화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며, 기조 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4년 전 DMZ를 넘는 여성들의 모습 장면 몇 장을 보셨는데요. 저는 북한을 방문하고 DMZ를 넘어 남
한으로 내려 온 전 세계 15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30명 여성 평화활동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런 행위는 한
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의 종식을 고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평화 구축과정에서 여
성의 지도력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몸으로 이 극도로 군사대립이 생존하는 좁은 접
경지역인 DMZ를 넘었던 것은 이곳이야말로 미결상태의 한국전쟁의 생생한 산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한
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에게 갈등이 안겨준 엄청난 고통, 헤어짐 그리고 트라우마 등을 대표적으로 상징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상태가 오래 지속된 원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지속적 긴장과 적대감에 있습니다. 이는 남북간 상호 호혜
적 협력을 막고, 수백만의 한국인들을 이산가족 상태에 처하게 하고, 서로 얼싸안기는 고사하고 남북이 서로 통신조
차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3천 명 이상의 남한 노인들이 북한에 있는 자녀와 손자손녀들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소위 비무장지
대라는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집중적으로 묻혀있는 곳 중에 하나이며, 어디서나 수용 가능한 무기로
서 지뢰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북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특히 식량과 생필품의 반입 제한은 여성과 어린
이의 삶과 복지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MZ는 북미 간에 여전히 전쟁이 존재하며 언제라
도 이 같은 적대관계는 재개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항상 잊지 않게 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쌍방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만약 그 무기들이 사용된다면 국경을 사이에 둔 양국의 수백만 명이 죽게 될 것이
며, 이에는 남한에 살고 있는 미국시민 10만 명 중의 일부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 몇 명이 DMZ를 넘어왔었
고, 그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전쟁과 오랜 분단이 만든 트라우마적 상
처의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명의 여성들이 DMZ를 넘어 왔을 때, 이 같이 긴 갈등이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을 만들지도 않고, 서로의
통신교류를 막지도 않으며, 지뢰나 핵무기 등 고비용으로 진행되는 미군의 개입에 대한 변명을 늘어 놓을 필요도 없
음을 보여주기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전 세계에게 이 분단 경계란 뚫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임의
로 설정한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치적 의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MZ를 넘었던 것은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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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참여해 온 가장 의미 있는 행동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 그룹에는 리베리아의 잔혹한 14년 간의 내란을 종식시
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신 Leymah Gbowee, 아일랜드의 골 깊은 분단을 감히 넘었던 Mairead Maguire 같이 노
벨 평화상을 받으신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부는 우리들을 순진 하다며 묵살하고, 또 다른 분들은 잘못하는 행
동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희망과 비전을 말하는 여성들은 종종 순진하다면서 묵살당하곤 합니다. 사실, 희망은 계획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여러 희망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이미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지요.
겨우 3년 후 남북한 정상이 DMZ에서 만나,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라고 선언하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
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 쪽의 군인들이 악수하며 경계초소를 없애고, DMZ에서부터 땅에 묻었던 지뢰 제거를 시작하
면서,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평화로 가는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이어 온 남북한 이산가족
상태를 종식하고자 결단을 내린 남북한의 지도자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애석한 것은 평화로의 기회가 2명의 미군 장교가 한반도 지도 위에 최초로 그렸던 38선을 따라 한반도의 분단이 생
기게 한 워싱턴에 달려있다는 것 입니다. 아직도 미국 지도자들의 초점은 북한 측의 비핵화만이 평화회담의 필수 여
건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거꾸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에게
권총을 내려 놓으라고 설득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해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비핵화에 필
요한 여건을 조성하려면 우선 평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평화 합의 관련 협상을 통해 남북한 국민과 정부의 염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쟁의 위
협을 없애고, 남북한, 미국 그리고 전세계의 안보를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전쟁의 종식을 고하고 임시적
인 휴전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할 때 입니다.

나는 현 백악관의 주인에게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집권하게 된 것은 일반 국민투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
선거제도의 시대착오로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의 평화에 대한 관심사는
이곳 국민들의 운명에 관한 우려나 선의 보다는 자신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욕망에 더 있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 대신, 저는 미국 의회의 선출 의원들을 믿습니다. Ro Khanna, Barbara Lee, and Andy Kim과 같은 몇몇의 용기
있고 미래를 계획하는 진보적 지도자들 – DMZ를 넘는 여성들이 이끄는 미국 내 여러 평화운동과 긴밀히 연락하는
분들- 덕분에 이제는 한국전쟁 종식을 가져 올 평화 합의를 요구하는 미 하의원 결의안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민
초들을 고무적으로 동원하여 하원 152석에 거의 40석의 공동 후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앞으로 할 일이 많지
만, 평화의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은 값지고 실용적인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연히 당선된 대통령도 활
용할 것입니다. 평화는 그 수단이 평화로울 때 그 어떤 수단 보다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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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말한다면, 이곳의 지속적인 전쟁 상태는 안전하게 멀리 있는 우리들을 포
함하여 모두가 처음부터 벌을 받아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 톨렌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국전쟁이 또 다
른 세계2차대전이 될 지도 모른다고 했던 두려움이 기억납니다. 제 이웃에 살던 한 젊은이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
기 위해 징집되었을 때 세계2차대전에서 싸왔던 그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목격했던 공포 속에 자기 아들도 자신처
럼 떠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택했습니다.
전쟁 중 싸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군사화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남한은 미군의 최초 해외 군사주둔지이
었습니다. 기술상으로는 전시상태이었으므로 군인들은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었고, 군부대 기지는 다른 나라의 미
군기지보다 더 많은 성 거래 – 주로 필리핀, 다른 아시아 국가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과의 - 가 이루어지는 곳
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군부대 주변의 소위 “기지촌”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19세기 전쟁기계와 같던 일본군의
“위안소”처럼 국내 경제 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기지촌”에서 일하던 최초의 여성들 중 일부
는 예전의 “위안부들”이었습니다.
세계2차대전동안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상처로 고통을 겪은 여성들은 전쟁이 끝난 후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해진 범죄가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믿는 사회로 인해 그들은 감히 결혼도 할 수 없
었습니다. 예전의 “위안부들”처럼 미군기지 주변의 술집이나 클럽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외국 군인들과 “품위 있는 여
성들” 사이에서 제재 받는 완충제가 되었고 그들의 몸은 군인들의 성적 먹이로 사용되었습니다.
남한의 미군기지를 따라 생긴 술집과 클럽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종종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
에 그런 데서 일했던 것입니다. 한국동란의 엄청난 폐해로 많은 사람들은 극도로 궁핍하여졌기에,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와 친척, 노부모를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수치와 오명 속에서도 이 여성들은 그들 가
족의 부양자로서 혹독한 전후의 생활고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사화와 가부장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출산 통제를 위해 여성의 육체를 남성이 통제한다는 점을 영
구화 시키는 사회현상인 가부장제는 모든 위계구조의 첫 단계입니다. 이와 같이, 가부장제는 폭력의 정상화를 필요
로 합니다. 인류의 반이 또 다른 반을 힘과 강요의 위협 없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군사화는 가장 취약한 집단인 어린이와 여성들의 삶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전쟁의 혼미와 잔혹함 속에서 그들은 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 전쟁 종료 후 여성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재건하도록 그리고 폭력이 정상이었던 부상당한 남자들을 다루도록 남겨집니다.
물론 여성들은 전쟁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종종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고통 받는 대상이 그
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제 및 평화로운 갈등해소를 촉구할 때면 우리에게는 “연약하다, 허약
하다, 순진하다, 여성스럽다” 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반면에 군사력 구축 및 활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남자
답다”고 보여집니다. 이같이 잘못된 이분법의 초현실적 종말은 남성 지도자들을 그들의 핵 단추 크기로 비교하여 보
고 서로를 그들만의 위계질서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전멸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주의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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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하이오주 톨렌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국전쟁이 또 다른 세계2차대전이 될 지도 모른다고 했던 두려
움이 기억납니다. 제 이웃에 살던 한 젊은이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기 위해 징집되었을 때 세계2차대전에서 싸왔
던 그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목격했던 공포 속에 자기 아들도 자신처럼 떠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아들을 죽이고 자
신도 자살을 택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제주에서 본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의 나라와 여러분의
나라 사이의 군사적 관계 때문에 해안가의 산호초를 파괴시키고 어촌 주민들을 내몰아 가면서 그곳에 미 해군기지가
건설됩니다. 수 년 동안 주민들은 항의했고 때로는 그러한 그들의 행위로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뉴욕타임즈에 이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항의하였습
니다. 이 일로 저는 크리스틴 안을 만나게 되었고 DMZ를 걸어 넘는 여성들의 운동에 합세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군부대 주변에서 성적 폭력을 경험합니다. 군부대가 모든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위험이라는 점을 완전
히 밝히고 있는 책인 데이비드 바인이 쓴 ‘군 기지 국가: 해외 미군기지가 얼마나 미국과 전세계를 해치고 있는가’ 를
읽어보십시오. 전사자들이 전쟁터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군사주의와 가부장제는 서로 엉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계질서를 와해시켜야 합니다. 사실, 가부장
제는 인류 역사에 새로운 것입니다. 이는 원래부터 제주의 문화도 가부장적인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 북미의 문화
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육체가 남성의 소유물이 아님을 외치면서 가부장적인 결혼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거
부한 젊은 한국 여성들의 #Metoo와 TimesUp 운동에서부터, 여성 자신이 자기 삶을 통제하는 곳마다 출생률과 과
잉인구 현상이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평화운동을 주창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봉기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 십 년 동안 전 세계 여성들이 가정 내 남성의 여성 지배 종식, 한 인종의 다른 인종에 의한 지배, 그리고
소위 한국전쟁이라는 침략군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통일 한반도의 분단 종식을 외쳐온 것은 놀랄 일 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들을 막강한 평화의 대리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처음부터 여성들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해왔습니다.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대해서 행진하며 조
직하며 입법가들과 회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폭탄이 비 오듯 쏟아질 때, 17개국의 21명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참혹한 폐허 상태를 문서로 기록 하
였고, 즉각적인 분쟁의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북한, 남한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만나서 아
직도 끝나지 않은 이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에 우리 스스로의 몸
으로 DMZ를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여 전 세계를 상상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도전을 계속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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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남녀 평등을 믿는 여성운동가들이고, 가부장제가 위계질서와 폭력을 정상화 함을 알고 있는 평화구축자들 입
니다. 여성운동가들은 인간의 진정한 안보는 우리가 억압, 권력의 차이 그리고 군사주의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때 찾
아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바라기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평화와 안보로 이끌어
줄 상식적인 해결안인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이 평화 과정에 관여할 때마다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고 그 지속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여성
이 남성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인가를 증명해 내기 위해 남성성을 덜 갖는 성향이 있을 뿐
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엔과 미국이 여성들로 하여금 분쟁의 예방, 관리 및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결의
안을 통과시켰던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합의들이 종이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한국의 공식적인 평화정착 과정에 관여하는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와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인 평화구축과정을 지지하며 3대에 걸쳐 모든 남북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결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아가 국회의원
들과 로비활동을 하는 일에서 우리 스스로 DMZ를 넘어 북한 여성들을 만나는 것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이고 견고
한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고, 상향식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나무처럼 이것이 평화가 자라나는 유일한 방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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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ing the DMZ:
Transnational Feminist Organizing to End the Korean War

Gloria STEINEM
Writer, Political Activist,
Feminist Organizer

Dear Friends –
Thank you for the great honor of being invited to this DMZ Peace Forum.
As you just saw in a few filmed scenes from Women Cross DMZ four years ago, I am only one of thirty
diverse women peace activists from fifte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o traveled to North Korea and
then journeyed across the DMZ to South Korea.
We did this on the 70thanniversary of Korea’s division because we wanted to call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for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for women’s leadership in the peace process. We
ourselves physically crossed the DMZ because this highly militarized border – this narrow strip of land – is
the living result of the unresolved Korean War. It represents all the pain, separation, and trauma that this
conflict has inflicted on millions of people —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This lingering state of war is responsible for the continued tension and hostili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t prevents North and South Korea from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nd
keeps millions of Korean families separated, unable even to communicate with, much less see or embrace each other.
Last year, more than 3,000 elders in South Korea died without being able to see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North Korea. Also the so-called Demilitarized Zone (DMZ) has one of the highest concentrations of landmines on earth, and is used to justify the existence of landmines as an acceptable weapon
anywhere. Crushing sanctions contribute to hunger and illness in North Korea, particularly harming the
livelihood and well-being of women and children by keeping out needed food and supplies. Finally, the
DMZ is an ever-present remind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re still at war with each other,
and that at any moment, active hostilities could resume.
Both sides have nuclear weapons, and if such weapons were used, millions of people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would die, including some of the 100,000 U.S. citizens living in South Korea.
Some of us crossed the DMZ – and all of us are here today – to say that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We can avoid war. We can make peace. We can begin to heal the traumatic wounds of a past war and
a long division.

38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Keynote Speech
When thirty of us crossed the DMZ, we hoped to show that this long ago conflict need no longer separate families, prohibit communication, and provide excuses for land mines, nuclear weapons and an
expensive, ongoing U.S. military commitment. We wanted to show the world with our bodies that this
border is penetrable and arbitrary. With political will, it can be eliminated. The DMZ crossing was one of
the most meaningful actions I’ve ever participated in.
This was not without controversy, however. Even though our group included recipients of the Nobel
Peace Prize, including the great Leymah Gbowee, who helped to end fourteen years of brutal civil war
in Liberia, and Mairead Maguire, who dared to cross the deep divisions in Ireland, we were dismissed as
naïve by some and opposed as wrong by others.
But women who are hopeful and visionary are often dismissed as being naïve. In fact, hope is a form of
planning. If our hopes weren’t already real within us, we couldn’t even imagine them.
But even we could not have predicted that only three years later,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would meet in the DMZ and declare 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ut
in motion the kind of steps toward peace that we had marched for — soldiers from both sides shaking
hands and removing guard posts, and the beginning of land-mine removal from the DMZ. The new
reality is a tribute to Korean leaders and their determination to end the standoff that has separated their
people for generations.
Sadly, the chances for peace depend on Washington, where the division of Korea along the 38th parallel
was first drawn on a National Geographic map by two U.S. officers. Yet much of the U.S. leadership
is singularly focused on forcing North Korea to unilaterally denuclearize as a necessary basis for peace
talks. This approach is backward. To convince somebody to put down a gun, you first have to convince
them they will not be harmed. We need to establish peace first to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denuclearization.
The United States must respect the wishe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ir governments by negotiating
a peace agreement, which would take the threat of war off the table and improve the security of Koreans, Americans and the world. It’s time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replace the temporary
Armistice with a peace agreement.
I do not place my hopes in the current occupant of the White House, a man who was put in office not by
popular vote, but by an anachronism of our electoral system. Even though Trump has met with Kim Jong
Un, I fear his interest in peace has more to do with his desire for attention than any goodwill or concern
for the fate of the peop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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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I put my trust in the elected members of the U.S. Congress. Thanks to a handful of courageous,
forward-looking leaders such as Ro Khanna, Barbara Lee, and Andy Kim – working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S. peace movements led by Women Cross DMZ – there is now a House Resolution calling
for a peace agreement that would end the Korean War. An inspiring grassroots mobilization of citizens
across the United States has gained almost 40 co-sponsors to H. Res. 152. We still have a way to go,
but it is a worthy and practical journey to create space for peace.
So, we will use even this accidental President, too. Peace is a more important end than any means,
providing the means are peaceful.
If we each tell the truth about our own lives, the continuing state of war here has penalized us all from
the beginning, including even those of us who were safe and faraway. In my school in Toledo, Ohio, for
instance, I remember fearing that the Korean War would become another World War II. When a young
man in my neighborhood was drafted to serve in Korea, his father, who had fought in World War II, shot
his son -- and then also shot himself -- rather than see his son subjected to the horrors he himself had
witnessed.
And then there are the dangers of militarization, even when a war is not being fought. South Korea was
the first of the U.S. military bases in other countries. Because there was a technical state of war, American soldiers could not bring their families, and base areas became even more a site of sex trafficking
– often of women from the Philippines or other parts of Asia or even Russia – than U.S. bases in other
countries. So-called “camptowns” around these bases became deeply entrenched in the domestic
economy, using the same “comfort stations” that had been central to the Japanese war machine in the
19th century. In fact, some of the first women who worked in these “camptowns” were former “comfort
women.” Having suffered enormous physical and emotional trauma during World War II, they experienced another trauma by being unable to return home to their families after the war ended. They were
deemed unmarriageable by a society that believed the crimes inflicted on them made them shameful.
And like the “comfort women,” the women who worked in bars and clubs around U.S. bases became
the sanctioned buffer between foreign soldiers and “decent women,” their bodies used to absorb and
contain soldier’s predatory sexuality.
The women who worked in bars and clubs alongside U.S. bases in South Korea often did so not out of
choice but out of financial necessity. The devastation of the Korean War left many people destitute, and
without many options, women were forced to support their children, siblings, and aging parents in any
way they could. Despite incurring shame and stigma, these women became providers for their families,
helping them survive the harsh post-wa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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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why militarization and patriarchy go hand in hand. Patriarchy — a social phenomenon that perpetuates male control of female bodies in order to control reproduction — is the first step in every hierarchy.
It is even more harmful when race is involved. As such, patriarchy necessitates the normalization of
violence because half the human race cannot control the other half without force and the threat of force.
It’s no surprise then that war and militarization disproportionately impact the lives of those who are most
vulnerable — women and children. In the chaos and brutality of war, they become the victims of violence. And after war, women are left to rebuild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to deal with the damaged
men for whom violence has been normalized.
Of course, women often have no say in the decision to go to war, even though they suffer the consequences most intensely. Yet when we urge restraint or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we’re labeled “soft,”
“weak,” “naive” and “feminine,” while those who advocate for building up and using military force are seen
as “strong” and “masculine.” The surrealistic end of this false division is seeing male leaders comparing
the size of their nuclear buttons, and threatening to annihilate each other in the name of keeping their
particular hierarchy “safe.”
Militarism does not keep us safe.
In my school in Toledo, Ohio, for instance, I remember fearing that the Korean War would become another World War II. When a young man in my neighborhood was drafted to serve in Korea, his father,
who had fought in World War II, shot his son -- and then also shot himself -- rather than see his son
subjected to the horrors he himself had witnessed.
Also, I cannot forget what I saw on Jeju Island, perhaps the single most beautiful place on earth. Because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my country and yours, a U.S. Naval base was being constructed
there, destroying the coral reefs of the coastline and displacing the inhabitants of a fishing village. They
had been protesting for years, and were often imprisoned for their actions.
I came home and protested in every way I could, including writing against this U.S. base in The New York
Times – indeed, this is how I met Christine Ahn, and what led to my joining Women Cross DMZ.
And women experience sexualized violence around military bases. For a full expose of such military
bases as a danger to everyone, especially women, read David Vine’s Base Nation: How U.S. Military
Bases Abroad Harm America and the World. You will see that the casualties of war are not restricted to
the battl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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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sm and patriarchy are intertwined, which is why we must dismantle these hierarchical systems.
In fact, patriarchy is new in human history. This was not the original culture of Jeju Island, nor was it the
original culture in North America before patriarchal Europeans arrived.
There are now uprisings of women around the world, from the #Metoo and TimesUp movement saying
that female bodies are not male possessions to the young Korean women who are refusing to play their
role in patriarchal marriage; from a decline in birthrates and over-population wherever women are in
control of our own lives to the increasing number of women creating peace movements.
It’s no surprise then that for decades, women around the world have been calling for an end to the domination of women by men in the family, the domination of one race or ethnicity by another, and an end to
the division of one unified peninsula by a conflict between invading armies in the so-called Korean War.
All this makes women powerful agents for peace.
From the beginning, women have called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Women have been marching,
organizing, and meeting with lawmakers about the need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bombs rained down during the war, 21 women from 17 countries traveled to Korea to document the
devastation, and call for an immediate end to the conflict. In the 1990s and 2000s, women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met and discussed how to resolve the unended war. Then in 2015, we
continued that challenge to a global imagination by ourselves physically crossing the DMZ.
We are feminists because we believe i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and we are peace-builders
because we know that patriarchy normalizes hierarchy and violence.
Feminists believe that true human security comes when we diminish oppression, power differences and
dependence on militarism. Our ideas aren’t wishful thinking — they are common sense solutions that
actually lead to peace and security.
Studies show that whenever women are involved in the peace process, an agreement is both more likely
and more durable. Women are not smarter or better than men, we are just way less likely to have our
masculinity to prove. It’s why bo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have passed resolutions
calling for women to play active roles in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 Now we need
to get those agreements off paper and int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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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now, there are very few women involved in the official Korea peace process. Yet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women, here on the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who are working together to support
this historic peace process, walking together to end a war that has harmed three generations of Koreans.
We don’t know what the outcome of this process will be, but we do know that unless we act — from
taking to the streets to lobbying members of Congress and Parliament, from meeting with North Korean
women to ourselves crossing the DMZ — there will be no lasting, durable peace.
We are creating democracy and engaging in diplomacy from the bottom up.
Like a tree, this is the only way that peace g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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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스나이더
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스캇 스나이더는 미국 외교위원회의 한미 정책프로그
램 책임자이며 한국학 연구 선임위원으로 재직중이다.
스나이더는 하버드 대학에서 동아시아지역연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스나이더는 아시아 재단의 국제관
계프로그램의 선임 위원이자 동 재단의 한국 대표를 역
임하였다. 그의 주요 연구는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
경쟁 파워 시대의 자율과 동맹>, <한일 정체성 충돌: 동
아시아 안보와 미국>, <중국의 부상과 두 개의 한국: 정
치, 경제, 안보>, <선의의 포장: 북한에서의 NGO 경
험>, <벼랑 끝 전술: 북한의 협상행태>, <변화 속의 북
한: 정치, 경제, 사회>, <중간국가 한국: 글로벌 아젠다
에의 기여>, <글로벌 한국: 국제 안보에의 남한의 기여
>, <미국-남한 연합: 안보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
>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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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서 DMZ의 의의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2019년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평화로 가는 역사적인 사
건이다’ 환호를 받았고 트럼프는 DMZ를 넘어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첫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2018년 4월, 5월 열렸
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2년 사이 세번째로 DMZ가 각국 수뇌들에게 외교무대가 되었다. 이들 국
가수반간 회담을 통해 DMZ라는 장소에서 한, 한국을 둘로 나누는 경계선을 실제로 넘는 퍼포먼스는 한반도의 긴
장을 특징 짓는 분단에, 적대감이 감도는 분위기에, 1953년 한국전쟁휴전협정 서명 이래 왕래가 불가능하던 경계
선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런 정치적 상징이 평화를
향한 열망과 긴장완화를 현실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로 그 변화가 느껴지는 과정을 동반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이다.
지난해 동안 중요했던 또 하나는 군사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known as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CMA)으로, 이 협정에서 남북한은 긴장완화,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들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은 DMZ에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전쟁휴전협정 협상 이래 판
문점 안 및 근거리 지역에 관한 규정과 운영에 매우 크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군사협정과
그 후 두 한국과 미국이 취한 조치들은 한반도의 갈등을 한반도. 북동아시아 지역, 세계, 핵 영역에서 무엇인가 다
른 것으로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대결의 전초기지이던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협력의 교차로로 만들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국가들과 지도자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을 일단 밀어놓을 수 있는가, 이 지역을 포위하고 있
는 안보 딜렘마를 극복하고 불신을 협력과 개방으로 바꾸어 낼 능력이 있는가는 분명치 않다. 이 발표는 분단선이던
DMZ를 평범한 국경으로 바꾸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방안과 단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나는 이 발표에서 분단선이던 DMZ를 국경 통과점 (border crossing)으로 바꾸는 일의 심리적, 정치적인 의미를 살
펴보고, 2018년에 이를 목표로 개최되었던 남북한정상회담과 세 번에 걸친 미북회담의 성과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또한 군사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실행을 위한 협정을 중심으로 판문점선언과 그 선언 이후 이루어진 실
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DMZ가 국제정치에서 갖는 의미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가 묘사한
국제정치에 비추어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 발표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2018 4 27 판문점선언의 의미와 영향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가
장 기억에 남는 상징적인 행위는 하루 종일에 걸쳐 DMZ 남쪽 장소에서 진행되었던 회담과 만찬에 앞서, 김정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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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초대해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을 땅을 밟게 한 일이다.
그 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문은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에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2) “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선언하였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할 것,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추구할 것 등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이 선언은 남.북한연락사무소 개성에 설치, 8월 이후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만남 2회 개최, 다양한 남북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 남.북한 활동을 촉진하였다. 판문점선언은 평화구축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갖게 하는 길을 닦았고, ‘새로운 미북관계’ 구축을 약속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것,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선언이 발표되도록 하였다.
판문점선언에서 나온 가장 대담한 구상은,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 촉구, 남북한 협상을 통한 신뢰구축, 평양정상회
담에서 발표된 ‘군사분야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실행에 관한 협약 (CMA)’, 이에 이어 9월에 김정은과 문재인이
평양에서 서명 발표한 평양선언이다. CMA 선언의 내용과 그 영향은 그 선언이 있은 다음해인 2019년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간 약속 및 심각한 위험에 관해 중요한 채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갖기로 계획되어 있던 회의준비를 갑자기 취소한 뒤인 5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DMZ 판문점 북쪽에서 두 번째 비밀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때 양측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
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상대측이 첫 번째 역사적인 회의에서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양측의 의구심을 극복하고 미북정상회담을 다시 원래 궤도에 올려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싱가포르회담과 궤도를 같이 하는 김 - 문 회담 준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준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관료들이 김정은 자신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표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트럼프-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한 지도
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해야 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는 데 제한사항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트럼프-김 회담
자체의 정치적 심리적인 영향을 극대화했을 수도 있기는 하다.
DMZ에 대한 CMA의 영향과 의미
CMA의 의미 및 중요성은 CMA가 첫 번째로 상호간 합의한 조치 즉 화해, 불가침,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1991협
정 (이른바 기본합의서) 이래로 DMZ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한이 상호 합의한 첫 번째 조치들을 연상시킨다는 점이
다. 그러나 이 기본합의가 구상했던 신뢰와 안보구축을 위한 조치의 실행은 1990년대 초에 있던 첫 번째 북핵위기
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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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앞서 있던 정상회담들 즉 2000년 김정일-김대중 정상회담, 2007년 김정일- 노무현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남북
간 약속들은 문화 체육교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설립 및 운영 등 남북관계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결정적
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에 긴장완화 달성을 위한 약속을 포함시킨 것은, 남북한 긴장분위기 완화에 중요한 돌파
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물론 남북한이 이 합의를 실행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CMA에 들어 있는
내용은 남북한 대결 구도에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상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러나 그 합의가 상징적일 뿐이라도, CMA는 중요하다. 그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 갈등 분위기와 정서를 바로 잡
는 첫걸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 대립구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CMA가 남북한 긴장완화에 실제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일 것이다..
a) CMA 내용
그러면 2018년 9월 CMA 서명된 이후 CMA가 실제로 무엇을 이루었으며 CMA가 어떻게 DMZ를 대결의 전초기
지에서 협력의 교차로로 바뀌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CMA 개요를 서술하고, 그것이 남
북한 대결과 DMZ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 CMA에는 남북한 양측이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군사적 긴장 갈등의 원인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를 중지하기로 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남북한 공동군사위원회를 만들고 이
를 통해 대규모 군사훈련, 정찰활동에 관해 서로 논의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군사분계선 부근 지역과 서해상에
서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지정된 거리내에는 어떤 종류의 비행기이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막고 평화적인 협의를 통해 모든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취하기
로 동의하였다.
둘째, 이 발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CMA는 양측이 DMZ를 평화지역으로 변화시킬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
했다는 점이다. 이들 조치에는 DMZ 지역 내 초소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DMZ 내에 공동유물 발굴조사 시
작, DMZ 내 역사 유물발굴과 관련한 군사보장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지역을 해양평화지역으로 전환시킬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하였다.
넷째, 양측은 기간시설, 통신 확장, 동서 교통회랑 (the East West Transportation corridors)에서 관세문제를 포
함하여 교환, 교역, 협력, 상호방문, 접촉 확대에 필요한 군사보장조치를 세우고, 해주물길 (Haeju passage) 제주
해협을 북한 선박이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다섯째, 양측은 군사적인 신뢰구축 달성에 필요한 통신채널을 확대하기로 동의하였다.
b) CMA 초기 이행과 DMZ에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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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발표 이후, 양측은 유엔사령부와 함께 DMZ와 공동경비구역에서 회의를 갖고 위 내용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
인 조치를 확정할 것인가 후속협상을 가졌다. 예를 들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무기를 소지
하면 안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육.해.공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CMA에 기술된 대로 서해 부근 지정된 해안지역에
있는 대포, 함선에 설치된 총기류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CMA 이행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군사적으로 버티는 능력보다는 남북대결을 놓고 일어나는 심리적인 면에서 특히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 심리적인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DMZ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전투능력,
영토방위 능력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긴장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부는 아직도
상대방의 무기, 핵무기 및 불균형한 영역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
워야 한다.
공동경비구역을 실제로 가보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결과 이 지역의 긴장이 훨씬 누그러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것
이다. 초소를 철수하면 결과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대결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발적인 갈등이나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지는 경우는 아마도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 북한의 연평도 공
격, 2015년 남한 초소 근처에 폭발물 설치, DMZ 건너편 포격을 놓고 일어났던 긴장고조는 줄어들 것이다. CMA
에 따라 DMZ안 및 주변에서 시행된 실제적인 변화의 결과이다. 1994년 일어났던 사건처럼, 미국 헬리콥터가 실수
로 DMZ를 건너는 것과 같은 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긴장완화의 긍정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이 양측의 전
반적인 운영체제와 능력이 제기하는 위험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DMZ를 전초기지 또는 초소에서 진실로 정상적인
국경 횡단이 가능한 지점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C) CMA 실행을 막는 장애물들
CMA 실행이 초기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CMA에 따라 초기에 이루어진 감지할 수 있는 진전으로부터 다음 단계 군
비축소로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점증하고 있다.
첫째, CMA는 양측이 공히 실행해야 함에도 일부내용은 점차 한쪽 만의 관심사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공
동유적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의 열정 관심은 초기에 이미 없어진 듯 하다.
둘째, 북한은 미국-한국의 연합훈련을 CMA 위반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연합훈련에 대해 남한만 비난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연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라
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드러내 놓고 비난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또한 F-35 도입 및 현재 계획중인 국방비 증액,
무기구입 등 남한의 재래식무기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 역시 CMA 위반이라고 보는 것 같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연설 이후, 북한은 더 이상 남북한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정도에 이르렀
다. 이는 긴장완화에 대한 진전을 더 이상에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즉 남북한간 신뢰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CMA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사태변화이다. CMA에 서명할 당시 또한 평양선언 때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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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와 생각이 지금은 반대로 바뀌어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두 한국의 평화공존 성취를 포함 그의 소망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북한의 우선과제 및 전략이 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CMA 성취 위에 세워질 실제적인 군축협정 (operational arms control)의 다음 단계
남북한 관계가 현재 침체를 겪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DMZ를 평화지대로 바꾸기, 두 한국의 평화공존을 위한 환
경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남북한간 경계를 정상적인 경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축협정 분야에서 할 일이 남아 있
다. 남북한간 긴장이 일부 누그러지기는 했으나, 현재 구상중인 여러 조치가 양측 지도자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현재
의 대립분위기가 평화공존 상호승인 쪽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나는 DMZ를 평범한 국경으로
바꾸기 위해 다음 추가조치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1) 국경지대 행정을 민간에게 이양하라
국경지역 관리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하면 DMZ를 평범한 국경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북
한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군부가 통치, 안보를 감독하므로 국경지대 관리통제권이 민간인에게 있
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경지대 행정을 민간화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경지대를 관리할 별개 행정기
구를 만든다면 - 비록 그 책임은 여전히 군부 권한 아래에 두더라도- 이는 국경지대 비무장화에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휴전 협정 (KAA) 조항에 따라 국경횡단 허락 권한을 가지고 있는 UN군사령부도 국경횡단 관리를 민간인
에게 위임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UN군사령부는 오랫동안 막후 역할을 해왔을 뿐 실제로 국경횡단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므로 남북한 국경지역 교류 관리의 민간 위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 민간관리하에 정상화된 국경 교류는 휴전상태를 평화합의라는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평
화공존을 위한 진일보를 의미할 것이다.
2) 국경지대 감시에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기
여러 갈등지역에서 국경 모니터링은 오랫동안 전자, 비디오 장비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을 DMZ에서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온지 적어도 20여년이나 되었지만 남북한 긴장이 계속되던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문
제가 되고 있는 기술이 민간. 군인 겸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기술 또는 그 기술을 통해 얻은
어떤 정보를 나누는 일은 신뢰구축, 위험 감소, DMZ를 둘러싼 긴장완화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어야 한
다.
DMZ에 국경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면 모니터링은 하면서 DMZ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줄일 수 있어 매우 유용
한 신뢰구축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사람이 하는 잦은 직접적인 사찰, 점검 보다 덜 거슬리고 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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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는 가치가 큰 검증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슷한 여러 가지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간 핵무기감축협정 모니터링을 위해 넌 –루가 포괄적인 위협감소 방안
(Nunn – Luger Comprehensive Threat Reduction measures)의 일부로 수 십년간 사용되었고 이는 재래식무
기 감축의 검증방안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래식무기 모니터링에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북한 비핵화 검증에 같은 기술들을 사용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3) 남북한 경제협력을 제한 할 수도 있는 안보문제 해결
오랫동안 개성공업지역 물품의 효율적인 흐름에 장애가 되었던 수송, 세관, 통신 병목현상은 안보문제가 그 원인이
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 해결이 불가능 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어려웠는데, 협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북한의 안
보우려 때문이었다.
위 세가지 방해와 관련된 핵심문제들이 모두 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을 실질적인 군축협상 확대와 남북
한간 신뢰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안보문제로 직접으로 다루어야 할 수도 있다. 북한은 남북한 경제교류 재개, 유엔안
보리의 제재 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축협상과는 별도로, 이러한 안보문제를 다루는 절차에 대해 남북이
상호이해에 도달하고, 개성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더 나아가 신뢰를 구축할 합리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같은 접근방법은, 남북한이 그들의 접경지역 운영을 정상화하고 비핵화가 남북한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기에
충분할 정도로 진전되었을 단계에서 앞으로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문제 (issue)를 회의 안건에서 제외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안보에 관한 남북한협정은남북한이 평화공존을 한반도에 존재하는 뉴 노멀로 수용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일 것이다.
DMZ 변형을 지속시킬 구조적인 군축협상을 위한 초기 조치
DMZ를 평화지역으로 탈바꿈 시키려는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특징이고 CMA 실행은 남북한 긴장완화 분
위기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군축협상 조치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쉽게 상상하게 하는 분위
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징적인 조치란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남북 양측이 서로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통제할 수 있지 않는 한 그 유용성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실행이 될 경우 양측
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수준을 낮출 수 있는 상호구조적인 조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협상에는 양측 군
사기관을 대표하는 기술전문가들의 분석, 토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 구체적인 제안 등에 관
한 논의는 외교관에게 맡겨 두고 -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탐구가 가능한 분야의 일반적인 균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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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집된 군인 수 (conscripted military personnel) 줄이기
징집 군인 수를 줄이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관심사 일 수 있다. 북한이 직업군인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면, 남한
은 이를 보고, 특히 남한의 인구가 줄어들어 징집대상자 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므로 더욱, 남한의 군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생산노동력 상당부분이 군복무의무에 묶여 있어 김정은이 강
조하고 있는 경제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의무군복무 기간이 거의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이므로 북한 남자들이 민간분야에서 경제발전에 생산적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북한의 군복무기간을 줄
여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 것이다. 기술적으로 앞선 한미연합군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
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남한과 구조적인 군비축소협정을 맺어 남한의 군사력도 축소될 것을 그가 안다면, 북한의
병력 규모를 줄이는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에게 병력 감축에 관한 협상은, 현재 강제징집제도를 직업군인제도로 바꾸는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직업군인제도로 변화는 정치적으로 남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안인데, 북한이 병을 축소하는 방향으
로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정책이 논리적인 정당성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내재된 위험은 북한군 동원
해제 추세가 병력 능력의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언제든 예비군을 쉽게 다시 징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한반도에서 병력 규모 유지 능력 감소는, 특히 북한의 경우,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병력 감소라는 결과를 뜻
하는 것은 아니다.
2) DMZ 인근지역에서 병력 및 장비 철수
보다 의미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어려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군비감축협상에는 남북한이 DMZ 인근 최전선
에서 병력과 장비 철수가 포함된다. 군대와 장비 철수는 남북한 양측의 군사능력 감소라는 매우 가치가 있는, 그러
나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개성고원에서 북한의 대포를 철수하고 DMZ를 따라 배치된 포
병대 숫자를 줄이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북한은 DMZ 가까이 포대를 설치하여
오랫동안 한국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기대하는 대로 남한도 그들과 같이 군사능력을 축소할 경우 서
울이 너무 취약해지게 되는 위험해 빠질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포대배치에 관한 논의만으로는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력 축소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
한은 한반도의 훨씬 남쪽 지역도 포격할 수 있는 다연장발사로켓 (multiple launch rockets)을 개발, 배치하고 있
기 때문이다. 더욱, 의미있는 위험 감소라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북한의 핵위협도 재래식 무기로 하는 위협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분명히 한국-미국의 군사적인 능력과 탄력성을 꼭 같이 복제하는 것이 구조적인 군축협상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때문에, 병 및 장비 철수에 관한 논의는 남북한간 협상 중 가장 도전적이고 또 오랫동안 지연될 가능성이 많은 주
제일 것으로 보인다. 신뢰구축에 관한 협상에는 그것이 방어와 억제력에 대한 신뢰구축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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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중요한가에 대해 조심스럽고 기술적인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래식무기 축소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형태와 본질에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
남북한의 군사적 능력 축소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군축 약속이 의미있고 지속적인 것이 되도록 하려면 비례적인
위험감소 방안, 효과적 적극적 검증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모호한 태도, 상호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효
과적이고 구조적인 군비축소에 필요한 상호 군사력축소 진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경제지원
패키지나 상당수준의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억제력을 자발적으로 축
소하는 식으로 구조적인 군비축소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검증에 관한 협상 하기
검증은 구조적 군축협상에 중요한 요소이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능력 축소 논의를 막는 가장 큰 난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증이라는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데, 북한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아무 것도 숨기고 있는 것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역사를 통틀어 모호한 태도, 광기를 기본으로 지속된 정권이고, 항상 상호 호혜주의를 거부해왔다. 이
런 북한에게 검증협상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검증은 그 본질상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헤치려 하고, 적
대적이며, 더 많은 투명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증협상은 북한 정권이 불투명한 태도 격리는 더 이상 그들
의 생존비결이 될 수 없음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가를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일 수 있다. 스스로를 국제적인 시스
템에 통합시키기를 원한다면, 북한정권은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 상호호혜주의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할 필요
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북한간 교류에서, 검증은 북한에게 ‘내가 한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이다’를 증명하려
는 경쟁, ‘우리 동족끼리’를 버리고 남한과 평화적 공존을 위한 조건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특히 남.북한이라는 맥락에서, 북한이 외부 검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남한과 나머지 전세계
에게 북한의 의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이 타당한 검증 방
안 채택을 거절한다면 이는 북한이 아직도 남한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또는
북한의 제도가 더 많은 경제적 정치적 상호의존을 위해 호혜주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
인 대통령이 김정일을 밖으로 끌어내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비틀거리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내부상황
이 어떻게 변할지, 무엇이 최종결과가 될지 확신할 수 없다.
결론 : 협력 그리고 비핵화 없이는 DMZ의 완전한 전환은 성취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변형’이라는 생각에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큰 활력을 불어 넣었지만, 2019년 한반도 내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일어난 사태는 훨씬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의 대리자 역할, 평화

54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로운 남북한 관계 변화, 협력적인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 등 낙관적이고 심지어 이상적인 견해를 계속 고집하
고 있지만, 현실은 이 지역은 점증하는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은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가 가져올 수도 있는 안
보위험에 대해 무거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DMZ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단기적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크게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현재 작동 중인 세 가지 요인들이 있다.
첫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김정은은 그의 달걀 전부를 트럼프의 바구니에 넣은 것 같고, 이 때문에 그는 트럼
프와 성공적인 외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트럼프도 김정은의 바구니에 많은 달걀을 넣었고, 그와 김정은 간 좋은 관
계는 재선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의 정치적인 각본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불행히도, 트럼프의 성공이라는 정의는
완전한 비핵화와 바꾼 데탕트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 없는 데탕트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은 김
이 트럼프 보다 우위에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트럼프가 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김을 비핵화 과정
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못박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북한의 내부 정치상황이 불투명하고, 하노이회담 이후 북한의 여러 발표에서 보이는 분위기는 남북한 관계에
또한 북한이 전혀 새로운 사람처럼 되어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될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트럼프와 문의 북한 문
제 개입은 김이 살아 남으려면 궁극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김은 군부지도자들로부터 반대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군부지도자들은 북한의
경제적 변형과 이에 따른 변화를 그들의 특권과 지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것 같다.
셋째, 현재 진행중인 중미무역전쟁은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의 산소를 모두 소모해 버렸
고, 이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는 조치에 독을 넣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것이 사
실이라면, 미국이 중국의 묵인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중국의 파트너 북한에 대한 이차적인 제재일 것이
다. 그러나 2차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북한에게 지렛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
요약하면, 지난해 동안 DMZ 변화라는 전망은, 수십년간 휴면하고 있던 희망과 꿈을 깨우는 정도로 선례가 없는 진
전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DMZ가 평화로운 북한과 만나는 평범한 국경통과점이 되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진전이
가능할지는 분명치 않다. 이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무엇일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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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gnificance of the DMZ in International Politics
Scott SNYDER
Senior Research Fellow,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troduction
The June 30, 2019 summit meeting between Donald J. Trump and Kim Jong-un at Panmunjom was
hailed as an historic development, as Trump became the first sitting U.S. president to cross the DMZ and
set foot into North Korea. For the third time in two years, the DMZ had become a location for diplomacy
among state leaders, following inter-Korean summit meetings between Moon Jae-in and Kim Jong-un
in April and May of 2018. Through these meetings among heads of state, the site of the DMZ and the
literal crossing of the line dividing the two Koreas has symbolized a possible breach in the atmosphere of
division and hostility that has characteriz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 impermeable border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KAA) in 1953. The critical question is whether, and
how, political symbolism will be accompanied by a tangible process that helps to translate aspirations for
peace and tension reduction into reality.
Equally important over the past year has bee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known as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or CMA), in which the two Koreas agreed to symbolic measures designed to reduce
tensions and establish conditions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is agreement has
direct implications for the DMZ because it contains measures that have had the greatest tangible impact
on the operation and rules governing forces in and near Panmunjom since the negotiation of the KAA
itself. The CMA and possible follow-on measur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with the United states
have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nuclear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into something different—the promise of transform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outpost of
confrontation to a crossroads fo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ut the ability of the states and leaders
concerned to set aside mutual distrust and overcome the security dilemmas that beset the region and
replace mistrust with cooperation and exchanges remains in question.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the question of practical measures and phases that would be necessary to transform the DMZ from an
international dividing line into a normal border crossing.
In this presentation, I will examine the psychologic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goal of transforming
the DMZ from dividing line to border crossing and I will assess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ree
US-DPRK meetings that have occurred since 2018 as efforts to achieve that objective. I will also review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its implementation over the course of the past year, with special 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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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 to the U.S.-DPRK Singapore Agreement, the Pyongyang Summit Declaration, and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I will conclude with
an evalu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DMZ in international politics, particularly as portrayed b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n his August 15 Liberation Day speech.
The Significance and Impact of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Kim Jong-un held an historic meeting at Panmunjom, most memorably symbolized by a
handshake and an invitation to President Moon from Chairman Kim to step briefly over to the North Korean side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prior to holding a day-long summit and evening banquet
on the Southern side of the DMZ.
The joint statement from the meeting pledged to achieve: 1) “comprehensive and groundbreaking advanc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2) “joint efforts to alleviate the acute military tension and practically
eliminate the danger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3) to “actively cooperate to establish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a pledge to pursue a permanent peace
regime and to realize complete denuclearization.
This declaration stimulated a flurry of inter-Korean activit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liaison office at Gaesong and the holding of two rounds of family reunions at Mount Gumgang the
following August, the holding of a variety of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s and sporting events. In the
sphere of peace-build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paved the way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hold the Singapore summit and to announce a declaration pledging to build to build on the
Panmunjom declaration by establishing “new U.S.-DPRK relations” and committing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boldest initiative to come out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was the catalyzation of negotiations
to achieve tension-reduction and build confid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the negotiation
and announcement at the Pyongyang Summit of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alongside the Pyongyang Declaration between Kim
Jong-un and Moon Jae-in in Pyongyang the following September. The content of CMA and its impact
will be assessed below as a primary channel through which the promise and the peril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has subsequently played itself out in 2019.
Moon Jae-in held a second secret summit in Panmunjom on the northern side of the DMZ on May 2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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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which both sides committed to work together in support of the realization of the historic Singapore
summit following an abrupt decision by President Trump to call off preparations for the planned meeting
in Singapore.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getting the US-DPRK
summit meeting back on track by helping to overcome suspicions on both sides that the other side
might not follow through on the commitment to hold an historic first meeting or that the summit meeting might end with no agreement between the two sides. One disadvantage that made the Moon-Kim
meeting crucial in keeping the Singapore meeting on track during the preparatory stage was the difficulty
of other North Koreans in being able to represent the views of Kim Jong Un himself. The reliance by
necessity on a leader-driven process in preparations for the Trump-Kim summit realistically limited what
could be accomplished in substantive terms, but it probably maximized the political and psychological
impact of the Trump-Kim meeting itself.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CMA on the DMZ
The significance of the CMA is that envisages the first mutually agreed measures by both Koreas to
reduce tensions at the DMZ since the 1991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widely known as the Basic Agreement). But the implementation of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envisioned in the Basic Agreement was cut short in the early 1990s with the
emergence of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ter-Korean summit agreements on the occasion of prior summits between Kim Jong Il and Kim Dae
Jung in the year 2000 and between Kim Jong Il and Roh Moo-hyun in the year 2007 made progress in
promo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tourism promotion at
Mount Gumgang, and the establish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but they did not make headway in addressing inter-Korean security tensions.
As a result, the inclusion of pledges to achieve tension-reduction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represented a potentially significant breakthrough in relieving the atmosphere of inter-Korean tension--if
only the two sides could agree on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items contained in the CMA primarily represent symbolic rather than structural
changes in the structure of inter-Korean confrontation. Nonetheless, they are important, even if they are
symbolic, because they represent a first step in addressing the mood and psychology of confront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ddressing the structure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the actual contribution of the CMA to inter-Korean tension reduction will remain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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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ontent of the CMA
So what has the CMA actually accomplished since it was signed in September of 2018, and how has
the CMA helped to transform the DMZ from outpost of confrontation to a crossroads for cooperation? To
answer that question, I will first outline the contents of the CMA and then provide an assessment of its
impact on the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on the DMZ.
First, the CMA contains a pledge by both Koreas to “cease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To achieve this
objective, both sides pledged to consult with each other on large-scale exercises and reconnaissance
activ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Korean Joint Military Committee. Both sides pledged to
cease military exercise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in the Yellow Sea (West Sea) as well as
to designate No Fly Zones within designated distances for various aircraft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And both sides agreed to take measures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lashes and to solve
all military issues through peaceful consultations.
Second, and most significantly for the purposes of this paper, the CMA pledged both sides to take
measures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These measures included the withdrawal of Guard
Posts within the area of the DMZ, the demilitarization of the Joint Security Area (JSA), the intiation of a
joint remains recovery project within the DMZ, and consultations on military assurance measures related
to the excavation of historical remains within the DMZ.
Third, the two sides pledged to take measures to turn the area around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into a maritime peace zone.
Fourth, the two sides agreed to devise military assurance measures necessary to expand exchanges,
cooperation, visits, and contacts, including expansion of infrastructure, communication and customs in
the East and West Transportation corridors and to dicuss use of the Haeju Passage and the Jeju Strait for
North Korean vessels and for shared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Fifth, the two sides agreed to expand
communication channels necessary to achieve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b) Initial Implementation of the CMA and Implications for the DMZ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CMA, the two sides held follow-on negotiations together with the
UN Command to determine how specific measures would be implemented at the DMZ and in the JSA.
For instance, the demilitarization of the JSA involved the establishment of new protocols for access and
monitoring of personnel inside the JSA, who would not carry firearms. Both sides negotiated protocols
for the removal of guard posts and for managing joint excavation between the two sides. Both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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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d on measures to prevent accidental military clashes at land, air, and sea, and covered the barrels of
coastal artilleries and ship guns in designated areas near the West Sea as described in the CMA.
The implementation of the CMA has had its greatest impact on the psychology surrounding inter-Korean
confrontation rather than on the capabilities that both sides would bring to bear in the event of a conflict.
The greatest beneficiaries of that change in psychology have been those who are closest to the DMZ.
The atmosphere has become less tense, even though the military capabilities to fight and defend territory largely remain in place. The militaries must still plan to defend against all capabilities in each other’s
arsenals, including the nuclear and other asymmetrical dimensions of potential conflict on the peninsula.
The physical experience of visiting the JSA will be considerably less tense as a result of the demilitarization of the JSA. The removal of guard posts removes a forward presence that could generate a hair-trigger confrontation. The likelihood of accidental conflict or escalation of small incidents has probably been
reduced. For instance, the odds of 2010 tensions such as the North Korean shelling of Yeon-pyong
Island and the 2015 tensions surrounding planting of explosives near a South Korean guard post and
artillery fire across the DMZ should be reduced as a result of the physical changes implemented in and
around the DMZ under the CMA. The possibility of a US helicopter accidentally crossing the DMZ such
as the incident that occurred in 1994 should be reduced. These are positive outcomes resulting from
reduced tensions, but they do not address the dangers posed by overall operational posture and capabilities on both sides. Those issues have been left as homework for the future, if the DMZ is truly to be
transformed from an outpost and a guard post into a normal border crossing.
c) Emerging Obstacles to Implementation of the CMA
Despite early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CMA, there are mounting obstacles that may short-ciruit the
possibility of pursuing the next stage of inter-Korean arms control or that could even induce a reversal of
the tangible initial progress made under the CMA.
First, joint implementation in some areas has become unilateral implementation. The North Koreans have
not participated in joint remains recovery exercises since the initial stages of the project. The enthusiasm
and commitment of the North Koreans to joint projects appears to have flagged at an early stage.
Second, the North Koreans have begun to criticize U.S.-ROK joint exercises as a violation of the spirit
of the CMA. North Korean criticism of these joint exercises has been contained only to South Korea,
although there are hints that North Korea feels that that the continuation of the exercises is a violation of
a pledge that President Trump made in Singapore. North Korea has also been strongly critical of South
Korea’s continued expansion of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F-3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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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d South Korean defense spending and acquisition measures, which North Korea seems to also
see as a violation of the CMA.
Third, following President Moon Jae-in’s Liberation Day speech, the North Koreans went so far as to say
that they would no longer engage in inter-Korean dialogue, a development that presumably would foreclose the prospect of further progress in tension-reduction and which suggests a failure of the CMA to
achieve the objective of inter-Korean confidence building. It seems that the North Korean tone and mood
surrounding the signing of the CMA and accompanying Pyongyang declaration has reversed,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North Korean priorities and strategies have shifted to the detriment of Moon
and his hopes to achiev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Next Steps in Operational Arms Control That Would Build on the Accomplishments of the CMA
Despite the immediate downturn in inter-Korean relation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ims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and to achieve conditions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By that measure, there is more to be done in the area of operational arms control to make
the inter-Korean border a normal border. Although tensions between the two sides have relaxed, the
measures envisioned should change the mindset of the two leaders to replace the current atmosphere
of confrontation with a mutual acceptance of peaceful coexistence. With this in mind, I recommend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additional measures designed to transform the DMZ into a normal border.
1) Turn the Administration of Border Crossings Over to Civilian Officials
An agreement to turn the administration of border control responsibilities over to civilian officials charged
with managing the border would help transform the DMZ into a normal border. This proposal will be
difficult for the North Korean side to accept because the military has been charged with overseeing sovereignty and security, and the task of border control has not been civilianized. It may not be possible for
North Korea to accept the civilianization of administration of border crossing, but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administrative body that manages border crossings, even if the responsibility remains under the
purview of the military, would be a significant step toward demilitarizing the management of the border.
The UN Command (UNC), which under the terms of the KAA remains in charge of border crossing approvals, may also object to the civilian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border crossings. However, the UN
Command has long served a behind-the-scenes role that need not interfer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border exchanges or be impacted by the civilianization of management of border exchanges
by the two Koreas. The normalization of border exchange under civilian management would r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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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p toward peaceful coexistence that could justify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with alternative
peace arrangements.
2) Enhance Use of Technology to Monitor the Border
Border monitoring arrangements in conflict areas have long relied on the installation and sharing of electronic and video monitoring arrangements. Such technologies have been proposed for use in the DMZ
for at least two decades, but circumstances have not allowed for the application of this technology to
reduce inter-Korean tensions. So long as the technology in question does not have dual use applications, however, the sharing of the technology or any information gained through that technology should
be legitimately considered as a means by which to build confidence, reduce risk, and lower tensions
surrounding the DMZ.
The introduction and sharing of border monitoring technologies to the DMZ may serve as a useful confidence-building measure that can both monitor and enable reductions in concentrations of manpower
and equipment along the DMZ. It may also serve as a valuable tool for verification that would be less
intrusive than frequent in-person inspections and help enable North Korea to feel more confident about
such arrangements.
Similar technologies have been used to good effect as part of Nunn-Luger Comprehensive Threat Reduction measures designed to monitor nuclear arms reduction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for decades, and could be applied to conventional tension reduction as a verification measure.
Setting a precedent for the use of such technologies in the conventional realm may pave the way for
the incorporation of these technologies as a valuable verification mechanism as part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3) Address Security Issues That May Limi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posals should also address the security dimensions of the transportation, customs, and communications bottlenecks that have long hindered the potential and efficient flow of goods as part of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past it has proved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proponents
of the project to address these issues, in part due to North Korean security concerns surrounding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in these areas.
Since the core issues surrounding these three obstacles have focused on security, perhaps they should
be addressed directly as security issues in the context of expanded operational arms control and confidence-building between the two Koreas. The North Koreans will likely attach concessions on the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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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 to the reopening of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and the lifting or repeal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But there is still a good justification for the two Koreas to reach an understanding, separate
from arms control negotiations, regarding procedures for handling these security issues, to resume the
Kaesong project and build further confidence.
Such an approach would signal that the two Koreas intend to normalize their cross-border operations
and remove from the agenda an issue likely to become an obstacle to future cooperation at a stage when
denuclearization has proceeded far enough tha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ight resume. An
agreement on these issues would send a powerful signal that the two Koreas are serious about embracing peaceful coexistence as the new normal on the Korean Peninsula.
Initial Steps Toward Structural Arms Control That Would Sustain the Transformation of the DMZ
The objective of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has political salience for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MA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achieving that objective by promoting an atmosphere of reduced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But while operational arms control
measures may help establish an atmosphere in which it is easier to envision a trust-based relationship,
symbolic measures that signify intent are potentially reversible and therefore have limited utility unless
the respective capabilities by both sides to hold each other at risk are also addressed.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explore reciprocal structural steps that, if implemented, would reduce the level of threat
faced by both sides. Such negotiations will require analysis, discussion, and buy-in from technical specialists representing military institutions on both sides. This section will address general trade-offs in areas ripe for exploration through detailed negotiations, leaving space for diplomats to discuss the specific
proposals and linkages best explored at the negotiating table.
1) Reduce Level of Conscripted Military Personnel Levels
Both Koreas may hold a convergent interest in reducing the number of conscripted personnel on both
sides. South Korea would likely view North Korean steps to reduce the size of its professional military as
an opportunity to ease manpower burdens at a time when South Korea’s demographic base of available
manpower has declined. In North Korea, the sizable portion of productive North Korean labor tied up by
military obligations may be hampering Kim Jong-un’s emphasis on economic development.
The decade-long obligatory service in the North Korean military dramatically reduces the amount of time
North Korean men are able to productively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rivate sector. If
Kim Jong-un is serious about economic development, it may make sense for him to reduce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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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erm of military service. Though Kim may not feel he can do so while facing a technologically
advanced combined U.S.-ROK force, a structural arms control agreement with South Korea might help
him to reduce the size of North Korea’s military with the knowledge that South Korean capabilities would
also be reduced.
For South Korea, a negotiation over reductions in military manpower could pave the way for a shift from
universal proscription to a professional volunteer force. This shift would likely be politically popular among
South Korean youth and could be justified in line with North Korean steps in the same direction. The
danger of such a step would lie in the likelihood that a trend toward North Korean military demobilization
would hardly mean a reduction in its capacity of military personnel, given the likelihood that North Korean
reserves could easily be remobilized. A reduction in the size and capacity of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not necessarily result in an irreversible reduction in manpower capacity, especially on the
North Korean side.
2) Implement Pullbacks of Personnel and Equipment Near the DMZ
A more meaningful, and potentially incredibly difficult, dimension of structural arms control would involv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over pullbacks of forces and equipment from front-line areas
near the DMZ. Troop and equipment pullbacks would yield valuable, but likely reversible, reductions in
capacity on both sides. A pullback in North Korean artillery from the Kaesong Heights and the thinning
of North Korean artillery tubes deployed along the DMZ would be most significant from the U.S.-South
Korean perspective. North Korean artillery placements near the DMZ have long allowed North Korea to
hold Seoul hostage, but North Korean expectations for similar drawdowns on the South Korean side run
the risk of leaving Seoul too vulnerable.
A focus on North Korean artillery placements alone could also prove ineffective in reducing North Korea’s
ability to hold Seoul at risk now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and deploying multiple launch rockets
(MLRs) that can target areas further down-range the peninsula.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hould be addressed alongside the conventional threat in order for meaningful risk reduction to
be achieved. North Korea will undoubtedly consider the resiliency and duplication of U.S.-ROK military
capabilities as part of any structural arms control negotiation targeting capabilities on both sides.
For this reason, a discuss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pullbacks will likely be among the most challenging and protracted issues for negotiation between the two sides. Negotiations will involve careful
technical evaluation of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confidence-building for defense and deterrence. Moreover, conventional military drawdowns will need to be linked to both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to the nature and form of U.S. capabilities on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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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s in capabilities on both sides should occur simultaneously, with proportionate risk reductions
and effective and intrusive verification measures for an agreement to be meaningful and durable. Yet
North Korea’s opacity and resistance to reciprocity will constitute serious obstacles to progress toward
the mutual reductions in capability necessary to achieve effective structural arms control. Progress in
structural arms control involving voluntary reductions in capacity to deter the other side may be difficult
to achieve in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deal involving both a sizable economic assistance package
and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The Challenge of Negotiating Verification With North Korea
Verification, an essential element of structural arms control, may remain the biggest sticking point in
achieving progress in reducing North Korea’s capabilities to threaten South Korea. Verification justifies
proves an adversary is worthy of trust, but North Korea has not shed its opacity and has thus far been
unwilling to prove that it has nothing to hide.
The North Korean regime has historically thrived on opacity and paranoia and has historically rejected
reciprocal actions. Negotiating verification is hard for North Korea because most verification process
are inherently intrusive, adversarial, and enhance transparency. But negotiating verification can also be
a litmus test of the extent to which North Korea has recognized that the regime can no longer insist on
opacity and isolation as the key to survival. The regime will need to accept and adapt to higher levels of
transparency and reciprocity as the essential condition for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system. In inter-Korean interactions, verification will also mean that North Korea has to set aside the
competition for legitimacy and the focus on “our nation together” in order to fully accept conditions of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South.
From this perspective, North Korea’s willingness to accept outside verification measures, especially in
the inter-Korean context, provides the essential evidence of substantial change in North Korean intentions, both toward the South and toward the rest of the worl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failure to
adopt reasonable verification measures becomes potential evidence that it still harbors ill-intent toward
South Korea, or that the North Korean system is unable to evolve in the direction necessary to accept
reciprocity as the price for greater economic and political interdependence. Unfortunately, for the moment, the tide seems to be turning in the wrong direction. Moon’s efforts to draw Kim out and build
mutual trust are faltering, and we cannot be sure about how the internal situation in North Korea may
shift or what the final outcome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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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A Full Transformation of the DMZ Cannot Be Achieved Without Cooperation—And Denuclearization
If the summitry of 2018 gave a big boost to the idea of peaceful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vent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2019 have provided a much more sober and realistic view.
President Moon Jae-in has persisted in maintaining an optimistic and even idealistic set of views on
South Korean agency and the prospects for peaceful transform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esulting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ecurity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t a moment when the
region is faced with rising rivalry and North Korea seems to be having second thoughts about the security
risks that might accompany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There are three critical factors currently at play that will likely influence near-term prospects for realizing
further positive transformation around the DMZ—and by extension the prospects for achieving further
tension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factor is the Trump factor. Kim Jong Un appears to have put all his eggs into the Trump basket,
and he needs diplomacy with Trump to succeed. Trump has put a lot of eggs in the Kim basket, and has
incorporated his good relationship with Kim into his political narrative in support of reelection. Unfortunately, his definition of success continues to look like détente without complete denuclearization rather
than détente in exchange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National Security Advisor Bolton is set on
ensuring that Kim does not get the better of Trump and that ultimately Kim will be pinned down to a
denuclearization process rather than Trump being outfoxed by Kim.
Second, internal politics in North Korea are opaque, but the post-Hanoi trend in North Korean pronouncements has been troubling both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for the prospect that North Korea might
turn over a new leaf and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Yet the underlying assumption behind both
Trump’s and Moon’s engagement of North Korea is ultimately that Kim will have no choice but to change
if he is to survive. But it is possible that within North Korea, Kim is getting the opposite message from
the military leaders who may see Nor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nd accompanying changes as
an assault on their privileges and status within North Korea.
Third, the ongoing Sino-US trade war has taken all the oxygen out of the room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 and it may well be in the process of poisoning prospects
for cooperative action to pressure North Korea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If this is the case,
Washington’s only option to secure Chinese acquiescence would be coercion against Chinese partners
of North Korea in the form of secondary sanctions. But the threat of secondary sanctions against Chinese
economic partners of North Korea does not change the fact that China has many more forms of l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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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its will felt in Pyongyang than does the United States, so U.S. capacity to pressure North Korea
remains indirect.
In sum, the prospect for further transformation of the DMZ has seen unprecedented progress over the
course of the past year, awakening hopes and dreams that have remained dormant for decades. But the
prospects of further progress towards turning the DMZ into a normal crossroads with a peaceful North
Korean counterparty remain unsure, and we do not yet know what the next chapter of the story will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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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기원과 평화지대화 방안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Ⅰ. 머리말
2019년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째 되는 해이다.1 엄밀하게 말해 정전협정은 6.25 전쟁을 잠
시 멈춰놓은 군사협정이라 할 수 있다.2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그 누구도 정전협정
에 기초한 정전체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이어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오
늘날까지 평화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멈춰놓은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전협정 당
사자들 사이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3 남
과 북 사이에도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4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러한 제반 노력들은 현재까지 제대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
한 이른 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5 2018년 4월 27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
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등의 조치들을 합의했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의 실질적 비무장화에도 합의했다. 정전협정의 핵심은 교전 쌍방 간 군사적 충돌
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쌍방의 군사력을 분리시키기 위한 경계로서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과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라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에는 글자 그대로 개인소총을 제외
하고 군사시설이나 장비는 반입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1 정
 전협정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교전 쌍방 군사령관들 간에 적대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체결하는
군사적 성격의 협정이다. 정전협정의 공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2 따
 라서, 현재의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상태처럼 보이나, 법적으로는 전쟁상태이다. 그래
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이 어렵다면 종전이라도 선언하자는 논의가 오가고 그런 합의도 도출된 것
이다.
3 정전협정 제62항에는 정전협정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를 규정해 놓았다. 정확한 시한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954년 스위스 제네바
에서 당사자 간 평화회의가 열렸지만 별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1997~98년 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전협정
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정전협정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모여 회담을 진행했
지만 역시 합의 없이 종료된 바 있다.
4 1
 992년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서 남과 북은 현재의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
고한 평화상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5 문
 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는 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 동북아 및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 ③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3가지이다.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서울 : 국가안보실, 2019), 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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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중무장지대로 변화되어 있다. 수많은 경계시설과 중무장 화기들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다. DMZ
내 남북 간의 가까운 경비초소(GP : Guard Post)는 거리가 1km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충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27 선언에 기초한 9.19 군사합의에서는 거리가 가까운 GP 중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11개 초소를 시범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 것이다.6 이를 계기로 하여 실
제 비무장지대내 모든 GP 폐기 등 실질적으로 비무장화시키고 평화지대로 만든다면 이야말로 현재의 정
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실질적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7
이 글은 “DMZ의 기원과 평화지대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냉
전시대 한반도 분단과 6.25 전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DMZ의 기원과 안보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제3장에서는 군사적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설정한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남과 북
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 남과 북 사이에 합의되고 추진되었던 DMZ의 평
화적 이용과 관련된 합의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 그 이행실태를 어떠한지에 대해 점검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이를 기초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제4장은 앞서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우리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야 할지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향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
지를 분야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DMZ의 기원과 안보적 의미
이 장에서는 DMZ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알아보고, 나아가 안보적 차원에서는 어
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DMZ는 군사분계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함께 봐야 할 것이다.
1. DMZ의 설정 배경 및 과정8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된 6.25전쟁(일명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
될 때까지 3년 1개월 동안 이어졌다. 정전을 위한 협상은 전쟁 발발 1년 1개월 후인 1951년 7월 개시되
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 관련 협의는 협상 초기인 1951년 7월10~11일 개최된 정전협정
제1~2차 본회의부터였다. 쌍방은 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제2 안건인 비무장지대 설치를 위한 군사
분계선 문제를 비롯한 6개 의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7월12일부터 7월26일까지 기간 중 제3~10차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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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서 제2조에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
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 ①항에서는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
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7

상기 합의서 제2조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
화, DMZ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 등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8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서울 : 2011), 157~1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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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공산군측은 38도선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8도선을 군사분계
선으로 설정하고 그 38도선을 중심으로 쌍방 10km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측은 정치·역사적 이유로 설정된 38도선은 군사분계선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군사분
계선은 추상적인 선이 되어서는 안되며 현존하는 실질적인 군사상황에 준하는 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20마일 넓이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산군측은 계속해서 38도선을 고집하면서 휴전이 성사되는대로 모든 외군군대의 철수에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측은 군사분계선의 설정에는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과 공군의 전투구역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유엔군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상기시켰
다. 1951년 8월1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쌍방은 본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비공개로 군사분계선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측은 호드스 소장과 버크 제독을 대표로, 공산군측은 조선
인민군 이상조 소장과 중공군 세이핑 소장이 대표로 참석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가 진행되었다. 몇 차례
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공산군측은 “만일 유엔군측이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전역에서 공군과 해군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기권하는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38도
선을 고집하던 입장에서 물러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고 양
보 의사를 보여줌으로써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유엔군측은 정전협정에 조인할 시점에서 접
촉선을 따라 군사분계선을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공산군측은 지금 당장의 접촉선을 따라 군사분계
선을 설정하여 사실상 정전상태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1951년 11월23일 분과위원회에서 쌍
방은 그 당시의 전선과 접촉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그 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2km
씩 총 4km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지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안건은
1951년 11월 27일 개최된 제28차 본회의에서 완전합의하게 되었다.
2. 정전협정 MDL/DMZ 관련 규정
1953년 채택된 정전협정 제1조 제1~4항에 의거 1954년 9월까지 군사분계선은 임진강 장단반도에 세
워진 표식물 제0001호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의 마지막 표식물 제1,292호까지 표식되었다. 그중에 696
개는 유엔군측이, 나머지 596개는 공산군측이 관리책임을 맡기로 하였다. 표식판의 바탕은 황색이고 글
자는 흑색으로서 남쪽을 향해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북쪽을 향해서는 국문과 중국어로 ‘군사분계선’이라
고 쓰고 그 밑에 표식판 번호가 표기되었다. 표식물의 간격은 어느 표식판이든 앞에 서거나 좌우로 봤을
때 다음 표식물이 보여야 하며, 군사분계선이 직선일 경우에는 500미터를 넘지 않고 굴곡선 일 경우에는
300미터를 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6항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
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7항에서
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8항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
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하였다. 요컨대,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경우에는 상대방 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비무장지대를 출입
할 경우에는 군사통제 지역 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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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Z의 안보적 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쌍방의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일종의 완충
지대이다. 정전협정의 핵심개념은 교전 쌍방 간에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이다.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여 상호 접촉하고 있는 피아 군사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여
기서 군사분계선은 쌍방의 군사력을 격리시키는 기준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교전 쌍방의
군사력을 격리시키는 지대로서 병력의 주둔, 무기 배치, 군사시설 설치 등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말하는
것이다.9 그렇다면 DMZ의 안보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일종의 전쟁 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DMZ란 글자 그대로 비무장
지대로서 적대 쌍방의 군사력을 분리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 동안 DMZ는 남과 북의 군사력을 분리시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 재발
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해 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그동안 DMZ는 정전협정에 규정
된 내용과는 달리 남과 북의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좁아졌고, 그 사이로 중무장 상태
에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져 왔다. 지난해 합의한 9.19 군사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충돌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
운데, 남북간 군사합의사항들이 잘 준수된다면,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으로 비무장화시키고 평화지대화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DMZ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억
제하는 소극적 기능을 뛰어넘어 남북간 교류와 협력, 나아가 평화정착 및 통일로 나아가는 평화의 공간
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셋째, 한미동맹과 나아가 국제안보협력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질수 있다.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유엔
군사령관과 북한, 중국군 사령관이다. 따라서 DMZ 군사분계선 이남의 구역의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
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DMZ는 한미동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
사를 배척하고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당사자간 포럼이 활성화된다면, 지금의 DMZ를 평화지
대화하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의 의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이 국제평
화유지군으로 전환하여 활용되는 방안이 그 하나로서 채택이 된다면 국제안보협력의 장으로 활용될 수
도 있는 것이다.10

9

이상철, 위의 책, 157쪽.

10 물론, 평화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의 유엔군으로 하여금 평화지대를 관리하는 평화유지관리임무를 부여하는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발제문에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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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MZ의 평화지대화 추진경과 및 제한사항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간 DMZ평화적 이용과 평화지대화 추진경과를 살펴
보고 실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DMZ 관련 남북 입장
가. 북측 입장
그동안 북한은 DMZ의 평화나 생태 보존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군사적 우위를 유지
하느냐 여부에 더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판단된다.11 정전협정에 명시된 대로 DMZ를 비무장화해나가자
는 기본합의서의 합의 이행이나 우리측 제의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12 그러면서
도, 북한은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적극성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합의
에 따라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관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는 북측은 적극 호응해 온 전례가 있다.
그러던 북한이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
기 위해 구체화한 9.19 군사합의에서 DMZ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GP의 시범파괴, 그리고
JSA의 비무장화에는 성의를 보였지만, 이후 금년 4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DMZ 유해발굴에
대해서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뿐 만 아니라 JSA의 자유왕래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13 특히, DMZ의 평
화지대화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DMZ
의 비무장화 나아가 평화적 이용, 그리고 평화지대화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나. 우리측 입장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것이므로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남북대치 현실을 고려하여 점차 비무장화되어야 하며,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관리·감독하는 체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유엔사의 관할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

11 북한은 그동안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으로부터 현저하게 남측으로 추진했다. 특히 GP의 숫자가 남측에 비해
거의 3배에 해당된다. 즉, 북한의 GP는 우리의 GOP와 같은 위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진 배치한 것은 그
만큼 군사분계선과 DMZ를 체제보장의 방패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문성묵, “DMZ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방안”, 코리아DMZ협의회 주최 제6회 제주포럼(2011) 발제문, 73~74쪽.
12 2005년, 남북군사실무회담 당시 우리측이 DMZ내 GP 숫자가 너무 많으니 이를 줄여나가자는 우리측 제의에
지금은 그런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다.
13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할 사실은 북한측이 유엔사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JSA비무장화에 합의하
고 남-북-유엔사 3자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한 북한이 유엔사와의 협의를 거부하면서 JSA 자유왕래를 위한
절차논의에 진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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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14 다만,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평화지대화를 추진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MZ의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이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여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현실화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으로 인해 현재는 모두 중단되어 있지만, 북핵문제가 진전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재개한다는 입장이다.15
2. 남북간 합의 및 이행실태
가. 주요 합의 및 이행실태16
주요 합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12조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DMZ평화적 이용
의 추진키로 합의

이행 실태
북측의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요구에 우
리측이 호응하지 않자 이행 거부

2000년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경의선 철도구간 연결 합의

연결,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

2018년 9.19 군사합의서
DMZ 평화지대화 합의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
DMZ내 유해 공동발굴 등

GP 10개소 시범 파괴 및 JSA비무장화에는
북측이 호응했으나, DMZ 유해공동발굴과
GP전면 철수 논의 위한 공동위에는 미호응,

나. 이행상황 평가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 최초의 합의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이다. 동 합의서는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을 규정한 합의서이다. 동 합의서 12조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14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합의한 대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반면, 북한측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전협정체제를 노골적으로 무실화해 왔다. 급기야 2013년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한 바도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면 현재의 정전협정의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15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의 과제 중,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실현”이라는 과제에
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추진하되 접경지역의 평화벨트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가안
보전략, 앞의 책, 57쪽 참조.
16 DMZ관련 합의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합의만 발췌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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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적 이용을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될 당
시만 해도 이 합의서가 잘 이행된다면 동서독의 통일처럼 20년 안에 통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1992년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모두 타결하고, 분야별 공동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북한은 1993
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해야 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했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
자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전면 거부했다.17
2000년 6.15 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2차 회담이 2000년 8월말 평
양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담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구간의 연결과 관련된 합의를 하고 동
사안의 논의를 위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개최에도 합의를 하였다. 그해 9월 제주에서 국방장관회
담이 열렸고 동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에 합의하고 1번국도와 경의선 철도, 7번국도와 동해선 철도의 연결이 성사
되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이 현실화 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차원에서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에서는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조치로서 GP 10개소 시범
파괴와 JSA 비무장화조치를 이행했다. 이는 남과 북이 최초로 DMZ내 군사시설의 파괴와 비무장화라는
군사조치를 이행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측은 이미 합의한 공동유해발굴이나 GP 전면
철수문제를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만 이행되는 현실이다.
3. 제한사항
첫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지지부진이다.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선결해
야 할 과제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보고 있
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과 선순환이라는 입장으로 노력해 왔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30일 트
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갖고 2~3주 내 실무협상의 재개에 합의했지
만,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리어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면서 잇단 미사일 도발을 이
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북한의 정전협정 불이행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전협정의 준
수이다. DMZ를 비무장화시키고 나아가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도 정전협정의 규정과 정신으로 돌아가자
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정전체제를 무력화해 왔고, 급기야 2013년 정전협정에
대한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도 이의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북한의 유엔사 배제 입장이다.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과 북한, 중국군 사령관 간의 협정이다.
정전체제가 유지되는 한, 상대측 관할권자인 유엔군사령부는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사의

17 당시 북측의 입장을 보면 과연 이 합의서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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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를 요구하면서 DMZ 내에서 공식적인 관할권 행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18 JSA 비무장화 과
정에서 남북한과 유엔사의 3자협의기구에 호응했던 북한이 유엔사를 문제 삼아 호응하지 않는다면 정전
협정과 관련된 DMZ의 평화지대화 논의 자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넷째,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미흡이다. 남북간 군사적 신뢰가 공고해질 때 비로소 본격적인 군비통제
로 돌입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일정 부분 신뢰를 쌓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후 합의이행 실태가 미진한 것은 역시 신뢰가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DMZ내 GP 철수에
그토록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북한이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서 시범파괴에 호응한 이유는 자기들
이 원하는 정찰금지 등의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속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 신뢰구축에 진전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DMZ 평화지대화는 요원할 수 있다.

IV. DMZ의 평화지대화 정책방향 및 과제
DMZ의 평화지대화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남
북간에는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합의도 있었고 이를 실현시킨 사례도 있었다. DMZ의 평화
지대화를 위한 합의도 했고 부분 이행했다. 하지만, 부진하다. 여러 제한사항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필요
성은 인정하면서 부진한 것은 방안의 부재보다는 의지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추진 의지를 제고
시키고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정책방향과 과제라 할 수 있다.
1. 정책방향
첫째, 한반도 평화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가 이 땅의 평
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이 문제가 남아 있는 한,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은 어려울 것
이다. 북핵 문제 진전이 있어야 제재도 풀리고 DMZ를 통한 교류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한미공
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으로하여금 이미 합의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
는 것 만이 북한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전협정과 남북합의를 기본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6.25전쟁 이후 제2의 6.25의 발발
을 억제한 법적·제도적 장치이다. DMZ 또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DMZ
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정전협정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간 새로
운 합의 도출보다는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시행해야 한다. 66년 동안 이어져 온 정전체
제를 하루아침에 평화체제로 바꿀 수는 없다. 더욱이 남과 북 사이에는 신뢰가 부족하다. DMZ 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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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GP를 철수하는 일도 북한으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서두르기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과
제반 상황을 보아가며 차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북측의 호응 없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안인, 평화누리길 등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 과제
가. 군사 분야
우선, DMZ 내 GP 완전 철수와 JSA를 공동경비 구역화하는 일이다. 군사분야에서는 이것이 핵심 과
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합의한 DMZ 내 남북유해 공동발굴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해발굴
은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의미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과 6.25 전쟁의 유산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다. 아
울러, 인도주의 차원에서 상징성도 큰 합의라는 점에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경제 분야
남과 북은 2000년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해 개성공단의 가동과 금강산 육로관광이
라는 경제협력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지만, 북핵 문제
가 해결된다면 언제나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의 연결통로는 기존 경의선과 동해선에 이
어 경원선과 인근 도로의 추가 연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 수역의 측량작업이 완
료된 만큼, 공동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임진강 공동수방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존중한다면 평화수역의 설정과 공동어로 또한 추진 가능하다.
다. 역사·문화 분야
9.19 군사합의에서는 DMZ내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
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번 시범 파괴한 11개 GP 중 역사성이 높은 각 1개소의 경우 비무장화하되
파괴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유용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장차 DMZ 내 평화
누리길 확대, 유엔평화대학 유치나 생태평화공원의 설치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과제이다.

V. 맺음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지금은 정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체결 이후 이
땅에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정전협정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멈춰놓은 상태이기에 지속 가능한 평화상태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DMZ의 평
화지대화 또한 실현되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정전협정 당사자 간, 그리고 남북 간에는 평화체제로의 전
환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들을 이루었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합의와 이행을 통해 개성공
단과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현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서는 DMZ의 평화지대화에 합의
하고 남북 군사 당국 간 처음으로 DMZ 내 GP를 모두 파괴한다는 전제하에 10개 GP를 파괴하는 조치
도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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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지대화가 더딘 이유는 방안의 부재라기 보다는 의지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현재
로서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
결 등 평화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DMZ의 평화지대화는 정전협정의 규정과 남북간 기
합의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상황에서는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한 자세로, 점진적, 단
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대가 있는 만큼 일단, 우리 측이 추진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하면서 서서히 확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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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Origin and Ways to Transform it into a Peace Zone
MOON Seongmook
Chief of Unification Strategy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Ⅰ. Introduction
The year 2019 marks the 66th year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1 Strictly
speaking, the Armistice is a military agreement that halted the Korean War temporarily.2
When the Armistice was concluded on July 27, 1953, no one would have predicted that
the ceasefire based on this Armistice would last this long.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till remains in an unstable state of ceasefire with a halted war, not in a state of peace. In
the meantime, the parties to the Armistice have made attempts to transition the present
Armistice from its political level to a peace treaty level.3 The two countries of the Peninsula
have also been continuing their efforts to transform the current state of ceasefire into a
state of peace.4 Unfortunately, these efforts have not paid off to date.
Against this backdrop,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came to power in May
2017, has been actively pushing forward with the so-called “Peace Process in the Korean

1 What is an armistice agreement? It is a military agreement, signed between army commanders
of parties engaged in a war, to temporarily stop hostilities. The official full title of the Armistice
Agreement is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2 Thus, while in real life,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may appear to be in a state of peace
without a war, legally, it is still in a state of war. This is why the inter-Korean summit discussed
about declaring the end of the war if concluding a peace treaty was too difficult, and actually
issued such a declaration.
3 Article 62 of the Armistice Agreement stipulates until when the Armistice shall remain in effect.
It does not specify an exact deadline but states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 a peaceful settlement at a political level.” Under this provision, an inter-party peace conference was held in
Geneva, Switzerland, in 1954, but ended with little success. Between 1997-1998, the four parties to the Armistice –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met in Geneva,
Switzerland, on the agenda of transforming the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but again, ended
without reaching an agreement.
4 In Article 5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of 1992, the two sides agreed to “endeavor together to transform the present state of armistice into a solid state of pea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o “abide by the present [...] Armistice Agreement [...] until such a state of
peace [is]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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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to transform the current state of ceasefire into a stable state of peace.5 On April
27, 2018, the two Koreas agreed to the “Panmunjom Declaration”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held at the Peace House in Panmunjom. The Declaration includes a proclam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an agreement on a peace treaty, along with complete denuclearization. It also contains agreements on measures to advance inter-Korean relations and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order to establish genuine peace in the Peninsula. Furthermore, it agrees to the actual demilitar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as a measure to reducing military tensions. The key to the Armistice is to prevent military
conflicts between belligerents. In other word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serves
as a boundary for separating military forces on each side, and the DMZ as a buffer zone.
Military facilities or equipment other than individual rifles are not allowed to be brought or
installed in the DMZ, as the word DMZ explains itself. But today, the DMZ is not a disarmed
area, but rather a heavily armed area. Numerous guard facilities and heavy weapons are
deployed in the area. Guard posts (GPs) within the DMZ that lie closest between the two
Koreas are less than 1 km apart, meaning that conflicts can arise at any time. Hence, in
the Military Agreement of September 19, which is based on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April 27, the two Koreas agreed to conduct a preliminary closedown of 11 GPs within
a 1-km distance, out of all the GPs lying closest to each other, and this was carried out.6
Taking this opportunity, if we can de facto demilitarize the DMZ and truly make it a peace
zone, that would be part of a substantial measure to transforming the current ceasefire
state into a peace state, and the ceasefire regime into a peace regime.7

5 T
 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three goals for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① Finding
a peacefu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②
Contributing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nd ③ Creating a secure society that protects the lives and safety of its people. Refer to Office of National Security
(2019).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 21). Seoul: Office of
National Security.
6 In Article 2 of the Military Agreement of September 19,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devise
substantive military measures to transform the Demilitarized Zone into a peace zone.” Then in
Paragraph ①, “the two sides agreed to completely withdraw all Guard Posts (GPs) that lie within
1 km of each other as a preliminary measure to withdrawing all GPs within the DMZ.”
7 Article 2 of the above Agreement includes additional measures for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such as “demilitare[izing] the Joint Security Area (JSA),” “proceed[ing] the pilot project of an Inter-Korean Joint Operation to Recover Remains within the DMZ,” and “continue[ing]
consultations on military assurance measures related to joint survey and excavation of historical
remains within the DMZ.” Chapter 4 will discuss these measures in mor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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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origin of the DMZ and the measures
to transform it into a peace zone.” To this end, Chapter 2 will first examine the origin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DMZ, which is a product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Cold War Era, and the Korean War. Chapter 3 will summarize the
positions of the two Koreas on transforming the DMZ – established to prevent military
conflicts – into a peace zone. The chapter will also look into what kinds of inter-Korean
agreements were made and carried out regarding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nd
where these agreements currently stand at in terms of their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the chapter will examine the limitations we face in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Chapter 4 will consider details reviewed in previous chapters to first explore
what should be our policy direction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Then, on the
basis of this policy direction, the chapter will discuss the tasks per field that lie ahead of us.
II. Origin & Security Implications of DMZ
This chapter will examine the background and processes of how the DMZ was established, and what implications this has at the security level. The DMZ cannot be understood
independently of the MDL, so the latter will also be looked at together.
1. Background & Processes of Establishing DMZ8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with North Korea’s sudden invasion of South Korea on
June 25, 1950, lasted for three years and a month until the Armistice was signed on July
27, 1953. Negotiations for the ceasefire began in July 1951, a year and a month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Consultations on establishing an MDL and DMZ began early in the
negotiations, starting at the first and second plenary sessions of the Armistice, held on
July 10-11, 1951. The two sides discussed about the agenda of the meeting and agreed
on six agenda items, which included the MDL issue for the establishment of a DMZ as the
second agenda item. During the third to the tenth plenary sessions, held from June 12 to
June 26, the Communist Army claimed that since the war broke out at the 38th parallel, in
order to go back to square one, the 38th parallel should be set as the MDL with a DMZ of
10 km around the MDL. In response,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pointed out that
the 38th parallel, which was established for political and historical reasons, is not suitable
as an MDL and that the MDL should not be an abstract line but an real line that reflects the
existing military situation, and stated that the present line of contact should be established

8

Refer to LEE Sang-chul (2011). Armisti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p. 157-160).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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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MDL with a DMZ of 20 miles around the MDL.
The Communist Army insisted on the 38th parallel, demanding that all foreign troops be
withdrawn as soon as the ceasefire is reached. The UNC asser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MDL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combat zones of the ground forces but also the
naval and air forces, reminding the other side that the UNC has control of the sea and air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t the plenary session held on August 15, 1951, the
two sides agreed to create a sub-commission under the plenary session, which will deal
with the MDL issue behind closed doors. Accordingly, discussions were undertaken by
the sub-commission – the UNC represented by Major General Hodes and Admiral Burke,
and the Communist Army represented by Major General LEE Sang Cho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Major General Seiping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fter several sub-commission meetings, the two sides reached an agreement, in principle, as the
Communist Army showed its willingness to make concessions, “If the UNC does not make
additional demands for abstaining from its air and naval dominance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urse of setting the MDL, we can agree to backing down our stance on
the 38th parallel and making the present line of contact the MDL as argued by the UNC.”
Meanwhile, the UNC proposed setting the MDL along the line of contact when the two
sides sign the Armistice, whereas the Communist Army insisted on doing so immediately
and de facto enter into a state of ceasefire. Finally, at the sub-commission meeting held on
November 23, 1951, the two sides set the MDL along the line of front and line of contact,
and created a map of a 4 km-wide DMZ with 2 km each on the north and south of the
MDL. This agenda on establishing an MDL and DMZ was finalized and fully agreed at the
28th plenary session held on November 27, 1951.
2. MDL/DMZ Regulations in Armistice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Armistice adopted in 1953, the MDL continued to be drawn
until September 1954, starting from the first signboard, no. 0001, installed at the Jangdan
Peninsula of the Imjin River to the last signboard, no. 1,292, installed on the east coast. Of
the total number of signboards, 696 were installed and to be managed by the UNC, and
the remaining 596 by the Communist Army. Texts were written in black fonts on the yellow
background of the signboards, with the texts in Korean and English for those signboards
facing south and the texts in Korean and Chinese for those signboards facing north, all
of them indicating “MDL” and a signboard number below it. Signboards were installed at
intervals that made the next or previous signboard visible when standing in front of the
signboard or when looking on either side, maintaining a distance of no more than 500 m
when the MDL is straight and 300 m when the MDL is cu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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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Paragraph 6 of the Armistice stipulates that “neither side shall execute any hostile act 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Also, Paragraph 7 stipulates that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Paragraph 8,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in the demilitarized zone shall be permitted to enter the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either side unless specifically authorized to do so by the
Commander into whose territory entry is sought.” In short, the provisions are stipulating
that an authorization from the military commander of the opposing side is required to cross
the MDL, and that an authorization from the commander of the military controlled area is
required to enter the DMZ.
3. Security Implications of DMZ
As seen above, the DMZ is a kind of buffer zone that separates military forces of two sides
to each side of the MDL. The key concept of the Armistice is to stop hostilities between
belligerents. To stop hostilities, the MDL and DMZ need to be established to separate forces that are in contact with each other. Here, the MDL refers to the line that isolates military
forces to each side, and the DMZ to the zone that isolates these forces, as well as a buffer
zone that bans the stationing of the troops, the deployment of weapons, the installation of
military facilities, etc.9 Then, what implications does the DMZ have at the security level?
First, the DMZ is meaningful as a kind of war deterrent that prevents military conflicts. The
word is self-explanatory, but the DMZ is a demilitarized zone established to separate military forces of two opposing forces, and thus prevent clashes. Accordingly, it is meaningful
that the DMZ has, for 66 years after the Armistice was signed, served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separates military forces of the two Koreas, that prevents military clashes,
and that deters the outbreak of another war. Obviously, unlike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Armistice, the DMZ has been considerably narrowed in terms of the space that separates the military forces of the two Koreas, and has become a heavily armed area, where
the two forces are sharply confronting each other. Conflicts, both large and small, have
arisen here. Conflicts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if the Military Agreement of September 19, issued last year, can be implemented in good faith.

Second, the DMZ is meaningful as a space that serves to build military confidence and
establish peace. While abiding by the Armistice, if the two Koreas comply well with their
9

LEE Sang-chul, (2011). Armisti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p. 157). Seoul.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83

Parallel Session 1-1
military agreements, it will not only build military confidence, but also substantially demilitarize the DMZ and transform it into a peace zone. In such case, the DMZ will become
more than a simple, passive function that prevents and deters military conflicts, and be
transformed into a space that enable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by
extension, a peace zone that establishes peace and furthers unification.
Third, the DMZ is meaningful as a platform for US-ROK alliance, and by extension,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The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are the UNC commander and the North Korean and Chinese military commanders. Thus, the UNC commander has jurisdiction over the area south of the MDL. It is in this perspective that the
DMZ acts as a link in the US-ROK alliance. This is also why North Korea is trying to exclude
the UNC and demanding its dissolution. If, in the futur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amicably, and inter-party forums to discuss about the end of the war and a peace
treaty are invigorated, discussions can proceed on the agenda of how to transform the
current DMZ into a peace zone and manage the zone. In this process, if ways to convert
the UNC into UN Peacekeeping Forces and ways to utilize this are adopted as a solution
to the agenda items, the DMZ could also become a platform for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10

III. Progresses & Limitations in Transforming DMZ into a Peace Zone
As aforementioned,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is a plan that was already
agreed last year through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April 27 and the Military Agreement of September 19. In this chapter, we will examine the progresses of the inter-Korean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nd the progresses in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and look at what limitations exist in the process.
1. Inter-Korean Stance on DMZ
A. North Korea’s Stance
North Korea has shown little interest in peace or ecological preservation in the DMZ. They
have rather shown more interest in whether they can maintain military superiority.11 In fact,
10 Obviously, the issue of assigning the peacekeeping and management task of overseeing the
peace zone, to the current UNC after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needs to be reviewed
from multiple angles, so I would like to leave this topic out of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11 North Korea has significantly been pushing southward from the northern limit line (NLL) of the

84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they have been passive in implementing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 demilitarizing the DMZ as stipulated in the Armistice – or in responding to our suggestions.12 At the
same time, they have been eager in projects that involve economic benefits. North Korea
has a precedent of actively engaging in the connection project of the inter-Korean railways
and roads pursuant to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issued on June 15, 2000, and
through which resulted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overland tours.
But then, North Korea agreed to the actual demilitarization of the DMZ at the inter-Korean
summit on April 27 last year, and again to the transition of the DMZ into a peace zone in
the Military Agreement of September 19 that crystallized the disarmament. They showed
some sincerity in the preliminary destruction of the GPs and the demilitarization of the JSA,
but since, they have not been responding to the recovery of the remains in the DMZ, which
was agreed as the next step to be taken jointly starting April this year.13 In particular, they
have not been responding to the operation of the South-North Joint Military Commission,
which was set up to discuss in earnest the transition of the DMZ into a peace zon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s such, North Korea is showing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 demilitarization of the DMZ, its peaceful utilization, and its transformation into a peace zone.
B. South Korea’s Stance
South Korea has maintained its stance that since the DMZ was established under the
Armistice, it should basically be managed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f the Armistice. Our
opinion is that considering the reality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DMZ
should gradually be demilitarized, and that as long the current Armistice is maintained, not
DMZ. In particular, their number of GPs is almost three times that of South Korea. In other
words, North Korea’s GPs correspond to South Korea’s GOPs. They seem to have deployed
GPs in this manner because they recognize the MDL and DMZ as a shield for securing their
regime.
MOON Sung-mook (2011). How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p. 73-74). 6th Jeju Forum: Korea DMZ Council.
12 During an inter-Korean military meeting in 2005, South Korea proposed gradually reducing the
number of GPs in the DMZ because there are too many, but North Korea rejected the idea,
saying that we are not in a situation to discuss such issues right now.
13 Another thing to note here is that North Korea is calling for the dissolution of the UNC. North
Korea, who had agreed to the demilitarization of the JSA and to the creation of a trilateral
consultative body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C, refused to consult with the
UNC, and in consequence, discussions on the procedures for the free travel of the JSA are not
making any progress.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85

Parallel Session 1-1
only should the regime for complying,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Armistice be maintained, but also the jurisdiction of the UNC should be respected.14 However, we are taking
an active position to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nd to make it a peace zone. As
aforementioned, some areas of the DMZ were opened and designated as management
zones, and railways and roads were connected here to actualize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overland tours. Obviously, these are all currently
on hold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s and missile provocations, but we are willing to
actively resume the activities i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akes progress.15
2. Inter-Korean Agreements & State of Implementation
A. Key Agreements16
Key Agreements
Article 12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of 1992

State of Implementation
North Korea refused the implementation

when South Korea did not respond to their
Agreed to set up a South-North Joint Mil- demand to stop our Team Spirit exercise in
itary Commission to discuss the peaceful 1993.
utilization of the DMZ

14 As agreed in Article 5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e two sides should abide by the
present Armistice Agreement to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been blatantly nullifying the Armistice regime since the early 1990s. Indeed, they even
declared the scrapping of the Armistice in 2013. In order to transition from a ceasefire regime
to a peace regime, compliance with the present Armistice must precede.
15 Amo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tasks for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second
task is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co-prosperity.” For
this task,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taking an active stance, pushing forward with new
economic initiatives for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as a peace belt in the border
area.
Refer to Office of National Security (2019).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 57). Seoul: Office of National Security.
16 Many agreement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DMZ, but we will only refer to the major
agreement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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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of the First Inter-Korean Minis- Connection of the Gyeongui Line and Donghae
Line railways and roads, operation of Kaesong
terial Meeting in 2000
Industrial Complex & Mt. Kumgang overland
Agreed to connect the railway section of the tours were realized through working-level milGyeongui Line
itary meetings
Military Agreement on Sept. 19, 2018

North Korea responded to the pilot destruction

Agreed to turn DMZ into a peace zone

of 10 GPs and the demilitarization of the JSA,

Pilot GP withdrawal, JSA demilitarization & free but not to the joint commission for discussing
the joint recovery of remains in the DMZ and the
travel
complete removal of all GPs.

Joint recovery of remains in the DMZ

B.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Status
The first inter-Korean agreement made on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was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of 1992. The Agreement is one that stipulates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Article 12 of the Agreement, the two sides agreed to set up a South-North Joint
Military Commission and discuss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in terms of building
military confidence. At the time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as concluded, there
was high expectation that if well implemented, this Agreement would reunite the two
Koreas within 20 years, just like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However,
after concluding all the annex agreements per field and creating a joint committee per
field in 1992, North Korea insisted in 1993 that they will only fulfill the Agreement if the
Team Spirit exercise is stopped, and when South Korea did not accept this demand, they
refused all implementation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17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pursuant to the Joint Declaration on
June 15, 2000, a second round of Inter-Korean Ministerial Meeting was held in Pyongyang
at the end of August 2000. In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meeting, the two Koreas agreed
to connect the railway section of the Gyeongui Line and to organize the first Inter-Korean

17

Given North Korea’s stance at the time, we cannot help but wonder whether they agreed to
this Agreement with the intention of fulfill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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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Ministers’ Meeting to discuss the issue. In September of that year, the defense
ministers’ meeting was held in Jeju, and pursuant to the joint declaration of this meeting, a
working-level military meeting was convened, through which the two sides agreed to the
military assurance measures for connecting the railways and roads, and the connections of
the no. 1 national highway and the Gyeongui Line railway, and the no. 7 national highway
and the Donghae Line railway were completed.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a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was actualized.
Through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the two Koreas agreed to substantially demilitarize the DMZ in a bid to ease military tensions, and through the Military
Agreement of September 19 to implement the former, the two sides agreed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As a specific measure, the two executed a pilot destruction
of 10 GPs and implemented demilitarization measures for the JSA. This was the first time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ok military measures to destroy military facilities within
the DMZ and demilitarize the zone. However, North Korea is not responding to the SouthNorth Joint Military Commission, which is to discuss the pre-agreed issues of jointly recovering remains and full withdrawal of the GPs. The reality is that agreements are only
partially implemented.
3. Limitations
First, the slow progress of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The first step
in transitioning the Armistice regime to a peace treaty regime is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lso deems this issue as its top-priority
task. Accordingly, it has been striving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parallel
with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with a stance that this is the virtuous cycle.
There have been two rounds of US-North Korea summits, one in Singapore and another in
Hanoi, but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so far. On June 30, President Trump held a surprise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t Panmunjom and agreed to resume
working-level negotiations within 2-3 weeks, but the negotiations have still not been held.
Instead, North Korea is continuing a series of missile provocations, demanding a change in
the US attitude.
Second, North Korea’s non-fulfill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precondition for
transitioning the Armistice to a peace treaty is compliance with the Armistice. Demilitarizing the DMZ and transforming it to a peace zone also refer back to the regulations and
spirit of the Armistice. But North Korea has been neutralizing the Armistice since the early
1990s, and even after declaring the scrapping of the Armistice in 2013, they have not restor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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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North Korea’s stance to exclude the UNC. The Armistice Agreement is one made
between the UNC commander and the commanders of North Korea and the Chinese military. As long as the Armistice is maintained,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er party, the UNC,
should be respected. But North Korea has been demanding the dissolution of the UNC and
taking issue with its official exercise of jurisdiction within the DMZ.18 If North Korea - which
had previously accepted the trilateral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themselves, South
Korea, and the UNC, during the demilitarization process of the JSA – takes issue with the
UNC and does not respond, it is all too natural that something related to the Armistice discussions on making the DMZ a peace zone – will also be difficult.
Fourth, a lack of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between the two Koreas. Only when inter-Korean military confidence is solidified can the two Koreas enter into a full-fledged
arms control. The South Korean military believes that a certain level of trust has been built
through the issuance of the Military Agreement last year, but the lack of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agreement since then proves against this trust, rather showing that there is
not enough trust. North Korea, which until then had shown such a passive attitude toward
withdrawing GPs within the DMZ, may possibly have accepted the pilot destruction at the
Military Agreement of September 19 last year, with the ulterior motive of accomplishing
their own purpose – a ban on the reconnaissance. If no progress is made in building military
confidence, making the DMZ a peace zone could be a long way off.

IV. Policy Direction & Tasks to Transform DMZ into a Peace Zone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is something that must be realized one day,
and its necessity is indisputable. There have been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regarding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well as cases where the agreements were
realized. The two made an agreement to make the DMZ a peace zone, and this was fulfilled
in part. However, the progresses are sluggish. This is due to several limitations. In retrospect, slow progress despite the acknowledgement of the necessity was due to the lack
of will, rather than the absence of a measure. Thus, measures for raising the willingness to
proceed and overcoming the limitations can be regarded as the policy direction and tasks
for us.
18 North Korea claims that the UNC is only a name and is actually a US soldier wearing a UN hat.
The existence of the UNC will inevitably be an inconvenient matter to North Korea since they
failed to win the Korean War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UN. Thus, North Korea is demanding the dissolution of the UNC as a means of dismantling US-ROK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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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licy Direction
First, we must devote ourselves to creating peace condi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s
discussed previousl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fundamental threat to peace in
the Peninsula. As long as this problem persists, it will be difficult to transform the current
ceasefire state to a peace state. Only when progress is made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 sanctions be lifted, and ca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come possible through
the DMZ. By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based on the US-ROK cooperation,
we must actively persuade North Korea that showing, in action, a full denuclearization as
agreed, is the only way they can survive and develop.
Second, the basis should be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e Armistice i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contained the outbreak of
another war after the Korean War. The DMZ has also served as a function and role for preventing military conflicts.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should be sought on the basis
of and in compliance with the Armistice. Moreover, the implementation of matters already
agreed should take precedence over creating new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Third, progresses should be gradual and phased, and should start in the viable fields. We
cannot transform overnight, the 66-year-old ceasefire regime into a peace regime. Furthermore, the two Koreas lack mutual trust. Withdrawing all GPs within the DMZ would be
difficult for North Korea. Therefore, rather than hurrying, we need to remain calm and look
at how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For now, I
believe that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carry out matters, such as Pyeonghwa (Peace)
Nuri-gil, that we can undertake by ourselves even without a response from North Korea.
2. Tasks
A. Military Field
The foremost task is the complete withdrawal of the GPs within the DMZ and making the
JSA a true joint security area. This is a key task in the military fiel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pursue a joint recovery of the inter-Korean remains within the DMZ - something
which was already agreed upon. The recovery of the remains is significant in terms of
complying with the Armistice, as well as building military confidence and preserving the
legacy of the Korean War. Furthermore, the recovery is an agreement that is symbolic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and thus needs to be undertaken in priority.
B. Econom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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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wo Koreas have experienced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overland tours through the connection of
Gyeongui Line and Donghae Line railways and roads in the 2000s. These are currently
inactive du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but they could resume at
any time i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solved. With regard to the inter-Korean
connecting passage, additional connections of the Gyeongwon Line and neighboring roads
could be considered, following the connections of the Gyeongui Line and Donghae Line.
Also, as surveying work is completed at the Han River estuary, this could be used jointly.
Moreover, flood control of the Imjin River could be pursued jointly. If North Korea recognizes and respects the northern limit line (NLL), the two sides could also establish a peace
zone of the waters and a joint fishing area.
C. Historical & Cultural Field
In the Military Agreement of September 19, the two sides agreed to continue discussing
military assurance measures for the joint investigation and recovery of historical remains.
Among the 11 GPs that were last demolished on a preliminary basis, the two Koreas had
agreed to simply demilitarize but not destroy one GP that had a high historical value, and
this would also be a useful project in the long run. Other future tasks include ways to expand the Pyeonghwa (Peace) Nuri-gil within the DMZ, host the UN University for Peace, or
install an ecological peace park.

V. Conclusion
The two Koreas are maintaining a ceasefire regime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ly 27, 1953. The Armistice served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for
containing the outbreak of a second Korean War. But the present Armistice does not end
the war but leaves it at a standstill state, so there is a need to transition the situation to a
sustainable peace state. In this process, the DMZ should become a peace zone. Various
agreements have been made to date between parties to the Armistice and between the
two Koreas regarding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In fact, there is a precedent where
the two Koreas realized th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Kumgang
overland tours through agreements on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nd its implementation. At the Military Agreement, signed on September 19, 2018, the two Koreas
agreed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Peninsula, the inter-Korean military authorities took measures to demolish 10 GPs on the
premise that all GPs within the DMZ would destroyed later. But today, agreemen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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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made are not being fully or properly implemented.
The slow progress in turning DMZ into a peace zone stems from the lack of will, rather
than the absence of a plan. Currently, many limitations exist,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o overcome this, we need to focus on creating peaceful circumstances,
such as finding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Moreover, it is desirable that
the transformation of the DMZ into a peace zone should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inter-Korean agreements.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 calm, gradual, and phased approach is needed rather than a rush. Since we
have a counter party, it is desirable for us to first start with the matters we can pursue on
our own, then gradually expand to other matter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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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KOO Jaryong
밸류바인 대표 컨설턴트
Chief Consultant, Valuevine

구자룡 박사는 2004년부터 한국 서울에서 브랜드컨설
팅 회사인 밸류바인을 설립하고 대표 컨설턴트로 일하
고 있다. 그는 2003년 상명대학교에서 브랜드 분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특별시, 화성시, 안
성시 등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는 2016
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서울브랜드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는 <도시브랜드 자
산의 평가와 지수화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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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구자룡
밸류바인 대표 컨설턴트

Ⅰ. DMZ 조사 개요
1. DMZ 조사의 목적
• 본 조사1의 목적은 한반도 DMZ(비무장지대)의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 그리고 정체성을 파악하고
• 주요 접경지역의 브랜드자산을 비교 평가하여 DMZ의 경쟁력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하는데
있음
2. DMZ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정량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함. 이를 위해 DMZ에 대한 이미지 인식과 브랜
드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서울, 경기, 인천, 강원)과 중국(홍콩, 심천), 독일(베를린, 그뤼네스반트 접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 설계를 했음
• 또한 정성적인 자료를 통해 DMZ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고자 인터넷(웹) 상에 존재하는 DMZ 키워드의 검색 량
과 언급량을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 트렌드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
2) 응답자 특성
• 본 조사는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성별(1:1), 연령별(1:1:1:1)로 인구 특성에 따른 할당 표본 추출을 했기 때문
에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냄
• 본 조사는 DMZ와 유사한 접경지역에 대한 브랜드 자산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선전-홍콩 접경지역), 독일
(그뤼네스반트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에 응답 가능한 한국(500명)과 중국(150명), 독일(150명) 거
주 응답자에 대해 표본할당을 했음
• 응답자의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한국인의 경우 주로 서울(46.0%)과 경기도(45.0%)에, 중국인은 홍콩(92.7%)에, 독일인은
베를린(52.0%)과 그뤼네스반트 접경지역(48.0%)에 분포함
Ⅱ. DMZ의 이미지
1. 서베이 조사에 나타난 DMZ의 이미지
1) DMZ 최초 연상 키워드
• DMZ에 대한 최초 연상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표현하면 <그림 2-1>과 같이 ‘북한’, ‘남북분단’, ‘지뢰’, ‘평화’, ‘

1

본 분석은 2019년 7.16-26 기간동안 경기연구원의 의뢰로 PMI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함.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95

기획세션 1-1
휴전선’, ‘전쟁’ 등 이외에도 언급된 수는 미미하지만 김정은, 훌륭함, 평화, 청정구역, 철새, 무서움, 냉전, 깨끗함,
긴장감, 희망, 흥미로움, 호기심, 신비, 도널드 트럼프, 군복무, 관광, 공원, UN, 2차 대전 등 다양한 단어가 연상
되고 있음
<그림 2-1> DMZ 최초 연상 워드 클라우드

• D
 MZ에 대한 최초 연상으로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담론도 고려할 필요
가 있음
•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라는 용어는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서 컴퓨터, 보안, 방화
벽, 네트워크 등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음
2) DMZ 접경지역의 특정 장소 방문 여부(한국인)
• 한국인 응답자 500명 중 DMZ 접경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림 2-2>와 같이 33.8%(169명)임.
• 또한 DMZ 접경지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통일전망대 방문 비율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임진각,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도라산전망대, 땅굴 등에 대한 방문빈도가 높은 편임
• DMZ 접경지역 혹은 이 지역과 가까운 경기, 강원, 인천 그리고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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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파주 지역을 접경으로 하고 있는 DMZ 접경지역을 주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D
 MZ 접경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직 DMZ 접경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
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
<그림 2-2> DMZ 방문 여부(n=500, %) 및 접경지대 방문 장소(n=169, %, 복수응답)
통일전망대
임진각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도라산전망대
땅굴
DM Z전시관
도라산역
평화전망대
평화의 댐
노동당사
월정역
대성동마을(자유의 마을)
통일촌
펀치볼
칠성전망대
평화의 길
평화누리길
을지전망대
두타연
기타
캠프 그리브스
양지리마을
대암산 용늪

있다
33.8
없다
66.2

79.3
53.3
41.4
35.5
34.9
26.6
24.3
24.3
23.1
16.6
11.8
11.2
10.1
9.5
8.3
7.1
6.5
6.5
4.1
3.0
3.0
1.8
1.2

3) DMZ 최초 인지 시기(중국인과 독일인)
• 중국인과 독일인 응답자들이 DMZ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시기는 <그림 2-3>와 같이 2015년, 2017년, 2018
년이 각 11.8%로 높게 나타났음
• 특이하게 2000년도에 인지한 응답자도 상당수 있음(7.6%)
• 중국인과 독일인의 경우에 대체로 최근 5년 이내에 DMZ를 인지한 경우가 대부분임(응답자의 46.5%)
<그림 2-3> 중국인 및 독일인 응답자의 DMZ 최초 인지 시기 (n=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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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분석에 나타난 DMZ의 이미지
1) DMZ 키워드 검색 트레킹(구글 트렌드 분석)
• Google 트렌드는 Google 검색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 량을 시간 경과에 따른 관심도의 변화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임
- 국내 기준 DMZ 키워드 검색 트레킹
• 구글 트렌드에서 ‘DMZ’를 검색 키워드로 최근 5년간의 국내 기준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그림 2-4>와 같이 2019
년 6월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과 관련된 언급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사
건’도 많이 언급되었음
<그림 2-4> DMZ에 대한 최근 5년간 구글 트렌드 분석(국내 기준)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14-08-01%202019-07-31& geo=KR& q=DMZ)

• 국
 내에서 DMZ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평화 콘서트’, ‘평화의 길
개방’ 등과 같은 기획 이벤트에 의한 언급량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전 세계 기준 DMZ 키워드 검색 트레킹
• 구글 트렌드에서 ‘Korean DMZ’를 검색 키워드로 최근 5년간의 전 세계 기준으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그림
2-5>와 같이 2017년 4월 ‘펜스 미부통령 DMZ 방문’과 관련된 언급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7년 11월 ‘
북한군인 판문점 귀순’도 많이 언급되었음
• 전 세계에서 Korean DMZ와 관련된 언급 중에서 목함지뢰 사건이나 판문점 귀순 등에 대한 언급량이 많은 것을
볼 때, 군사적인 충돌과 관련된 사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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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Korean DMZ에 대한 최근 5년간 구글 트렌드 분석(전 세계 기준)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14-08-01%202019-07-31& q=Korean%20DMZ)

2) DMZ 감성 분석(SomeTrend ANALYSIS)
• SomeTrend ANALYSIS는 다음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분석으로 검색키워드에 대한 언급량 추이, 연관
어, 감성 분석 등을 통해 SNS(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뉴스) 상의 반응을 파악하는 분석임
• ‘비무장지대’를 검색키워드로 사용하여 SNS(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뉴스) 상의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그림
2-6>과 같이 판문점, 안보, 개방, 자유, 관광, 강원도 등이 언급되었음
• 감성 분석의 결과, ‘걱정’, ‘괴롭다’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걱정 덜다’, ‘박수 보내다’ 등의 긍정적
인 키워드도 어느 정도 언급되고 있음
<그림 2-6> 비무장지대 연관어 맵 및 감성 분석(2019.07.10-08.09)

(http://www.socialmetrics.co.kr/bigdata/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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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로는 검색되지 않아 ‘비무장지대’로 검색한 결과 비무장지대에 대해 안보, 개방, 자유 등의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감성 분석에서 걱정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걱정을 덜고 박수를 보내는 것과 같은 긍정적
인 이미지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Ⅲ. DMZ의 브랜드 가치
1. DMZ 브랜드 자산 평가
1) DMZ 브랜드 자산 평가의 배경
• 경영(마케팅) 분야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1990년대부터 이루어졌음. 이를 정리하면 브랜드를 구
축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며, 브랜드 관리를 위해 브랜드 인지, 지각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사용료 등의 차원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본 조사에서는 DMZ를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지표체계를 정립하
여 장기적으로 브랜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측정 지표를 구성함
• DMZ와 비교할 수 있는 국내외 유사 관광목적지와 세계 주요 접경지역 중에서 본 조사의 비교 대상으로는 백두산,
백두대간, 중국 선전-홍콩 접경지역, 독일 동서독 접경지역(그뤼네스반트)을 선정하였음
2) DMZ 브랜드 자산 평가 방법 및 측정 지표
• DMZ는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공공영역의 브랜드로 관광목적지 브랜드로 파악할 수 있음. 관광목적지 브랜드에
대한 연구들도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요소로 브랜드 인지, 지각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사용료 등을 측정
하고 있음
• 본 조사에서는 브랜드 인지, 지각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로열티의 각 요소별로 각 3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
하였음. 이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음
<표 3-1> DMZ 브랜드 자산 측정 지표
브랜드 자산

측정 항목
나는 관광목적지로 [        ]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브랜드 인지

나는 다른 관광지와 [        ]을/를 비교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나는 관광목적지로 [        ]을/를 빨리 떠올릴 수 있다.
나는 관광목적지로 [        ]이/가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지각된 품질

나는 관광목적지로 [        ]이/가 탁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관광목적지로 [        ]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관광목적지로 [        ]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브랜드 이미지

나는 관광목적지로 [        ]이/가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관광목적지로 [        ]이/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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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관광목적지로 [        ]을/를 좋아 한다.
브랜드 로열티

나는 관광목적지로 [        ]을/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
나는 관광목적지로 [        ]을/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브
 랜드 자산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리커트 척도(7점 등간척도)로 측정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mean)을 계산하고 이 점수의 변화를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음
3) 주요 접경지역 브랜드 자산의 비교 평가
• 조사 대상인 5곳의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브랜드 자산을 평가하면 <그림 3-1>과 같음. 동서독 접경지역(그뤼
네스반트)이 63.7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다음으로 백두대간, 백두산의 순서임
• DMZ는 57.19점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독일인 응답자로부터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음
• 5개 비교 대상 지역 중에서 DMZ의 브랜드 자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한국인 응답자만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백두대간과 백두산에 비해 낮으며, 동서독 접경지역에 대비해서도 낮은 편임
<그림 3-1> 주요 접경지역에 대한 브랜드 자산 평가

DMZ(n=800)

백두산(n=148)

백두대간(n=165)

선전-홍콩(n=247)

57.19

62.14

62.23

54.94

63.72

한국

58.40

62.14

62.23

44.55

62.22

중국
독일
남성

60.53
49.83
57.55

61.62

63.62

61.66
52.73

64.61
64.29

여성
20대
30대

56.83
56.90
54.29

62.57
65.71
58.45

60.90
61.02
59.96

57.56
58.53
50.30

63.15
58.73
60.59

40대
50대 이상

59.18
58.42

63.39
58.92

59.59
68.77

60.49
52.03

68.27
67.35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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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n=240)

4) 주요 접경지역 브랜드 자산의 차원별 비교 평가
• 주요 접경지역에 대한 브랜드 자산의 차원별 점수를 살펴보면 <그림 3-2>와 같음. 전반적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다
른 차원에 비해 높은데 특히 백두산과 백두대간은 상대적으로 높음
• DMZ의 브랜드 이미지(60.79)는 다른 차원에 비해 높기는 하나 다른 접경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특히 브랜드 인지(50.40)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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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주요 접경지역에 대한 지표별 브랜드 자산 비교 평가

브랜드 인지

지각된 품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자산(전체)

DMZ(n=800)

54.40

58.46

60.79

55.11

57.19

백두산(n=148)

60.55

59.27

69.37

59.38

62.14

백두대간(n=165)

56.87

62.02

69.30

60.74

62.23

선전-홍콩(n=247)

60.03

56.12

52.63

50.97

54.94

동서독(n=240)

62.99

67.89

63.01

60.97

63.72

2. DMZ 가치 평가
• DMZ에 대해 가치요소 8개를 선정하여 측정한 결과 <그림 3-3>과 같음. ‘분단 상징(mean=75.48)’이 가장 높았
으며, ‘생태 자원(mean=73.98)’, ‘전쟁 상징(mean=73.23)’ 등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 ‘경제 자원(mean=62.00)’
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DMZ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한국 응답자들이 각각의 가치 요소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치가 더 있다고 평가한 것
으로 나타났음. 연령에서는 40대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높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음
• DMZ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한국 응답자들은 특히 생태 자원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3> DMZ에 대한 가치 평가 (n=800)

생태 자원

문화 자원

관광 자원

경제 자원

분단 상징

전쟁 상징

평화 상징

73.98

71.00

65.65

62.00

75.48

73.23

71.04

67.75

한국

82.36

74.40

67.80

64.57

77.57

74.73

74.16

70.00

중국
독일
남성

63.34
56.67
73.91

68.78
61.89
70.00

65.45
58.67
64.38

60.00
55.45
61.79

70.11
73.89
74.75

71.22
70.22
73.79

69.89
61.78
69.58

69.66
58.33
66.29

여성
20대
30대

74.04
70.23
70.64

72.00
71.06
69.98

66.92
63.44
62.27

62.21
60.45
58.71

76.21
72.31
73.13

72.66
68.99
72.06

72.50
67.41
69.48

69.21
65.17
65.92

40대
50대 이상

79.10
75.97

74.62
68.28

69.98
66.92

67.25
61.59

79.02
77.50

77.44
74.45

75.79
71.49

73.46
66.41

mean

국가별

성별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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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MZ 브랜딩 제언
1. DMZ 정체성 및 이미지 강화
• DMZ는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며, 생태와 경제의 자원으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음
• DMZ의 정체성 요소로 북한, 휴전선, 남북분단, 지뢰, 평화, 전쟁, 판문점, 38선, 6.25전쟁, JSA(공동경비구역),
철조망, 남한, 군대, 자연, GOP, 군인, 국경, 위험함, 생태보전, 동물들의 천국, 안보, 개방, 자유, 관광, ‘걱정’, ‘괴롭
다’ 등 다양하게 연상되고 있음
• 기존의 요소 중에서 DMZ 브랜딩을 위해 평화, 자연, 자유 등을 유지(강화)해야 할 정체성 요소로 제안함
• 기존의 요소 중에서 DMZ 브랜딩을 위해 분단, 위험, 걱정 등을 제거해야 할 정체성 요소로 제안함
• 기존의 요소 중에서 DMZ 브랜딩을 위해 희망, 생태, 개방 등을 보완(추가)해야 할 정체성 요소로 제안함
• 이러한 정체성 요소를 통해 DMZ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DMZ의 가치를 높여 지구상에 특별한
자산으로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DMZ 브랜딩 제언
• DMZ를 하나의 공공브랜드로 인식하고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브랜드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브랜드
자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브랜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경지역과 비교했을 때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장 먼
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속 할 것을 제안함
•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로고 등 시각 아이덴티티(visual identity)와 슬로건 등 언어 아이덴티티(verbal identity)
의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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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1-1
DMZ Image and Brand Values
KOO Jaryong
Chief Consultant, Valuevine

Ⅰ. DMZ Survey Outline
1. Objectives
• This survey is to review the brand equity of the DMZ, people’s awareness of it, and it’s identity.
• Comparative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brand equities of the five main border areas of the world
to better understand the DMZ’s brand value and competitiveness, which will serve as valuable basic
data for future reference.
2. DMZ Survey Methods
1) Survey Method
•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a quantity analysis of the DMZ image, its brand equity values,
and people’s awareness of it. The research subjects were Koreans living in Seoul, Gyeonggi-do
province, Gangwon-do province and the places adjoining the DMZ, people in China (Hong Kong,
Shenzhen) and Germany (Grunes Band, Berlin)
• For a big data analysis of people’s interest in and sentiments about the DMZ, a keyword trend
analysis and text mining methods were used, which was based on the number of keyword-based
searches and DMZ keywords mentioned on the internet.
2) Survey Respondents
• For an objective and comprehensive analysis, categorical population sampling was used: sex (male
female 1:1) and age (1:1:1:1)
• For comparative studies of the brand equities of borderlands similar to the DMZ, this study chose
China (Shenzhen–Hong Kong border area) and Germany (Grunes Band). There were 500 Korean, 150
Chinese, and 150 German research respondents.
• An analysis of the respondents’ income level was done with the categories of high, middle, low. The
analysis result shows fair proportions for each category.
•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research respondents: Koreans (Seoul 46.0%), Gyeonggi-do province
(45%), Chinese (Hong Kong 92.7%), Germans (Berlin 52.0%, Grunes Band 48.0%)
Ⅱ. DMZ Image
1. The DMZ image shown in the results of this DMZ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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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first keywords associated with the DMZ
• Figure 2-1 shows the clusters of the first keywords associated with the DMZ when the respondents were asked, ”When you hear the word DMZ, what comes to your mind first?” The respondents’
answers were “North Korea,” ”division,” “landmine,” “peac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r,” “Kim
Jong-un,” “clean area,” “migratory birds,” “fear,” “Cold War,” “cleanness,” “tension,” “hope,” “interesting,” “curiosity” “mystery,” “Donald Trump,” “military service,” “tourism,” “park,” “UN,” “World War II”
and others.
• Given the various keywords associated with the DMZ, it is believed that there needs to be discussions about the general public’s view of the DMZ. .
• The survey found that as the term “Demilitarized Zone (DMZ)” is also used by computer security
systems, for some people, it reminds them of “computer,” “‘security,” “firewall,” “network” and similar
words.
Figure 2-1: Clusters of the first keywords associated with the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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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d the Korean respondents visited anyplace near the DMZ?
• Of the 500 Korean respondents, 33.7% (169 people), as shown in Figure 2-2, had visited places near
the DMZ.
• Of those who had visited the DMZ area, 79.3% went to the Unification Observatory followed by
Imjingak Pavilion, Panmunjeom/Joint Security Area (JSA), Dorasan Observatory, and the infiltration
tunnels.
• Due to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lived in regions adjoining the DMZ—Gyeonggi-do province,
Gangwon-do, Incheon, and Seoul—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had visited the Paju region close to
the DMZ.
•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however, had never visited the DMZ.
Figure 2-2: DMZ visit (n = 500, %) and visits to places near the DMZ (n = 169, %, multiple answers)

3) When did the respondents first hear of the DMZ (Chinese, Germans)?
• As shown in Figure 2-3, 11.8% of Chinese and German respondents first came to know of the DMZ
in 2015, 2017 or 2018.
• The survey found that 7.6% of the Chinese and German respondents came to know of the DMZ as
early as the year 2000.
• The majority of the Chinese and German respondents came to know of the DMZ in the last five
years. (46.5%)

106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1980 1981 1982 19831985 1986 19871990 1991 1992 19941995 1996 19971998 1999 20002001 2002 2003 20042005 2006 20072009 2010 2011 20122013 2014 20152016 2017 20182019
% 2.9

.6

1.2

.6

1.2

.6

.6

.6

.6

.6

.6

1.2

2.4

.6

1.2 2.4

7.6

1.8 1.2

1.2

.6

4.1

.6

.6

1.2 4.7

.6

6.5 2.9

2.4 11.8 7.6 11.8 11.8 3.5

Figure 2-3: When the Chinese and German respondents first came to know of the DMZ (n = 300, %)

2. Big data analysis of the image of the DMZ
1) Searching trends of DMZ keywords (Google Trends analysis)
• Google Trends made a big data analysis of the number of DMZ keyword searches on Google, which
shows the changes of people’s interest over time
□ Analysis of the DMZ keywords searched in Korea
• The Google Trends analysis of the DMZ keywords searched in Korea over the past five years reveals,
as shown in figure 2-4, that the DMZ was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regard to the Trump-Kim
Jong-un Meeting in Panmunjeom in June 2019, followed by the DMZ wooden box land mine explosion in August 2015.
Figure 2-4: The Google Trends analysis of the DMZ keyword-searches in Korea over the past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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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ncreasing interest in the DMZ among Koreans is shown, which is believed due to the DMZ promotional events such as the Peace Concert and Peace Road Opening
□ Google Trends analysis of the DMZ keywords searched throughout the world
• The Google Trends analysis of the searches for the keyword “Korean DMZ” throughout the world over
the past five years shows, as shown in Figure 2-5, that the biggest number of searches was recorded at the time of US Vice President Mike Pence’s visit to the DMZ in April 2017 followed by the North
Korean soldier’s defection at Panmunjeom
• Considering that the wooden-box land mine explosion in the DMZ and the defection of the North
Korean soldier through Panmunjeom were mentioned in great numbers on the internet around the
world, it is shown that military clashes are of the greatest concern.
Figure 2-5: Google Trends analysis of the DMZ keywords searched throughout the world

2) DMZ sentiment analysis (SomeTrend ANALYSIS)
• SomeTrend ANALYSIS makes the big data analyses provided by Daum Soft. It checks how many
times the keywords and related words were mentioned and does an analysis of the sentiments
expressed on SNS (twitter, blog, instagram, news)
• The analysis on SNS of the related keyword “Demilitarized Zone (DMZ)” shows, as shown in Figure
2-6, that Panmunjeom, security, opening, tourism and Gangwon-do province were often mentioned.
• An analysis of sentiments found that negative keywords like ”worry” and ”suffering” were mentioned
a lot with some positive keywords such as ”lessening worries” and ”giving a big applause” were also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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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Map of DMZ related words and analysis of sentiments (July 10-August 9, 2019)

• O
 nline searches of ”Demilitarized Zone” instead of “DMZ” as the keyword shows that “security,”
“opening” and “freedom” were related words.
• The analysis of sentiments revealed that negative-image words related to the DMZ like “worries” and
“suffering” exceeded positive words such as ”lessening worries” and ”giving applause”.
III DMZ Brand Values
1. DMZ Brand Equity Evaluation
1) Background of the DMZ brand equity analysis
• In the marketing field, various studies on brand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1990s. In short,
branding is intended to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 and brand
management indexes include brand acknowledgment, brand awareness, quality, brand image and
brand royalty.
• This study tried to make the DMZ a brand and organized needed brand evaluation indexes that will
be basic data for long-term branding efforts.
• Of various tourism sites in Korea and major world borderland areas, Mt. Baekdusan, Baekdu Mountain Range, the Shenzhen (China) and Hong Kong borderland, Grunes Band (the East and West
Germany border area), were considered.
2) The DMZ brand equity evaluation method and measuring indicators
• It is believed that the DMZ can be made a national brand (local bodies included) as a tourism des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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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ation. Brand recognition, acknowledgment of brand quality, brand image, brand royalty constitute
the DMZ equity evaluation indicators.
• This survey reviewed brand recognition, acknowledgment of brand quality, brand image, and brand
royalty with three evaluating statements each. It is shown in Table 3-1 below
Table3-1: DMZ brand equity evaluation indicators

Brand equity

Evaluation indicators

Brand recognition

As a tourist site, I know 〔

〕 well

It is easy for me to distinguish 〔 〕 compared with other tourist sites
〔 〕 quickly comes to mind as a tourist site
Acknowledgment As a tourist site I think 〔 〕 is unique
of brand quality
As a tourist site, I think 〔 〕 is an excellent place
As a tourist site, I think 〔 〕 is safe.
Brand image

I think 〔 〕 is attractive tourist site
I think 〔 〕 is an environment-friendly tourist site
I think 〔 〕 is a beautiful tourist site

Brand royalty

I like 〔 〕 as a tourist site
I want to visit/revisit 〔 〕.
I will recommend 〔 〕 to others.

• T
 he brand equity evaluating indicators were measured based on the Likert scale (7 points equal
distant scale) and the results then were converted into 100 maximum points scale for easier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over time.
3) Comparison of major borderlands’ brand equity
• The comparison of the comprehensive brand equity of the five borderlands, as shown in Figure 3-1,
showed that Grunes Band had the highest mark with 63.72 points, then came Baekdu Great Mountains and Mt. Baekdusan
• The DMZ’s brand equity value was 57.19 points, relatively low, especially from German respondents.
• Of the five borderlands compared, the DMZ’s brand equity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w.
• Even the Korean respondents’ evaluation showed that the DMZ equity value was lower than those
of the Baekdu Great Mountains and Mt. Baekdusan, as well as the borderlands of East and We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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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Evaluation of major borderlands’ brand equit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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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n=240)

4) The dimensional evaluation of the major borderlands’ brand equity
• The dimensional evaluation of the major borderlands’ brand equity is as shown in Figure 3-1. The
DMZ’s brand image in general is higher than other dimensions, particularly Mt. Baekdusan and Baekdu Great Mountains
• The DMZ’s brand image (60.79) is relatively higher, but still low compared with other borderland
areas. Particularly in terms of brand recognition (50.40), the DMZ got low points.
Figure 3-2: The dimensional evaluation of the major borderlands’ br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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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evaluation of the DMZ value
• Eight value factors were chosen to evaluate the DMZ. The results showed, as seen in Figure 3-3,
that ”symbol of division” (mean = 75.48) was the highest closely followed by ”ecological resources”
(means = 73.98), and ”symbol of war” (means 73.23) while ”economic resources” (mean = 62.00)
was relatively low.
• In the evaluation of the DMZ value, the Korean respondents in general set higher value on the DMZ
than foreign respondents. In terms of age, those in their 40s consider the DMZ more valuable than
those in other age groups.
• This evaluation found that the Korean respondents expect the DMZ to be an important ecological
resource.
Figure 3-3: Evaluation of the DMZ value (n=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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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uggestions for DMZ Branding
1. Strengthening the DMZ identity and image
• The DMZ is a symbol of war and division, but it is also a very valuable ecological and economic
resource.
• The DMZ was found to remind people of North Korea,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outh-North
division, landmines, peace, war, Panmunjeom, 38 parallel, Korean War, JSA (Joint Security Area),
barbed wire, South Korea, troops, nature, the GOP, military people, national border, danger, ecological
conservation, havens for animals, security, opening, freedom, tourism, worries, suffering and others.
• For DMZ branding, of the above various DMZ identities,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ositive factors like peace, nature,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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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various DMZ identities, division, danger, and worries need to be weakened.
• This survey found the ideas of hope, ecology, and opening to be needed as supplementary identities
for DMZ branding.
• Future branding should be in the direction of building positive images of the DMZ as a very special
valuable asset on earth.
2. Suggestions for DMZ Branding
• The DMZ needs to be made a national brand,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level branding efforts should be made continuously with solid branding strategies and various promotional activities.
• As the DMZ brand awareness is comparatively lower than other borderlands in the world,
DMZ-awareness promotion is believed the first step in DMZ branding.
• Development of a visual identity and verbal identity like a DMZ logo or slogan is needed to make the
DMZ a representative Korean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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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브린
Micheal BREEN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 CEO
CEO, Insight Communications

마이클 브린은 서울에 본사를 둔 컨설팅회사인 인사이
트커뮤니케이션의 CEO이다.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
고 1982년에 외신사 특파원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워
싱턴 타임즈, 가디언, 런던의 더타임즈에 기사를 썼다.
주요 저서로는 <새로운 한국사람들>, <김정일 : 북한의
최고 지도자>, <문선명 : 초창기 1920-53>, <한국사람
들 : 그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의 미래
는 어디에 있는가>가 있으며, 조선일보, 닛케이 아시
안 리뷰, 코리아타임즈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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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를 평화지대로 만들려면 먼저 두 한국을 나누고 있는
보이지 않는 DMZ를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

마이클 브린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 CEO)

몇 년전 한 미국사렴관을 만난 일이 있다. 그는 약간 기상천외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그의 병사들과 한국인 파트너 얘기를 할 때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mz (군사지역)에는 ‘d’
는 없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조지아 출신이어서 강한 남쪽 사투리로 말했다.
그 mz (군사지역)에는 ‘d’ 는 없어, 이게 무슨 뜻인가?
DMZ는 두 군대를 떼어 놓는 곳 Holding back two armies
비무장지대는 두 전쟁 중인 군대를 떼어 놓기 위한 방책이다. 여기서 관건은 ‘군사시설, 군사활동, 군인
이 이 지역에는 없어야 한다’이다. 여기는 일종의 중립지대로 어느 쪽도 이 지역에 대해 통제권을 갖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측이 DMZ의 절반 정도 되는 그들 쪽 DMZ를 각각 장악하고 있으며, 우리 쪽 DMZ
에는 - 내 생각에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지뢰와 기타 방어물이 가득하다. 미국 사령관은 이 사실
을 말한 것이다. 북한쪽이 우리쪽 만큼 군사시설이 많은지 알지 못하지만 휴전선 바로 북쪽 지역은 우리
쪽 만큼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북한에서 판문점을 가 본 적이 몇 차례 있는 데 시골길을 한참 달리다
보면 갑자기 판문점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남한쪽에서 판문점으로 가다 보면 군사시설들 보인다.
물론 이것이 북쪽 DMZ는 100% 비무장지대라는 뜻도 우리가 전쟁광이라는 뜻도 아니다. 그저 우리는 ‘
언제든 북으로부터 침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건 옛날 이야기
일 뿐, 만일 북한이 오늘 침략해 온다면 첫 번째 갈비집에서 박살이 나고 말 것이다.
지하땅굴 Tunnels
우리는 북한이 DMZ에 20개나 되는 지하땅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4개 터널을 찾아냈
다. 터널발굴작전 임무가 한국군에게 넘어가기 전이던 수년 전 나는 이 작전을 마지막으로 담당하고 있던
미군장교를 인터뷰 한 적이 있다. 땅굴 발견 작업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영원한 임무였다. 나는 지금
도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하기를 바란다. 그가 묘사했던 대로, 땅굴 찾기는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다
그 넓은 지역에서 4개 터널을 찾았다는 것은 그저 기적이다. 나는 지하땅굴이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한다.
DMZ 축소 DMZ shrinkage
DMZ에 대해 또 하나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DMZ는 남북쪽 각
2km씩 4km 폭이고, 서해에서 동해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벨트와 같은 지역이다. 이건 누구
나 안다. 몇 년전, 북한은 일방적으로 그들의 국경을 1km 남쪽으로 옮겼다. 그들 쪽 KMZ는 1km 어떤
지점에서는 그보다 좁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고, 나도 최근 초소를 방문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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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 그곳 병사에게 북한초소가 매우 가까운 것 같다 왜 그런가 물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예, 가까워
요.’ ‘ 700m 밖에 안되요.”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가 DMZ를 생태지역으로 바꾸기를 원한
다면 먼저 북한에게 뒤로 도로 물러가라고 요구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누가 DMZ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허락을 얻는 일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약 십 년
전쯤 DMZ 근처 부동산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누가 이땅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를 알
게 되었다. 부동산업자는 약 10% 정도는 ‘소유주가 애매하다’ 그 역사는 일본점령시대로 돌아간다고 내
게 말해주었다. 그중 일부는 일본인 소유도 있을 것이다.
무슨 벽? What wall?
유럽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영국노동당 같은 민주적 사회주의자들 보다는 마가렛 대처 같은 반공산주의자
들 (anti-communist)을 상대로 삼기를 좋아한다. 그들에게는 우파가 더욱 분명한 적이다. 그들은 자신
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 나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포럼에 대해 별로 감동할 것 같지 않다. 북한은 생태-평화공원에 관한 포럼을 제 정신이
아닌 짓이다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의 책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들은 이미 해보았기 때문에 안다. 독일 통일 이후 ‘Mr.고르바초프, 이 벽을 없애 버릴까요? 라는 유명
한 말을 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북한은 ‘미국과 남한 괴뢰정권이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이건 무슨 소리?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벽이라니 무슨 벽? DMZ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게 1994
년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북한 쪽에서 DMZ로 내려가본 적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내가 전에는 모르
고 있던 벽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거기 한 표지판에는 ‘지금 망원경으로 여기를 보고 있는 당신이 망명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당신도 현대차를 갖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글이 써 있었다. 북한 사람들에
게 ‘남한 사람들은 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설득하는 글이었다. 극우파 파시스트들이 하는 것과 같은
류의 선동 아닌가!) 북한 쪽에서 벽처럼 보였던 것은 남쪽에서 보면 풀이 무성한 둑처럼 보였다. 그것은
1980년대 탱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해 ~ 서해 전체에 걸쳐 있지는
않다. ‘벽’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었다.
요점은 우리의 생태-평화 주제는 북한을 끌어들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런지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한씨의 특별한 인생 The unusual case of Mr. Han
수년 전, 나는 서울에서 한 특이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성은 한, 80이 넘었고 마루바닥에서 목침을 베
고 자는 사람이다. 그는 영어를 할 줄 알았고 히브리어도 독학으로 배워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
다고 했다.
그는 한국전쟁을 겪었는데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그는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다. 그때는 모든 것이 혼란한 시기였다. 그는 그가 투옥된 것은 실수로 생긴 일이다 그러니 결
국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상적으로 생각했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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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외국인이었다면 두려워해서 마땅하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
다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간수가 와서 그와 다른 수감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송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유
는 말하지 않았는데 전쟁의 흐름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았고 적군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죄수들은 트럭에 태워졌고 포장되지 않은 길을 공이 튀듯 흔들리며 어디론가 갔다.
한참 후 경사면을 지나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들판에서 멈추었다. 죄수들은 트력에서 내려졌고 간수는 그
들 네 명씩 그룹을 짓고, 손을 뒤로 묶어 도망갈 수 없도록 했다.
몇 시간쯤 기다린 뒤, 간수는 수감자들에게 산을 오르라고 명령했다. 네 명이 한 조로 되어 있는줄은 각각
20여걸음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진행은 느렸다. 실제로 거의 오후 시간 전체가 걸렸다. 내 친구는 – 나는 그
를 친구라고 부른다 그가 내게 이 얘기를 해 준 쥐 나는 그를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이다 –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동굴로 데려가는 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10월, 이미 추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같은 줄에 있는 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왼쪽에는 김영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였는데 전
기기술자였다. 그의 옆에는 나이가 든 의사였다. 이름은 오명녕, 한은 그 줄에서 세 번째에 있었다. 그의
오른쪽에는 키가 큰 강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농부였다. 몇 걸음 걸으면, 중지 명령이 내렸고,
또 몇 걸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다. 그들은 잡담을 하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마침내 터널처럼 보이는 무엇인가의 입구에 다다랐다. 그것은 높이 약 2미터, 넓이 3.3.미터 정도, 산을
뚫어 만든 굴이었다. 안에는 벽을 움푹 판 곳에 등잔불이 타고 있었다. 거기서 한은 시체가 쌓여 있는 것
을 보았다. 진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군인이 그의 줄 두 줄 앞에 죄수들에게 총을 쏘고 있었다. 다른 병
사는 총을 장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누구든 그러했을 것이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조물주에게 기도했다. 다음 줄
이 앞으로 나왔다. 앞에 죽은 자들 몸뚱이 위에 꿇어 앉았다. 군인들이 그들 뒤로 갔다 뒤통수에 한번에
한 사람씩 총을 쏘았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 이런 식이었어요. 한이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앞 줄 시체 위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한은 다리가 아팠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시체 위에 큰 대자로 엎드렸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내 정신은 아주 또렷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받
아들일 수 있었어요. 마음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김씨가 앞으로 엎어졌고 그의 얼굴이 총에 맞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의사인 오 차례였어요. 그가 총을 맞고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내
앞에 한 어린 학생인 김의 머리가 갑자기 꿈틀거렸다. 총을 다시 장진하고 있던 간수들은 총을 쏜 자에게
‘저것 봐’라고 말했다. 그들은 놀란 듯 했다. 총을 쏜 이는 내 머리를 밟고 올라서서 그 소년을 다시 쏘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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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 강을 쏘았다. 피가 온통 내게 뿌려졌고 그는 무너져 내렸다. 총을 다시 장전하던 간수는 다음
네 명에게 나오라고 했고 다시 네 발의 총을 쏘았다. 그들은 나는 잊고 있었다..
다음줄 넷이 죽은 시체들 위에 다시 올라왔다. 총질이 끝난 뒤 벽면을 우묵하게 해서 만든 공간은 판자
로 메워졌다. 다음 한은 처형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죽
기 전에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에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 굴의 입구를 폭
파시켰다. 간수들은 동료들에게 농담을 지껄이고 있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우리도 폭파되는 일
은 없도록 조심해야 해.’
더 이상 형제애는 없다. No more brotherly love
이 대학살이 일어난 것은 1950년이다. 한과 다섯 명이 그 학살에서 살아 남았다. 나중에 조사한 바로는
그때 289명이 학살되었고 그 중에는 여자 28명 아이들 몇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얘기 중 한가지를 빼놓고 말하지 않은 게 있다. 한은 굴로 들어가던 때 ‘하나, 둘 셋, 넷’ 총살하던 당
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를 놀라게 한 말을 덧붙였다 ‘그때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형제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말인가요? 그들이 당신이 기독교 목사,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지식인이라는 부
당한 죄목으로 당신을 체포했을 때 그걸 몰랐나요? 아니오, 몰랐어요. 그들이 당신을 다른 사람 셋과 함
께 묶어 다른 감옥으로 끌고 갔을 때 그때도 몰랐나요? 아니오, 몰랐어요.
형제애라는 신화를 신봉하던 그를 흔들어 깨워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은, 그가 겪은 그토록 잔인한 장면을
실제로 목격한 한 사건이었다.
다음 세대가 배우지 못한 교훈 Lesson unlearned by the next generation
그 해 한반도 전지역에서, 한국인들은 북한에 군림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계시를 받듯이 깨닫고 있었다. 또한 남한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있는 이들도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실제로 남한에서도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
살된 것은 북에서 남으로 밀고 내려온 이들이 ‘적 enemies’ (어떤 표현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지 꼭 집
어 말하기는 어렵다)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또한 지금 우리들도 그러하듯 투박한 이념정의를
사용해 말하면, 당시 남한에는 좌파 또는 드러나지 않은 좌파 (unperceived leftists)가 북한에 있는 우
파 또는 드러나지 않은 우파 보다 많았다. (한국에서 ‘우파’ ‘좌파’라는 말은 다른 민주국가에서 말하는 우
파 좌파와 같은 뜻이 아니다. 한국에서 우파 좌파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위치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 있는가를 뜻한다.)
한국이 끔찍한 시기인 근대역사로부터 형제애 자매애라는 국가적인 개념은 위험한 지적인 오류라는 사실
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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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형제애, 재매애라는 개념은 남한의 전후세대들을 거대한 보이
지 않는 자석처럼 끌어 당기고 있다. 이 신화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한국인들은 35
년간 일본식민지 시대에 겪었던 것보다 천 배 만큼의 피와 끔찍한 고통을 일제시대 직후 몇 년간 동족인
한국인들의 손에 겪었다. 그럼에도, 남한에는 일본에 대한 대중적인 적대감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 만큼
많다 (더 많지는 않더라도).
왜 위험한가? 내전이던 한국전쟁으로부터 얻은 두 번째 교훈은 ‘진보적인 정부 (liberal government)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가 두 번째 교훈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남쪽 마을을 점령했을 때 남한당국에 의한 남한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보복이 자행되었고, 그후
자신의 군대에 의해 ‘해방되었고’, 그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가슴에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듯이 남한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고 정부와 국민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북한은 그렇지 않다. 북한 인민은 가난하고 자신의 정부의 손에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겪고 있다. 그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있다면, 북한 사람들은 왜 남한 사람들이 반일을 주장하는지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 지금 남한의 태도는 명나라에 반대하던 조선과 같다고 느낄 것 같다.
형제를 향한 증오의 시작점 The origins of fraternal hate
형제애 자매애 유대가 그리도 강력한데, 왜 동족간의 전쟁이던 한국전쟁은 그리도 잔인했을까?
어떻게 남자들이 무력한 성직자들, 여자, 아이들에게 총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된 하루 끝에 너절한 농담
을 지껄일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
지난 달 The New York Times에서 연쇄살인범, 대량총기난사범의 심리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
는 그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칼럼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 대
부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광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들 머
리 속에 들어 있는 생각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민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다. 신앙심 없는 자들이
칼리프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 이슬람교도들이 우리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때 기독교인은 곧 ‘미국의 스파이’였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빨갱이’였다. 이런 그룹의 사람들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죽일 것이라는 확신은 강력한 감정을 일으켜서, 보통 때라면 온순했을 사람들도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종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는 사당에 모셔지는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
해진다. 그들은 흥분할 필요조차도 없이 ‘국가의 안녕을 해치는 사람, 그런 부류 사람들의 세계를 제거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DMZ는 사라질 운명 The DMZ is destined to disappear
그렇다면 한국인을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만든 그런 생각 이데올로기가 지금은 없어졌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면에서는 없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DMZ를 평화와 통합의 지
역으로 만드는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 킨텍스에 모인 우리가 여러분이 서
울에서 여기로 오는 길에 보았을 수도 있는 탱크 저지선 (tank trap)의 잘못된 쪽에 있지는 않은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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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DMZ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DMZ를 관광지로 만드는 것
인가?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것인가? 운하를? 그렇지 않다. DMZ는 그 운명이 다하면 없어지게 되어 있
다. 평화가 왔을 때 비무장지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DMZ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DMZ 일
부를 관광지, 생태계 지역으로 바꾸고, 그곳에 박물관 또는 수영장을 짓거나 심지어 통일한국의 새로운
수도를 만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먼저 DMZ가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활동가인 우리는 이런 결
과가 속히 오도록 노력하기를 원한다. DMZ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죽일 수 있기를 원한다. 거기는 아무
것도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DMZ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 그것은 잘 모르겠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DMZ’ The invisible DMZ of Korean
rivalry
현재로는,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고 DMZ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DMZ에 대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평화에 이바
지할 것이라고 믿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 DMZ에서 변화가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반대이다. 평
화가 먼저 오면 그 다음에 DMZ가 바뀔 것이다.
평화를 막는 장벽은 바로 이것이다 ‘보이지 않는 DMZ’, 그 보이지 않는 DMZ가 먼저 녹아 없어져야 실
물로 존재하는 DMZ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을 정말로 나누는 장벽은 무엇인가?
두 개 한국이 서로 적대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는 무슨 일이든 투명하듯,두 한국
은 어느 날 결국은 통일한국이 될 것임은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다.
한국인들 자신도 통일을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적인 남한에서는 특히 40대 이전 세대에서 통일에 대
한 무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당 어떤 사회 정치 지도자도 궁극적인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이는 없다. 두 한국은 약 4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고, 1948년 분단국
가가 되기 이전 약 1300년 동안 한 나라였다. 한국이 분단국가가 된 것은 냉전 정치의 결과였다 - 이차
대전 때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기 위해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국가였다)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점령
하고 두 지역에 따로 지도자를 세웠다 – 한국인들은 다시 그들의 나라를 되찾기 원하고 있다.
한국 이외 국가들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연합국들 이웃 나라들이 통일한국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도 있지만 누구도 통일한국을 반대할 수는 없다. 주한독일대사는 “독일은 그의 죄 때문에
분단되었으므로, 독일 통일에는 그 이웃 국가들의 허락이 필요했다.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은 그 분
단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 말은 몇 몇 국가가 통일한국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도 한
국 통일을 강하게 반대할 수가 없음을 뜻한다.
왜 통일이 지체되고 있는가? Why the delay in unifying?
통일이 확실함에도, 통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두 한국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서로

120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갈등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개인의 자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자유시장민주주의 국가인 반면,
북한은 국가 종족주의 지배자 김씨 가족의 개인숭배를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에게 파트너가 아니라
한반도 장악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무엇인가가 주어지기 까지는 어떤 진전을 기
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건대 ‘통일’이라는 단어는 그 본질상 도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통일은 땅을 차지하
기, ‘사람 차지하기’를 뜻한다. 남.북한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이 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있고 있다. 남
한의 예를 들면, 남한의 헌법은 북한의 국민도 한국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때문에 남한은 북한에
서 탈출해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난민 또는 난민지위 신청자들의 신청은 거의
다 거절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북한 공산당 헌장은 어떤 수단이든 심지어 폭력을 통해서라도 통일
은 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 문제 The Problem of Nuclear Weapon
DMZ 평화지대,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북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누가 진짜 한국인가’를 두고 벌인 경쟁에서 북한이 패자, 남한이 승자인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정권생존전략이라고 본다. 북한 지도자들은 두 전
조등 사이에 갇혀 꼼짝할 수 없는 것 같다 – 남한을 공격할 수도 없고, 핵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것은 곧 교수형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는 지연작전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데, 우리는 북한이 ‘한국’을 대표한다고 인정을 받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다. 북한은 그들의 전략을 바꿨을 뿐 그들에게 통일은 여전히 진행중인 과제이다. 분석에 따르
면, 남한의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초 북한의 당시 지도자 김일성은 남한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결코 일
어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고 이후 북한의 전략은 ;
- 핵무기 개발
- 미국을 겁먹게 해서 남한을 버리도록 하기 (현재 작업중이다)
- 남한 사람들 끼리 갈등 조장
- 남한이 저항할 경우 미국이 일본에게 했듯이 핵무기 일부 사용
- 쳐들어가서 접수하기 – 미션 완결 ! 이었다.
화해를 위해 더 큰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
Are we able to find a broader context for reconciliation?
북한을 억제하거나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 동결상태에서 평화롭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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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현재 태도는 내 생각에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통일논의 자체가 북한지도자에게는 위협이다.
좀 더 좋은 접근방법은 우리의 관점을 넓히고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남. 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쪽으로 향하고 있는 지역적 배경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통일한국을 위해 요망되는 상태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자유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북동아시아
이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어떠해야 하는가. What should Unified Korea look like
우리가 원하는 통일한국은 법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
유, 기타 모든 좋은 것들이 함께 있는 자유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러한 면에서, 통일한국이 구상
하고 있는 나라는 남한인 것이 분명하다.
남한은 놀라운 나라이다. 남한은 경제적인 면에서 인류역사상 가장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지
난 50년간 남한이 달려온 길을 보면 오직 타이완 한 나라만 그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논
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집권당이 한 번 집권하면 권력의 자리에 영원히 있고자 온갖 일을 도모하는
습관이 있는 대륙인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젊은 민주주의 국가가 남한이다.
그동안 남한에서는 일곱 번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 중 세 번 반대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다. 그러나 남한
에서 모든 일이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남한은 선진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이 두 가지는 남한이 행복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지표이다. 남한의 경
제성장이 사람들에게 잘 먹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
들었지만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기저를 이루는 원인은 ‘국가’의 복지를 개인 보다 우
선하기, 정치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가치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보다 그룹을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가치관은 동아시아 유교권에서 특히, 표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고
또한 개인으로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남한은 ‘상업주의 국가’이고 그의 목표는 스스로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이는 미국
과는 반대이다. 그들도 탐욕스럽게 행동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인지하고 있는 국가적인 목표는 자
유, 국민의 행복이다). 한국은 한국 이외 나라에서 인권문제를 위해 나서라는 압박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예멘 난민 500명을 받아들인 적이 있지만, 마지 못해 한 일이었고, 대부분
국민들도 이에 반대했다. 한국인들의 태도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어떤 문제에 관한 한
국인의 입장은 아랍국가들에서 들여오는 석유 가스, 건설업의 규모, 전자제품 판매에 따라 결정된다. 어
떤 나라에 대한 그들의 견해도 그 국가의 경제적인 순위가 한국 보다 높으냐 낮으냐가 판단에 절대적이
다. 그 결과는 탐욕스런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과 열정적 헌신적인 민간기구에서 일하는 것 사이의 차이
와 비슷하다. - 한국인 개개인은 그들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면 그 나라가 그들에게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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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정부는 위대한 국가적인 성취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을 그룹으로
몰고 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개인이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
인 문제에 관해 윤리적이고 사려깊은 자세를 가져 국민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현재 남한 또는 지금 보다 나은 남한일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이 통일한국에 무엇인가를 기
여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은 모택동 치하 때 중국처럼 혁명적인 전진이라는 이름 하에 뒤
로 돌진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다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미리 예단해서는 안되지만, 북
한이 바뀐다는 것은 더구나 북한에서 민주주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북한에 기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마도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있어 구테타를 일으키는 일 일 것이다. 그것이 곧 자유민
주주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남한과 화해의 시작점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김정은 하에서 일
어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만일 북한에
서 대중소요가 일어나고, 보안기관들이 자신의 국민들 죽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하룻밤
에 달라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DMZ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What may we do to break down
the invisible DMZ?
내가 한국의 현 교착상태를 바로 분석하고 현 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감히 제안한다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공산당 헌법 조항을 바꾸라, 이산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들
이 원하면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하라, 북한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그것이 안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요구를 하면,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우
파처럼 보일까 두려워서이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안정을 원하므로 끔찍한 독재 하에
서 즉 북한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년전 김대
중 대통령 당시부터 남한의 신념이었다. 이런 정책은 포기했어야 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인정하자. 북한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보다 불안정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더
욱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짓하여 북한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전략인 것이다. 여기 오라, 현대
차를 시험운전해 보라, 남한정부는 김정은을 유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
이 나이 80이 되어서도 아무 발전 없이 아직도 북한을 통치하고 있을 생각을 하고 경악하는 일이 일어났
으면 바라고 있다. 김정은 유인책의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 편으로는 군사적인 긴장을 줄이면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기 위해 한반도를 위한 ‘신경제 지도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에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에 산업물류
및 유통 벨트, DMZ에 평화 (환경-관광)벨트를 만들자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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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김정은은 우리가 내미는 미끼를 물지 않고 있다.
이는 그가 권력을 잡을 때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멍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가 자신이 빠져 있는 딜렘마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고, 북한이 성장하기를 원하더
라도, 그는 남한을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 그의 관점에서 남한을 보라, 남한은 극악무도하다. 독재자 세
명,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6명이 순서대로 추방당하고, 살해당하고 투옥되고 투옥되고, 자녀들도 투
옥되고 또 투옥되고, 자살하도록 강압을 받았으며 투옥되고 또 투옥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친구
가 커넥션을 이용하게 놔두었다는 것을 이유로 심지어 몇몇 내각직 임명에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진실로 악하다- 30년형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 현수막이 등장했다. 나는 문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남한 국민들이 북한의 김씨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남한의 대법원은 1965년 한일조약을 재해석하고 일본기업들의 재산을 압
류하여 2차대전 중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나온 지주의 후손들이
이 경우를 찬찬히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북한 강제수용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 대통령의 미소가 김정은을 속
일 수는 없다. 그는 김정은과 그의 장군들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공손하다는 것을 알고 있
다. 혹시 김정은의 권력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면 그 만이 김정은에게 ‘지금처럼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조
언할 것이다.
더 큰 비전 The greater vision
나는 보다 넓게 보고, 북한의 핵무기 남북한 화해 등 이슈는 더 큰 맥락의 하부 이슈가 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보다 큰 그림이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이 작동되는 동북아시아일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의 동의하고 또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려면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북한을 모택동 때 중국과 같다고 말한다면, 중
국은 박정희 시대 남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질 것이다고 낙
관적일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어, 유
럽 미국 등과 건강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너무 막연하다, 누구든 다 원하는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
나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또렷이 말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이도 없
다. 남한에서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들을 예로 들면, 이들은 먼 과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본 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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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북한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야 하고, 누가 우리의 친구
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진전이 있는 나라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협약과 같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야 한다.
- 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협약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 한국의 지식인과 보통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세
 계 국가 모두에게 민주주의는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또는 브렉시트 보다 훨씬 고상한 것임을 다
시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남
 한이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법률제도를 만들고 이를 약속하여, 북한이 남
한과 어떤 협약을 맺었을 때 그것이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존중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의 추구는 우리를 북한과 무력에 의한 견제의 시대에서 나올 수 있게 할 것이디, 이는 궁극적
인 평화 통합을 위한 오랜 인내와 창의력 발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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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the DMZ a Peace Zone Should We Not First Dismantle the Invisible DMZ that Separates the
Two Koreas?
There was an American commanding general here some years ago, a colorful character who got tears
in his eyes when he talked about his soldiers and his Korean partners i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He used to say, “There ain’t no ‘d’ in that ‘mz.’” He was from the US state of Georgia and had a
strong accent.
There ain’t no ‘d’ in that ‘mz.’ What did that mean?
Holding back two armies
A demilitarized zone is a device to keep warring armies apart. The deal is no military installations,
activities or personnel in the zone. It is supposed to be a kind of neutral territory in that neither side can
control.
In reality, each side controls its half of the Korean DMZ. Our side – I assume theirs, too – is said to
be riddled with mines and other defenses. That’s what the American general was referring to. To be
honest, I don’t know if the Northern side is as militarized as ours. The area immediate north of the line
doesn’t seem to be. I’ve been a few times to Panmunjom from the North and it’s like a ride through
the country and suddenly you’re there. Coming up from the South, though, you’re aware of the military
stuff. That doesn’t mean the rest of the DMZ on the northern side isn’t 100 percent militarized. Nor
does it mean that we’re the warmongers. It just means that we’re the ones expecting to be invaded.
Although, frankly, this is an old posture. I think a North Korean invasion today would collapse at the first
galbi restaurant.
Tunnels
We believe the North Koreans have built as many as 20 tunnels underneath the zone. We’ve found
four. Many years ago, I interviewed the last American officer in charge of tunnel searching operations,
before it was handed over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Tunnel searching was a permanent mission. I
assume it still is. I hope it is. The way he described it, the search was so painstaking and over such a
large area that the discoveries were miracles. I’ll bet there ar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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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shrinkage
There’s another interesting thing about the DMZ that you don’t hear about. You know how it’s 4km
wide, 2kms on each side? And all the way from coast to coast, like a belt across the waist of the
peninsula? Well, some years ago, the North Koreans unilaterally moved their boundary forward by 1km.
Their side of the DMZ is only 1km wide and even narrower in some places. As I say, this doesn’t get
mentioned much and I only found out a while back when I was visiting a guard post and asked the
soldier there how come the North Korean guard post seemed so close. “It is close,” he said. “It’s only
700 meters away.” So, if we want to turn the DMZ into an eco-zone, we need to decide whether to
demand they move back again.
We also need to consider who actually owns the DMZ and get their permission. About ten years ago, I
visited a few real estate agents near the DMZ to try and find out who actually owns the land. I was told
that about ten percent was “indeterminate ownership” going back to the Japanese occupation. Maybe
some of it is Japanese, owned. There’s a thought.
What wall?
You know the European communists always preferred dealing with the anti-communists, like Margaret Thatcher, than with the democratic socialists, like the British Labor Party. To them, the right more
clearly represented the enemy. They knew where they stood with them. I’m guessing that’s true of the
North Koreans. I doubt they’re impressed by our efforts here. I suspect the North Koreans view this talk
about an eco-peace park flakey. Or, they might think it’s an American plot.
They know because they had a go at it themselves.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the North
Koreans tried to channel Ronald Reagan – remember his famous,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 and demanded that America and the South Korean puppets tear down the wall. What the hell
are they talking about, we wondered? What wall? The DMZ itself? I think it was in 1994. I went down
to the DMZ from the North Korean side and they showed it to us. Indeed, there was a wall that I hadn’t
known about. (I also saw a sign that said something to the effect that if you, the guy looking through
the binoculars defect over here, you’ll get a Hyundai automobile like every other citizen. These South
Koreans were trying to convince the northerners than everyone has a car. What fascist propaganda!)
What looked like a wall from the north, looked like a grass bank viewed from the south. It was built in
the 1980s to stop tanks and wasn’t all the way across like the North Koreans claimed. That issue kind
of fizzled out.
My point here is that our eco-peace theme won’t get much traction with North Koreans. Let me try
and explain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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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usual case of Mr. Han
A number of years ago, I met an unusual man in Seoul. His name was Mr. Han. Mr. Han was over 80
and he slept on the floor with a wooden pillow. He spoke English and had taught himself Hebrew so
that he could read the Bible in that language.
He had an unusual story from the Korean War. Shortly before it started, Mr. Han had been arrested
and put in prison. It was a confusing time. Mr. Han considered his detention a mistake which would
eventually be cleared up. He was philosophical and not afraid of the authorities. “They were fellow
countrymen,” he told me. “If they were foreigners, we should be afraid, I thought, but we were the
same people.”
One morning, the guards came and told him and the other prisoners to get ready to be relocated. The
reason, which they didn’t say, was that the tide of battle wasn’t going in their favor and enemy troops
were coming their way.
The prisoners were loaded onto trucks and off they went, bouncing over the unpaved road.
After some time, they stopped by fields which sloped upwards towards the mountains. The prisoners
were offloaded. Guards tied their hands behind their backs in groups of four to make sure they didn’t
run off.
After several hours waiting, the guards ordered the prisoners to move up the hillside. The rows of four
were 20 steps apart, so progress was slow. In fact, it took all afternoon. My friend – I’ll say he was a
friend because I saw him several times after he told me this story – thought that they were being taken
up to a cave for warmth. It was October and already getting cold.
He chatted with the three in his line. On the left was a young man whose name was Kim Yung-nok.
He was an electrical engineer. Next to him was an elderly doctor. His name was Oh Myong-nyang. Mr.
Han was third in the line. To his right was a tall fellow called Mr. Kang. He was a farmer. They’d walk a
few steps, then be told to stop, then move again, and so on, up the hill, chatting as they went.
Eventually they reached the entrance of what looked like a tunnel. It cut into the hill about six-foot high
and ten foot wide. Inside, an oil lamp lit up an alcove. There, Mr. Han saw a pile of bodies. A soldier
in a navy-blue uniform was shooting the prisoners two rows ahead of his line. Another soldier was
reload¬ing a gun.
As you can imagine if you were in this position, Mr. Han felt great distress. He made his peace with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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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r. The next row stepped forward and knelt on the bodies of the previous line of victims and the
soldier went behind them, shooting each person once in the back of the head.
“One-two-three-four,” Mr. Han described it. “One-two-three-four. Like that.”
He and his friends were ordered to climb on the corpses of the previous row. Mr. Han had a bad leg
and could not kneel properly, so he sprawled on the body underneath.
Here’s how he described what happened. “My mind was so clear. I could take everything in. In my
heart I felt such anguish. Mr. Kim fell forward. His face was kind of blown out. Then Dr. Oh was shot
and collapsed. At that moment, the head of a young schoolboy in front of me jerked up. ‘Look at
that,’ the guard who was loading the gun said to the shooter. They were quite surprised. The shooter
stepped up, treading on my head, and shot the boy again. Then he shot farmer Kang. The blood went
all over me and he slumped down. The reloader called for the next four to come. They had shot the
four bullets and forgotten about me.”
Another line of men climbed on top of them. After they were shot, the alcove was boarded up. Later,
Han heard the noise of the executions being resumed. Some victims sang in loud, bold voices before they were shot. At the end, he heard women crying. Then the mouth of the tunnel was blasted.
Guards joked, telling their mates preparing the dynamite to be careful not to blow themselves up.
No more brotherly love
This massacre was in 1950. Five others besides Mr. Han survived. Later, it was determined that 289
had been killed. Among them were twenty-eight women and several children.
I missed one bit out of this story. When Mr. Han described that scene as he entered the cave – “Onetwo-three-four. Like that,” – he added something that astonished me. “It was at that point,” he said,
“that I realized the communists were not our brothers.”
You mean, you didn’t realize it before? Not when they arrested you for the crime of being a Christian
minister and English-speaking intellectual? No. Not, when they tied you together with those other
three to take you off to another prison? No.
It took this most brutal of scenes to shake him out of the myth of brotherly love.
Lessons unlearned by the next generation
All over the peninsula that year, Koreans were having this same revelation. The communists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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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North were not their friends. Other Koreans were finding that the same was true of those in
charge in South Korea. In fact, the South Koreans massacred in greater numbers. This was because the
flow of “enemies,”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them, had been mostly from North to South. To use
crude ideological definitions, as they did then and we still do now, there were more leftists or perceived
leftists in the South than rightists or perceived rightists in the North. (By the way, right and left in Korea
do not mean the same as right and left in other democracies. These terms are generally used here to
identify where someone stands in relation to North Korea.)
You would think that if there is one lesson from that awful period of modern Korean history, it is that
the idea of national blood brotherhood and sisterhood is a dangerous intellectual error.
But no. Even today, it pulls at the post-war generations of South Koreans like a giant invisible magnet.
As myth it is so powerful. Consider: In terms of blood and misery, Koreans suffered a thousand times
more at the hands of their fellow Koreans in the few years after the end of the 35-year Japanese
colonial period than during it. And yet, today, there is as much, if not more, popular animosity in South
Korea towards Japan than there is towards North Korea.
Why is it dangerous? Because of the second lesson from the civil war, which is that illiberal government is nobody’s friend. Dictators and authoritarians are the sows that eat their farrow.
The vicious retribution visited on South Koreans by their own authorities when their villages were taken
over by North Koreans, and then “liberated” again by their own forces, scars people to this day. But, as
we all know, South Korea is now a democracy whose government is answerable to the people.
North Korea is not. The poor North Koreans have suffered so much at the hands of their own government for so long that I would bet you anything that, when they are finally free, they will not understand
why South Koreans are anti-Japanese. It will seem to them as relevant as being anti-Ming Dynasty.
The origins of fraternal hate
But, let me ask, if the bond of national affection is so powerful, what is it that makes civil wars so
vicious? How can men shoot hundreds of helpless priests, women and children and then crack jokes at
the end of their hard day’s work? What makes them do it?
I was reading last month in The New York Times about the psychology of serial killers and mass
shooters. We assume they are mentally disturbed. But, in fact, the column said, most are sane. They
do what they do, not because they’re nuts, but because they get ideas in their heads – like, immigrants
are invading our country, or, infidels stand in the way of the caliphate, or Muslims are destroying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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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In wartime Korea, it was, Christians are American spies, or people who read books are “reds.”
The conviction that such groups would kill you if you don’t kill them stirs powerful emotions. Even otherwise decent people may do terrible things. But when such ideas are enshrined in religious or political
ideology, you don’t even need to get emotional to see as necessary your work to rid the world of that
person or class of people who stand in the way of your country’s wellbeing.
The DMZ is destined to disappear
So, we should ask, have those ideas or ideologies that turned Koreans on one another gone away?
Obviously in some way they have. Otherwise, we wouldn’t be sitting here talking about the DMZ as a
zone of peace and integration. Our concern would be whether we are not, here at Kintex, on the wrong
side of that massive tank trap you may have noticed on the road from Seoul.
From our perspective, then, as lovers of peace and unification, what is our wish for the DMZ? Is it that
it become a tourism zone? Is it that it become an eco-park? Is it that it become a canal? Do we want
to build a museum somewhere on it? Or should we go crazy and suggest a new capital city for Unified
Korea on it? But, we’re getting ahead of ourselves. The point to be made is that the DMZ must go. Let
me draw a distinction here between peace and 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the
destiny of the DMZ is to fade away, to disappear. The land use plan afterwards doesn’t really concern
us. But, if our primary desire if for peace, the future we must want for the DMZ is slightly different. We
will want to convert it into a national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I’ll come back to this point.
Peace and unification
But, for now, of course, neither peace nor unification has broken out yet. The DMZ is still here.
As much as we desire peace and unification, we should avoid the temptation of believing that there
is something we can do about the DMZ that will contribute to it. Change in the DMZ will not lead to
peace or unification. It’s the other way around. Peace or unification must come first and then the DMZ
changes.
Strictly speaking, peace can come when there is a Korean War peace treaty, some kind of non-aggression pact or similar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s one other factor – there must also
be one of two outcomes: either there must be unification or the two sides must give up their national
objective for unification and agree to drop their claims over the other.
What I mean by the latter, is that if the two Koreas give up the idea of unification, they can exist
peacefully, as two countries with different systems. There will be issues, but they can still trade and
exchange and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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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t is hard to imagine either of the two Koreas opting for this kind of peace. The peace we should
expect is linked to unification, perhaps not complete unification, but some step in that direction.
The invisible DMZ of Korean rivalry
The barrier to this process is, you might say, the invisible DMZ. It must melt away first before the
physical DMZ does.
So, what is this barrier that really separates North and South Korea?
The two Koreas exist in rivalry. One day, we may confidently predict - inasmuch as anything these
days is certain – that they will eventually be merged as Unified Korea.
As I have suggested, Koreans themselves want it. In fact, so far in democratic South Korea, while
there is disinterest especially on the part of the under-40s generation, there is no political party and no
prominent social or political leader who takes a position against eventual re-unification. The two countries share a mythical history that goes back over 4,000 years and existed as one state in roughly their
present form for 1,300 years before the establishment as separate states in 1948. That decision was
a consequence of Cold War politics – the US and Soviet Union occupied Korea to take the Japanese
surrender in World War Two (it was then part of Japan) and set up rival leaders in their respective zones
– and the Koreans want their country back.
Outside powers can do nothing about this. While allies and neighbors may feel nervous at the prospect, none can object to Korean unity. As a German ambassador to South Korea once put it, “While
Germany was divided because of its sin, and needed its neighbors’ permission to unify, Korea was
divided because of its innocence.” That means that, while some countries may have concerns over the
nature of Unified Korea, none has a strong argument for standing firmly in opposition.
Why the delay in unifying?
If re-unification is certain, the reason it is not happening is because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values that put them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The South is a free market democracy that values individual freedom and human rights; the North pursues a race-based nationalism and a personality cult
around the ruling Kim family. As such, they are rivals for control of the peninsula, not potential partners.
There can be no step toward unity until something gives.
Given this context, the word “unification” is inherently aggressive. It represents a land grab and a “people grab.” Both sides are formally committed to this aggressive posture. The South, for example, claims
in its Constitution that the North’s citizens are its responsibility. That’s why they accept escape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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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but reject almost all other applications from would-be refugees and asylum seekers. The
North’s ruling party charter calls for unification by any, even violent, means.
The problem of nuclear weapons
We should consider the rol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n this picture.
It has been widely assumed for the last three decades that in their rivalry over which is the “real Korea”
that the North Koreans have lost and the South Koreans have won.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analysts say, as a regime survival strategy. The leaders are caught between the headlights –
unable to beat South Korea but unable to admit it because doing so would result in them being strung
up on the nearest lamppost. And so nuclear weapons are a delaying tactic.
There is, however, another viewpoint. I’m not convinced by it, but I can’t deny it’s a possibility. That is
that, while we think the North Koreans have lost, they don’t. Unification is still on and they’ve simply
changed their strategy. This happened, this analysis goes, in the early 1990s shortly after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when then-leader Kim Il-sung realized that there would never be a popular communist uprising in the South. The strategy since then has been to:
- Develop nuclear weapons (check)
- Scare the Americans into deserting South Korea (working on it now)
- Create conflict with the South Koreans
- Make limited use of nuclear weapons if they resist, as America did with Japan
- Move in and take over. Job done.
Are we able to find a broader context for reconciliation?
Whether we are containing North Korea, or finding a way for them to come in out of the cold peacefully
as possible, the current approach by South Korea is, in my opinion, flawed. Firstly, as I’ve said, talk of
unification is threatening to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 better approach might be to broaden our outlook and consider the regional setting. For this process
to go in the best possible way, it should happen in the setting of a region where the nation states have
moved, or are moving, towards shared values. These would be the shared values of advanced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desirable end is for a Unified Korea located in a peaceful, democratic, free market
northeast Asia. This should be ou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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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should Unified Korea look like?
The Unified Korea that we want is a law-based democracy that guarantees individual rights and operates as a free market economy with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press and all those good things. In
this sense, the envisioned country should be South Korea writ large.
But perhaps with an added ingredient.
South Korea is an impressive nation: Economically, it is the most rapidly and consistently developed
country in human history. Only Taiwan can match its track record in the last 50 years. Politically, it is
arguably the most dynamic young democracy in Asia, a continent where ruling parties have a habit of
engineering things to stay in power forever. Here, opposition candidates have won three out of the
country’s seven democratic presidential elections.
However, South Korea is not all it is cracked up to be. It has among the lowest birth rates and highest
suicide rates in the developed world. These are two sure indicators of unhappiness. South Korea’s
development may have made its people well-fed, comfortable, outspoken, and proud, but it has not
made them happy.
There are layers of explanations for this. But underlying them is an outlook that puts the welfare of “the
nation” over the individual and, politically, that puts the interests of “the people” over people. The temptation of this outlook is that it appears virtuous, especially in the Confucian sphere of East Asia, to value
the group over the individual. But the reason it leads to unhappiness is that we exist and experience
the world as individuals.
Modern South Korea is a “mercantilist” state in that its objective is materialistic self-enrichment (as
opposed to America, for example, which may act greedily, but whose perceived national objective is
the freedom and happiness of its people). Korea is not driven, for example, to standup for human rights
elsewhere. In fact, when the country last year accepted 500 Yemeni refugees as part of an international commitment, it did so reluctantly. Most citizens opposed the idea. Korea’s position on issues such
as, say, Israel-Palestine, are driven by oil and gas needs, the scale of its construction industry and sale
of electronics in Arab countries. Its perspective on foreign countries is whether they are above or below
Korea in terms of economic ranking. The result is akin to the difference between working for a greedy
owner or an inspiring NGO – the individual citizen draws little sense of value from the nation that he or
she is told to sacrifice for.
If we are to be happy, the role of government must not be to herd us as a group, demanding our sacrifice, for ever greater national achievement, but to protect us and create the environment where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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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may thrive. And for our government to take ethical and prudent stances on global issues so
that we may feel proud of our home community.
Unified Korea may just be South Korea writ large. Or, it may be this better country. It is hard to see how
North Korea will contribute. It is like China under Mao Tse-tung, hurtling backwards in the name of revolutionary progress. We shouldn’t rule anything out, but it’s hard to imagine it changing, let alone having
a democracy moment. Perhaps the best to hope for is a coup d’etat by someone like Park Chung-hee.
That would not mean liberal democracy but it could be a point at which reconciliation with the South
begins.
Or could such a change take place under Kim Jong-un? I doubt it. But who knows? If popular unrest
were to break out in North Korea in such a way that the security authorities were no longer willing to kill
their own people, history could change in a day.
What may we do to break down the invisible DMZ?
If I am correctly characterizing the Korean standoff and the possible way forward, those who want
peace should call on Mr. Kim to change that clause in the Party’s Constitution. Call on him to allow
separated families to meet and live together as they will. Call on him to let his people go.
But, actually, we don’t do this. There are three reasons. One is that we know it won’t work. Another is
that calling for it just makes us look like right-wingers who don’t want it to work. Third, and most important, we want stability and we fool ourselves that change under the horrible dictatorship is the better
way. This has been our belief since we began engaging under President Kim Dae-jung 20 years ago.
We should have dropped it because it’s done no good. But, let’s face it, the fear of instability is greater
than our wish that North Koreans be free.
Our strategy then is to beckon with a forced smile on our faces. Come over here. Test drive a Hyundai.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oing its best to entice Mr. Kim. We’re hoping he is aghast at
the thought of still running his country at age 80 with no change. As part of that enticement, we say
President Moon has opened a “new era of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e
say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New Economic Map Initiative for the Korean Peninsula to achieve
peace and prosperity while easing military tensions.” It’s why we are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resources belt by the East Sea, an industry-logistics and distribution belt by the West Sea, and
a peace (environment-tourism) belt at the DMZ. It’s why we are talking about thi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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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ad, to say, Mr. Kim is not biting.
I think that’s because he is not stupid as we had hoped when he took power.
My personal belief is that, even if he wants to find a way out of his dilemma and grow his country,
he must resist the South. Integration with South Korea is a bad idea. Look at it from his point of view.
South Korea is quite a vicious country. It has had three dictators and six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s. In order, they were exiled, murdered, jailed, jailed, had children jailed, had children jailed, pushed
to commit suicide, jailed, jailed. The last, Ms. Park, is in jail for 30-plus years for letting her best friend
milk the connection and even – I know this will shock you because it’s such pure evil – advise on some
Cabinet appointments. Last month, the protest banners calling for President Moon’s impeachment
came out. I expect it will happen. What the hell do you think these people are going to do with every
last Kim family member from the North? It doesn’t stop here. South Korea’s Supreme Court has reinterpreted the 1965 treaty with Japan and seized the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to compel them
to compensate World War Two forced laborers. Do you think the descendants of landowners who fled
North Korea aren’t studying these cases? And what abou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the North
Korean gulag? No, President Moon’s smile doesn’t fool Mr. Kim one bit. He knows we are polite supplicants now because he and his generals are dangerous. Only a traitor in his circle would advise him not
to keep it that way.
The greater vision
I think it makes better sense to look more broadly and set a context where issues such as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North-South Korean reconciliation are sub-issues in a greater whole.
That whole, I would suggest, is a democratic, free market Northeast Asia. This, I believe, is the vision
that needs to be agreed on by the liberal capitalist states and articulated in unison.
It will take time to realize such a vision, of course. If North Korea is Mao’s China, then China is like
Park Chung-hee’s South Korea. But over time, we have reason to be optimistic. Such a region would
naturally exist in healthy competition with Europe,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 on by virtue of shared
values
You could say, this idea seems vague because surely everyone wants it anyway? Well, yes, but nobody
is articulating it and nobody is moving towards it. The political left in South Korea, for example, appears
to prefer China and North Korea over Japan, for example, because of ancient complaints. We need to
stand up for democracy and recognize who our friend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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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we should:
- Voice support where there is progress on democracy, rights etc.
- Develop ideas such as an East Asian version of the Helsinki Agreement
- Develop ideas to push for inclusively for agreements on rights etc.
- Inspire and encourage intellectuals and ordinary people in the region
-R
 emind the world that democracy means something far loftier than Donald Trump’s tweets and
Brexit
-B
 uild the legal system and commitment to rule of law in South Korea to create confidence that
agreements reached with North Korea will be honored by subsequent administrations and the
courts.
Pursuit of this vision would bring us out of the era of containment with North Korea while requiring us
to exercise patience and creativity in the interest of eventual peace and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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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아트우드
Alexander ATTWOOD
전 북아일랜드 사회환경부 장관
Former Minister, Social Affairs and Environment in the Northern Ireland

알렉산더 아트우드는 30년(1985-2017)간 벨파스트
의회와 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102013년 사이에 사회환경부 장관을 두 번 역임하였다.
지난 30년간 그는 정부의 장관으로서, 아일랜드 정부
와 국민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시
의회와 국회에서 대화를 통한 분쟁 협상으로 아일랜
드의 새로운 정치체제 정착과 불안정 요인 해소에 기
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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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아일랜드의 여정 - 분단에서 협력으로
알렉산더 아트우드
전 북아일랜드 사회환경부 장관

똑 같다, 다르다 Alike and Different
한국과 아일랜드는 똑 같다
한국과 아일랜드는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식민시대와 분단을 견뎌왔고, 두 나라 모두 경제적인 성
공스토리의 예이다. 둘 다 튼튼한 기업문화 (strong enterprise culture)를 가지고 있다. 100여년전 아
일랜드 벨파스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선업의 선두주자였다. 지금은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끔찍한 갈등을 겼었다. 한국처럼 아일랜드도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다.
아일랜드인들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인 200여명이 한국전쟁에서 죽었다. 2013
년 당시 한국 대통령이 아일랜드 대사를 서울로 초청, 한국전쟁휴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더블린에 있는 Eamonn McKee 대사가 DMZ Forum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한다.
한국과 아일랜드는 다르다. 여러 가지 좋고 건강한 면에서, 또한 한국이 경험하는 갈등의 복잡성과 그 내
용,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아일랜드가 겪는 갈등과 해결방법과 다르다. 이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말
하겠지만, 각각의 갈등은 그들 나름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해결은 당사자들의 몫일 수 밖에 없다.
아일랜드 분리 독립 The Partition of the Island of Ireland
1922년까지 아일랜드 섬은 경제. 행정, 정치적인 면에서 영국정부의 한 행정단위였다. 그러나 아일랜드
섬 사람들은 분열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더 많은 완전한 독립을 원했지만, 영국에 그
대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연방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과 영국 연방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한 정치적 대중적 소요가 있
었다. 1916년 ‘영국통치’를 반대하는 폭동이 있었다. 이는 아일랜드 독립전쟁으로 이어졌고, 1920년 아
일랜드와 영국 정부 대표간 평화협상을 거쳐, 1922년 아일랜드섬은 둘로 갈라졌다.
분리, 아일랜드 안에 국경을 두고 두 국가 Partition , a Border with Two States in Ireland
분리란 아일랜드 32개 카운티 중 6개는 영국에 남아있고 (이를 “북 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또는
“북쪽 the North”이라 부른다) 26개는 독립국가가 되었다 (이를 “아일랜드 공화국 the Republic of
Ireland” 또는 “남쪽 the South”이라고 한다.)
아일랜드섬은 경계선을 따라 나뉘게 되었다. 그 경계선은 총 500km, 203개 횡단지점 (crossing
points)이 있다. 그 경계는 11개 도로, 3개 다리, 2개 페리선 해로 가운데를 가로 지르고 있다. 1922년
부터 아일랜드섬에는 2개 관할 구역, 두 정부가 있게 되었다. 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북과 남을 나누는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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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길, 다리, 물길에 생긴 선보다 사람들 사이 분단(division)이 더 깊었다.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또는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할 것이냐를 두고, 또한 다른 근본적인 문제들을 놓고 갈라졌다. 대부분 사람들
은 자신을 ‘아일랜드인 Irish’라 부르고, 아일랜드 전통과 가치를 공유하고, 아일랜드 문제에 대해 독자적
인 권한을 원했으며 대부분 로마카톨릭 신자였다.
아일랜드섬 북동쪽 6개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영국인 British’라 부르고, 영국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고, 영국적 가치를 존중하고, 영연방의 일부이기를 원했고, 기독교인들이었다.
아일랜드 갈등의 핵심 The Heart of the Conflict in Ireland
국가적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아일랜드 갈등의 핵심이었다. 반대쪽 정체성ㆍ 전통
은 직장, 주택, 선거에서 차별을 받았고, 이는 분단에 기름을 부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여 민
주적인 투쟁을 펼쳤고 일부는 폭력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발표는 아일랜드 분리, 경영, 갈등 완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분단으로부터 협력으로’라는 역사적인
움직임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한 관심을 지난 한 세기 동안 분단이라는 도전이 국경
지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두고, 특히 지난 20년간 협력을 위
한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상적이 아닌 실제 이야기, 구체적 실질적인 예를 알리고자 한다. 이것이 이번 포럼의 주제와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아일랜드 국경 1922 ~ 1968 : 영향과 운영 Irish Border 192 2~ 1968 : Impact and Management
1922년 아일랜드섬이 두 나라로 나뉜 이후 북과 남 사이에는 정부 및 정치적으로 ‘오랜 냉전’이 계속되었
다. 오랫동안 침묵이 계속되었고 공개적인 적대감이 있었다. 40여년간 이런 관계를 개선하거나 이해 협
력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분리는 남북한 간 DMZ처럼 ‘닫혀진 국경’은 아니었다.
냉전 완화 분위기는 1960년대 까지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때도 제한적이었고 사산아와 같아서 폭력적인
갈등이 여전히 일어났고 남북간 새로운 긴장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1920년대 ~ 1970년대 사이 50여년동안, 아일랜드 분리, 한 국토에 생긴 국경에서 비롯된 충격
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주요사안과 사태발전을 살펴보는 것은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남북간/ 국경 건너 공동여행지역 Common Travel Area Between North and South/across the
border
1992년 아일랜드 분리 독립으로 국경이 생겨났지만 ‘행정적인 규정’이 바로 만들어지고 또 확대되어 공
동여행지역 (Common Travel Area : CTA)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와 영국)
에 사는 사람들은 아일랜드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북아일랜드로 여행하고, 살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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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 교회, 학교, 친척이 ‘바로 국경 건너편에 있는’ 즉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
한 문제였다. 공동여행지역은 영국과 아일랜드 역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곳은 가족, 이민, 사업체, 사회
적 또는 기타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결정되더라도, 그 결과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이 있더라도, 영국과 아일랜드간 공동여행지역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남-북 국경 분쟁 South – North border disputes
남쪽 정부와 북쪽 정부 간 수십년 침묵이 계속된 후, 드디어 대화가 시작되었다. 대화의 내용은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던 해양어업, 내수 (internal water)였다.
이 대화의 결과, 상설 위원회 (Foyle Fishery commission)를 만들어 경계지역 어장 및 관련문제를 운
영하도록 한다는 법이 1952년 북쪽 정부와 남쪽 정부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남북간 국경을 가로지
르는 호수, 운하에 대해서도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영국-아일랜드 자유무역협정 Anglo-Irish Free Trade Agreement:아일랜드가 분리독립 되면서 무역
장벽, 무역되는 물품에 관한 관세 문제가 생겨났고, 1933년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1938년 남쪽
과 런던 정부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는 남쪽 북쪽간 쉽고 자유로운 상품이동을 포함한 시장 개
방을 뜻한다. 이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경지대 지역에서 살며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그곳
의 최대 산업은 (지금도) 농업이었다.
북쪽(북아일랜드) 남쪽 (아일랜드) 지도자들의 만남 North and South Leaders meet up : 분리 이후
40년이 지나서야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965년 남북 정부의 수뇌들은 관광, 교
통 등 논란의 여지가 비교적 적은 분야를 놓고 어떻게 협력을 시작할 것인가 논의하였다. 그것은 시작이
었다. 중요한 시작이었지만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다. 1960년대 후반 폭력적인 갈등이 일어나 정치적인
여건이 극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스포츠 sport :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스포츠는 가장 선입관에 의한 적대감이 적은 분야이다. 축구
등 일부 스포츠 종목은 남과 북이 독립된 팀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 예를 들어 럭비 하키 등은
아일랜드 전지역에 한 팀만 있다. 이런 사실은 남북 갈등이 혹독했던 시절에도 상당한 정도의 협력ㆍ 대
화가 계속되게 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다음 일요일 여기서 멀지 않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럭비월드컵에서 아일랜드는 스코틀랜드와 경
기를 가질 것이다. 아일랜드 팀의 주장 (Rory Best)은 북쪽 출신이고, 아일랜드팀 선수는 남쪽 북쪽 모
두에서 왔다.
분리와 유럽 Partition and Europe: 두 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분리독립
후 수 십년이 지나면서, 아일랜드의 한 유명한 정치지도자가 말했듯이, 아일랜드와 영국간의 경계를 “경
제적, 지리적, 사회적인 넌센스’라고 보며, 언젠가 이 섬이 통합되어야 (또는 통합되지 말아야)하는 가를
두고 남북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대화가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작가들, 학자, 사회 저명인사들이 분리독립이라는 문제를 재구성하기 시작, 남쪽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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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데 북쪽 사람들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 “동의의 원칙”은 40년이 지난
1998년 북쪽과 남쪽 국민투표로 승인이 되었다.)
두번째, 아일랜드, 북쪽, 남쪽, 영국을 유럽 대륙이라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보는 대화가 전개되었다. 2차
대전은 분단을 낳았지만, 석탄철강조약 (Coal and Steel Treaties), 유럽자유무역협회(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가 만들어지면서 협력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협력의 시대는 분리와 아일랜드 미래
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랜 불임(不妊)의 시간이 지난 뒤, 아일랜드 분리독립의 본질과 미래, 유럽이 어떻게 전쟁으로 인한 분단
으로부터 벗어나 유럽 협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동의의 원칙, 협력의 가치는 북
쪽의 북아일랜드와 남쪽의 아일랜드 공화국의 미래 발전에 주요 테마가 될 것이었다.
아일랜드 국경 1968-1998 : 폭력적인 갈등의 시기 Irish Border 1968 ~ 1998 A time of violent
conflict
30년 동안, 북아일랜드에는 폭력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 결과 ‘’요새 국경 (fortress border”이 생겨났고,
북과 남을 횡단하는 도로 다리들은 봉쇄되어 “동네 성직자, 의사, 농부, 수의사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일
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 다녀야 했다.”
요새국경에는 감시탑이 있었고 군인들이 자동차와 사람들을 조사했다. 이 곳은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무
장지대였고, 경비가 삼엄했고 민병대 공격의 위협에 대비하여 군대 경찰들이 주둔해 있었다.
민병대와 국가간 폭력이 있던 이 30년이라는 시간은 “경계, 두려움, 불신”을 낳았다. 폭력적인 갈등은
3500 여명 사상자를 냈고 그 중 절반 이상은 시민이었다. 180만 인구 중 475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슬픈 일이었다.
이 시기는 국경을 넘는 협력은 적고, 분리는 많던 때였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분단을 넘어서고자 취했던
노력들을 평가해보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국경지역 회복Renewal of border areas: 1976년 폭력적인 갈등, 요새 국경 등 상황이 어려웠을 때, 6
개 지역 (북쪽 3, 남쪽 3) 총인구 826,000명이 참여한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 (cross border network)’
가 “동부국경지역회사 (East Border Region Company)를 만들었다. 그들의 야심찬 목표는 “농업, 산
업, 통상, 관광 등 분야에서 경제적인 국경을 넘는 경제발전 촉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여
건 향상 고용증대”였다. 그들의 가진 자원과 지도력을 끌어들여 그들은 2000 - 2006년 2500만 달러,
2007-2014년 1550만 달러, 2014- 2020 4억9100만달러 외자를 확보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국경지대 평화구축 Peace-building in border areas: 대포, 총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국경지역에서
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평화구축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1986년에는 “갈등 지역
운영이라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 위해” 영국, 아일랜드, 미국, EU,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기부금을 내어 아일랜드를 위한 국제기금 (the International Fund for Ireland)이 설립되었다.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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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금의 기부금 총액은 7억2800만 유로/9억 1400만 유로이고, 약 6000여개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아일랜드 전체 지역에서 또한 국경지역에서 경제 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영국
과 아일랜드간 접촉과 대화를 격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술과 문화 Arts and Culture : 아일랜드는 문학, 음악, 연극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고 이는
오랫동안 남쪽과 북쪽간 협력의 원천이 되어왔다. 이는 폭력적인 갈등이 있던 시기에도 없어지지 않았
다. 오히려 문화적인 풍성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국경지역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 공공차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북쪽과 남쪽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가 휴양지 아나마케리그 (Annaghmakerrig)
지원이 그 한 예이다.
대화 Dialogue: 폭력적인 갈등이 있던 어려운 시절,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 가기 위해 대화가 절대로 중
요하다는 인식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은 여러 수준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중 둘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그 하나는 아일랜드 통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포럼’이다. 이 포럼은 아일랜드
의 정치, 정부, 헌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된 동의의 원칙, 아일랜드와 영국의 정체
성을 “양측 모두 만족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정치 행정 형태’ 안에 보호하기 등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두번쩨 모임은 영국 정부와 남쪽 정부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폭력적인 갈등에 대한 안보 대응 (“
영국- 아일랜드 협정 Anglo- Irish Agreement) 등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했으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미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더블린과 런던 정부의 지도자
들이 모여 중심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아일랜드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미래동력이 되었다.
아일랜드 국경 1998 – 2018 “ 평화, 협정, “분단으로부터 협력으로’
1998년 북아일랜드 사회를 대표하는 정당들과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간에 정치적인 협정 (“성금요
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아일랜드 다수당 민주지도자들 존 흄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아일랜드는 낭만적인 꿈이 아니다. 아일랜드는 450만 사람들이 영국, 아일랜드라는 두 강력한 전통으로
나뉘어 있는 곳이다. 이 갈등에 대한 해결은 어느 한편의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가 아니라 협의와 파트너
쉽을 기반으로 (영국, 아일랜드)으로 할 때 찾아질 것이다. 아일랜드의 진짜 분단은 지도에 그어진 선(국
경)이 아니라 사람들 정신과 마음에 그어진 선이다.”
이 평화 협정은 아일랜드 역사, 국민, 국경지대 공동체에게 분수령이었다. 이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1998
년 5월 국민투표에 붙여 승인이 되었고, 아일랜드 섬 하나에 두 국가, 둘 사이에 있는 국경 등 분리독립에
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전을 해결하는데 촉매가 되었다.
남.북 장관위원회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NSMC): 평화 협정의 주된 항목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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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이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남북장관위원회로, “아일랜드 섬 안의 상호이해에 관한 문제
에 대해 협의, 협력, 행동하고, 아일랜드 전체를 기준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나는 2010
년부터 2013년까지 북아일랜드 정부의 장관으로서 이 회의 및 관련있는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다.
이 제안의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 이 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여러
정책들을 아일랜드 전지역 및 국경을 넘는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기관이 만들어졌다
▪ “국내무역 아일랜드 Inter-Trade Ireland”, 남과 북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 “수로 아일랜드 Waterways Ireland”, 남 북의 내수로 관리를 위하여
▪ “식품안전 Safefood Ireland”, 식품안전과 영양의 중요성을 알고, 이에 대한 지식 홍보를 위하여
▪ “관광 아일랜드 Tourism Ireland”, 남북 아일랜드의 관광시장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이들 각각에 대한 ‘이행 기관들’은 운영계획을 세우고 특히 국경지역의 필요와 기회에 주된 관심을 기울
이며 그들의 영향력을 넓혀왔다.
그 밖에도 교육, 농업, 수송, 환경 등 여러 다른 형태의 협력도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거의 150 분야에
서, 예를 들어 조직적 범죄 척결, 어린이 취약계층 보호, 정보 나눔, 경찰 교환 등 안전, 정의에 관한 폭넓
은 분야에서 각종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지대 수자원 보호Protecting border waters: 남북장관회의 (NSMC)가 어떻게 국경지대 자산에
지역 공동체에 물질적인 혜택을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가 환경과 수자원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한
일이다. 물은 국경을 존중하지 않는다. 물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흐른다. 아일랜드 국경은 호수, 운하,
수로, 바다를 가로 질러 있다. 1998년 협정에도 이 사실이 인정되어 있다. 남북장관회의 환경분야 섹터
는 국경지대의 환경보호, 오염, 수질관리,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여기서 초기에 결정
된 프로그램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보호 연구,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보호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
할 상호 호혜적인 방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고 국경을 넘는 /전(全)아일랜드적인 접근과
활동.
▪ 국경지역 수질관리 & 폐기물 관리: 집수방식을 기본으로 한 수질관리 전략 개발; 농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EU, 북부 아일랜드, 남부 아일랜드, 영국 등 폐기물 정책을 참고하여 국경을 넘는 관점에서 폐기
물 관리 개선
북쪽과 남쪽 정부는 특히 국경지역에서의 수질관리에 대해 논의하였고 수질관리 주요 사안에 대해 그들
국민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였다.
국경지역 다시 연결하기 Reconnecting border communities: 폭력적인 갈등, 무장한 군인이 지키는
요새 국경, 국경횡단 폐쇄, 평화 협약 체결은 ‘국경지역 공동체 다시 연결하기’의 필요가 절실함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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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 국경지역 공동체에 의해 국경 재개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이는 남 북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1999
년 국경지대 아가레인 다리 (Aghalane bridge)가 다시 열 때 가진 동상제막식이 그 한 예이다.
국경지역 정상화Border normalization: 1998년 정치적인 협약 이후 수 년에 걸쳐 요새국경 비무장화
프로그램,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리기 등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국경지역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경횡단 지역에서 자동차와 사람들의 신분증을 체
크하는 것, 감시초소 보안탑 제거, 군차량 철수, 긴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하기 등 노력은 국경지대
를 비무장화 하였고, 국경지대 주민과 사회에 정상적인 삶을 가져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비무장
화 하여도 상대방이 줄어든 안보 능력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신뢰구축 조치’라고 불렀고, 이들 조치를 통해 국경지역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
들의 경험은 전과 달라지게 되었고 더 나아졌다.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란 “분단에서 협력으로” 운동을
보고 일반인들이 묘사한 표현이고, 이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폭력적인 갈등 이후 아일랜드의 새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국경지역 개선Renewing border areas 남북 지방, 지역이 모여 논의한 동부국경지역(the East Border
Region) 모델은 여러 곳에서 복사되고 있다. 1995년 “아일랜드 중앙 국경지역 네트워크 Ireland Central
Border Area Network (ICBAN)”라 불리는 인구 60만, 8개 지역파트너쉽 (남쪽 4, 북쪽 4)이 만들어 졌
다. 이 파트너쉽의 목적에는 중소기업 강화, 관광 발전, 상품 서비스 협력 마케팅, 쾌적한 자연 공간 보호,
국경회단 통로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파트너쉽이 2개 다른 국경지역 (Newry, Louth)에도
있는데, 이곳은 생태관광에 전념하고 있고, 최근 1백만 달러 이상 외부투자를 끌어들였다.
이렇듯 다양한 활동 결과, 16개 국경지역 (북 8, 남8)이 파트너쉽을 만들어 상호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
고 있다. 이는 각 국경지역이 다른 관할권에 속하는 건너편 국경지역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다. 100년전 아일랜드 분리독립 때와 비교해 본다면 먼 길을 달려온 것이다.
국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Financial support to border areas: 논의가 되었던 다양한 국경을 넘는 활
동들이 재정부족 상태에 있지 않다. 그들은 여러 재정 소스로부터, 특히 유럽연합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1998년 협정에 따라, EU의 국경지역을 위한 지원금 관리 기구 (“특별유럽연합 프로그램 위원
회”)가 만들어졌고, 2014 – 2010 기간 동안 국경지대, 전(全)아일랜드, 기타 프로젝트 지원금이 5억달
러로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고 있는 국경지대 관광 Growing border tourism: 아일랜드에서 폭력적인 갈등은 국경지역 관
광에는 줄어든 기회를 뜻한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파트너쉽은 주요 관광지역 등 아일랜드의 풍부한 자
연, 인공적인 건조물, 인류학적, 산업, 기독교 유산 등 아일랜드의 풍부한 관광자산을 가진 국경지역을 부
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중요한 예이다. 폭력이 난무하던 어두운 시기 동안, 북쪽의 한 국경지역
(Fermanagh”)은 훌륭한 자연자산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리석 아치 Marble Arch”에서 동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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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었고 1985년부터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의 지원에 힘입어 그 동굴들은 아일랜드와 영
국 제일의 지질공원 (geo-park)이 되었고, 이는 유럽에 있는 8개 중 하나이다.
2007년 Fermanagh 지질공원과 이웃한 남쪽 국경지역 (“Cavan”)을 합쳐 동굴, 호수, 강, 산악체험 등
으로 구성된 국경을 넘는 지질공원이 만들어졌고, 영국, 아일랜드 정부, 유럽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 모델을 다른 두 지역, 국경지역 북쪽에서 한 곳, 남쪽에서 한 곳 (Newry와 Louth)이 본떠서 지질관광
을 채택하였고, 외부로부터 170만달러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건강과 국경 지역사회 Health and border communities: 분리독립 결과, 남쪽, 북쪽, 국경지대의 교
육, 사법, 건강, 기타 서비스가 분리되게 되었다. 도시 중심에서 좀 벗어난 지역, 인구가 적은 국경지역의
경우 이는 건강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짐을 뜻하는 것이었다. 일과시간이 지났을 때는 특히 문제
였다. 아일랜드 국경지역 주민 7만명이 북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국경을 넘어가서” 일과시간 외에 의사에
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 함께 일하기 Co-operation and Working Together (CAWT)”라
는 국경을 넘는 국경지대 건강 파트너쉽이 만들어졌고, 그 목적은 “국경, 관할권을 넘어서 일하는 사람들
의 건강과 복지 향상”이며, 일과시간 외 치료를 받을 수 있음도 그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이 파트너쉽은 국경지역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전문가 건강서비스 제공에도 요긴하다. 예를 들어 북
쪽의 어린이가 심장 수술이 필요할 경우, 지금은 남쪽 더블린에 있는 어린이 심장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국경지역 연구Border areas research: 1999년 국경을 넘는 연구센터 (a Centre for Cross Border
Studies)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분리독립 이후 수 십년, 폭력이 자행되던 수년이 지난
뒤 어떻게 국경을 넘는 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증거, 모범 사례를 발굴한 필요가 있다는 인식
에서였다. 이 센터는 “국경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 특별히 초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과 기관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국경지대 경험으로 “새로운 안목, 계획 방법’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 센터는 이를 가능하
게 하는 수단,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고 노트 A note of caution
이 발표에서 나는 아일랜드 갈등과 아일랜드가 어떻게, 특히 국경지역과 관련하여, “분단을 넘어 협력으
로 가고자” 노력했는가에 대해 얘기했다. 지금까지 내 나라의 이야기와 경험을 얘기했다. 한국의 이야기
와 경험이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다를 수도 있다. 한국의 문제는 여러분이 나
보다 잘 알 것이지만, 나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두 나라의 경우는 다르다고 본다.
첫째, 아일랜드의 갈등과 분단은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매우 다루기 힘든 것으로 보였다. 아일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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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섬이고 세계 여러 곳에 우방을 가지고 있다. 1998년 아일랜드에게는 “희망
과 역사’의 때,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 가는 멈출 수 없는 동력이 있던 때, 정치적인 협정 (“성금요일 협정
the Good Friday Agreement”)이 만들어졌고, 그후 아일랜드의 역사는 크게 변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거대한 도전을 받고 있고, 훨씬 복잡하다. 이 점이 아일랜드와 한반도가
다른 점이다.
둘째, 아일랜드는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 먼 길을 여행해 왔다. 이 여정은 이미 한 세기가 넘었고 (아일
랜드 1922년 분리 독립했다), 지난 20년간 특히 급속한 변화가 있었다. ‘분단을 넘어 협력으로‘와 관련
해 아일랜드의 북쪽과 남쪽의 문제를 다루고자 동의해서 만든 합의안들은 아일랜드가 먼 길을 여행해 왔
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다른 대륙에 있고, 역사의 여정에서도 다른 시점에 있다. 한국은 자신의 방향과 속도를 최선의 판
단이 알려주는 대로 정할 것이다.
셋째, 그 여행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많은 굽이굽이가 있을 것이다. 최근 몇 십년간 아일랜
드는 위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새로운 위험이 손짓을 하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여러 정당간 여러 의견
불일치 때문에, 2017년 초기 이후 900일 넘게 이후 자신의 권력을 분담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나쁜 상황은 브렉시트에 의해 더욱 심각해졌고 (북아일랜드는 EU에서 탈퇴하려 하고 있고, 아일
랜드는 EU에 남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 남과 북 사이에 “굳은 국경 hard border”을 만들 가능
성도 있다; 무역, 공동체, 국경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불확실, 격동을 뜻한다.
아일랜드는 먼 길을 여행해 왔다. 아일랜드는 다른 지역에게 얘기해 줄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아
일랜드와 비슷한 경우, 지금 갈등을 겪고 있거나 갈등에서 벗어나고 있는 나라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야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안다. 이 여행은 지혜, 탄력성, 끊임없는 정직한 대화,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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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KE and DIFFERENT
We are alike.
Korea and Ireland have had some common experiences. We have endured colonialism and partition.
We are both economic success stories. We have a strong enterprise culture. 100 years ago in Belfast,
Ireland we were world famous as ship builders. Today it is Korea.
We have both had terrible conflict in our own lands. As you in Korea and we in Ireland well know we all
live with its deep legacy.
We in Ireland have a particular bond with you in Korea. 200 Irish people died in the Korean War. That
was why in 2013 it was timely and generous of your President to invite the then Irish Ambassador to
Seoul to atte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Irish Ambassador Eamonn McKee in
Dublin sends his best wishes to you on this endeavour.
We are different. In many good and healthy ways. Different also in the complexities and challenges in
the resolution of conflict in this region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 in Ireland.
So a big note of caution to which I will return in my closing remarks. Each conflict has its own character,
the resolution of which is for those around the conflict to identify.
THE PARTITION OF THE ISLAND OF IRELAND
In economic,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terms the island of Ireland was administered as a single unit
by the British Government in London up to 1921. But its people were not united. Many wanted more
or full independence from Britain. Others wanted to remain with Britain and in the Union of Ireland,
Scotland, England and Wales.
There was political and public agitation both for independence from Britain and for maintenance of the
Union with Britain. In 1916 there was a rebellion against “British Rule.” This resulted in the Irish War of
Independence. Subsequent peace negotiations in 1920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Ireland and the
British Government led to the Partition of the island in 1922.
PARTITION, a BORDER with TWO STATES IN IRELAND
Partition meant sovereignty for 6 of Irelands 32 counties or administrative districts remained with Britain (called “Northern Ireland” - “the North”). The remaining 26 counties of Ireland became an independent state (called “the Republic of Ireland” - or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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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land became divided by a border. It measures 500 kilometres. It has 203 crossing points. The border
runs down the middle of 11 roads, the middle of 3 bridges and the middle of 2 ferry sea crossings.
From 1922 there have thus been two jurisdictions and two governments in Ireland. There has been a
border in law and in practi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But divisions among the people themselves ran deeper than the lines on a road or a bridge or a sea
crossing. People were divided on independence from Britain or Union with Britain but also in other fundamental ways.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called themselves “Irish”, shared Irish heritage and values, wanted to have exclusive control of the affairs of the island and were substantially Roman Catholic.
A minority who lived in the six North-Eastern counties called themselves “British”, were loyal to the
British monarch, held to British values, wanted to be part of the British Union and were substantially
Protestant.
THE HEART OF THE CONFLICT IN IRELAND
This difference of national and political identities has been at the heart of the conflict in Ireland over
the last century. One identity and tradition was discriminated against on jobs, housing and voting. This
fuelled division, democratic struggle by the many to bring about change and the illegitimate use of
violence by the few.
This paper examines in three phases what partition meant, its management and mitigation and more
recently historic movement from “division to co-operation.” There shall be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mpact on and the response of border communities over the last century to the challenges of division
and particularly over the last 20 years to the opportunities of co-operation.
In doing so I hope to give concrete, practical examples to make the story real not abstract and perhaps
more relevant to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IRISH BORDER 1922-1968: IMPACT AND MANAGMENT
Following the 1922 Partition of the island of Ireland there was a long “Cold War”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t government and political levels. There was long radio silence or open hostility. There was
little concrete work to develop relationships, understanding or levels of co-operation for four decades.
Partition, however, never meant “a closed border” as such or a DMZ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f
Ireland. The border was “not actually visible.” There were however restrictions considered later in this
paper.
A thaw in this Cold War did not begin to emerge until the 1960s. As I will explain even then it was
limited and in any case was still-born due to the emergence of violent conflict and renewed tens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the late 1960s. .
It is useful nonetheless to review some key themes and developments that did arise to moder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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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Partition and a border in Ireland over the 50 years from the 1920s to the 1970s.
Common Travel Area between North and South/across the border: Partition created a border in 1922
but “administrative provisions” were quickly developed and expanded leading to a Common Travel Area
(CTA) whereby people living in Northern Ireland (and Britain) had the freedom to travel to, live, study
and work in Ireland and vice versa.
This was vital for people living in border areas where a job, a church, a school, a relative was “just up the
road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The CTA reflected the history of the islands of Britain and Ireland
where there were family, emigration, business, social and other relationships. Even with the coming
Brexit and consequences for the free movement of people, it appears that CTA provisions between
Britain and Ireland will remain in place.
North-South border disputes: after decades of silence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North and the
South eventually dialogue started. And it was border disputes around sea fishery rights and internal
waters that concentrated minds.
This resulted in agreement in law passed by the government of the North and the government of the
South in 1952 around fishing rights in border waters with a permanent Commission to help manage
fishery and related matters (Foyle Fishery Commission). Similar arrangements were agreed for lakes/
canals that cross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Anglo-Irish Free Trade Agreement: partition brought trade barriers and tariffs on the movement of
goods and from 1933 a trade war. Eventually a free trade agreement in 1938 between the South and
the London Government meant that markets opened up including easier and free moveme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is was of real gain to border communities where many lived and worked on the
farm on an island where the biggest industry was (and still is) farming.
North and South Leaders meet up: it was over 40 years after Partition that the political leaderships in
the North and South began to circle each other. The Heads of Government North and South met in
1965 around less controversial issues (tourism and transport) and how to begin to co-operate. It was a
start, important for that but did not go far before violent conflict emerged in the late 1960s and political
conditions dramatically changed.
Sport: arguably the area that was least prejudiced by Partition was sport. In some sports such as soccer the North and South has separate teams. In many others such as rugby and hockey there was one
team for all of Ireland. This kept a useful level of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open during harsh
years and it continues to today.
So next Sunday when Ireland plays Scotland in the Rugby World Cup not far from here in Yokohama,
Japan the captain of the Irish team (Rory Best) will be from the North and the team will have player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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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and Europe: there are two broader issues worth comment. First in the decades after partition there was a binary national conversation around when the island would be united (or not) with the
border being viewed as an “economic, geographic and social nonsense” as one leading Irish politician
subsequently stated.
In the 1960s however writers, academics and other public figures began to reframe the issue of Partition and raised the question if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people of North would be necessary for
Unity of the island with the South (this “principle of consent” would 40 years later in 1998 be endorsed
by the people of the North and the South in referenda.)
Second a broader conversation was evolving about the place of Ireland, North and South, and of Britain
in Europe. Out of the division of the 2nd World War an era of co-operation was emerging in Europe
with the creation of Coal and Steel Treaties and 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What would this
mean for Partition and the future?
So after long years of sterility, questions were being posed about the nature and future of Partition and
about how European co-operation could emerge from the division of war. The principle of consent and
the value of co-operation were to become primary themes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North and
South.
IRISH BORDER 1968- 1998: A TIME OF VIOLENT CONFLICT
For 30 years (1968-1998) there was a violent conflict in Northern Ireland. It resulted in “a fortress
border” where roads and bridges that criss-crossed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ere sealed and
“the village priest, doctor, farmer and vet might have to make considerable detours to go about their
normal business.”
There were lookout towers and army searches of vehicles and people. It was less a Demilitarized Zone
(DMZ) and more a Militarized Zone (MZ) populated by a heavy, invasive security, army and police presence in response to the threat of militia attack.
During these 30 years the violence of militias and the state created “watchfulness, fearfulness and lack
of trust.” Tragically the violent conflict saw over 3500 killed over half of whom were civilians. 47500
people were injured from a population of 1.8 million.
This was a time of less cross-border co-operation and more separation. Yet here again it is useful to
assess the steps that were taken to try to move beyond division.
Renewal of border areas: in 1976 in the challenging environment of a violent conflict and fortress border
a cross border network of 6 local districts (3 in the North, 3 in the South) with a total population of
826,000 formed the “East Border Region Company.” The ambition was “to promote innovative, cross
borde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reas of agriculture, Industry, commerce and tourism and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and employment prospects of those living in the region.” By pooling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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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and leadership they were able to secure external resources $25 million 2000-2006, $15.5
million 2007-2014 and 491 2014-2020. Projects include:
Peacebuilding in border areas: amidst the sound of bombs and bullets there were constant, multiple
efforts at peacebuilding at community levels and border areas. In 1986 a Fund w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Fund for Ireland) “to share in the burden of administering” a troubled region with financial
contributions from the Britain, Ireland USA, EU,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 total resources committed to the Fund to date amounts to £728m / €914m, supporting over 6,000 projects.
The Fund aimed to promote economic and social advance as well as encourage contact and dialogue
between Irish and British throughout Ireland and in border regions. Its work continues.
Arts and culture: the richness of Irish writing, music and theatre has long been a source of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This did not evaporate during the years of violent conflict. Rather there
were interventions to develop this richness and to do so in a border areas. Those who manage arts in
the North and the South came together to support an artists retreat called Annaghmakerrig close to the
border.
Dialogue: during the difficult years of violent conflict there was recognition that dialogue was essential to help mover beyond “division to co-operation.” This occurred at many levels but just two will be
considered.
One gathering to talk was among those who supported the Unity of the island of Ireland. A Forum was
convened (“Forum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to address the political,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shape of Ireland in the future. It explicitly addressed the principle of consent referred to above and
the protection of the Irish and British identities in “equally satisfactory, secure and durabl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orm.”
A second gathering was among the leaderships of the governments in Britain and the South which
resulted in closer co-operation including the security response to the violent conflict (known as the
“Anglo-Irish Agreement”) and commissioning of studies about the future. Whatever transpired in the
short-term, leaderships by governments in Dublin and London and having shared positions on central
questions was to be a future dynamic to help move Ireland out of conflict.
IRISH BORDER 1998 - 2018: PEACE, AGREEMENT, “FROM DIVISION TO CO-OPERATION.”
In 1998 a political agreement (“Good Friday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representing the communities in Northern Ireland and between the British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Ireland.
The Agreement was heavily informed by the thinking of a major Irish democratic leader John Hume
who argu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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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land is not a romantic dream. It is 4.5 million people divided into 2 powerful traditions (British and
Irish.) The solution (to the conflict) will be found not on the basis of the victory of either but on the basis
of agreement and partnership between both. The real division in Ireland is not a line drawn on a map
(the border) but in the minds and hearts of the people.”
The Agreement is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Ireland, its people and border communities. It was a
political declaration endorsed by the people of Ireland in referenda held on the same day in May 1998
in the North and the South. It was a catalyst to address multiple challenges including those of Partition,
two states in and a border across Ireland.
It may therefore be particularly useful to review where the Agreement, its new arrangements and
other models are helping to address the needs of border residents and communities and address the
impacts of a long partition of the island of Ireland.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NSMC) a central plank in the Agreement were structures (“a 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to develop consultation, co-operation and action within the island of
Ireland…on matter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implementation on an all-Ireland basis.” I attended a
large number of its and related meetings when I was a Government Minister in the North from 2010 to
2013.
The scale of the proposition was significant. A number of bodies were established to manage particular
issues and implement policy on an all-Ireland and cross-border basis:
• “Inter-Trade Ireland” to promote trad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 “Waterways Ireland” to manage inland waterways North and South
• “Safefood” to promote knowledge and awareness of food safety and nutrition
• “Tourism Ireland” to market tourism North and South to the world.
Each of these “implementation bodies” have developed their operations and grown their impact over
the last and done so with dedicated attention to the requirements and opportunities in border areas.
In addition a number of areas were identified for other forms of co-operation including education,
agriculture,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 Today there are close to 150 distinct areas where there
is co-operation including on a wide range of security and justice issues including tackling organised
crime,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vulnerable people, intelligence sharing, police exchanges and
wider justice issues.
Protecting border waters: one example of how the NSMC is bringing material benefit to border assets
and communities is its work stream on the environment. Water does not respect borders. It flows
where it wills. The border in Ireland is in the middle of lakes, canals, watercourses and seas. In the
1998 Agreement this was recognised. The NSMC meets in an Environment Sector in order to make
decisions on common policies and approaches in area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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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quality management and waste management in a cross-border context. The initial agreed work
programme included:
• R
 esearch into environmental protection, information on best practice, the establishment of a data
ba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problems and mutually beneficial ways
to address these and activities for coherent cross-border/all-island approach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W
 ater Quality Management & Waste Management in a Cross-Border context: development of
catchment-based strategies in relation to water quality; impact of agricultural activities; scope for
improved waste management in a cross-border context taking account of waste policy in the EU,
the North, the South and in Britain..
So today the management of water particularly in border areas is discussed and decided upon in vital
areas by the governments North and South to the mutual benefit of the people North and South.
Reconnecting border communities: with the violent conflict, the development of a militarised fortress
border and the closure of border crossings peace and agreement created circumstances to “reconnect
communities.”
A programme of reopening border crossings was rolled out, encouraged by local border communities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s in the North and the South. There were many such examples such
as the unveiling of a statue when a border bridge (“Aghalane”) was re-opened in 1999.
Border Normalisation: Over the years after the 1998 political agreement there was also a programme
of demilitarization of the fortress border and normalisation of life at the border.
This took much time. The ID checking of vehicles and persons at border crossings, the removal of
look-out posts and security towers, the withdrawal of army vehicles or the carrying of long-arms and
other actions demilitarised the border and brought about the normalisation of life for border residents
and communities. There had of course to be sufficient belief that if demilitarisation happened others
would not seek to exploit the reduced security profile.
These measures were referred to as “confidence-building measures” so that the lived experience of
border communities and the general population was different and better than before. They were public
expressions of the movement from “division to co-operation” and an important element in the new
order in Ireland after the years of violent conflict.
Renewing Border Areas The East Border Region model of local districts North and South coming together discussed is being replicated. An 8 district partnership (4 from the South and 4 from the North)
called “Ireland Central Border Area Network” (ICBAN) was formed in 1995 for a population of 600,000
people. Its goals include strength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develop tourism, joint marketing of goods and services, protect natural amenities and develop cross-border corridors. Another
such partnership exists for 2 other border districts (Newry and Louth) concentrated on eco-tourism,
again accessing recently external funds over a $1million.
The result of these various actions is that 16 border districts, 8 in the North and 8 in the South,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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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partnerships to work together for mutual benefit. It means that every border district is in a
partnership with a district that is across a border in a different jurisdiction. In one way it is a long way
from the Partition of Ireland 100 years ago.
Financial support to border areas: the various cross-border actions that have been discussed do not
exist in a funding vacuum. They have been greatly assisted from various financial sources crucially the
European Union. As part of the 1998 Agreement an organisation was established to manage EU monies to border areas (“the Special European Union Programme Board”) which in the 2014-2020 funding
period will expend $500 milllion on cross-border, all-Ireland and other projects.
Growing border tourism: The violent conflict in Ireland meant less opportunity for border tourism. The
development of cross border partnerships can renew border communities including in the vital area
of tourism with the enormous wealth of Ireland natural, built, archaeological, industrial and Christian
heritage. This is one great example. During the dark years of violence one border district in the North
(“Fermanagh”) decided to develop a wonderful natural asset. Caves had been discovered at a place
called “Marble Arch” and launched a visitor experience in 1985. With external European support the
asset became the 1st Geo-Park in Ireland and Britain and 1 of only 8 in Europe.
In 2007 the district in the North (“Fermanagh”) was joined by its neighbouring border district in the
South (“Cavan”) to create a cross-border geo-park comprising caves, lakes, rivers and mountain experiences receiving funding from the governments in the North, South and Europe.
This model was then adopted by 2 other districts one from the North and the other from the South of
the border (“Newry and Louth”) again around geo-tourism and with external financial support of $1.7
million.
Health and border communities: the impact of Partition was separate structures to administer education, justice, health and other services in the North and the South. In border areas, some distance
from urban centres and with less population, this can mean more difficulty accessing health support
particularly outside normal working hours. Evidence suggests that there are 70000 border residents
in Ireland who could get better access to a doctor out-of-hours by “skipping across the border” to the
North or South.
In response a cross-border cross border healthcare partnership exists known as “Co-operation and
Working Togethe” (CAWT) with the mission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populations
working across borders and jurisdictions” including access to out-of-hours medical treatment.
This is highly relevant in border areas but also for specialist health provision. So for example children
in the North who have require cardiac surgery now attend a specialist childrens cardiac facility in the
capital of the South, Dublin.
Border Areas Research: in 1999 a Centre for Cross Border Studies was established. It was a recogni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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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that after decades of Partition and years of violence that there was a need provide evidence and
best practice on how co-operation cross-border might develop. The Centre has “a strong research
focus on the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s of border areas” offering practical support to border
communities and organisations.
Some argue that border experience creates “new ways of seeing and of scheming.” The Centre provides such a vehicle and a model possibly relevant to other places.
A NOTE of CAUTION
In this presentation I have talked about the conflict in Ireland and how we have strived “to go beyond
division to co-operation” on the islan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our border regions. I have told of our
story and our experience. Your story and experience may have similar themes. It is also very different
for many reasons. You know this better than me but let me suggest three reasons.
First conflict and division in Ireland goes back centuries and seemed intractable. But Ireland is a small
island on the edge of Europe and we had the friendship of many around the world. In 1998 when “hope
and history rhymed” for Ireland, when there was an unstoppable force to “go beyond division to co-operation,” our political agreement was born (“the Good Friday Agreement”) and our history changed.
But clearly the geo-politics of this region is immensely challenging and with many more complications.
This make conditions here different from Ireland.
Second we in Ireland have travelled far on our journey beyond “division to co-operation.” But the journey is already a century old (Ireland was partitioned in 1922) with the pace of the journey accelerating
in the last 20 years. The arrangements – now in close to 150 different area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f Ireland to help manage the affairs of the island including its border regions is a measure of
how far has been travelled on the journey.
You are in a different place and at a different point on your journey. You will decide its direction and
pace informed by your best judgment.
Third the journey never ends and there will be many a twist and turn. For all the great progress in
Ireland in recent decades, new risks now beckon. Northern Ireland has been without its own regional,
power-sharing government since early 2017 – over 900 days – due to multiple disagreements among
political parties.
This bad situation has been made worse by Brexit (with NI heading out of and the rest of Ireland still in
the EU); the possibility then of a “Hard Border”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f the island; the impacts
on trade, community and border communities all mean uncertainty and turbulence.
We have travelled far in Ireland. We have an important story to tell, one that may find echoes in other
places in or emerging from conflict.
But we know we have far still to travel on our journey. The journey will require wisdom,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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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ntless honest dialogue and the taking of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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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모
AHN Changmo
경기대학교 교수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안창모 박사는 경기대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로
한국 근대건축의 역사와 이론을 연구하며 ‘역사문화
환경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
교 건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건축역사학
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
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현대건축
50년>, <북한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 <평양건축
가이드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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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내 사라진 마을 복원을 위한 시론
: 장단역-장단면사무소 일원을 중심으로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전개된 6.25전쟁으로 한반도
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분단의 경계에서 많은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 전쟁이 마을이나 도시에 물리적인 피
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마을이나 도시를 지상에서 소멸시킨 것은 전쟁 중 입은 물리적 피해
가 아닌 전쟁이후 남과 북 사이의 분단과 대립구조의 결과인 DMZ(Demilitarized Zone)였다. DMZ는
임진강에서 동해안 까지 약 240km에 군사분계선(MDL)을 설정한 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
각 2km 범위에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되었다. 이로인해 DMZ 내에 존재했던 마을
주민들은 DMZ 밖으로 소개되었으며, DMZ 내에는 남측에는 대성동, 북측에는 기정동에 각각 하나씩 마
을이 존재한다. 전쟁 중 물리적 소멸보다 전쟁이후의 냉전체제가 마을과 도시의 소멸을 가져온 셈이다.
정전협정이후 냉전체제가 70년 가깝게 유지되면서 사람이 떠난 마을과 도시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
는 시간을 넘어섰다. 마을을 떠난 1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났으며, 전쟁 중에 마을의 삶과 역사가 물리적
으로 훼손된 데다 이주민 1세대에 관한 기록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남과 북 사
이에 평화협력 체제구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에 전쟁으로 잃어버린 마을과 도시를 복원
하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는 다양한 시도 중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1. 머리말
본 연구는 열전과 냉전으로 사라진 마을을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이며,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을 중심으로 복원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다. 마을의 복원은 물리적인 터
전의 복원과 삶의 복원으로 나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전쟁으로 사라지기전 마을의 흔적에 대한 연
구다. 현재 장단군 장단면에는 타 지역과 달리 장단면사무소가 골조상태로 남아있으며, 근처의 장단역
지와 장단역 주변에 철로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남아있다. 2000년 7월 31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의
선 연결에 합의한 이후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과정에서 장단역을 중심으로 한 장단면 구시가 일
대의 원 모습 중 일부가 영구히 멸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0여년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 논의는 정
치와 경제가 주도했으나, 동서독의 통일은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이 우선이라는 교훈을 주었다. 그렇지만
통일은 필연적으로 물리적 경계를 없애고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때 DMZ 내 마
을 복원은 잊혀진 삶의 현장을 복원함과 동시에 평화협력시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남과 북의 삶의 현
장을 잇는 사업이 될 것이다.
2. 역사 속 장단
장단은 한강과 함께 한반도 내륙물류의 동맥인 임진강의 남측을 경계로 하여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
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장단면 백락리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석기가 출토된 바 있고, 인근지역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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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의 주월리, 가월리 등지에서도 최근 뗀석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장단(長湍) 지명은 신라 경덕왕 때부
터 사용1)되었다고 하며, 장단군 장남면 고랑포리(현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는 신라 경순왕의
능이 위치해 있다. 고려 때에는 개성부의 통제를 받는 지역)이었다. 장단군은 고려왕조의 수도에 이웃한
까닭으로 고려시대의 왕릉을 비롯한 사찰 등 고적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진서면 경릉리에 고려문종
의 능인 경릉(景陵)이 있고, 진서면 눌목리에 고려숙종의 능인 영릉(英陵)이 있으며, 장도면 두매리에 고
려명종의 능인 지릉(智陵)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의 장단도호부 불우조(佛宇條)에 의하면 극락사(極樂
寺)·창화사(昌化寺)·영통사(靈通寺)·흥성사(興聖寺)·성등암(聖燈庵)·낙산사(洛山寺)·안적사(安積寺)·증
각사(證覺寺) 등의 많은 절들이 산재하여 있었다고 한다.

백
악
산
읍
내
리
그림1 장단부지도, 출처: 서울대 규장각
서울대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후기 지방지도의 장단부 지도에 따르면 장단지역은 임진강의
북쪽, 개성의 동쪽에 있었던 고을이다. 아래에 크게 그려진 하천이 임진강이며 고랑포, 임진 등 주요 나
루터(포구)가 표시되어 있다. 장단군 외곽에 개성부계, 풍덕부계, 교하군계, 파주목계, 적성현계, 마전군
계, 연천현계, 삭녕군계, 황해도 금천군계 등으로 주변 고을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 가운데가 옛 중심이
다. 현재의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이다. 객사, 아사, 옥, 사창, 군기고 등이 보인다. 특이하게 빙고(氷庫)
도 그려져 있다. 빙고의 존재는 장단군 군내면이 갖는 위상이 상당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장단군은 남한에 속했으나 1950년 6.25전쟁으로 장단군의 3분의 1 정도만이 남한
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에 속한 장단군 영역도 대부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무장지대
에 포함되어 장단군의 대부분이 폐허화되었다. 따라서 장단면사무소가 위치한 장단면은 6.25전쟁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고, 장단면사무소는 장단역과 함께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장
단면의 삶의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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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연천군 장남면과 해방 당시 북한의 장단군 진서면, 장도
면, 대강면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남한에서는 대부분이 파주시에 속한다. 북한에서는 장단과 개평이
합해져 장풍이 되었다가 1960년 이후에는 개성직할시에 편입되었다.
장단군의 근대기 모습은 1849년 발행된 장단지(長湍誌)을 통해서 확인된다. 장단지 방리조(坊里條)에
따르면 장단군은 20면1에 63개리로 구성되었다.
20개 면은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된 직후인 1911년 행정구역 개편에서도 유지되었으나,
1930년 초 20개 면이 10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진현내면과 진북면 일원이 군내면으로, 중서면과 하도
면 그리고 상도면 일원은 진남면으로, 송남면과 송서면 일원은 진서면으로, 강서면과 강남면 일원은 강
상면으로, 동도면과 서도면 그리고 장복면 일원은 장도면으로, 고남면과 장서면 및 장현내면 일원은 장남
면으로, 진동면과 장서면 일원은 진도면으로, 그리고 소남면, 대남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중 진남면
은 1934년에 장단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해방으로 한반도가 38선으로 양단되면서 장단군 중 대강면, 강상면, 대남면, 소남면, 장도면
등 5개면은 38선 이북에 위치하게 되었고, 장단면 10개리와 군내면 7개리, 진동면 5개리와 장남면 5개
리 그리고 진서면 14개리는 38선 이남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중에서 장단면은 동장리, 도라산리, 노상
리, 노하리, 서장리, 정동리, 덕산리, 거곡리, 석곶리 및 강정리 등 10개리로 구성되었다. 1950년 전쟁으
로 장단군의 대부분이 비무장지대에 포함되면서 장단군민은 대부분 연천군과 파주군으로 이주하게 된다.
남과 북이 휴전을 앞두고 처절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전선이 형성되었던 지역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조국으로 각각 이전하였다.
3. 장단면 개요
장단군의 군청 소재지였던 장단면은 1972년 12월 28일 군사분계선 이남의 장단군 지역이 파주군에
편입되었으며 면적은 33.96 km²이다. 1979년 5월 1일 옛 장단군의 4개면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
단면을 관할하는 군내출장소가 개설되었으며, 2011년에 군내출장소가 장단출장소로 개칭되었다. 장단
면의 동부 임진강 연안에서 민통선 출입과 영농이 행해지고 있으나, 마을이 조성되지 않아 거주하는 주
민은 없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후 군 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되었고, 인근의 군내면 조산리에
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조성되었다. 전쟁으로 마을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장단역의 ‘플랫폼과 경의
선 철로’ 와 경의선 철로를 가로지르는 ‘죽음의 다리’ 그리고 장단면사무소의 물리적 잔해만이 남아있다.

1

20개면은 다음과 같다. 진현내면, 진동면, 상도면, 하도면, 중서면, 진북면, 송남면, 송서면, 서도면, 동도면, 장
북면, 강남면, 강서면, 강북면, 강동면, 대위면, 장동면, 장현내면, 고남면, 장서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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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장단역과 면사무소와 주변 현황, 출처: 2002 구글 위성사진 / 그림2 장단역과 면사무소 주변,
1950년대 지도

그림3 보존 처리후 임직각에 전시된 기관차
전쟁 후 방치되었던 장단면사무소와 장단역에 변화가 생긴 것은 2000년 7월 31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이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합의하면서다.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연결 공사가
시작되어 2001년 12월 31일 비무장 지대 이남 남측구간 공사가 완결되었고, 2002년 9월 18일 남북구
간 연결공사가 착공되어 2003년 6월 14일에 연결이 완료되었다. 이후 장단면에 소재한 전쟁의 흔적인
장단면사무소와 장단역 플랫폼 및 기관차가 등록문화재 등록이 추진되어, 2004년 2월 6일 ‘파주 구 장
단면사무소’는 등록문화재 제76호, ‘파주 경의선 구 장단역 터’는 등록문화재 제77호, ‘경의선 장단역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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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관차’는 등록문화재 제78호로 등록되었다. 그림1은 사람이 떠난 후 오랫동안 방치된 장단역과 장단
면사무소 주변이 수풀로 우거져 마을의 흔적을 위성사진에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옛길의 흔적은 남아있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철도가 위치한 곳은 남북간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된 경의선철도 복원에 따라 공사
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담겨 있다. 그림2는 1950년대 발행된 지도로서 붉은색이 시가지화
된 지역을 표시하지만, 분단 후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고, 사람이 살지 않은 시기의 지도라는 점
을 감안하면, 1940년 전후 시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구장단면사무소, 2003년

그림 5 구장단면사무소, 2019년

그림 6 장단면 군사분계선, 2002년 11월 25일 구글위성사진 그림 7 남북철도 연결후 장단연 주변
그림6와 7은 경의선 복원공사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다. 중앙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측 공사
구간과 북측 공사구간의 도로가 선명하게 구분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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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경의선 연결공사 전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 장단역지-죽음의 다리 구간, 2002년11월25일 구글
위성사진 그림 9 경의선 연결공사 전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 장단역지-죽음의 다리 구간, 2018.6.2.구
글위성사진
장단역기관차는 6.25전쟁 당시 연합군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개성역에서 한포역까지 올라간 열
차로 중공군에 밀려 장단역까지 내려왔고 후퇴하던 연합군이 북한군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열차를 폭파
한 것이 방치되었다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전체적으로 기관차의 외관은 유지되고 있으나, 물리적
으로 훼손이 심하여 문화재청과 파주시 그리고 포스코가 보존에 합의하여 포스코 산하단체인 포항산업과
학연구원에서 보존처리 후 2009년부터 임진각에 전시되고 있다. 그림8과 9는 경의철도 연결공사 시기
의 구글 위성사진에 담겨진 장단면사무소의 모습이고,

4. 장단군청의 이전과 장단군역 주변의 시가지화 과정

(1) 장단군청의 이전과 반대 운동
1933년 7월 18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1933년7월15일에 장
단군청 이전을 위한 ‘장단군청 이전기성회’가 결성되었다. 장단군청의
이전은 지리적 입지특성으로 인해 장단군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
서 장단군청이 지역교통의 중심인 장단역 앞으로 이전을 추진한 것이
다. 그러나 장단군청의 이전 결정은 기존에 장단군청이 위치했던 장
단읍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장단구청이전을 위한 기성회
가 결성되었다는 기사후에 군청이전을 반대하는 ‘군청이전 대책강구
회’는 이전을 반대하는 진정위원을 선발하여 당국에 파견하겠다고 결
의했다. 장단군청은 장단군의 행정중심지로 군청의 입지는 지역의 중
심일 뿐 아니라 발전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장단군청
이 옮겨진다는 것은 지역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다. 따라서 군청이 장단역 앞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어서, 기존의 군청 소재지의 반발이 컸다.

그림10 동아일보 1933.7.18

군청이전에 대한 반대운동은 1933년 7월 24일자 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장단군청을 현재 읍내에서 20리 되는 역전으로 이전한다는 문제가 일조에 일어나자 읍내 3백
여호 주민은 군청이 있음으로써 직접 간접으로 생활을 보장하여 왔으나, 만일에 군청이 이전되는 날에는
사활 문제가 있다하여 군청 이전 방지 기성회를 조직하고 적극적 반대 운동을 개시하였다 함은 기보한 바
있거니와 동 기성회에서는 대책을 강구한 후 진정위원을 선발하여 군민 5백여명이 연서한 진정서를 휴
대하고 도 당국과 총독부 요로를 방문하고 재차 진정한 바 있으며, 읍내 주민은 남며 노유를 물론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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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장단군청 앞 광장에 회합하여 남녀가 각각 대회를 개최하고 열열히 군청 이전 반대 연설을 하는 동시
에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는 대적과 끝까지 싸와 승리의 기쁨을 얻자>는 등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고 부녀
들이 더위를 무릅쓰고 어린 아이들을 등에 없고 5~6백 명의 기 행렬로서 시내를 일순하며 성공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고요한 명륜당에 모이어 3분간 묵도를 울리는 등 반대 운동이 열중화한 터이다.
당시 장단군청의 이전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기에 당시 총독부기관지였던 매일신보와 일인
신문이었던 조선신문 외에 다양한 한인신문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이 소개되었다. 그 중에서 동아일
보에서는 후속 기사를 통해 반대운동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1933년 7월 24일 자에는 남녀군민들이
합동으로 반대시위를 하는 모습과 부인회가 주동이되어 벌인 야간반대 집회의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이
다. 반대시위에는 장단군청이 위치했던 군내면(郡內面)외에 3개면민들도 참여하면서 절정에 달했으며,
시위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그림11 동아일보 1933. 7.19

그림12 동아일보 1933.7.2 그림 13 동아일보 1933. 7.28

반대운동이 격렬했던 것은 군청의 이전은 관내 공공기관은 물
론 관내 기업체의 이전이 뒤따를 것이 명확관화했기에 때문이다
즉 군청의 이전은 경제기반이 허약한 군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
간 안에 공간구조의 개편이 일어나면서 경제권의 변화를 동반하
기 때문이었다. 반대운동 군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도 논의되었
다. 군청 앞에 위치한 우시장을 읍내로 이전하고 동시에 3년간
소 매매세금을 면제해줄 것 등이 요청되기도 했으나, 이러한 요
구조건이 관철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군청이전을 기정사실화하
고 추진하던 측에서는 군청의 이전으로 비게된 옛 군청의 활용
을 통해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
시되기도 했다.
그림 14 동아일보 1933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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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대운동과 철시 그리고 단식
반대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읍민대회를 열어 지역민의 의사를 집결시키는 한편 경기도청
은 물론 경성의 조선총독부에도 군청이전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켓시위가 밤과 낮으로 진행되었고,
군청이전 반대운동에는 지역상권의 쇠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철시가 이
뤄지기도 했다. 군민들의 반대운동이 군내에만 그치지 않고 도와 총독부에 지속적으로 진정하고, 주야간
에 걸친 끊임없는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군청이전에 대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50명의 군민들이 군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고, 시위는 8월 13일에 이르러 정점을 이루었다.
8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에는 지역민의 단식 농성의 모습이 실려 있다. 사진 속 시위현장은
군청앞의 모습이다. 단식 시위는 군청 앞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적인 측면에
서 주목할 것은 옛 군청이 전통건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농성중인 사람들 뒤로 군청의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도 보인다.
이 사진에서 장단군청은 조선시대 공공건축을 이용하여 군청으로 사용되다가 장단면 장단역 앞으로 군
청을 이전하면서 서양식 건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장단군청이 위치했던 장단읍 내 군청이 일제강점부터 군행정의 중
심이었으나, 경의철도의 장단역 앞에 장단군의 교통거점인 장단역이 새로운
지역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군청이 이전함에 따라 장단역 앞이 새로운 시가
지가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장단면사무소가 장단역으로부터 2리 약
800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장단면내 공간 구성의 틀을
가능해 볼 수 있다.
장단역전은 장단군 전체의 중심 시가지로 계획되었고, 장단면사무소는 장단
면의 새로운 중심으로 역할이 요구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1950년대
발행된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15 동아일보 1933.8.11
그러나 기존 소재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청의 이전은 강행되
었다. .반대운동은 밤과 낮을 불문하고 이어졌다. 그러나 군민들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군청의 이전 방침이 확하다고는 도가 입장을 밝히면
서 반대운동은 단식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중환자가 발생하
기도 했다. 단식은 1933년 8월 15일 88시간에 걸친 단식동맹운동이
중지되었다.
그림 16 동아일보 1933년 8월 13일
단식동맹의 단식중단은 군청이전 반대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8월 15일을 전후한 시기에 군청
이전후 군내면사무소에서 모여 읍민대회를 개최하고, 장래 읍의 번영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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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장단군청의 이전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장단읍 주민은 장단청년회
를 조직하여 친목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후 군청이전 반대운동은 장단읍에 우시장설치운동
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17 조선신문 1933년8월17일
1933년 8월 17일자 조선신문에는 군청이전 반대운동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
르면 관계 관민의 노력과 반대운동자들의 각성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반대운동에 참여하여 검거된 사람들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동시에 후속 기사에 따르면 군청의 이전으로 생기게
될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 당국에서는 옛군청 터에 기업전습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1934년 3월 13일 매일신보에 따르면, 군청 이전후에 기업전습소를 신설하여 장단군 농회에서 경영하게
한다는 방침이 수립되어 있었다.
장단군청이 현재 읍내에서 역전으로 이전한다는 성명이 있자 읍내 주민은 반대운동이 맹렬하였
으나 대세와 당국의 방침에 따라 결국 역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신청사도 금월중에 준공될 터로 4
월 1일부터 신청사에서 집무할 예정이라는데, 읍내에 이에 대한 대상으로 군농회 경영으로 농촌경제를
갱생케하자는 의미로서 농촌부녀자의 잉영노동력 소화의 시설에 적합한 기업전습소를 설치하여 교사2
명으로서 전습생 20명을 수용할 터이라는데 이에 대한 재원은 조비보조금이 1천7백원 군농회에서 2천
원 지원민의 기부금이 4백원 합계 4천1백원이라한다. 또한 전습기간은 6개월간이라하며 전습종목은 다
음과 같다.
_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 면포제직전습
_ 5월 하순부터 7월 상순 마포제직전습
_ 7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제사전습
_ 8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견포제직전습
장단군청 이전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된 기업전습소가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1939년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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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9년도에 3백년동안 긴 역사를 가진 장단군청이 백학산 아래 백사지 깨끗한 장단읍 내에서
철도연선을 따라 진흙 구덩이 역전으로 이전을 한다하여 2천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읍내 남녀노유가 총
동원하여 군청이전 절대 반대의 깃바을 날리고 가가호호의 문적과 요소요소에 ‘포스터’를 붙인 것이 아직
도 흔적이 남아있거니와 ... 중략 ...대중의 마음은 움직여 근면민까지 가담하여 시위행렬과 주부들의 단
식단(斷食團)까지 발생하여 사회의 물의가 분분하였든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거니와 끝끝내 역전으로
이전하고야 만 것이다.
이에 그 대상으로 구군청사에 설치된 기업전습소(機業傳習所)가 한 개 설치케 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장단기업조합이다. 본래 당국의 보조금이란 얼마되지 못하여 자금운영에 고통을 받아오는 터인
데 지난 12년 7월에 선명의원장 배선명씨가 좋바장으로 취임하자 침식을 잊다시피 열을 내어 착착생산
하여 현재는 장단금융조합에 수석으로 다년 근무하던 정인화씨가 이사로 그 외에 서기 1명과 기수 1명
으로 네 사람의 진용으로 여직공 약 50명을 두어 군내 생산견(繭)을 원료당국의 저리자금을 운용하여 제
사와 진면을 제조하여 명주를 훌륭히 산출시키는 터이며 일본 내지의 원료를 직접사입하여 인견(人絹)포
푸링, 면포(綿布) 등을 생산하여 장으로 판매하는 터인데 업적이 매우 양호하여 기대하는 바 다대한 터이
다.
이후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군청이 위치했던 구읍은 우려했던 데로 농촌화된 듯 하다. 기업전습소 기사와
비슷한 시기인 1939년 2월 7일자 동아일보에는 장단의 구읍이 ‘가마니공판실시로 시장이 활황‘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 기사는 시가지를 잃어버린 구읍이 전통사회로 복귀한 셈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8 동아일보면, 1/4 가마니공판광경
장단읍내에서는 연전에 군청이 역전으로 이전한 후 점차 농촌화하는 상태인데 이 곳 번영책으
로 관민이 협조하여 지방발전에 부단노력을 가하여왔으나 별반효과를 얻지 못한 바 군내 면장 최익상씨
는 면민의 복리를 위하여 또한 읍내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면민에게 생업보국의 정신을 함양함에 있
다하여 기업조합에 절대 후원하여 금년도에 도비보조 1000원으로 공동 작업장을 건축하게 되었거니와
읍내 일대에 기업촌을 건설하여 부녀자의 근로를 장려하는 한편 농촌의 부업으로 없지 못랄 ‘가마니’ 장
려에 불면불유부하직원을 독려하며 철저히 지도독력한 결과 군내면 농가호수 982호에 매호당 2백매 생
산을 목표로 오는 3월까지 생산출하할 예정이라는데 군당국으로부터 최초 역전, 고랑포, 구화시장에서만
‘가마니’공동판매를 시행하게 된 것을 최면장은 군(郡)당국과 절충한 바 있어 군내면에서 십만매 이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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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할 것을 협약하고 공판을 시행하게 된 것인데 효과를 얻어 지난 12월 28일 시장에는 무려 2만2천매가
출하되여 시장에 나온 인원은 2천명을 산하하였고, 매시장 1만2천매 이상이 출하되여 한산하던 읍내시
장이 급작이 변창함을 보여 모 백화점에서는 아루 상품판매고가 2천6백여원에 달하였다 한다.
(2) 장단역과 장단면사무소 주변의 시가지화 과정
장단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장단면 장단역 앞으로 이전하는 소식과 함께 장단역 앞에 시가지가 형
성되는 과정에 새로운 시설의 신축과 행사 소식이 동시대 매일신보와 조선신문 동아일보 등에 게재되어
있다.
1) 공공시설의 장단역 앞 이전
① 경찰서
1921년 8월 21일자 매일신보에는 동군읍내에 위치했던 경찰서를 장단역 앞으로 옮긴다는 기사가 실
렸다.
경기도 장단군 경찰서는 현재까지 동동내면에 있었던 바 청사가 너무 협착함으로 지난 오월부
터 청사를 확장 신축한다는 말이 있었으며, 군내면 주민들은 기지를 기부하고 인부를 기부하여 경찰서 신
축에 매우 노력하기로 하였던 그 후 다시 들은 즉 상사의 명령이 있어서 부득이 경찰서를 신축함에는 현
재의 소재지는 부적당한 즉 동 진남면 동장리(津南面 東場里)되는 장단정거장 근처로 이전한다고 하여
진남면민들은 구백호의 면민에게 이원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이천원을 기부할 터이니 경찰서를 옮겨
오라고 운동중 군내면민들로 말하면 경찰서가 옮겨가는 동시에는 군청까지라도 장차 옮겨갈터이매 군내
면은 필경 농촌에 불과하게 되겠음으로 이번에 군내면장 유용준씨와 천구죠(泉龜助)씨 등 아홉명이 재작
상경하여 경계도좌등 내무부장에게 진정하고 어제는 천엽경찰부장에게 진정하였는데 아직 허가는 된 것
이 아니나 상사의 명령이라하여 다소간 목적을 달하기에 곤란할 듯하다고 당국자는 말하더라.
위 기사에 따르면 경찰서의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관공서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군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지역에서는 이미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장단역 앞이 장단군의 새
로운 시가지화가 예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단경찰서는 이전
이 결정되어 1922년 6월 4일 낙성식을 거행한다는 기사가 매일신보 1922년 6월 3일자 신문에 실렸다.
경기도 장단경찰서는 이왕에는 동군읍내에 있었으나 청사도 완전치 못하고 교통이 불편하였음
으로 경의선에 연한 문산정거장 앞에 새로 건축하던 바 이미 준공되었음으로 오는 4일(6월 4일)에 낙성
식을 거행한다는데 도로부터는 공등(工藤)지사와 경찰부장의 대리로 등보(藤本)고등과장이 임석한다더
라.
이 기사에서 장단경찰서가 문산정거장이라도 씌인 것은 장단장거장의 오기로 보인다.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169

기획세션 1-2
② 장단군청 이전과 신축

그림 19 조선신문 1933.9.26
1933년 9월 26일자 조선신문에는
장단군 청사는 현재 구 장단읍내에 있는데 교통 및 그 밖의 불편함이 많아 금년도에 장단역 앞
진남면 내로 이전 신축하기로 결정되어 이미 해당 부지 2천 평의 기초공사를 개시하고 최근 건평 약 100
평의 청사 및 창고의 공사 입찰을 집행할 것이다. 또한 진남면 사무소도 신축 부지 2천평에 건평 약 80평
의 면사무소와 창고, 그와 함께 장단 연초판매소 신축 부지 220평의 지반다지기 공사 등을 개시하고 건
평 50평의 (연초판매소) 신축공사 입찰을 집행할 것으로, 지금 장단역 앞 부근은 매우 활기를 보이고 있
다.
신축되는 장단군청 관련 소식은 매일신보 1933년 12월 12일자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렸다.
장단군청사는 역전에서 2리 상거되는 읍내에 재한 터로 구청사를 사용하는 터인데, 대정 10년
에 경찰서가 읍내에서 역전으로 이전 당시부터 군청사도 불원한 장래는 역전으로 이전하리라고 예측되는
바, 도에서 금하 돌연히 장단역전에 신축할 의사를 발표하고 진남면민에게 5천원의 기부금을 합하여 1만
7천원 예산으로 건축하게 되자, 읍민이 이전 반대함에 불구하고, 기정 방침대로 진행하여 그 동안 개성부
내 구아(구아신병위)씨가 1만6천2백원 청부로 지난 12월 9일에 공사에 착수한 바 순조로이 진척되어 지
난 12월 9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회계과원을 비롯하여 관민 유지 참열하에 상량식을 거행하였는데, 총
건평 2백평에 사무실은 단층이요, 회의실만을 2층으로 모던의 건물인데, 준공기는 명춘 3월이라 하며 청
사 이전은 익년 4월 중으로 관측되는 터이다.
장단군청사와 진남면사무소 낙성식 관련 기사는 1934년 9월 24일자 조선신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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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조선신문 1934년 9월 24일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장단군 청사 및 진남면 사무소 신축 낙성식이 두 곳 합동으로 22일 오전
11시부터 군청 구내 정원에서 거행되었다. 마쓰모토(松本) 경기도지사를 시작으로 인근의 개성, 파주 등
으로부터도 많은 내빈객이 참가, 지역 주민을 포함해 이백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낙성식은 매우 성대했
다. 군 청사는 경의본선으로부터 약 2리 떨어져 있는 군내 면읍내 리로부터 이번에 교통의 요충지인 경의
본선 장단역 앞으로 이전신축 되었는데, 군 청사의 공사비는 16,435원, 총 건평 191.25평이며, 진남면
사무소의 공사비는 7,100여원, 건평 59평으로, 두 건물 모두 개성의 구아행병위(久我幸兵衛)씨의 청부
로 이루어졌고, 슬레이트 지붕, 철강조(鐵鋼造) 근대식의 당당한 건물로, 진남면 사무소는 마쓰모토지사
로 하여금 조선 전체의 면사무소 건축물 중에서도 확실하게 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커다란
희생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군민의 자랑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금후 장단역 앞의 발전
은 괄목할 만할 것이다.

그림 21 장단군청사 준공직전 모습
장단군청과 장단면사무소가 1934년 9월 22일에 준공되었다는 기존의 기록은 1934년 3월 13일자 기
사와 맞지 않다. 1934년 3월 13일자 기사에서는 장단군청이 4월 1일 이전하여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
작한다고 전하고 있다.
1934년 4월 15일 동아일보에는 사진과 함께 군청이 준공되어 청사가 이전했다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청사는 1934년 4월 10일에 준공되어 4월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면사무소의 준공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함께 준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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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단면사무소 신축
1934년 9월 24일자 신문기사에는 장단면사무소의 규모와 구법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1934년 장단군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진남면이 장단면으로 개칭되었으며, 동시에 장단군청의 청
사이 장단역 앞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건축된 것이다. 이때 장단면사무소도 함께 건축되었다. 9월 24
일 기사에서 건축구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장단군청과 면사무소가 슬레이
트 지붕, 철강조(鐵鋼造) 근대식의 당당한 건물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사진에 따르면 군청사는 2층으
로 건축되었고, 경사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붕재료에 슬레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
목할 것은 철강조 근대식 건물이라는 부분이다. 현존하는 장단면사무소는 보강블럭조 건물인데, 보강블
럭조는 콘크리트블럭조 벽체가 전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근을 사용하여 보강한 것이다. 당시 철근은 오
늘날과 달리 원형의 봉강이었기에 철강조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사에서는 면사무소의 규모가 59평으로 소개되었는데, 현존하는 장단면사무소는 199.74㎡(60.52
평)이므로 기사 속 규모와 일치한다.
④ 장단금융조합
1931년 6월 4일자 매일신보에 금융조합 20주년 기념식이 장단금융조합에서 개최했다는 기사는 장단
역 앞 시가지에 금융조합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금융조합은 여느 공공기관과 달리 자신만
의 공유한 독립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조선에 금융조합규칙이 발포되기는 거금 20년전 명치 40년 5월 30일이다. 그러므로 전선 7백
여 금융조합은 의미심장한 이날을 축복하기 위하여 더욱 조합정신의 환기와 취지보급의 노력하고자 조
합원과 같이 당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에 장단금융좋바에서는 당일 정오에 장단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
서 증야(增野)이사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소화5년도 정시총대회 개회상황보고와 모범조합원 표창이 있었
으며 조합업무에 대한 타합이 있은 후 장단군수 허변씨의 축사와 장단군 각 산업단체직원의 농촌에 대한
실제 담화가 있었는데 당일 집합한 조합원은 무려 3백명에 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조합원에게는 일
제히 식권을 교부하는 동시에 물품(괭이, 쇠시랑, 호미, 수건, 식량 등)을 추첨에 따라 교부하였는데 일반
조합원들은 일일이 물품을 휴대하고 좋은 안색으로 각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에 우량조합원주소 씨명과
상품은 다음과 같다.
⑤ 학교증축
1924년 장단군 진남면(현 장단면) 진남면 진남공립보통학교에서는 개교되었는데, 1934년 3월 19일
자 동아일보에서는 진남공립보통학교가 해마다 물밀듯하는 지원아동에게 수용력 부족으로 인하여 배우
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아동에게 배움의 길을 주고저 지방주민들은 학급증설 문제에 대하여 비
상한 고통으로 지내오던 바 금번 장단군청이 오는 4월경에 당지로 이전하게 되는 관계로 새학기부터 1학
급을 증설하여 입학아동의 수용력을 완화시킨다고 한다.
이와같은 학교의 신설과 증축은 시점이 경찰서가 이전한후 보통학교가 세워졌고, 개교후 10년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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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에 학급을 증설한 것은 군청 이전후 빠르게 진행된 시가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⑥ 장단역 증개축

그림 22 매일신보 1936년11월7일
1936년 11월 7일자 매일신보에는
장단역전에 대정9년 경찰서가 읍내로부터 이전후 연락협조에 불가결할 군청과 떠나있어 다년
간 숙제로 되어있던 군청사도 소화9년에 이전되자 역전의 발전은 일약 경이할 정도로 소도회를 형성하
여 중요역이 되어 있으나 관문인 정거장이 너무나 빈약하여 승강객에게 불편이 적지 아니할 뿐더러 또한
당역은 경성 개성 등지의 통학생이 상당 대다수여서 대합실이 협소하여 혼잡을 면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지난 3일 명치절 배하식을 거행후 관심유지 등 20여명이 일단에 집합하여 선후책을 협의한 결과 역사개
축에 대하여 진정차로 불일간 당국에 위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였다고 한다.

그림 23 동아일보 1939년 9월 30일
이 기사에서는 장단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단역의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장단역 주
변의 시가지화가 빠르게 진행된 요인중의 하나가 개성이나 경성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좋은 교통여건도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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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역 증개축에 대한 요구는 1939년 9월 장단역 신축으로 이어졌다.

그림 24 1980년에 발행된 장단군지에 게재된 장단역 모습
1939년 9월 30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금춘부터 신중중에 있던 장단역사는 공비 1만4천여원을 던져 이정조(二井組)의 청부로 신축기
공이래 순조로 진섭하여 그간 준공되어 지난 28일 오후 2시경에 장단역전광장에서 낙성식을 성대히 거
행하였는데 당일은 서군수 이하 래빈 다수 참석한가운데 낙성제전과 기타 일절행사를 성대히 거행한 후
별석에서 축연을 개최하였다는데 위연한 융자는 약진 장단을 표증하는 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한다.
1980년에 발행된 장단군지에는 장단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이 사진 속 장단역은
일제강점기 표준역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조면공장
매일신보 1939년 7월 13일 기사에
장단지방에는 소화6년에 군면(郡面)에서 면화를 장려하게 되지 이에 순응하여 해마다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약진적으로 증산되어 최근에는 주민들의 시국인식의 철저에 따라 1938년(소화13년도)에
는 공출수량 2백6만근을 돌파하였으며, 1939년에는 2백만근 증산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금껏 조면공장
이 없어 일반 당업계에 불편 혹은 경제상에 불리함은 물론이거니와 지방발전상 또는 국책상 가장 중대한
면장려상 지장에 막대하다하여 각 방면으로부터 조면공장 설치를 요망한다고 한다.
1939년은 전쟁이 중국 깊숙이 진출하면서 전시경제체제하였기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면의 재배와 생산
이 매우 중요해졌고, 총독부 시책에 부응하는 장단면의 면생산은 즉각적인 공장 건설로 이어졌다.
동아일보 1939년 11월 1일자 에 조면공장 관련 기사가 비교적 자세히 실려 있다.
약진 면군 장단에 조면공장신설의 낭보=산업의 웅부인 장단은 최근 산업의 제반시설이 착착완
비의 역에 달하여 폭발적 약진의 상태인데 이에 반하여 각종의 산업시설이 대두하고 있는중 면산지로서
조면공장의 건설이 절대필요하여 조속 실현이 다년간 군민의 열망이든바 당국의 성의로 남북면업주식회
사의 좀녀공장을 장단역전에 건설하기로 되어 공사는 조치원 삼전차랑씨의 청부로 공비 18만여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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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난 21일 오후 1시에 래빈 다수 참열하에 지진제를 성대히 거행하였는
데, 동공장은 조면기 50대를 설치하고 건물은 공장과 부속 창고 6백5십여평으로 건물은 견고우미한 문
화적 최신식의 당당한 것으로 공사는 늦어도 명춘 준공할 예정이라는데 완성될시는 산업대장단의 면목이
일신하여 질거라고 한다.

그림 25 동아일보 1932년 2월 16일
⑧ 곡물검사소 설치 요구
곡물검사소 설치에 대한 장단군의 요구는 장단군의 특산물인 대두 생산능력이 갖는 주도적적인 위상
을 갖고 있음에 기초한 요구다.
⑨ 해방후 관내 기관
장단군 장단면, 구체적으로 장단역 앞이 어느정도 수준의 시가지가 되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시
가지의 규모가 인구 및 각종 관공서와 상업의 활성화 정도가 파악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이와 같은 정
보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1920년부터 장단군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한 장단역 앞에 어느정
도의 관공서가 위치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광고가 6.25전쟁 직전에 발행된 연합신문 1950년 1월
10일자에 실렸다.
당시 광고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의 공공기관이 새해를 축하하는 광고가 실렸는데, 광고에 장
단군 관내 기관의 명단이 있다. 광고에서 확인되는 기관은 장단군청, 장단경찰서, 장단군농회, 장단전매
서, 장단금융조합, 대한청년단장단군단부, 국민회장단군지부, 화성정미소, 장단공립국민학교와 진서공
립국민학교의 순서로 광고가 실렸다.
일제강점기 신문기사를 통해서 기관의 이전이나 신축이 확인되는 곳은 장단군청, 장단경찰서 및 장단
전매서였는데, 장단금융조합도 장단역 앞 시가지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장단금융조합이 장단역 앞
시가지에 위치했다는 사실은 이곳에 우편국을 비롯한 일반적인 공공시설은 모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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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연합신문 1950년 1월 10일
⑩ 기타
⚫학급증설
군청의 역전 이전은 학급증설로 이어졌다. 군청이 이전하면서 관계자의 이주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관련
기업체의 이전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진남공립보통학교의 1학급이 증설되었다. 이후 장단면
에 소재한 전쟁의 흔적인 장단 면사무소와 장단역 플랫
폼 및 기관차가 등록문화재 등록이 추진되어, 2004년 2
월 6일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는 등록문화재 제76호, ‘
파주 경의선 구 장단역 터’는 등록문화재 제77호, ‘경의
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는 등록문화재 제78호로 등록되
었다. 그림1은 사람이 떠난 후 오랫동안 방치된 장단역
과 장단면사무소 주변이 수풀로 우거져 마을의 흔적을
위성사진에서는 확인이 어렵지만, 옛길의 흔적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철도가 위치한 곳은 남북간 장
관급 회담에서 결정된 경의선철도 복원에 따라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담겨 있다. 그
림2는 1950년대 발행된 지도로서 붉은색이 시가지화 된 지역을 표시하지만, 분단 후에 접근이 용이하
지 않은 지역이고, 사람이 살지 않은 시기의 지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1940년 전후 시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단역전 연초판매소
1933년 11월 14일 조선신문에는 장단역전에 연초판매소 건축공사가 소개되었다. 장단역전 연초판매
소가 후지하라(등원)씨 청부로 공사중 상량식이 거행되는 사진이 간단한 소식과 실렸다. 신축 건물 전체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나 목조트러스구법이 사용된 건축임을 사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장단역전 사방사무소
그 밖에 1934년 3월 20일에는 장단역전에 사방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사방사무소는 궁민구제사업으로
실시되었는데, 장단, 연천, 파주, 개풍군을 총괄하는 사방사무소를 진남면 장단역전에 설치하기로 결정되
어 4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사방사무소는 수력이나 풍력에 의해 흙, 모래, 자갈 등이 이
동하는 것을 막아 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사업으로, 치산(치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사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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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구릉지에 나무를 심는 것이 일반적이며, 치수(치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하천사방사업은 모래언덕
이나 파도의 침식을 막기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단군과 인접한 군에는 큰 강이 없으
므로 주로 산지사방을 위한 사방사무소가 장단역전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 조선신문 1933년 11월 14일
(3) 장단역전의 시가지화 종합

그림 29 중외일보, 1927년 7월 6일
장단군청의 역전 이전을 계기로 장단역전이 크게 번화화하였고, 금곡과 연결되는 자동차도로까지 개통
되면서, 장단역전과 장단군청은 명실상부한 소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로인해 보행과 차량통행이 급증
하였고, 도로와 교량의 훼손이 급증하여 수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었다.
1927년 7월 16일자 중외일보에 따르면 장단역에서 전곡에 이르는 자동차도로가 개통되었다고 한다.
이는 장단역이 경성과 개성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잇점이 기차역을 너머 자동차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의선 장단역은 원래 교통이 장단군 고랑포간만 자동차편이 있던 바 금년 이래(邇來)로 경원선 전
곡역까지 자동차편이 개통되어 여객의 통행이 편리할 뿐 아니라 원산에서 평양방면으로 여행하는 일반
여객은 경성을 통과치 아니하고 장단역에서 전곡역이나 전곡역에서 장단역까지 자동차로 기차시간의 연
락을 취하게 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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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매일신보 1935년1월13일
1935년 매일신보 1월 13일자에는 장단일대가 발전하면서 도로와 교량개수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고
전한다.
경의선 장단역전은 작년중에 군청이 이전되여 신흥 기본이 농후하여 인마차의 통행이 빈번하
며, 물하의 수출이 상당할뿐더러 자동차가 하루에 십여차례 왕북하고, 또한 경성통학생이 많은터로 새벽
미명에 통행하는 역전 부근에 있는 교량이 파괴된 곳이 처처에 있어 교통에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데 장단
군의 관문인만큼 속히 수리하지 아니한다하여 일반의 비탄이 적지아니하다고 한다.

5. 장단구역 주변의 원 공간구조와 역사유산
(1) 1912년 지적지도와 공간분석
1) 1912년 지적지도
그림31은 1912년 총독부의 측량에 의해 제작된 지적도를 합성하여 만든 장단역과 장단면사무소 주변의
지적지도다. 1912년 지적지도에 철도와 길 그리고 물길을 표시한 지도다. 철로는 구릉을 피해 부설되었
는데 기차역이 넓게 자리잡으면서 자연지형의 지세에 따라 형성된 물길이 끊어지고 수로가 변경되었으
며, 보행로 역시 단절되거나 우회로가 만들어졌다.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장단면사무소의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515번지로.
장단역으로부터 약 7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현 장단면사무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
는 구글 위성지도와 1912년 지적지도를 비교하면 장단면사무소는 동장리가 아닌 도라산리 787~790번
지 일원임을 알 수 있다.(그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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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지적지도와 길, 물길 그리고 철길 그림 32 장단역과 장단면사무소 주변 지적지도(왼쪽, 1912)
와 구글위성사진(오른쪽, 2002)

그림 33 장단역과 장단면사무소 주변의 지적지도와 대지(왼쪽), 1950년대 지도(오른쪽)
그림33의 1912년 지적지도의 지목상 대지의 분포는 장단면 일원이 큰 마을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논과
밭 사이에 작은 마을이 산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작은 마을 중에서 장단역이 들어선 곳의 교차로가 규모
가 가장 큰 편이었다.

그림 34 조선총독부지형도 1918년(왼쪽)과 1950년대 지도(오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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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면은 1922년 경찰서의 장단역전 이전을 시작으로 1934년에 장단군청이 이전이 완료되면서 빠르
게 장단군의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통의 요지로서의 입지적 조건과 콩 중심의 농업에서
면 재배로 농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단면의 경제규모도 커지고 자연스럽게 조면공장이 들어서는 등
시가지화가 두드러졌다.
1934년에 완공된 장단면사무소가 동시대 여느 면사무소와 달리 보강블럭조와 철근콘크리트조의 혼합
구조로 지어지고 당시로서는 고급 외장재인 타일로 마감된 것은 장단면의 경제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39년에 지어지는 조면공장은 일본이 1937년에 도발한 중
일전쟁에 의한 전쟁특수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논과 밭은 야트막한 구릉아래에 형성되었으
며, 골이 형성되는 곳에는 물이 흘렀으나 장단역지가 넓게 확보돠면서 물길의 일부는 구거로 정리된 것
으로 보인다.

그림 35 논과 물길 분포도

그림 36 밭 분포도

그림 37 묘지 분포도

1912년 지적지도의 필지의 지목별 분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묘지의 존재다. 묘지는
마을 보다는 밭과 임야가 만나는 곳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장단연주변의 시가지분포는 장단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장단군청
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림58과 그림59를 비교하면, 장단역의 존재가 시가
지형성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구글위성사진은 6.25전쟁으로 장단역-장단면
사무소 일대가 폐허가 된 후 수풀로 채워진 탓에 마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옛 장단역지와 면사무소 그
리고 죽음의다리 정도만이 옛 시가지의 존재를 가늠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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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장단역-장단면사무소 주변 지도(좌), 장단역-장단면사무소 주변의 현재, 2018 구글지도

그림 39 장단역지와 장단면사무소 주변 구글위성사진(왼쪽 2002, 오른쪽 2018) 그림 40 임야 분포도

장단역과 장단면사무소 주변은 6.25전쟁으로 옛 시가지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는데, 2004년 장단역지
와 장단역기관차, 장단면사무소 그리고 죽음의다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당시까지도 남아있던 흔적의
많은 부분도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의선 철도연결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2000년 7월 31일 남과 북은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대해 합의하고, 2009년 9월 18일 경의선
연결 기공식이 있었다. 남측은 2001년 12월 31일 비무장지대 이남 구간이 완료되었고, 2002년 9월 18
일 남북구간에 대한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같은해 12월 31일에 남측구간이 모두 복원되었다. 남과 북의
경의철도가 완전히 연결된 것은 2003년 6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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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장단역과 장단면사무소 주변의 필지분포 현황(좌)과 시가지 분포도(우)
이 공사과정에서 장단역-장단면사무소 주변은 크게 변했다 우선 복원된 경의철도는 기존의 철도 노반을
이용한 까닭에 장단역지의 플랫폼의 유구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까지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던, 장단역 앞 길 네거리의 존재가 2018년 항공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공사과정에서 장
단역사가 위치했던 곳에 대한 검증없이 주변 정리작업을 진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장단역지에 위치했던 장단역기관차는 보수후에 임진각으로 옮겨졌다.
한편, 경의철도가 연결되면서 경의철도 북쪽으로 고압전선망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고압전선
은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2) 장단군 내 근대역사유산
1) 경의선 구 장단역지

그림 42 장단역 구내 플랫폼, 출처:장단군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198번지에 위치한 장단역은 1906년 4월 3일 건설되었으나,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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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기능이 정지되어 폐역이 되었다. 장단역사는 폭격으로 파괴되어 사라졌지만, 플랫폼과 철로 일부는
남아서 등록문화재 제77호가 되었다.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으로 신설된 경의선 열차의 종착역인 도라산
역에서 서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전쟁으로 사라진 장단면의 시가지중 마지막 남은 흔적으로 장단면이 전쟁으로 사라지기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시가지였는지를 증거하는 전쟁 유적이다.
2) 죽음의 다리

그림 43 죽음의 다리와 철로, 사진: 안창모 2003
죽음의 다리는 언덕을 통과할 수 없는 기차의 속성상 구릉을 가르는 철길을 부설한 후 원 지형의 양쪽
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다리다. 이 다리는 장단에서 연천의 고랑포를 연결하는 유일한 국도상의 다리다.
등록문화재 제79호로 등록되었다. 철로 위 8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길이 7.2미터 폭 5.5미터의 다리다.
‘죽음의 다리’라는 별칭은 6.25전쟁 당시 많은 미군이 이곳에서 죽어서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44에서 보듯 죽음의 다리 아래로 단선의 철로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원 경의철로 철로를 제거하고
경의철도의 노반 위에 새 경의철도 철로를 설치했음을 의미한다. 죽음의 다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철근이 부식되고 피복이 벗겨졌으나, 다리 바닥에 생긴 구멍은 임
시로 메워놓았다.
3) 장단면사무소

그림 44 장단면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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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면의 행정을 맡았던 업무시설로 1934년 4월에 지어졌다. 동시대 건물로는 매우 희소하게 보강
블럭조 벽체에 철근콘크리트 지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벽은 시멘트 물씻기와 갈색의 스크래치 타일
로 마감되었다.
6.25전쟁중 파괴되었고, 비무장지대 위치한 탓에 마을 사람이 모두 떠나면서 기능이 사라지고, 창호가
뜯겨져 오늘의 폐허상태가 되었다. 등록문화재 제76호로 등록되었다.

그림 45 장단역지와 기관차 및 복원된 경의선철도
4) 장단역 증기기관차
장단역 증기기관차는 1950년 12월 31일 폭격으로 멈춘뒤 장단역에 방치되었다가, 2004년 2월 등록
문화재 제78호로 등록되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 포스코 산하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1년여 동안 보존처리된 후 임진각
에 전시되고 있다.
5) 기타 장단군 내 역사유적
DMZ내 장단군에는 전쟁의 흔적 외에 일제강점기에 파악된 역사유산에 과한 사진 자료가 남아있다. 고
려 명종의 릉, 장단 장좌리에 소재한 철불좌상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은 유물의 존재 중 철불좌상의
경우 주변에 사찰의 존재와 함께 마을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그림 46 고려 명종 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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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전쟁과 정전으로 사라진 장단면 일원의 삶의 현장을 복원하는 작업에는 옛 지도 외에 일제강점기에 식
민지배를 위해 행정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제작된 지적도 그리고 동시대 삶의 단편이 실린 각종 신문 그리
고 구글위성사진과 현장 조사사진이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단면 장단역 앞에 형성된 신 시가지로 군청을 비롯한 관공서가 이전하면서 시가지가 형
성되는 상황을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냉전관계가 종식되어 남북간에 평화
협력체제가 구축될 경우 발굴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룬 중요한 성과인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평화협력시대를 여는 중
요한 성과지만, 철도복원사업과 도로개설과정에서 장단역 주변의 마을 흔적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 확인을 통해 훼손 여부와 훼손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글 위성사진을 통해 연구 대상이 된 장단면 장단역 주변에서 분단 후 70년이 흘렀지만 옛길과 물길의
흔적이 위성사진과 지적지도에서 일부 확인되었으며, 1912년에 제작된 지적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지적
지도를 통해 장단역의 원 시가지의 위치와 마을의 흔적을 중심으로 장단면이 일제강점기에 성장하는 모
습을 추적할 수 있었다. 자료의 한계로 촘촘한 시간대의 복원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장단면을 떠난 마을
주민의 인터뷰와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1912년 이외의 다른 시기 폐쇄지적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현장조사가 진행될 경우 전쟁으로 사라진 마을의 복원에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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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노이베르트
Marco NEUBERT
라이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enior Scientist,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마르코 노이베르트 박사는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라이
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에 19년 간 근무해
온 선임과학자다. 캐나다 벤쿠버와 독일 드레스덴에서
지리정보 등을 연구했고, 2007년부터는 국내와 국제
적인 기후변화적응과 그린인프라 프로젝트들을 리드
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구원(KEI)
과 함께 DMZ 연구에도 참여했다. 지리정보, 경관생
태, 기후와 환경 평가에 대한 학술지 논문만 해도 13
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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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7, he has led proje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green infrastructure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2015, he participated in the DMZ study along with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He has written around 13
journal papers on geographic information, landscape ecology, and climate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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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통일로 인한 경관 개발 - 독일 내부국경 사례
마르코 노이베르트
라이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국과 독일은 내부 국경에 의한 분단이라는 유사한 역사를 안고 있다. 독일의 재통일 과정은 1989년에 시작되었
기 때문에, 동반성장의 경험이 아직 현존해 있다. 여전히 분단상태에 있는 한국은 독일 사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분단 및 통일로 인한 경관 변화를 중심으로, 독일과 한국 국경지대의 사례연구를
통해 토지 이용 변화를 비교하고 이로 인한 토지 사용 결과 및 그 원동력과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에서
는 독일 내부 국경에 의해 분단되었던 과거를 벗어나 오늘날 이른바 ‘그린 벨트’로 변모한 독일의 아이히스펠트 지
역을 다룬다. 한국의 사례 연구 지역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sed Zones)에 인접한 북한의 경제특구로 알려
진 개성 지역에 초점을 두었다. GIS 기반 비교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역행편집(‘backward editing’)을 이용한 과거
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지형도에서 추출한 토지 이용 데이터 혹은 분단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는 최근
정보를 그 기반으로 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과거 지형도 디지털 작업에 활용된 역행 편집 기법 등 방법론적인 면을 살피는 한편, 지도 및 통계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첫째, 농경지 확장 및 농업 집약화는 각각 북한과 구 동독의 토지
이용 변화의 주요 원동력이며, 농경지 확장은 양국의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례 연구를 보면 DMZ 내의 토지
까지 경작되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식량 생산과 안보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
의 정권에게 있어 중요한 아젠다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한반도의 토지 이용 변화는 독일에 비해 크게 두
드러지며, 이는 역사, 정치 상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 1910년대 일본 제국
의 식민통치, 1950년대 한국 전쟁, 그리고 분단 이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토지 이용 정책에 의해 변화해왔다. 반면
구 동독의 토지 이용 변화는 크게 1940년대의 제 2차 세계대전 및 독일 분단 이후 구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하에 추
진된 토지 이용 정책에 기인한다.
본 비교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반도 사례에 남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의 경우 남북
협력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북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되 북한
지역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독일 사례에는 구 동독과 구 서독 두 지역 모두를 포함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지역을 확대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할 계획이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거 지도는 모두 각기 다른 단체
에서 자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지도 범례와 토지 유형의 정의도 각각 다르며, 한
국과 독일 연구 지역의 공간적 범위나 시기 또한 상이하므로 연구 결과의 신중한 해석을 요한다.
* 키워드 : 경관 변화, 국경 지대, 임시 접경지역, 지형도, 과거 지도, GIS, 한반도 비무장지대, 독일 그린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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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2-1
Landscape Development as a Result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 Experiences from the Inner-German Border
Marco NEUBERT
Senior Scientist,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Germany and Korea share a similar history of separation by an internal border.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in Germany started 1989 and thus, experiences of the course of grow together are present. Still
separated Korea could benefit from the lessons learned in Germany. With a focus on landscape changes
due to separation and unification this study compares land-use developments in a German and a Korean
border area case study and analyses the resulting land use as well as the accompanying driving forces
and processes. The case studies cover the German Eichsfeld region that has been separated by the
Inner-German Border that is nowadays transformed in the so-called Green Belt. The Korean case study
area is situated in the Kaesong region, known as a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close to the
Demilitarised Zone (DMZ). The GIS-based comparison is grounded on several land use data sets derived
from several historic till today’s topographic maps by backward editing or current data containing the
situation from before separation till today.
The presentation covers methodical aspects such as the backward editing method used for digitising
historical topographical maps as well as results of the analysis presenting maps, change maps as well as
statistics. The most important lessons are: (1) Agricultural expansions and intensification, respectively,
are the major drivers of land-use change in North Korea and former East Germany, and such an expansion affects the landscape of both countries. In the Korea case study, even the lands inside the DMZ
have been cultivated. From these findings, we infer that food production and security is an important
agenda for socialistic or communistic regimes. (2) The land-use change of Korea is more intense than
that of Germany, and it is crucial to note that they are driven by different historical and political settings.
On the one hand, the changes in North Korea are due to the colonization by Imperial Japan in 1910s, the
Korea War in 1950s, and land-use policies by North Korean socialistic system, since separation. On the
other hand, the changes in former East Germany mainly result from the World War II in 1940s and landuse policies by the former East German socialistic system since German separation.
This comparative research is subject to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 Korean case does not include
the South Korean region and only focused on the North Korean region because the current concentration
on the North Korean part is more interesting due to the expected amount of change with respect to the
Inter-Korean cooperation, whereas the German case includes both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
regions. In our future research, we plan to extend the investigation area to compare the South an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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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all of the historical maps were produced by different entities for their own purposes; therefore,
the associated map legends and land categories are, of course, differently defined, hence it requires
cautions when interpreting research outcomes, in addition to the difference of time periods and spatial
coverages of the Korean and German investigation areas.
* Keywords : landscape change, border regions, temporary borderlands, topographic maps, historic
maps, GIS, Korean Demilitarized Zone, German Green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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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 무어스
Nial MOORES
새와 생명의 터 대표
Director, Birds Korea

나일 무어스 박사는 영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새와 생명의 터>의 대표이다. 새와 생명의 터는 부산
에 둥지를 튼 작은 NGO이다. 서해와 한국의 새와 그
들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그는 국
제적 관점에서 새의 이동을 중요시하는 지구촌의 생물
다양성을 위한 운동가이다. 그의 논문들도 이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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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Nial MOORES is from the United Kingdom,
but he is the CEO of <Birds Korea>. Located in
the city of Busan, this small NGO strives to conserve birds and their habitats in the West Sea
and across Korea. He is an activist for global biodiversity with an emphasis on bird migration at
an international level. His papers are naturally focused on thi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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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지역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제안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대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사실은 중무장지대인 비무장지대 (DMZ : Demilitarized Zone)가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한 연구는 미미했지만, DMZ는 이미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
부분 저지대와 해안지역이 이미 인간 활동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인구밀집지역이 되었지만, DMZ는
살아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보존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야생동물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고 60여년 동안 자연적인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그 안에 있다. DMZ는 높은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이 똑같이 DMZ의 생태학적인 가치를 알고 또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비무장지대의 상징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양측 국민들의 이해는 다를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최근 남한은 DMZ를 평화 프로세스
의 한 부분으로 보고, DMZ 미래 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계
획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제안들이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고 남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제안을 환영하
는지 필요하다면 수정할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불신을 줄이고 이해당사자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DMZ 어떤 부분에든 영향을 미
칠 일방적인 개발제안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남한은 그 기술적인 능력과 경제
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DMZ와 맞닿아 있는 민통선 지역과 국경지대와 가까운 지역의 땅을 사들이고 그
지역 농민들은 지원해야 한다. 농부들과 땅 주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하고 투자를 하여, 그들이 이
들 지역과 수자원을 관리하는 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존 증대시키
고 자연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민통선 지역을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시도’에
는 적절한 보호지역 지정, 람사협략에 따른 습지지역 지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남한 북한 전 지역에서 유
기농, 기후친화적, 야생동물 친화적인 농업에 도움이 될 새로운 종류의 쌀 재배, 수산물 생산을 위한 실험
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통선과 DMZ 가까운 지역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
영하여 각 각의 노력이 남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를 상대방인 북한과 나
눌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남북한이 협력하는 지역공동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새로운 품종의 쌀 재배, 두루미(국제적 희귀종으로 천연기념
물 202호) 등 핵심적인 종 관리보존에 집중했다가, 이 초기 연구를 향상시키고 양측의 필요와 공동 목적
에 대한 이해를 좀더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관리방법 개발
에 성공을 거두면, 남한과 북한의 민통선 안에 있는 관리지역 교환방문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주안점은 양측의 자연자원 향상에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더 잘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관리기술 개발,
정보 공유 확대, 남한과 북한 간의 신뢰와 지원을 구축하는 데는 십 년 또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단한 기초가 마련되면, 통일한국 평화 프로세스 (all –Korea pea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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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부분으로, 보다 나은 많은 정보에 입각한, 진정으로 DMZ 및 국경지대 부근 지역의 지속가능한 보
존계획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화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 대화의 결과는 남북한 양측의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에 확고하게 반영될 것이다.

서문
2019 경기DMZ 포럼(2019 Gyeonggi DMZ Forum)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DMZ를 통합,
생명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과 의미를 재정의 하는 일 ; (2)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 틀
구축을 위한 대안 제시 ; (3) 남한과 북한 간의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간의 협력지원.
Birds Korea는 규모가 작은 특화된 비정부기구로 부산에 있으며, 한국의 새와 그들의 서식지 보존과 서
해생물지역과 관련된 일에 헌신하고 있다. Birds Korea는 비정치적이고 남한 전 지역에 걸쳐 그리고 지
역별로, 한국의 법과 국제환경협약,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가 지향하는 바, 환경보존을 향한 진전을 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Birds Korea는 한국의 국내국경지역 가까이 즉 북방한계선(NNL : Northern
Limit Line)과 DMZ 바로 남쪽에 있는 민간인출입통제지역 (CCZ : Civilian Control Zone) 안 및 그 부
근 지역에서 15년 이상 일해왔다. 국내국경지역 서쪽 옹진군의 남한 쪽에 있는 백령도 섬에서 수년에 걸
친 연구를 진행하였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줄이고 생태계 기능을 늘리고 지역공동체의 생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개발한 바 있다(Bird Korea 2019). Birds Korea는 김포시 민간인출입통제 지역, 한
스자이델재단과는 연천과 철원군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국경지대 동쪽에 있는 고성군에 있는 DMZ
남쪽과 북쪽에서도 물새와 바다새에 대해 조사하였다(Moores et. al., 2017)
북한에서는 2014년 이래 남서쪽 평양 부근 서해 지역으로부터 북동쪽 나선에 이르는 지역에서 새와 습지
에 대한 조사를 십여 차례 실시하였고, 정부 및 국립과학원(State Academy of Science) 연구자들을 대
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련된 지방 및 전국 워크숍에서 발표하였다. 처음에 우리가
이 지역을 연구한 것은 북한의 습지목록 수정을 지원하고 북한의 람사르협약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
다. 이 작업은 북한의 토지환경보호부(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 MoLEP)가
시작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와 람사르사무국(Ramsar Secretariat)의
지원을 받았다. 이 작업을 위해서 홍콩, 중국, 캄보디아에서 북한 관료들과 회의를 가졌고 북한의 생물다
양성에 관한 상당량의 문헌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먼저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찰한 것들 중에서 DMZ의 미래보존과 현명한 사용과 관련 있
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Birds Korea가 생각하건대, 2019 경기도 DMZ 포럼의 세
가지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11개 제안을 감히 드리고자 한다.

DMZ의 주요 생태학적 가치
한반도는 산이 많고 특히 저지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대부분 저지대 서식지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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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변경 및 개발되어 있다. DMZ는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적지만, 4km
킬로미터 폭 회랑처럼 생긴 이 지역은 개발압력을 피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1960년대 후 한국이 산업
화되기 이전 중부지역의 특성 상당부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살아있는 보관소에는
한국에서 또한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DMZ 이외 지역 대부분에서는 이미 멸종된 여러 종
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이라는 두 가지 위기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여,
생태계를 보존 및 복원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들이 있었다. 이 중에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15도 있는데,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에 서명한 모든 나라들이 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훼손된 생태계를 최소한 15% 회복하
기 등 생태계 보존 회복 노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향상, 탄소보존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CBD,
2010). DMZ 지역은 서식지가 매우 다양하고, 이들 서식지 여럿에서 60여년간 자연적 생태학적 계승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를 계획
실행하는데도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DMZ 육지지역은 철새와 곤충류에게 훼손되지 않은 천연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DMZ가 여러 철새들에게
매일의 안식처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에 시작한 위성추적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
찰로 우리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두루미(Red-crowned Crane Grus japonensis)와 세계적인
위기종(Vulnerable) 재두루미 (White-naped Crane Antigone vipio) 들이 겨울에 DMZ에서 밤을 지
내고, 가까운 지역에 먹이를 구하러 날아가는 것을 발견하였다(e.g. Chong et al., 1994). 보다 최근, 고
성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수 천마리 쇠가마우지(Pelagic Cormorants Phalacrocorax pelagicus)
가 밤에는 DMZ 북한측 해금강 바위에서 쉬고, 낮에는 남한의 거진곶 바다로 먹이를 구하러 날아와 매일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Moores et. al., 2017).
DMZ 해양지대 (서쪽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까지, 동쪽으로는 동해에 이르는 지역) 역시 이와 비슷하
게 해양생물들에게 일년 내내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히
관리만 된다면 낚시 금지구역을 정하는 것이 물고기 개체 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밖 어장
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됨이 밝혀졌다(Roberts, e.t al., 2005; de Leo & Micheli, 2015). 한국 해양
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증거들로 볼 때 DMZ와 그 부근 여러 지역은 육상 및 해
양생물들에게 실제적인 보호지역이며, 생물들은 이들 지역에서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지역 밖으
로 그들의 영역을 확대해갈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영역확대이든 (예를 들어
reoccupation) 서식처 및 주변지역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적절히 관리할 때만 그 확대가 실
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우리의 위와 같은 추측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안과 DMZ 부근 여러 지역에서 새가 관측되어 근거가 증
명되었다.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대 민통선과 DMZ 부근 지역에서, 비
슷한 경관을 가진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 및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인 새 여러 종이 훨씬 많이 발견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e.g. Moores et. al., 2017; Hanns Seidel Foundation, 2019). 이 밖에도 더 많은
예가 있다. 그 중에는 비활동적이고 우거진 숲에서 사는 아물쇠딱따구리(Grey –capped Woodp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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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ipicus canicapillus ), 기러기와 두루미 여러 종도 포함된다. 민통지역과 그 부근 국경지대에서 이
들 종류가 훨씬 많은 것은 분명 이들 지역이 외부방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했고 개발압력이 적었다는 (적어
도 최근까지는) 두 가지 이유와 DMZ의 피난처 효과(sanctuary effect)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겨울새 센서스(annual winter bird
census. e.g. MOE, 1999-2017) 및 여러 조사들,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들이 진행하는 관찰 프로그램
(monitoring programs)에서 나온 자료들이다. 이들 자료를 보면 기러기와 두루미 여러 종이 DMZ와
민통선 여러 지역에 정기적으로 집중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람사
르 기준에도 맞는다(Ramsar, 2019). 이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몇몇은 남한 안에 있으며 몇몇은
북한 일부 지역까지 또는 북한의 안쪽 깊은 곳까지 뻗쳐 있고, 한강하구 및 강 하류(남한의 강화도갯벌;
김포시의 한강하구지역; 한강 임진강 하류지역과 주변의 논 및 장강 습지와 연천군에 이르는 상류지역에
있는 습지서식처들) 그리고 철원군 민통선지역 상당부분이 포함된다. 동해안을 따라 있는 고성군 역시 해
양 중요 새 및 생물다양성 지역(Marine Important Bird and Biodiversity Area)으로 인정받기에 충분
하다(Moores et. al., 2017). 서쪽 내부국경지역 가까이 북한의 황해남도 해안을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
한 습지가 여럿 있으며(DPRK, 2018), 백령도에도 람사르 기준으로 보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한
곳 있다. 이렇게 많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새 서식지가 국경지대 상당부분을 따라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유일무이한 특성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종류의 논의에서 람사르 기준이 수십 년에 걸친 과학적인 연구를 기초로 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는 그들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그들이 생태계에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들은 논에 거름을 제공하고, 해로운 곤충 농작물을 해치는 종들을 잡아 먹으며, 가루받이(pollination),
씨를 분산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며, 숲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는다. (Kurechi, 2007; Sekercioglu,
2017). 람사 기준은 새가 생물지표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집중지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생태계의 건강, 생산성,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관찰 프
로그램에서 얻는 같은 종 개체수의 변화 분포에 대한 자료는 보존노력(conservation initiatives)이 성
공하고 있는지 실패인지를 측정하고 생태계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새 보존과 녹색외교 (Bird Conservation and Green Diplomacy)
한반도에서 기록된 새 종류의 90%가 철새이고 이들은 남-북 축을 따라 계절적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들 새 종류 상당수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발견된다. 이들 중 두루미 등 여럿은 매우 소중한 문화적
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두루미는 중국, 일본 한국의 미술작품에 자주 등장하고 북한의 습지목록의 표지
를 장식하기도 했다(DPRK, 2018). 습지 의존적인 종인 두루미는 지난 세기 동안 엄청난 쇠퇴를 겪었
는데 주로 습지의 여건악화와 습지의 사라짐이 그 원인이다. 두루미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globally
Endangered)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야생에 있는 개체 수는 겨우 1,830마리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IUCN, 2019), 놀랍게도 이들 중 절반 이상이 DMZ에서 겨울을 지낸다. 두루미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
가들이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보호활동의 초점이고, 남한과 북한 모두의 내부국경지대 안과 가까운 지역
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종에 대한 공동연구보존프로젝트는 양측이 공동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정치적으
로 중립적인 노력의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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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진행한 작업에서 얻은 교훈
생물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과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
한 바로는 DMZ 안과 밖 모두에서 광범위한 서식지 감소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조
간대 매립, 담수 습지 메우기, 심지어 민통선 지역 안에서도 행해지는(예를 들어 김포. 철원에서) 흙으로
된 제방을 가진 배수로를 가파른 콘크리트 제방으로 교체하기 등이 그 원인이다. Birds Korea가 조사한
바로는 아생동물에 대한 파괴적인 방해도 증가하고 있는 데, 이는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자동차 도로,
자전거 도로, 여름 동안 행해지는 벌목이 그 원인이다. 농지 또는 관리가 되고 있는 숲과 갯벌 등에서 생
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서식지가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구나 남한에서 진행되
고 있는 최근 개발계획에 지역적으로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들어 있는 경우를 별로 알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최근 환경영향평가에는 멸종위기
에 처한 종이 있음을 충분히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그 영향이 지극히 적을 것이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다
(Moores, 제주도 비자림숲 길 확장공사 계획에 관한 고찰, 2019).
생물다양성을 배려하지 않는 최근 개발 행태와 생물다양성 보존이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역이 적은 결과
남한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새 종류가 특히 습지와 농경지에서 급속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Moores
et. al., 2014). 이와 비슷하게 다른 종들 및 생태계의 건강 역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OK, 2014).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결론은 남한이 산림녹화에는 선두주자였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
는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여러 형태의 서식지를 적절히 관리하는 경험은 심각하
게 부족하다. 남한은 현재 민통선 지역 생태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는데, 통일 이후 DMZ 생태계 보존을 위
한 충분한 경험,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북한 내 저지대 새 서식지에도 심각하게 파괴적인 압력이 가해
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파괴적인 압력에는 대규모 갯벌 매립, 삼림 벌채, 생태학적으로 파괴적인 강 준
설 등이 포함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북한의 토지환경보호부 관료는 그가 생태계보존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거듭 보
여주었다. 북한의 보존 능력에는 재정적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고(e. g. Kim, 2015; Moores
et. al., 2019) 각 부서마다 추구하는 정책 간에 모순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난 북한 관료들은 건강
한 숲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기능하고 있는 있는 생태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의 지속적인 개
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북한의 토지환경보호부 관료들과 어류,
쌀, 기타 습지에서 길러서 식량생산 증대에 도움이 될 종을 늘리기, 깨끗한 물 공급(goal 6), 문덕에서처
럼 식생이 덮인 갯벌 습지를 보존하여 기후 문제 해결 (goal 13), 바다와 육지에서 생명체를 보존함으로
써(goals 14, 15) 가난 해소(goal 1)와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기(goal 2) 등 서식지 보존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북한의 토지환경보호부가 새로운 파트너쉽을 가져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goal 17). 우
리가 경험한 바로는, 북한은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
계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하듯 (한국을 포함하여) 깊은 의구심 또한 있어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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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이 가장 잘 작동되려면 기본적으로 상호존중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정보가 외부 기관에 의해 미리 정해
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남한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단
계획이 만들어지면 진전이 매우 빠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2015-2018) 전
국습지목록(DPRK, 2018) 보완을 완성하였고, 람사르협약의 요청에 따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지
역(서해해안지역에 있는 문덕, 북동 지역의 나선) 두 개를 지정하였고(Ramsar, 2018), 동아시아-오스
트랄시아 비행로 파트너쉽(EAAFP : the East Asian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2018)에 가입하였다. EAAFP는 철새 보존을 위한 국제 파트너쉽기구로 인천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북
한의 토지환경보호부는 IUCN의 파트너 기관이 되었고, 현재 보존핵심지역 관리계획을 개발하는 중에 있
으며 습지보존법, 전국습지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있다(Moores et. al., 2019).
북한이 환경문제에 관해 국제기구와 파트너쉽을 이루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
고 있고, 그러한 협력을 통해 성공을 거둔 예 또한 많다(Kim, 2015).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북한과 일
본연구자들이 두루미에 관해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위성 송신기를 사용하여 두루미가 이동하는
동안 머무는 주요 지역을 확인하였다. 이 조사를 기초로 여러 가지 새로운 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그 후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강원도 북부 지역 중 한 곳을 위해 통합관리계획이 마련되었으
며, 이 계획에는 쌀 생산 증진, 혼농임업(agroforest), 특히 철새인 두루미를 위한 서식지 관리가 포함되
어 있다(Chong et. al., 1994; Higuchi, 2001; State Academy of Sciences, 2016).
보존 과학은 Kareiva & Marvier(2012)가 정의한대로 사회적ㆍ자연적 시스템 간 탄탄한 결합의 필요성
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DMZ 보존에 관한 논의 역시 생태학적인 가치 이외에 극도로 민감한 여러 사
회적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MZ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MZ가 남한과 북한을 나누
는 군사분계선 양쪽으로 2km에 걸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 곳은 60여년간 군사적으로 통제된 지역
이었고 한 문화에서 쪼개져 나온 남한과 북한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자신들이 (종종 자신들만이) ‘한국’이
라고 주장해왔다. 1953년 이래 양국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를 상대로 한 전쟁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갈
등 속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생명의 손실이 있었다, 두 나라는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때로는 전쟁을 의식
하여, 때로는 전쟁 당시 연합군의 영향에 따라 밀리고 당기기를 계속해 왔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은 이제
전혀 다른 정치적인 체제, 경제적인 현실, 문화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DMZ 보다 넓고 깊은, 한
세대에 걸친 불신이 자랐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진정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려면 이러한 불신을 이해
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남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DMZ의 높은 생태계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환경 및 보존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관에게 DMZ는 생물다양성과 방해 받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생태계를 보존할 거의 마지막 기
회이다. 우리들 대부분에게도 DMZ는 두 가지 거의 정반대 개념의 상징이 되었다.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을 위한 염원, 치유를 위해 유예기간이 주어진 장소로. 그러나 남한에서 조차도 최근의 평화프로세스
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DMZ를 개발이 되지 않은 넓은 지역, 서울-평양-동해 인구 밀집 지역을 연
결하는 교통로가 가능한 빨리 건설되어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 남한에서도
DMZ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고 합의가 부족한 상황인 데,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DMZ에 대해
남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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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북한의 토지환경보호부와 가진 여러 차례 회의에서 보면, 북한은 DMZ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
다. 그들은 DMZ를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매우 많은 지역 중 하나로 보는 듯하다. 또한 이 곳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보존 우선 순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 우선과제
는 사람들의 필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이나 사안들, 북한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발전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인 듯하다.
그렇다면 남북한 사람들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거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리하여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제안들
Birds Korea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는 주로 남한을 위한 것이고, 경기DMZ포럼의 세 가
지 목표 달성을 지원하려는 의도에서이다.
Birds Korea는 남한이 다음을 실행하면 좋을 것 같다.
1. 남한은, 이미 북한과 공식적으로 합의된 개발인 경우가 아니라면, DMZ 안에서 또는 DMZ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개발계획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DMZ 남한 쪽에만 해당되는 제안 일체
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ROK,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2011). 이는 생태계 파괴 또는 남한과 북한 간 오
해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2. 남한은 오늘부터 기술적 경제적인 역량을 적극 동원하여 민통선 안쪽 땅 상당부분을 사는 노력을 하고,
민통선 안 지역과 DMZ 남한 쪽에 살고 있는 농부들을 지원하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
고 생물다양성은 늘리는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DMZ 생태계
악화를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될 각종 프로젝트 들(새로운 도로, 평화 공원, 새로운 기념물들, 하이킹 코
스, 산업, 농업건축물, 1,100억원 백령도공항 건설비)에 할당 되어 있는 예산을 토지 매입, 농부와 어부
지원 쪽으로 돌려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남한이 아이치현 생물다양성 목표 토지 복구 15%
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통선에 들어오는 방문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
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복권을 발행해 상당한 추가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민통선 안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남한의 내부 국경지역에 인접한 지역을
올 해 안에 국제사회에 잘 설명하면, 2020년에는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은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에 보다 더 큰 관심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4. 경험이 풍부한 비정부기구 및 지역 운동가를 발굴, 적절한 재정지원을 하고 그들이 DMZ 남쪽에 살고
있는 농부와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면서 우려가 되는 문제들을 찾고, 민통선 지역과 DMZ가 생태계 지속
가능성 및 한반도 전체 평화를 위해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도록 해야 한다;
5. 경험이 풍부한 비정부기관 및 정부 기관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DMZ 남
한 쪽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환경적인 요소들을 관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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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1
6. DMZ 부근 선택된 지역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생계를 돕고 생태계 기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벼 품
종 시험재배, 논 어장(rice-field fisheries) 등 향상된 농업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지역
안에서 두루미, 황새(Oriental Stork Ciconia boyciana) 등 우선적인 보존 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식지 관리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황새는 국가적인 복원계획의 주요관심 종이다.
7. 남한 내부 국경지역 안에서 서식지 관리를 하는 이유와 진행상황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
를 북한의 해당 기관들과 정보를 나누어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의 목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DMZ에 관한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남한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두루미 보존 또는 갯벌지역에서 발견되는 바닷가에 사는 새들에 대한 연구).
9. 토지매입, 토지관리에서 측정 가능한 정도로 성공을 거둔다면 그 다음에는 훈련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워크숍은 처음에는 제삼국에서 (예를 들어 중국) 주최국과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는 북한과 공식관계를 가진 국제기구들(the Hanns Seidel Foundation, the EAAFP, the IUCN,
the Ramsar Center for Est Asia , the Pukorokoro Miranda Trust in New Zealand)의 지원을 받
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문덕, 나선 등 관리 지역의 토지 및 수자원관리자들을 초청 그
들의 업무에 대해 지식을 나누고 내부 국경지대 보존 및 기타 지역의 악화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자료를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0. 여건이 허락한다면, 남한의 전문가는 북한의, 북한의 전문가는 남한의 관리지역, 보존실험지역을 방
문하는 교환방문을 조직해 볼 수도 있다.
11. 위와 같은 노력을 기초로, DMZ 미래에 초점을 둔 회의를 남한 또는 북한 또는 제삼국에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DMZ를 주제로 하는 것은 DMZ가 생태계 보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새로운 ‘한국의 생
태계 문명’을 요청하는 등이 회의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구체적인 협력의 예를 기초
로 한다면, 상대방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DMZ 지역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계획
에 포함시킨다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정한 세계적인 기본 틀
(framework)을 양측이 다 존중한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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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Conservation in the DMZ as Part of the Solution
Nial MOORES
Director, Birds Korea

Introduction
The 2019 Gyeonggi DMZ Forum has three main aims: (1) to redefine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the DMZ as a symbol of integration, life and peace; (2) to suggest solutions for building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3) to support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PRK, and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t of Northeast Asia.
Birds Korea is a small and specialized NGO based in Busan which is dedicated to the conservation of
birds and their habitats in Korea and the wider Yellow Sea Ecoregion work. We are non-political and work
throughout the ROK and regionally with the aim of supporting progress toward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envisioned by national laws, international conservation conventions and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2015). We have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working close to the inner
border region of Korea: near to the NLL, and close to and within the Civilian Control Zone (CCZ) which lies
immediately south of the DMZ. In the west of the inner border area, we have conducted several years
of research on Baekryeong Island in the ROK part of Ongjin County, and developed a series of proposals
aimed at reducing biodiversity decline while increasing ecosystem function and improving the livelihoods
of local communities (Birds Korea 2019). We have also conducted surveys in the CCZ in Gimpo City
(Gimpo City 2019) and in Yeoncheon and Cheorwon Counties in the ROK part of central Korea. In the
east of the inner border area, we have also surveyed waterbirds and seabirds, both south and north of
the DMZ, in Goseong County (Moores et al. 2017; Choi et al. 2019).
In the DPRK, since 2014 we have conducted a dozen surveys of birds and wetlands, from the West Sea
barrage near Pyongyang in the southwest to Rason in the northeast (Moores 2017); conducted in-field
training of government and State Academy of Science researchers; and presented at several local and
national workshops relevant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Initially, our research visits were organised to
support revision of the DPRK’s Wetlands Inventory and to encourage DPRK accession to the Ramsar
Convention. This process was initiated and led by the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MoLEP, DPRK), and supported especially by th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office) and the Ramsar
Secretariat. As part of our work, we have also participated in meetings with DPRK officials in Hong Kong,
mainland China and Cambodia; and reviewed substantial bodies of literature on the biodiversity of the
DPRK.
This essay will first explain observations from our work which we consider relevant to the futur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the DMZ; and then list eleven proposals which, respectfully, we consider could be
useful as small steps to take toward meeting the Gyeonggi DMZ Forum’s three larger 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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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2-1
Main Ecological Values of the DMZ
The Korean Peninsula is largely mountainous, with a very high human population density, especially in
lowland areas. Most lowland habitats are therefore heavily modified and exploited. The DMZ remains
poorly researched because of severe access restrictions. However, almost the entire 4km-wide landbased corridor has escaped recent development pressures, and therefore likely preserves much of the
fauna and flora typical of central Korea prior to industrialization that took place in the 1960s and subsequently. This living archive therefore likely contains many species which are now assessed as nationally
or globally threatened and which have already been extirpated from most areas outside of the DMZ.
In addition, in recognition of the growing twin crises of accelerating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there have been sustained calls to conserve and restore ecosystems. These include Target 15 of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which calls for all contracting nation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o increase ecosystem resilience and to enhance the contribution of biodiversity to carbon stocks
by 2020 “through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including restoration of at least 15 per cent of degraded
ecosystems”(CBD 2010). Because the DMZ contains a high diversity of habitats and many of these
habitats have been undergoing natural ecological succession for more than six decades, research on
this succession should be of immense value to both the ROK and the DPRK in planning and enacting
large-scale restoration projects in other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north and south of the DMZ.
The land-based DMZ also provides a largely undisturbed stopover site for migratory bird and insect species. We already have evidence of a sanctuary effect in the daily-cycle of some migratory bird species.
Based on satellite tracking projects started in the 1990s and on direct observations, we know that many
individuals of the globally Endangered Red-crowned Crane Grus japonensis and globally Vulnerable
White-naped Crane Antigone vipio roost overnight through the winter in the DMZ, and then fly out into
adjacent areas to feed (e.g. Chong et al. 1994). More recently, our research in Goseong County confirmed
that several thousand Pelagic Cormorants Phalacrocorax pelagicus commute each day in winter from
rocks off from Haekumkang in the DPRK part of the DMZ, used for overnight roosting, to marine waters
off from the Geojin headland in the ROK, used for feeding during the day (Moores et al. 2017).
Marine areas of the inner border of Korea (extending west to the NLL in the Yellow Sea; and east into
the East Sea) similarly provide a year-long sanctuary for marine life. Research in other parts of the world
suggests that if appropriately-managed, the presence of no-fishing zones can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fish populations and help to maintain fisheries outside of the protected area itself (Roberts et al.
2005; de Leo & Micheli 2015). While more research in Korean waters is needed, based on the evidence
available to us it seem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MZ and many areas in and close to the inner
border are a de facto sanctuary for both land-based and marine species in which they can maintain their
populations and out of which they can potentially also expand their ranges. However, any expansion (i.e.
reoccupation of former range) can only realistically be sustained if habitats and other threats to bio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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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y in these adjacent areas are appropriately managed.
Our assumptions are supported by our observations of birds in the CCZ and in substantial parts of the
inner border area of Korea. Based on still-limited research, the CCZ and inner border area appears to
support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individuals of nationally and globally threatened bird species when
compared with similar-looking landscapes outside of the inner border region (e.g. Moores et al. 2017;
Gimpo City 2019). Examples are many. They include the Grey-capped Woodpecker Yungipicus canicapillus, a largely sedentary species of mature forests; and several species of goose and crane. The apparent
greater abundance of these species in the CCZ and inner border area than outside of it seems to us likely
due to a combination of less disturbance and development pressure within the CCZ and near border
areas (at least until recently) and the sanctuary effect of the DMZ.
Further support for this assumption is suggested by data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annual
winter bird census (e.g. MOE 1999-2017) and surveys and monitoring programs conducted by experienced researchers. Data confirm that several species of geese and crane regularly form concentrations in
several parts of the DMZ and CCZ which meet Ramsar criteria used to identify internationally important
wetlands (Ramsar 2019). These internationally important wetlands, some of which are entirely within the ROK and some of which are shared with and extend deep into the DPRK, include much of the
Han-Imjin Estuary and lower river stretches (in the ROK, including Ganghwa Island’s tidal flats; the Han
Estuary in Gimpo City; the Han and Imjin lower river stretches and much of the adjacent rice-fields and
wetland habitats at least upstream as far as the Janghang Wetland and Yeoncheon County) and much of
the CCZ in Cheorwon County. Along the East Sea coast too, central Goseong County meets criteria for
identification as a Marine Important Bird and Biodiversity Area (Moores et al. 2017). Close to the inner
border to the west there are also several internationally important wetlands located along the Hwanghaenam coast of the DPRK (DPRK 2018) and also one wetland on Baekryeong Island in the ROK which
is internationally important based on Ramsar criteria. This density and near-continuity of internationally
important bird habitats along much of the inner border area of Korea appears on current understanding
to be uniqu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y discussion of this kind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at the Ramsar criteria are based on decades of
scientific research. Birds are valuable in themselves, and for the many ecosystem services which they
provide, including helping to fertilise rice-fields; predation of harmful insects and crop-pest species; for
pollination; and as natural agents of seed dispersal, helping in the natural restoration of forests (Kurechi
2007; Şekercioğlu 2017). The Ramsar criteria make explicit that birds have great value as bio-indicators
too. Internationally important concentrations of waterbirds help to reveal the natural health, productivity
and diversity of a given ecosystem; and changes in popul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same species
revealed by monitoring programs is an efficient way of measur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conservation
initiatives, and of gauging ecosystem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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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 Conservation and Green Diplomacy
Approximately 90% of bird species recorded on the Korean Peninsula are migratory, moving seasonally
along a broadly North-South Axis. The vast majority of bird species are therefore shared by both the
ROK and the DPRK. Several of these have outstanding cultural value, including the Red-crowned Crane.
This species adorns artwork in PR China,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as a symbol of longevity, and
also adorns the cover of the DPRK’s Wetland Inventory (DPRK 2018). A wetland-dependent species,
the Red-Crowned Crane has undergone remarkable declines over the past century, largely because of
wetland degradation and loss. Currently the species is assessed as globally Endangered, with a total
population of only 1,830 mature individuals in the wild (IUCN 2019). Remarkably, more than half of
these spend the winter in the inner border area of Korea. The Red-crowned Crane has already been the
focus of active conservation work throughout North-east Asia. Coordinated research and conservation
projects focused on this species in and close to the inner border area of Korea by both the ROK and the
DPRK offer one politically-neutral way forward for collaboration toward meeting shared goals.
Lessons from Our Work in the ROK and the DPRK
In the ROK, despite the best efforts of GO and NGO conservation bodies and a slew of legislation, our
research continues to document extensive habitat degradation and loss, both outside and inside of the
inner border area of Korea. This includes tidal flat reclamation; the infilling of natural freshwater wetlands
and the replacement of soft-banked drainage channels in rice-fields with steep-sided concrete drains,
even within the CCZ (e.g. in Gimpo and Cheorwon). We also continue to document an increase in damaging disturbance to wildlife caused e.g. by a growth of the road and cycle network through sensitive
areas and by logging in summer months. In working landscapes (e.g. in agricultural areas, managed
forests and in tidal flat areas), we have encountered very few habitats managed for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Moreover, we remain unaware of any recent major development project anywhere in the
ROK that has incorporated appropriate measures to conserve biodiversity an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t either the local or the national level. Instead, even rec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continue to under-report the presence of threatened species; and to assert that there will be
minimal impacts (see e.g. the review of the Bijarim Ro road-widening project on Jeju Island in Moores
2019).
As a result of the current development model and lack of suitably managed area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ROK’s regularly-occurring bird species are in steep decline, especially in wetlands and in
agricultural landscapes (Moores et al. 2014). Similarly steep declines in other species groups and in the
health of ecosystems can also be inferred (see e.g. ROK 2014). An obvious conclusion is that although
the ROK has been a leader in forest restoration, there is a severe lack of experience of managing other habitat types appropriately in order to address the ongoing climate and biodiversity crises. There is
therefore insufficient experience and administrative capacity at this time within the ROK to maintain the
ecological integrity of the CCZ; and following reunification, of the DMZ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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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bination, our experiences have also confirmed that there is substantial pressure on lowland bird
habitats within the DPRK too, including large-scale reclamation of tidal flats, forest cutting and ecologically-destructive dredging of rivers. There are also very high levels of disturbance even within protected
areas.
Notably, however, officials within MoLEP (DPRK) have repeatedly demonstrated a profound understanding of conservation issues. Although there are obvious financial and technical limits to the DPRK’s conservation capacity (e.g. Kim 2015; Moores et al. 2019), and there are contradictions between some of
the policies being pursued by ministries, the officials we have met with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healthy forests and the contributions of functioning ecosystems in helping the DPRK meet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reover, these Goals do not appear to be tangential to conservation
aims: instead, they appear to be deeply-integr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at we have discussed explicitly with MoLEP (DPRK) in the context of wetland conservation include reducing poverty
(Goal 1) and reducing hunger (Goal 2) through increasing production of fish and rice and other harvestable
species in wetlands; helping with the provision of clean water (Goal 6); climate action, by conserving
vegetated tidal wetlands, as at Mundok (Goal 13); and of course, the conservation of life in water and on
land (Goals 14 and 15).
It is apparent too that MoLEP (DPRK) also recognizes the need to develop new Partnerships (Goal 17).
In our experience, the DPRK appears to welcome and to be responsive to new information and ideas.
However, as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here in the ROK), deep suspicions sometimes need
to be overcome. Partnerships therefore work best when mutual respect is shown and when information
clearly addresses the needs of the DPRK, rather than being pre-determined by outside bodies. As in
the ROK, progress can be very rapid once a plan has formed. In only four years (2015-2018), the DPRK
completed a revised National Wetlands Inventory (DPRK 2018); acceded to the Ramsar Convention,
designating two globally important Ramsar sites (Mundok on the west coast in Rason in the northeast)
(Ramsar 2018); and joined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EAAFP 2018),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dedicated to migratory bird conservation with the Secretariat housed in Incheon
City. MoLEP (DPRK) also became a partner organization of the IUCN, and is also currently developing
management plans for key sites while also working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Wetlands Conservation Law and a National Wetlands Centre (Moores et al. 2019).
It is notable too that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issues between the DPRK and international bodies
have a long history and include multiple examples of successful collaboration (Kim 2015). For example,
collaborative research on cranes by DPRK and Japanese researchers started in the early 1990s. Satellite
transmitters were used to identify key areas used by cranes during migration.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new protected areas were designated. Later,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was then developed
for a small part of one of these areas in northern Gangwon Province with the support of th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office), which included enhanced rice production; an agroforest; and habitat managed
specifically for migrant cranes (Chong et al. 1994; Higuchi 2001; State Academy of Scienc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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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s
Conservation science, as defined by Kareiva & Marvier (2012), explicitly recognizes the tight coupling of
social and natural systems. As such, any discussion of the conservation of the DMZ needs to consider
a number of extraordinarily sensitive social and political realities in addition to ecological values. Paramount among these is that the DMZ is a zone that extends for two kilometers either side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hich separates the ROK and the DPRK. It has for over six decades been a militarily
controlled zone, during which time both the ROK and the DPRK, cleaved from a single culture, have
continued to identify themselves (and often only themselves) as “Korea”. Since 1953, both nations have
also remained technically at war with each other, and many additional lives have been lost in conflicts.
Both nations have therefore found themselves pulled and pushed to evolve in near-opposite directions,
in an often conscious response to war and the influence of war-time allies. As such the ROK and the
DPRK now have very different political frameworks, economic realities and cultural reference points from
each other. A generation of mistrust, one perhaps wider and deeper than the DMZ, has grown up. This
mistrust needs first to be understood and then addressed, if true lasting peace is to be achieved.
Within the ROK, many people already recognize that the DMZ has high ecological value. To the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community, the DMZ offers us an almost last chance to conserve biodiversity
and undisturbed ecosystems. Many of us feel too that the DMZ has become a near-sacred symbol of
opposites: of war and of peace; of division and of the yearning for reunification – a natural place of healing
given time. But even within the ROK, there are many who are opposed to the current peace process
and many others who see the DMZ’s greatest value as economic – as an expanse of under-developed
land, with transportation corridor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nd east coast centres of population
which needs to be built as soon as possible. Lacking much consensus on the DMZ within the ROK, is it
reasonable to expect that everyone in the DPRK uniformly perceives the DMZ in the same way as each
other or in the same way that we do here in the ROK?
In our meetings with MoLEP (DPRK), there has in reality been remarkably little interest shown in the
DMZ. It seems to be viewed as one of very many areas with extremely strict access restrictions. Moreover, because it lacks a substantial human population, it really is not a conservation priority, yet. Conservation priorities are instead areas and issues which directly relate to the needs of people, and which can
help the DPRK move toward the better fulfill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ow can this distance between people be reduced, so that we can talk with and not talk at each other?
Proposals
Birds Korea would respectfully like to offer a linear series of ROK-based proposals for consideration,
intended to support the three aims of the Gyeonggi DMZ Forum.
It seems wise to us, if:
1. The ROK were to announce an immediate moratorium on all development proposals within and directly affecting the DMZ, unless these developments have already been agreed to formally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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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 This includes the suspension of all unilateral proposals, even those pertaining only to the ROK side
of the DMZ (e.g. the pursuit of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ROK 2011) in order to avoid ecological
damage and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2. The ROK could from today use its great technical and economic capacity to buy-up substantial areas
of land within the CCZ and to support farmers within the CCZ and the ROK part of the inner border area
to farm more sustainably, in ways that can reduce our national carbon footprint and which can allow biodiversity to increase. To pay for this, funds which are currently allocated to projects that will inevitably
result in ecological degradation in the inner border area (e.g. new roads, peace parks, new monuments,
hiking trails, industrial-agricultural construction, and the 110 Billion won currently being set aside for the
proposed new airport on Baekryeong Island), could be redirected toward land purchase and farmer and
fisher support, in order to help the ROK meet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 of 15% of land restoratio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bstantial additional funds could also be sourced from charging
visitors to enter the CCZ and supplemented by e.g. a fund-raising and awareness-raising National Lottery dedicated toward this end;
3. Areas that are internationally important for biodiversity within the CCZ and adjacent areas of the inner
border area of the ROK could within this year be appropriately delineated and in 2020 designated as
e.g. national Wetland Protected Areas and Ramsar Sites (a year in which global attention is likely to be
focused even more intently on the biodiversity and climate crises);
4. Experienced NGOs and community organisers could be identified and properly funded to work with
farmers and local communities within the inner border area of the ROK to identify issues of concern and
also to generate public awareness-raising materials on the importance of the CCZ and the DMZ to the
ROK for ecological sustain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whole;
5. Experienced NGO researchers and GO researchers could be identified and properly funded to monitor
biodiversity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throughout the ROK inner border area;
6. Within selected areas of the inner border area, improved farming approaches could include the testing of rice strains and rice-field fisheries aimed at enhancing ecosystem functions and improving local
peoples’ livelihoods in both the ROK and the DPRK. Within the same areas, as part of this, habitats could
also be managed in order to benefit priority conservation species like the Red-crowned Crane, and the
Oriental Stork Ciconia boyciana – the latter species already the focus of a national restoration initiative;
7. The rationale for and the progress in habitat management in the ROK inner border area needs to be
made public throughout, with relevant information also shared with counterpart agencies in the DPRK, in
order to build trust and to help identify shared common goals;
8.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shared DMZ-relevant goals, the ROK could then propose coordinated
research projects in both the ROK and the DPRK (e.g. if agreed, on Red-crowned Crane conservation and
on shorebird species found in tidal areas);
9. Once measurable success has been achieved in land purchase and land management, training workshops could be held, initially in a third country (e.g. PR China), with the support of the host n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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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sations which already have experience and / or formal relationships with the DPRK
(including e.g. the Hanns Seidel Foundation, the EAAFP, the IUCN, the Ramsar Centre for East Asia and
the Pukorokoro Miranda Trust in New Zealand). Land and water managers from the ROK and the DPRK
(from managed areas such as Mundok and Rason) could be invited to share their work and to jointly
develop materials relevant to conservation of the inner border area; and the restoration of degraded
ecosystems in other areas.
10.
If conditions allow, exchanges could also be organized to managed areas and restoration test
sites, by ROK specialists to the DPRK; and DPRK specialists to the ROK;
11.
Based on this kind of foundation, further conferences could then be held within the DPRK and
ROK, and within a third country, focused on the future of the DMZ, as it relates to ecological conservation, including calling for a new “Korean Ecological Civilization.” Such a discussion will work best if it is
based on practical examples of collaboration; a clea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goals; integration of
the inner border area into national pla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joint commitment to the global
framework provid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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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박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자연
환경연구실장이다. 생태관광, 기후변화적응, 해양재
생에너지 그리고 생태계서비스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InVEST 모델링, 자연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주 전문 영
역이다. 최근에는 환경부 국책과제인 생태계 서비스 연
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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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DMZ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

DMZ와 접경지역은 인간에게는 분단의 한이 서린 곳이지만, 자연에게는 축복의 공간이다. 군사적 이유
로 인해 약 65년 동안 보호되어 수많은 야생 동·식물의 낙원이 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평야와 원시 하
구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산림, 하천, 습지 생태계는 수질정화, 홍수방지, 질병예방, 기후조절 서
비스를 통해 우리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준다.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문화 유적은 생태관광 및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DMZ 발전계획이 중
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대부분 개발 및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환경 및 생태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미 DMZ와 접경지역 일부는 산불 및 병충해가 창궐
하고 산림이 황폐화되어 홍수·가뭄 및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해 지고 있다. 분단의 아픔으로 시
작된 DMZ를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한반도의 생태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원시 생태계가
잘 보존된 DMZ는 미래 통일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생명의 핵심공간이 되어야 한다.

축복의 공간 DMZ 생태계
DMZ는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생태축이다. 우리 민족에는 분단의 한이 서린 곳이지만, 자연에는
축복의 공간이다. 경기도 파주 연천을 거쳐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2개 광역도와 7개
시군이 연결된 생태계는 65년 동안 군사적 이유로 사람의 손길과 개발로부터 보호되어 수많은 야생동물
의 서식처이다. DMZ와 접경지역은 산악지대, 습지, 강, 해안 및 하구 생태계가 함께 존재하는 곳으로 천
연기념물(80%), 멸종위기종(101종)을 포함한 야생생물(5929종)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물새나 두루미류의 서식처와 이동경로로 이용되는 지역인 ‘강원생태평화지역’은 유엔이 생물권보전지역
으로 지정(환경부, 2019)하여 환경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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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지정된 '강원생태평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자료 환경부]

자연의 선물 DMZ 생태계서비스
훼손되지 않은 자연생태계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다양한 혜택 (생태계서비스)을 제공하며, 인류복지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생태계서비스는 4가지(공급, 조절, 문화, 지지)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MA,
2005). 공급서비스(Providing Service)는 식량 및 에너지생산, 물과 목재 생산 등 자연이 인간에게 제
공하는 직접적인 혜택이다. 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는 기후조절, 수질정화, 자연재해저감, 질
병조절 등 자연의 조절기능에 의해 만들어지는 혜택을 의미한다.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는 인간
의 정신적인 면과 연계된 자연혜택으로 휴양, 관광, 레크레이션, 교육 및 영적 가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
로 지지서비스(Supporting Service)는 생물다양성, 서식처 제공, 토양형성, 물질순환 서비스를 의미하
며 나머지 3개의 생태계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된 DMZ와 접경지역 생태계는 우리 민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오염되지 않
은 평야에서 생산되는 ‘DMZ 쌀’은 청정 이미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철원군농업기술센터, 2019).
철원지역에서 1970-1990년 사이에 농경지 5000ha가 확대되어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통
계청, 2019). 반면 파주에서는 헤이리 마을, 도라산 평화공원, 각종 의류 아울렛 등 개발압력이 증가하여
농경지가 줄고 있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통계청, 2019). 접경지역의 농지는 찬물받이, 샘통, 용천수가
특징이며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겨울나기를 위한 핵심 서식지 역할을 한다. 멸종위기에 있는 두루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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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줄이고 친환경 경작을 통한 서식지 확보가 필요하다.
DMZ 생태계는 미세먼지를 정화하여 대기질을 조절하는 한반도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다(중앙일보,
2019). 잘 발단된 산림은 중국 및 북한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DMZ 내에는 인
위적인 대기오염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감시를 위한 전초기지
가 될 수 있다. 임진강, 북한강은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물줄기로 강원도와 수도권의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계속된 경제난으로 북한지역의 산림 파괴와 임남댐을 비롯한 수
계 변경식 댐 건설은 DMZ를 가로지르는 강의 자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안종서 외, 2011). 이는 갈수
기에는 하천이 마르고 우기에는 홍수피해를 유발하여 국가 물안보 체계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된다. 행복
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깨끗한 공기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DMZ와 접경지역 생태
계의 보전 및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남북 수자원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
주고, 더 많은 물을 남한으로 흘려보내면 용수 부족 및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워터저널, 2019).
나아가 접경수역의 홍수피해 방지, 산불·산사태 방지 등을 위한 남과 북의 상호협력과 공동 대응이 요구
된다(강민조, 2019). 자연환경국민신탁(2019)에서는 북측의 임진강 수자원 보전 관리기금을 남측에서
보상해주는 ‘임진강 생태계서비스 보상‘이라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남북 간 합리적 수자원 배분방안을 마
련하고, 수질오염을 비롯한 탈생태계화가 일어나고 있는 공유하천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역 공
동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워터저널, 2019).
DMZ는 서쪽으로 한강하구와 만난다. 원시자연을 유지한 한강하구는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서해바다
와 만나는 기수역으로 생태적 사회·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다. 재두루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흰
꼬리수리 등 국제보호 조류와 붉은말똥게, 흰발농게 등의 해양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황복, 뱀장어,
참게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건강한 자연하구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수산물 공급, 연안보호, 수질정화,
탄소저장, 관광·여가 기능이 뛰어나 숲의 25배, 농경지의 250배에 달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
다(Costanza, 1997). 남북 공동 조사를 통해 한강하구의 가치를 파악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선
물을 잘 보존해야 할 때이다.
DMZ 및 접경지역은 우수한 생태자원과 함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 까지 역사·문화 자원이 풍
부하다(손기웅 외, 2011). 궁예가 조성한 궁궐인 태봉국 철원성, 소이산 봉수대, 도라산 봉수대, 화살머
리 고지, 금강산 철도 등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해 꽃피워야 할 문화유적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역사·문
화적 협력은 이해관계 상충과 이질감이 적어 우호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시
발점으로 추진 될 수 있다. 나아가 전쟁, 평화, 생태계가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상징성을 전 세계에 알리
는 공간으로 확장 되어야 한다. 최근 남북 정세가 평화체제로 진입함에 따라 DMZ에 인접한 지자체는 평
화공원, 둘레길, 도로개발 등 개발에 근거한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DMZ 특성을 반영한 환경·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여 미래세대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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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 평화와 생명의 핵심공간
독일은 과거 분단의 아픈 흔적인 철의 장막을 그뤼네스반트라는 생태관광자원으로 승화시켰다(박은진,
2012). ‘접경위원회’를 설치하여 엘베강 하천오염, 자연재해 방지, 에너지 공급 등 접경지역에서 발생하
는 문제를 해결하였다(강민조, 2019). 우리나라도 오슬로포럼(‘19.06.12)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관
점아래 남북 접경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 접경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외교부, 2019). 독일의
사례를 선례로 DMZ를 남북 협력의 출발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DMZ와 접경지역은 인간에게는 분단의 아픔으로 기억되지만, 자연에게는 축복의 공간이다. 군사적 이유
로 65년 동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 원시 자연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수많은 야생동물의 삶
의 터전이 되고 있다. DMZ와 접경지역 생태계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며
우리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준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DMZ 발전계획이 국가 및 지자체 단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DMZ 생태, 문화, 관광벨트 개발’ 및 ‘남북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등이 논의된다(강민조, 2019).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으로 2030년
까지 총 13.2조원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9.). 이러한 계획들은 대부분 개발 및 이용
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 및 생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미 DMZ와 접경지역 일부에서는 산림
이 황폐화되고 산불 및 병충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광자원 개발, 도로개설, 비닐하우스 및 축사 설립
등 급격한 토지이용 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으며, 환경갈등으로 인해 주민의 삶까
지 위협받고 있다. 한번 손상된 생태계는 회복하는데 수십·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명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고 해도 원시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용·개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분단의 아픔으로 시작된 DMZ와 한강하구를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한반도의 생태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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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 친화적인 역사, 문화, 교육 활동만을 허용하고 일체의 파괴적 이용행위는 금
지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에 인접한 도시와 마을은 한때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번성했지만, 분단 이후부터
발전이 제한되고 소외되었다. 접경지역에 인접한 남한과 북한 마을을 복원하고 개발하여 DMZ 생태계서
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DMZ와 접경지역의
미래를 논의할 ‘남북협력협의체’를 신설하고 담당부처 지정 및 거버넌스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 ‘남북협력
협의체’는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여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DMZ 생태계를 만들
어 미래 통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생명의 핵심공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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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DMZ Ecosystem
Services to Ensure Peace

KIM Choongki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DMZ, a unique natural ecosystem of great blessings
The DMZ is an ecological line that traverses the Korean peninsula. The zone represents the
division of Korea that left a deep wound on Koreans, but is also a land blessed with rich nature.
The ecosystem, which connects 2 metropolitan areas and 7 cities/counties, spans along
Paju and Yeoncheon in Gyeonggi-do Province, as well as Cheorwon, Hwacheon, Yanggu,
Inje and Goseong in Gangwon-do Province. The DMZ, which has been left untouched for
65 years for military reasons, is a valuable wildlife habitat. The DMZ and the borderland hold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importance as the area is a conglomoration of mountains,
weltlands, rivers, coastline and estuaries, and is home to natural monuments, protected
species and globally endangered species.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value of the area, which serves as habitats and flyways
of waterbirds and cranes, has been widely recognized with its designation as a Biosphere
Reserve by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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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MZ ecosystem services, gifts of nature
Undamaged natural ecosystems provide a number of benefits (ecosystem services)
essential to our life, and underpin human welfare. Ecosystem services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major types (provisioning, regulating, supporting, and cultural services). The
Provisioning Services, which include production of food and energy, water and wood,
are the direct benefits that people obtain from the nature. The Regulating Services are
defined as the benefits obtained from the regulation of ecosystem processes such as
climate regulation, water purification, natural hazard regulation and disease management.
The Cultural Services include non-material benefits people receive from ecosystems such
as leisure, tourism, recreation, educational and spiritual values. Last but not least, the
Supporting Service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cosystems to provide biological diversity,
habitat, form soil, and nutrient cycling.
The well-preserved ecosystems of the DMZ and its borderland offer various benefits to
Koreans. The DMZ rice, which is grown in unpolluted soils, is known for its top quality. Crop
production grew significantly between 1970 and 1990 in Cheorwon as farmland increased
by 5000ha, whereas production went down in Paju, a city that adopted development under
pressure, and is now home to Heyri Art Valley, Dorosan Peace Park and a number of outlets.
Farmlands in the border region provide fodder for red-crowned cranes and white-naped
cranes during their winter migration, and are known for the unique cold ditches surrounding
the rice fields, ponds and spring water. Less land development and more wildlife habitat
creation through eco-friendly farming will be required to protect endangered cranes.
The DMZ ecosystem can earn the title “lungs of the Korean peninsula,” as it regulates
air quality by purifying fine dust. Dense forests can prevent the dispersion of fine dust
particles traveling from China and North Korea. As DMZ has practically no facilities that emit
air pollutants, it can serve as an outpost for monitoring the fine dust coming from China
and North Korea. Imjin and Bukhan rivers, which connect South and North Korea, are the
main sources of drinking, agricultural and industrial water. The chronic economic struggle
in North Korea can cause forest degradation, while the construction of watershed flood
control dam risks altering the natural flow of the river. This dries up the rivers during the dry
season and causes flood during the wet seas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DMZ
ecosystem is thus not an option but a must to supply clean air and water that are vital for a
safe and happy life. Supplying the much-needed electricity to North Korea and more water
to South Korea can improve water quality while preventing water shortages. In addition,
mutual cooperation and joint responses from the two Koreas are required to prevent flood
damage, forest fires and landslides in the boundary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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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 River estuary runs along the DMZ on the west coast. The Han River estuary, which
preserves the primitive natural conditions, holds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values
as it creates a brackish water habitat where the Han River, Yeseong River and Imjin River
converge with the West Sea. The estuary is home to internationally protected birds such as
white-naped cranes, blackfaced spoonbills, Swinhoe’s egrets and white-tailed sea eagles,
as well as marine protected species such as red-foot crabs and milky fiddler crabs. It is
also rich in aquatic resources such as river puffers, eels and king crabs. Healthy estuaries
support rich biodiversity, provide marine fisheries, protect the coast, purify water, store
carbon and serve as tourism and recreation spots, thereby providing economic benefits 25
and 250 times bigger than forests and farmland respectively (Costanza). It is thus time to
identify the values of the Han River estuary as part of the joint investigation to conserve
the gifts of nature for future generations.
The DMZ and its borderland are not only home to unique ecosystems, but also to a diversity
of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from the pre-historic world to the modern era. Key historic
remains that deserve attention from the two Koreas include: Taebong-guk Cheorwon
castle set up by King Gung Ye, Soi Mountain beacon fire station, Mount Dora beacon fire
station, Arrowhead Ridge and Mount Kumgang railway. Historical and cultural cooperation
can open up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it entails little conflict of interest
and differences. Furthermore, the DMZ should serve as a symbolic space that represents
a unique combination of peace, war and ecosystem. With the current peace mood on
the Korean peninsula, municipalities surrounding the DMZ are developing construction
projects that include peace parks, walking paths and roads. However, municipalities should
implement policies that can preserve the environmental, ec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that reflect the uniqueness of the DMZ for future generations, instead of chasing
small, short-term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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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pace for peace and life on a unified Korean peninsula
After the fall of the Iron Curtain, Germany transformed the death strip into the Grünes
Band, a nature preserve. The country set up the ‘Border Committee’ to address issues in
the border region such as Elbe River pollution, natural disaster and energy supply. Korea
also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Korean Border Committee’ to tackle the
problems in the border areas at the Oslo Forum (Jun 12, 2019) to b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should learn from Germany and mark the start of cooperation at the DMZ.
The DMZ and the border region represent the division of Korea that left a deep wound on
Koreans, but is also a land blessed with rich nature. As a land protected from development
and left untouched for 65 years for military reasons, the area has preserved its primitive
nature, thereby becoming a haven for wildlife. The DMZ and its border ecosystem also
provide various benefits that improve our quality of life while ensuring a safe and healthy
life.
As the world lays out a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MZ development
initiative is picking up steam at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level. Such projects include:
‘Promotion of ecology, peace and tourism’, ‘Strengthening life SOC and improving living
conditions‘, ‘Ecological, cultural and tourism belt development at the DMZ’ and ‘Inter-Korean
railway and road connection/modernization’ projects.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invest 13.2 trillion won by 2030 as part of its comprehensive border regional development
plan. Most of these plans focus on development and use, with little consideration given
to the environment and ecology. The DMZ region already suffers from forest devastation,
forest fires and pests. The rapid land use change for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road
construction, greenhouse and cattle shed building are destroying endangered habitats,
while environmental conflicts threaten the lives of the residents. It may take many decades
or centuries for damaged ecosystems to recover. No use or development that could destroy
the pristine natural ecosystem should thus be allowed, even if the projects are carried out in
the name of life and peace. The DMZ and the Han River estuary, both symbols of the tragic
national division, should be designated as an Absolute Conservation Area and be used as an
ecological base of the Korean peninsula. Only historical,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at are nature-friendly should be allowed and any destructive use of the region should
be prohibited. Cities and villages adjacent to the border once flourished as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but have been sidelined in terms of development since the division.
Villages in the South-North Korea border region should hence be restored and developed
to serve as a hub for the sustainable use of the DMZ ecosystem services. To this en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Council’ should be established to discuss the future of the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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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ts borderland, dedicated ministries should be designated and governance bodies built.
The ‘Inter-Korean Cooperation Council’ should develop a blueprint for the next 100 years
to create the one and only DMZ ecosystem, thereby turning DMZ region into a space for
future peace, prosperity and life on a unified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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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라 리찌
Daniela RIZZI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전문위원
Natural Based Solution Project Expert,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다니엘라 리찌는 브라질 상파올루 대학 건축도시학부
를 졸업하고 뮌헨공과대에서 도시경관 및 계획 박사학
위를 취득한 건축/도시/경관 전문가이다. ICLEI유럽
사무소의 지속가능한 자원, 기후, 회복력 팀에서 그린
인프라와 자연기반의 해결(Nature-based Solution)
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백만 유로가 투자되는 자연
에 기초한 문제해결 방식이 기후변화 적응, 건강과 웰
빙, 사회 결속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과 적용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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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향상을 위한 ‘자연 기반 해결책’의 중요성 :
유럽과 한국지방정부 간 협력 기회 탐색
다니엘라 리찌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전문위원

생물다양성협약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은 생물다양성을 “육상, 해양, 기타
수생 생태계와 생태복잡계를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 존재하는 변동성이며, 여기에는 종 내
부의 다양성, 종과 생태계 간 다양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국제환경 및 개발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IIED)는 “생물다양성은 자연의 부(
富) 뿐만 아니라 자연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다. 생물다양성을 잃으면 생태계는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 즉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능력이 약화되게 된다.”고 요약보고서에서 기술
하였다. 생물다양성 상실은 식량, 물 안전, 기후변화 적응력, 재난의 위험, 공기오염 통제, 인간 건강에 대
한 위협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여러 개발 목표를 성취하는데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ibid).
2019년 올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과학정책 플랫폼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 IPBES)에서 발간된 기념
비적인 보고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세계평가보고서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에 따르면, 동식물 1백만종 이상이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
고, 그 중 상당수는 몇 십 년 안에 멸종될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3년 이상 걸려, 15,000 과학논문들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꽃가루 매개자 감소에서부터 약초가 사라지고 있음 등 폭 넓은 분야에 걸쳐 생태계
가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밝히고, 생물다양성 상실을 멈추자고 합의했던 2010년 세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였다. 토지이용 바다이용의 변화, 지속불가능한 농업, 양식업, 삼림관리, 어업과 오염
그리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외래종이 생물다양성 상실을 초래하는 인위개별 운전자임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면서 기후변화가 인위개별 운전자이며 세계전지역에 걸친
자연훼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과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자연의 인간생존에 대한 기여를 해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이렇듯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은 시급
한 과제이다. 지속불가능한 토지이용은 수 세대에 걸쳐 지구에 상처를 내오고 있었다. 토지사용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과학정책 플랫폼 (IPBES) 보고서
는 ‘자연기반의 해결 방법’을 도시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해답이라고 강조하였다. 유럽위원회
에 따르면 자연기반 해결 방법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자연의 지원을 받으며, 자연을 모방한 해결책이
다. 이 중에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연적인 해결책을 강화하기,
보다 새로운 해결책 탐색 등이 포함된다. 인간 아닌 생명체와 공동체가 극한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이를 흉내내기는 그 한 예일 수 있다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2015)
이들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은 도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용효과적이며,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225

기획세션 2-2
지구 지속가능성에 절대로 중요하다. 이러한 해결방법에는 녹지, 물 사회기반시설 개보수, 녹색공간 창
조 및 유지, 생물다양성 지향적인 물 관리 기관들이 도시 농업, 지붕정원, 도시 및 도시 주변 지역, 새로
운 개발지역에 초목식물 면적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평온한 도시를 만들
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특별히 도시를 위한 경관도시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이
란 녹색 사회기반시설 확대, 자연기반 해결방법, 보다 굳게 결속이 된 공동체, 환경훼손이 적은 운송 시
스템 만들기, 자연에 대해 민감한 도로 네트워크 건설계획, 자연의 균형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토지이용,
도시 주요 생물다양성지역 보호, 토종 식물 심기, 오염되고 포장된 토양 치료, 하수처리 및 물길 회복, 수
분 침투 및 보유 등 도시 환경에서 수문학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에는 지방정부
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유럽 각국 지방도시들의 생물다양성을 위한 활동은 점점 도시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자연기반 문제해
결방법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서는 풍부한 자연자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 내의 다양성 또한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연기반 문제 해결방법은 다양한 종의
다양한 혼합까지도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폭넓고 유연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충, 질병, 기후 변
화에 덜 취약해지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자연환경과 궤를 같이하는 보다 친환경적인, 보다 자원 효율적이며 기후 탄력적인 경제로 가기 위한 필요
를 인식하여,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s)를 적
극 지지한다는 표시로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EC)는 혁신을 증폭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
천 프로그램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럽 도시 내에서 또한 그 외 지역에서 전문기술 교환을 지원하
고 있다. 도시에는 자원고갈, 기후변화의 영향, 환경악화, 오염, 건강 문제, 사회적인 소외 등 복잡하고 상
호의존적인 도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자연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을 개발하고 시도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이는 타당한 요구이다. 이
연구를 유럽위원단의 연구를 위한 집행위원회 총국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은 자연기반 해결방법을 위해 다섯 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목표1, 프레임 워크
여건 개선; 목표2, 혁신 공동체 개발; 목표3, 사실의 근거와 지식 제공; 목표4, 개발과 활용, 확대 선진화;
목표5, 국제사회에서 자연기반 해결방법을 주류로 만들기. 이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자연기반 해
결방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유럽위원회가 재정 지원하는 19개 이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
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의 주안점은 ‘어떻게 이런 해결방법들이 도시와 도시 주변지역을 물, 기후 탄력
적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불우한 이웃을 회생시킬 수 있는가.’ 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유럽의 680개
이상 도시에서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유럽 이외 대륙과 교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지방정부들과 지역의 관심을 대표하는 지역위원회 (the Committee of the Regions)는 2018
년 Opinion을 출간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도시와 지역들의 공헌을 생물다양성 협약회원국 14차회의(
14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OP CBD 14)와 Post -2020 EU 생물다양성전략에 개략적으로 보고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방정
부가 국가정부와 협력하여 유럽과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한 유럽공동체 (EC)의 수평프로그램 (Horizon Programme)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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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가능한 자연기반 문제해결 방법과 도시지역 회생을 위한 그린블루인프라 (green and blue
infrastructure: GBI)에 관한 연구와 혁신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EU의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생물다양성 전략, 실행을 위해, 또한 2020 ~ 2030을 위해 필요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유의미한 유럽의 정책, 계획이 지방의 생물다양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새와 서식지 안내서 (Birds and Habitats Directives)는 종과 여러 형태의 서식지 보호, 유지,
보존에 유리한 상황으로 복구를 명시하고 있다; 행동계획 (Action Plan)은 위 지침을 실행하고 이로써
2020년을 위한 EU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생물다
양성 전략 (EU Biodiversity Strategy)은 유럽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감소를 멈추게 하기,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10년 EU가 만든 생물다양
성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에서 한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린인프라 전략 (Green Infrastructure Strategy)는 이 모든 노력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할 것인
가, 각 레벨에서 행동을 격려할 것인가를 목표로 한 전략이다. ; EU 꽃가루 매개자 지침 (EU Pollinators
Initiative)은 전략적인 목표와 EU 및 그 회원국들이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꽃가루 매개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꽃가루 매개자 보존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는 자연기반 문제해결 방법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연기반 해
결방법과 그린블루인프라 관한 프로그램이 도시주변 지역과 지방에서 강력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
스 황동을 돕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2016년 5월 시작된 유럽연합의 도시 계획 (the Urban Agenda for the European Union)
은 새로운 다층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도시정부, 국가, 유럽위원회간 협력을 촉진하
고, 유럽 도시들이 사회 환경적인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성장 ▪ 거주적합
성 ▪ 혁신을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도시 계획에는 12개 분야 파트너쉽 (12
dedicated Partnerships)이 있는 데, 그 중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자연기반 해결책 파트너쉽은 2018
년 말 행동계획을 출간하였다. 이 계획은 도시에서 쉽게 적용가능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과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일련의 목표와 지표 확립을 위한 것이다. 이 행동계획은 같은 주제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있는 여러 단체를 한데 모을 것이고, 도시들에게 파트너로서, 합리적인 목표와 지표를 만드
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도시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분명한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지방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함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를
위해 도시 간의 협력, 지식 나눔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그리하여 지방정부가 그들의 필요
가 무엇인지, 그들이 국가정부 및 유럽과 세계 정책 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도시네트워크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을 위한 ICLEI –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는 2020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참여를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ICLEI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긴밀하여 협력하면서 특히 2020년 이후 생물다양성 기본 틀
과 2020년 중국 곤명지역에서 채택될 새로운 목표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한 지방정부의 필
요와 전문지식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227

기획세션 2-2
‘자연을 연결하기 Connecting Nature 프로젝트는 유럽연합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19
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3개 도시를 예로, 어떻게 도시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을 강화 통합할 수 있는가
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설명 : 글래스고우 (스코틀랜드)에서는 공동체 그룹과 지방 기관들이, 현재 사용이 중지되어 있거나
불충분하게 사용되고 있는 빈터들을 팝업 정원, 연극 또는 미술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포용을 넓히고 있다. 꽃가루 매개자에게 호의적인 활동을 격려하는 도시의 꽃가루 매
개자 계획 (city’s Pollinator Plan)은, 현재 1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지방 주민들이 도시의 이 계획을 맡
아 꽃가루 매개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구체적인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설명 : 벨기에 북동부 도시 겡크 (Genk)는 ‘꿀벌 계획 Bee Plan’을 세워, 꽃가루 매개자 돕기를 도
시의 주요관심사로 만들고, 꽃이 가득한 목초지를 만들기, 살충제 사용 자제, 벌 기르기 강좌를 개설하는
등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69개 정원이 새로 만들어졌고, 주민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유기농 작물을 기르고 벌의 번식을 돕는다.
사진설명 : 스페인 서북부 라 코루냐에서는 습지 토착화, 공원 계획 수립에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 정원
(Eiris Park)의 환경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 방
법은 생물다양성 향상,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등 즉각적인 긍정 효과를 일으켜 다기능적
이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즐기는 도시 자연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실행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도시의 예는 이외에도 많이 있
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도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글들을 여러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다 (e.g. the Urban Nature Atlas from the NATURVATION project or
Oppla’s Case Study catalogue).
UrbanByNature - ICLEI가 개발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도시 자연 선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는 (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는 세계 모든 지역의 지방정부
로 하여금 단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극 참여하
고, 나누고, 돕고, 생물다양성과 자연기반 해결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되어 있고, 세계 도시들이 유럽 도시의 경우로부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자연기반
해결책을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UrbanByNature
는 ‘Connecting Nature’의 일부분이고 CitiesWithNature 1가 후원하고 있다.
1. CitiesWithNature 는 The Nature Conservanc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Nature
Conservation , ICLEI에 의해 설립되었고,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사
무국에 의해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모으는 방법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에서, UrbanByNature는 브라질에서 도시와 기업을 연결하고 자연기반 문
제해결방법을 홍보 및 제공하고 있다. 올해 가을 한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ICLEI 한국사무소의 도움으
로 시작될 것이며, 앞으로 중국과 코가서스에도 시작될 예정이다. UrbanByNature 는 지방정부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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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연기반 문제해결의 전문가 등을 초대하여 그들이 자연기반 해결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경
험과 접근 방법을 나누고, 자연기반 개발을 일반적인 도시 개발, 정책결정 과정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일
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ICLEI는 한국 지방정부가 2020후 세계 생물다양성 프레임 워크를 국가 경영 모든 수준에 홍보하고, 지
방정부, 지역의 지도자들이 중앙 정부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며 영구적이고 적극적인 생물다양
성에 관한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2020년 중국에서 열리게 될 15차 생물다양성회의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OP CBD 15)까지 매월 webinar (웹상
에서 열리는 세미나) 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0년
이후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ICLEI도 참여하여 공동으로 조직된 webinar,
nrg4sd, 생물다양성 사무국을 통해 얻을 수 있다:https://cbc.iclei, org/subnational-platformfor-advancing-the-post-2020-framework/.
도시는 분명히 생물다양성과 도시 자연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수준의 파트너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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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2-2
The Importance of ‘Nature-based Solutions’ to Protect and Enhance
Urban Biodiversity: Identifying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between European and Korean Local Governments
Daniela RIZZI
Natural Based Solution Project Expert,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European Secretariat - Green Infrastructure and Biodiversit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describes biodiversity as“the variability among living
organisms from all sources including, inter alia, terrestrial, marine and other aquatic ecosystems
and the ecological complexes of which they are part; this includes diversity within species, between
species and of ecosystems.”A briefing paper from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tates that “biodiversity is not just about the wealth of nature but also about the health
of nature.
Loss of biodiversity undermines ecosystems’ abilities to function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thus
undermines nature’s ability to provide us with a healthy environment”
(IIED, 2019). Biodiversity loss, by escalating threats to food and water security, climate change
adaptation, disaster risk, pollution control and human health, also presents major challenges to the
achievement of many development goals (ibid.).
According to the landmark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published this year of 2019 by IPBES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more than one million species of plants and animals are now threatened with
extinction, many of which may be extinct within just a few decades. The report was compiled over
three years and is based on 15,000 scientific papers. It has identified a range of risks ranging from
the decline of pollinators to the loss of medicinal plants, highlighting that the world has largely failed
in achieving the 2010 global target to halt biodiversity loss. Land use and sea use change were pointed out as anthropogenic drivers for biodiversity loss, together with unsustainable agriculture, aquaculture and forestry, unsustainable fishing, pollution and invasive alien species. Climate change was
further mentioned as an anthropogenic driver for the worldwide deterioration of nature and its vital
contributions to people, which together embody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s and services.
In face of this dire picture, it is urgent to protect, restore and interact with nature sustainably. Unsustainable land use has been scarring the Earth for generations. Land-use actions are indispensable.
The IBPES report highlights implementing‘nature-based solutions’as an answer to challenges in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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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 areas. According to the European Commission,“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ons inspired by,
supported by, or copied from nature. Some involve using and enhancing existing natural solutions to
challenges, while others are exploring more novel solutions, for example mimicking how non-human
organisms and communities cope with environmentalextremes”(EC, 2015). Nature-based solutions
(NBS) can also be cost-effective solutions for mee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cities,
which are crucial for global sustainability. Such solutions include, inter alia, retrofitting green and
blue infrastructure, creating and maintaining green spaces and biodiversity-friendly water bodies,
promoting urban agriculture, rooftop gardens and expanded and accessible vegetation cover in urban
and peri-urban areas and new developments. For more sustainable and equitable cities, there is the
need for integrated city-specific and landscape-level planning. Sustainable urban planning approaches include enhancing green infrastructure and nature-based solutions, promoting more compact communities, creating low-impact transportation systems, designing nature-sensitive road
networks, prioritising land uses that balance and further safeguard nature, safeguarding urban key
biodiversity areas, replanting with native species, remediating contaminated and sealed soils, performing wastewater treatment and river channel restoration, recovering hydrological functions in the
urban environment such as infiltration and water retention, etc. Local governments have a major role
to play.
European local actions for biodiversity are becoming more integrated with nature-based solutions
implemented in cities. Considering that for biodiversity protection it is relevant not only to emphasise
the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but also thediversitywithin the ecosystems that support these
resources, it is relevant that nature-based solutions are designed to be multi-functional and host a
diverse mix of plant and animal species, offering a wide-range of ecosystem services. This makes
them less vulnerable to impacts of climate change (e.g. pests, diseases, resilience towards invasive
species) and more flexible towards pressures of urban development (e.g. user intensity of public
green spaces, housing developments).
Recognising the need to move to a greener, more resource efficient and climate-resilient economy
in sync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and demonstrating a strong commitment to supporting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European Commission (EC) is financing research and
action programmes to amplify innovation and expertise exchange within cities in Europe and beyond.
The complex and inter-dependent challenges related to resource depletion, climate change impacts,
environmental degradation, pollution, health issues and social exclusion find their home in cities.
So there is a valid demand for the development, deployment and validation of approaches–based
on nature-based solutions–to gather more knowledg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EuropeanCommission’s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outlines 5 targets for nature-based solutions: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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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hance framework conditions; Target 2, Develop community of innovators; Target 3, Provide
evidence base and knowledge; Target 4, Advance development, uptake and upscaling; and Target 5,
Mainstream NBS within the international arena. More than 19 projects are being funded by the EC
to address societ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challenges via nature-based solutions. They are
working on achieving these targets by looking into how these solutions can help cities and peri-urban
communities to become more water and climate resilient and help to regenerate deprived neighbourhoods. These projects are promoting substantial action in more than 68 cities across Europe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xchange with other continents.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sub-national governments and
regions in Europe, has published an Opinion in 2018 outlining the contribution of European cities and
regions to the 14th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 CBD 14) and the post-2020 EU Biodiversity Strategy. The document is a clear encouragement
to local governments to work with their national governments to contribute to the process within
Europe and globally. It specifically mentions the EC’s Horizon programme to intensify research and
innovation activities exploring the potential of nature-based solutions and green and blue infrastructures (GBI) for regenerating urban areas, which it sees as good building blocks for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biodiversity strategy in urban and densely populated areas, also considering
the upcoming period of 2020-2030.
Relevant European policies and initiatives are in place to support local biodiversity action, such as the
Birds and Habitats Directives, which ensure that species and habitat types are protected, maintained,
or restored to a favourable conservation status; the Action Plan, which improves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s and boost their contribution towards reaching the EU’s biodiversity targets for 2020;
the EU Biodiversity Strategy, which aims to halt the loss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Europe and help stop global biodiversity loss, reflecting commitments taken by the EU in 2010 with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Green Infrastructure Strategy, which aims
to outline how to deploy such a network and encourages action at all levels; and the EU Pollinators
Initiative, which sets strategic objectives and a set of actions to be taken by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to address the decline of pollinators in the EU and contribute to global conservation efforts.
The Opinion of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praises nature-based solutions whilst also stressing
that programmes on NBS and GBI“must not be considered a replacement for, but can be useful additions to, strong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ctions in peri-urban and rural areas”as there
is need to further foster implementation of the EU Nature Directives and other relevant policies.
Furthermore, the Urban Agenda for the European Union, launched in May 2016, represents a new
multi-level working method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city governments,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o improve policy and stimulate growth, liva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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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in European cities to successfully tackle socio-environmental challenges. Among the 12
dedicated Partnerships of the EU Urban Agenda, the Sustainable Use of Land and Nature-Based
Solutions Partnership has published an Action Plan at the end of 2018 with a dedicated Action to establish an easily adaptable and easy-to implement set of targets and indicator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cities. This Action shall bring together several parties already working on
the same topics and offer cities a chance to contribute as a partners in formulating relevant targets
and indicators.
It is well-known how important it is to have clear mechanisms for biodiversity protection on the
ground in cities. There is need for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short CBD–to specifically
promote action by local governments. It is quite relevant to have rojects promoting city-to-city cooperation and knowledge exchange for local governments to become empowered to make their needs
and contributions clearer to national governments, European and global policy processes. City networks such as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 have an important role to advocate for a
strong subnational participation i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ICLEI has been
working closely with the Secretariat of the CBD to ensure that needs and expertise from sub-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particularly in view of the post-2020 biodiversity
frameworks and its new targets to be developed and adopted in 2020 in Kunming, China, at the COP
CBD 15.
“Connecting Nature”, one of the 19 mentioned ongoing EC-funded projects, has three cities featuring examples for how to strengthen and integrate biodiversity in other urban management sectors:
Glasgow (Scotland), Genk (Belgium) and A Coruña (Spain).

In theCity of A Coruña(Spain), environmental
restoration was promoted in an urban park (Eirís
Park) via the naturalization of a wetland and the
involvement of citizens in the park design. The
method of participatory budgeting enabled immediate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improving biodiversity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park, turning it into a multifunctional and intergenerational urban natural space.
Biodiversity hotspot, Eirís Pond in the Eirís Park in A
Coruña, image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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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Genk (Belgium) is mainstreaming pollinator action via a “Bee Plan”, which has been activating residents to join the cause by supporting the creation of flower meadows, discouraging the use of pesticides and
promoting bee keeper courses. Sixty-nine new gardens were created in Genk so far, where people can grow
their own organic food and help bee spreading.
Garden helping bee spreading in Genk with wall painting “Rebirth” by artist Millo, images by Millo.

In the City of A Coruña (Spain), environmental
restoration was promoted in an urban park (Eirís
Park) via the naturalization of a wetland and the
involvement of citizens in the park design. The
method of participatory budgeting enabled immediate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improving biodiversity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park, turning it into a multifunctional and intergenerational urban natural space.
Biodiversity hotspot, Eirís Pond in the Eirís Park in A
Coruña, image by author.

There are many more of these examples of cities having managed to encourage biodivers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on the ground. These cases are documented
in a number of platforms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city actions (e.g. theUrban Nature Atlas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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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URVATION project orOppla’sCase Study catalogue)1.
UrbanByNature - The global programme for urban nature pioneers, developed by 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offers the opportunity for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not only
consult, but to actively engage and also share, leverage and present their commitments for biodiversity and nature-based solutions. This step-by-step programme will allow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to learn from and share with
European cities how to best plan nature-based solutions. UrbanByNature is delivered as part of“Connecting Nature”and hosted by CitiesWithNature.
In the first phase of the programme, UrbanByNature is building bridges with cities and businesses
promoting and offering nature-based solutions in Brazil. In the fall of this year, the programme will
be launched in South Korea with the support ofICLEI’s Korean office. Further launches are foreseen
in China and the Caucasus.
UrbanByNature invites representatives from loc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actitioners and nature-based solutions champions to spread the word, share experiences and approaches and further engage in making nature-based development part of conventional
urban development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o register for UrbanByNature and receive updates, please visit
https://connectingnature.eu/urbanbynature.
ICLEI invites Korean local governments to share the message of promoting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t all levels of governance, bringing forward their own subnational and local
leadership with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for a permanent and active biodiversity dialogue,
beneficial to all. Monthly webinars leading up to the upcoming 15th Meeting of COP CBD in China in
2020 have been informing and including local governments in the discussion. To stay tuned to how
the post-2020 framework process is progressing for local governments, join the webinars co-organised by ICLEI, nrg4sd and the Secretariat of the CBD.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here:
https://cbc.iclei.org/subnational-platform-for-advancing-the-post-2020-framework/.
Clearly, cities can do a lot about biodiversity and urban nature and are welcome partners at all levels!

1  CitiesWithNature was founded by The Nature Conservancy, the International Union for Nature
Conservation and ICLEI, being recognised by the Secretariat o f the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s a means to bring all the knowledge in the hous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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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비베르
Robert BIWER
유럽지역위원회 수석부회장
First Vice Chair, The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로버트 비베르는 유럽연합(EU) 체계 내 지방정부를 대
표하는 위원회인 유럽지역위원회(CoR)환경·기후변
화·에너지분과 수석부의장으로 지난 생물다양성협약
제14차 당사국총회(CBD COP14)에의 EU 도시 및
지역의 공헌활동 보고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Post2020 EU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보고관 임무를 수행
하고 있다. 또한 그는 룩셈부르크의 기초지자체인 베떵
부룩의 의원이면서 룩셈부르그에서 가장 큰 환경 보호
연합인 <자연과 환경>의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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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호와 보전에 관한 EU의 관점
로버트 비베르
유럽지역위원회 수석부회장

도지사님과 조직위원장님, 연사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께 유럽연합위원회를 DMZ에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린다. DMZ에서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내 및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이 세션에 참석하게 된 것
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DMZ 주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경험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도입〕
저는 Roby Biwer, 유럽연합위원회 (the Committee of the Regions)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위원
단, 수석부회장. 유럽연합위원회는 “Opinions”이라고 부르는 의회 자료를 참고로 진행되는 EU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도시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저는 위원회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견해 (the Committee’s Opinion on biodiversity)의 기
록자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2020 이후 생물다양성 정책 틀 (the post -2020 biodiversity policy
framework)과 이에 대한 유럽 도시와 지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0년은 생물다양성 상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생태계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고 보호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세계전략이 시행되는 해이다.
때문에 내년은 지역위원회가, 도시, 지방정부가 국가정부와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때만이 생물다양성, 생
태계 서비스가 보호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도시와 지역의 참여는 국제협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식 & 지식 교환 플랫폼〕
지식과 재정지원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 하는 데 두
개 열쇠가 되는 요소이다.
지식에 대하여, 지역위원회와 유럽연합 집행기관은 “지식교환 플랫폼”을 통해 협력한다.
이 플랫폼은 유럽의 지방 지역 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도전들에 대응하여 새로운 연구, 혁신
해결책, 혁신적인 제품, 모범 사례 등을 제시하고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지난해 룩셈부르크의 내 선거구인 베템부르그 (Bettembourg)의 예를 가지고 이 플랫폼 활동에 참
여하였다. (Slide 2)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239

기획세션 2-2
저는 자연보존연합 (Syndicate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 SICONA) 회장인데, 이 연합은 룩
셈부르크 지방자치체 연합, 지방수준에서 자연기반 해결방법을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보존연합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연합을 통해 공동으로 자연보존정책을 실현하기;
▪ 전문화된 관리팀과 쌍방향기계단(a communal machine park)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동시에 비
용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방의 자연보존 활동을 조직하기;
▪ 자신들의 서식지에 있는 토종 식물군, 동물상을 유지, 확대하여, 룩셈부르크가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
고 있는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기여자가 되고자 함.

현재 SICONA는 33개 지방자치체를 가지고 있고, 룩셈부르크 국토 거의 25%에 이르는 지역을 관할하
고 있다.
여러 활동 중 몇 개를 소개하면 (Slide3)
▪ 매년 작은 강의 2~ 5km를 복원하여 홍수관리
▪ 꽃가루 매개자 곤충을 위해 꽃 목초지를 만들고, 국경지대에 초본식물을 심어 나비, 벌, 기타 곤충 보호
▪ 어린이 교육, 학교 정원에서 환경교육
인간의 복지, 건강을 위해 자연기반 문제해결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지방정치가들에게 중요한 정치적인
논의 주제이다.
기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자연보호에 참여하면 자연보호를 증진할 수 있는 정치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재정〕
자연기반 문제해결방법을 이행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을 지방, 지역정부가 전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다.
유럽연합은 지역과 지방 수준의 기관들 (이해 당사자들 포함)이 자연 보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
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예〕
(Slide4) 생물다양성 보존 보호를 지원하는 몇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 중 중요한 세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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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REG 프로그램 시리즈
▪ LIFE 프로그램
▪ BEST Initiative
각 프로그램이 국경을 넘는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이룬 성공사례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NTERREG는 유럽연합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Slide 5 슬라이드는 협력 수준이 다른 여러 INTERREG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빨간 색이 짙
을수록 협력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INTERREG의 목표는 유럽연합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경제, 사회, 영토 결속력을 갖는 것이다. 이는 국경
을 넘는, 초국가적인, 통합적인 협력을 통해 유럽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한 가지 재미난 월경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INVALIS 프로젝트는 지난 해 시작된 것으로 (Slide
6)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페인 및 남부유럽국가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INVALIS는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생물침입과 관련된 공통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 예를 들어 a) 지식 격차 b) 침투외래종이 환경과 사회경제에 위험함을 모름 c) 공공기관과 이해당사
자 간 협력 부족
이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웹페이지를 보면 된다. 데이터베이스 링
크로 들어가면 생물다양성에 관한 다른 INTERREG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LIFE 프로그램〕
LIFE는 유럽연합의 환경 기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자연과 생물다양성” 분야, 폭넓은 생물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혁신적인 또는 시범 프로젝트에 재정지원
을 한다.
LIFE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생물종이동통로 (species corridor)와 같은 녹색 기반시설 조성에서부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외래종 제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MoNFUr는 LIFE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한 예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 슬로베니아 두 나라 간
국경을 넘는 협력의 모범사례이다. 이 협력 프로젝트 덕분에, 두 나라는 모니터링 활동, 생태계 서비스,
도시 및 도시근교 삼림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함께
자료를 모으고, 전문지식을 나누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 및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Slide 7에 나오는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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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프로그램이 재정을 지원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며, “biodiversity” “naturebased solutions” 등 키워드를 입력하여 찾아볼 수 있다.

〔BEST Initiative〕
마지막으로 BEST Initiative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BEST는 EU 가장 바깥 지역, 해외 국가 및 영토 (in the EU Outermost Regions and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사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EST Initiative는 이들 지역 및 영토에 있는 국가 지방정부들이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문제에 관
해 이웃과 협력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Slide 9은 “CoCa Loca” 프로젝트인데, 여러 나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도양 서쪽 붉
은바다거북 (Loggerhead turtles, Caretta caretta) 을 연구하였다.
이 프로젝트로 붉은바다거북의 바다 이동 패턴, 새로운 추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지역협력을 발전
시켰다. 여러 나라들이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오만) 붉은바다거북에게 둥지를 마련해 주
었다.
어장, 지방의 어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붉은바다거북 관리, 어장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다. 어획
증대는 가능한 피했다.
지방간 정보 교환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매크로네시아 바다에서 있던 모범사례의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
을 나눌 수 있었다.
더 많은 정보는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어〕
위에서 소개한 유럽연합의 예들이 생물다양성 보존,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 및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개
발하는 데 영감의 원천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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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uropean Union Perspective on Cross-border Cooperation
Towards Biodiversity Protection and Conservation

Robert BIWER
First Vice Chair, The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Dear Chair and fellow speakers,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start by thanking you for inviting the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to the DMZ
Peace Forum.
It is my great honour to participate in this session ab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in the DMZ.
I would like to bring to the table for discussion, the experience on the subject from the European
Union.
[INTRODUCTION]
My name is Roby Biwer and I am the First Vice-Chair of the Commission for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Energy (ENVE) at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Committee is the voice of cities
and regions with the EU policy-making process via legislative documents that we call “Opinions”.
Last year, I had the pleasure to be the rapporteur of the Committee’s Opinion on biodiversity. The
Opinion addressed the role of European cities and regions in the post-2020 biodiversity policy framework.
You may know that next year, the new global strategy on how to halt biodiversity loss and how to
achieve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ecosystem services will come into effect.
This i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Committee to highlight that biodiversity and ecosystems services
can only be successfully protected if cities and subnational governments are fully involved, in coordination with national governments.
The involvement of cities and regions is also very important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KNOWLEDGE & KEP (KNOWLEDGE EXCHANGE PLATFORM)]
Knowledge and financial support are two key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successful projects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243

Parallel Session 2-2
aimed at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rotection.
Regarding knowledge,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nd European Commission cooperate through
the “Knowledge Exchange Platform”.
The platform seeks to present and share new research and innovation solutions, innovative products
and best practice in response to societal challenges facing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in Europe.
I participate last year in the activities of this platform by presenting the example from Bettembourg,
my constituency in Luxembourg. (Slide 2)
I am president of SICONA that stands for Syndicate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t is an 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in Luxembourg that we use as an instrument to implement Nature-Based
Solutions at sub-national level.
The main objectives are:
• To implement a joint nature conservation policy as an association;
• To organise municipal nature conservation in the most efficient and cost-efficient way through a
specialised maintenance team and a communal machine park; and finally
• To maintain and develop the native flora and fauna in their habitats as a local contribution to the
protection of globally threatened biodiversity.
Today SICONA has 33 member municipalities. Together they cover almost 25 % of the territory of
Luxembourg.
Some of the activities implemented dealt with (slide 3):
• A flood management system by restoring some 2 to 5 kilometres of small rivers each year;
• Protecting butterflies, bees and other insects by installing flower meadows and planting herbaceous borders for pollinators in public areas.
• We also worked on education for kids. Educational activities in several school gardens.
The wellbeing and health of the population is an argument for local politicians to implement Nature-Based Solutions.
Involving other public authorities and stakeholders, such as the public, in nature protection increases
the political motivation to increase natur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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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has a cost.
Often this cost cannot be paid entirely by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The European Union has different tools to financially support local and sub-national authorities (as
well as other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and programmes aimed at the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of nature internationally.
[EXAMPLES]
Here in slide 4 you can see some of the major tools to support th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I will talk specifically about three programmes and initiatives:
• The INTERREG series of programmes;
• The LIFE programme; and
• The BEST Initiative.
For each of them, I will provide some examples to show you the successful results that could be
obtained via cross-border cooperation projects.
[INTERREG programme]
INTERREG consists of a series of programmes to stimulate cooperation between regions in the European Union.
In slide 5, you can see the different INTERREG programmes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the darker
the red, the more intense the cooperation is.
The goal of INTERREG is to have stronger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This is possible by foster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ntinent through
cross-border, transnational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An interesting cross-border project I would like to present to you is the INVALIS project, which started last year (slide 6). It involves public authorities from Latvia, Portugal, Spain and other Southern
European countries.
INVALIS will enable the participating territorial authorities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associated
with biological invasions such as a) knowledge gaps; b) lack of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risks of Invasive Alien Species, and c) low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public au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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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ities and key stakeholders.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oject is available at the webpage you can see in the slide. There is also
a link to the database where you can search for other INTERREG projects dealing with biodiversity.
Let us move on to the LIFE programme, in the next slide.
[LIFE programme]
LIFE is the European Union funding instrument for the environment and climate action.
Within the “Nature and Biodiversity” strand, specific funding is targeted at biodiversity for innovative
or demonstration projects that tackle wider biodiversity issues.
These projects can range from the cre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such as species corridors,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nd the removal of invasive species.
The example I report here is from the project “EMoNFUr”. A project that is a nice example of
cross-border cooperation between Italy and Slovenia. Thanks to this cooperation project, the partners
developed a manual for monitoring activities, ecosystem services, and planning and management of
the urban and peri-urban forest. Most importantly, partners collected data, exchanged expertise, and
together produced new knowledge.
More information on this and other projects are available at the link that you can see on the slide 7.
There is a database with all the projects funded under the LIFE programme. You can search according
to multiple filters and keywords, such as “biodiversity” and “nature-based solutions”.
[BEST Initiative]
Finally, I would like to quickly introduce the BEST Initiative.
BEST aims to support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of ecosystem services
in the EU Outermost Regions and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You can see them in slide 8.
The BEST initiative has facilitated cooperation of these regions and territories with their neighbours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 issues.
For example in slide 9, you can see the “CoCa Loca” project for the connectivity of Loggerhead turtles
(Caretta caretta) in the Western Indian Ocean via implementation of local and regional management.
The project produced valuable information on the regional scale of the turtle’s’ oceanic migration patterns, including new tracking data, and fostered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h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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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sting sites of this species (South Africa, Madagascar, Mozambique and Oman).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fisheries sector and local fishers, best practices in the management of
the species and fisheries were established. This avoided by-catch as much as possible.
Thanks to interregional exchanges, the project capitalised on good practices in Macaronesia’s waters
and shared experiences and scientific knowledge.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at the link shown in the slide.
[CLOSING]
I hope that these examples from the European Union will be a source of inspiration to develop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imed at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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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KIM Seungho
DMZ생태연구소 소장
President,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DMZ생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DMZ 현
장의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셈이다. 2007년에 <DMZ
일원의 습지와 생명들>을 발간하였고 2010년에는
<DMZ의 생태자원>을 발간하는 등 2007년부터 2018
년까지 15건에 달하는 DMZ 일원의 생태계 조사서를
저술하였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DMZ
의 보호와 현명한 활용 프로그램이 주요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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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생태자원의 남북공동이용방안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 소장

I. DMZ일원의 생태자원 현황
1. 서부 DMZ일원의 생태환경요소 특성
○ 남북분단 이후 DMZ은 아시아대륙의 첨예한 충돌지점이자 완충공간이다. 냉전의 산물인 DMZ은 한국전쟁이후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이 스스로 복원된 접경지 생물권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동서로 연결된 분단의 공간
은 분단의 상처를 넘어 생명벨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우리나라 지형 특징인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상대로 서부DMZ 일원은 한강과 임진강, 북한쪽에서는 예성강
과 서해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모새달(Phacelurus lalifolius), 나문재(Suaeda asparagoides), 새섬매자
기(Scirpus fluviatilis), 천일사초(Carex scabrifolia) 등의 염생식물이 분포하고 있고 다수의 갑각류와 무척추동
물들, 조류들의 서식지이다.
○ 새섬매자기는 개리의 주 먹이원으로 한강 임진강 유역의 개리분포와 새섬매자기의 분포는 거의 일치하며 오두
산 전망대 인근의 습지, 성동습지, 문산습지에서 새섬매자기의 우점이 확인되었다. 근래에 임진각습지에도 서
서히 새섬매자기의 군락이 발견되어 개리(Anser cygnoides, 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 제325-1호)의 분포는
이와 더불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 DMZ에 잘 발달된 습지는 한반도의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혹은 중간기착지이자,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구 생
태계의 연결통로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방계와 북방계가 서로 만나는 점이지대[漸移地帶,
transition belt]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DMZ의 다양한 환경조건과 중·북부 기후대 및 산림대의 혼재
는 다양한 생물 서식기반이다.
○ 임진강-한강하구에서는 전쟁 이후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스스로 질서를 잡고 세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구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임진강-한강하구에서 연천 고랑포에 이르는 길고 넓은 지역은 기수
지역으로 천변 숲이 잘 형성되어 있다.
○ 대규모 버드나무, 귀룽나무, 신나무 숲은 천이 초기 숲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습지식생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전쟁 후에 복원된 DMZ일원의 천변 숲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 특성을 지닌다.
○ 지하수가 표층으로 흘러나와 천변습지를 형성한 곳에는 신나무와 귀룽나무가 우점하는 숲과 둠벙 주변에 버드
나무가 같이 있어 그 형상이 매우 독특하다. 비무장지대 가운데를 관통하여 임진강하구 오금리에서 만나는 사천
강 주변의 숲 또한 천변습지 숲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사천강유역의 식물군도 20여 년 전에는 버드나무와 신나무로 구성된 천변숲이었으나 여름철 강우강도가 약해
지고 북한의 황강댐과 남한에 세워진 군남댐의 영향으로 임진강의 수위가 현저히 낮아져서 임진강-한강하구에
는 커다란 생태적 교란이 일어났다. 하구에는 토사가 퇴적되어서 강바닥이 높아지고, 강변에 넓게 발달했던 습
지는 육화가 진행되어 천변습지가 크게 변화했다.
○ 한강하구의 장항습지도 자유로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갯골이 없어져서 선버들 군락이 쇠퇴징후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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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도시화와 물길의 변화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국토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현명한 판
단이 필요하다.
○ DMZ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나란히 서있는 매우 어색하고 눈을 의심하도록 하
는 장면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만큼 남북한이 공유할 DMZ의 생태자원은 그 존재만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
○ DMZ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이 적용되는 특이한 공간이며,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생물종의 다양한 서식
공간으로 생태 가치가 매우 크다.
○ 한강-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산남습지, 공릉천하구습지, 성동리습지, 장단습지, 문산습지, 임진각습지, 초평도습
지, 장좌못, 장못, 역곡천, 한탄강 등과 민통선안의 내륙습지는 다양한 생물종 서식공간이다.
○ 비무장지대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교목들을 제거하여 관목과 초원지대로만 구성되었고, 사천강 지류와 낮은 구
릉지대는 많은 둠벙과 소습지를 형성하여 생명이 생육하고 번식하는 데에 중요한 생명줄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부 DMZ일원 습지의 유형과 특징
○ DMZ일원의 습지는 한강과 임진강 유역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김포, 고양, 파주 등 광역적으로 연결된 습지는
2006년 4월 17일 환경부고시 제2006-58호 습지보전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한강하구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은 한강하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의 하천제방 또는 철책선 안쪽(수
면부포함)을 이르되 다만, 김포시 구간 지정범위는 하성면 전류리에서 유도까지를 포함하고 신곡수중보에서 하
성면 전류리까지의 수면부 및 하천부지는 제외한 면적 60.668㎢(약 1,835만평)을 고시하였다. 고시된 지역은
기존의 습지보호지역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이다
○ 넓게 분포한 한강하구의 습지는 기수역으로 습지의 가치가 매우 높고, 동북아 이동성 조류에게 매우 중요한 공
간이다.
1) 한강-임진강하구의 생태환경 요소
○ 한강하구의 범주는 하구의 수문수리체계를 생각하면 서울시의 한강 본류를 포함해서 고양, 파주, 김포 및 임진
강, 예성강, 사천강, 강화수로 및 주문도, 볼음도 등을 포괄하며, 이로써 한강하구 습지의 총면적은 356.43㎢이
고, 이 중 내륙습지는 9.45㎢, 연안습지는 346.98㎢이다.
○ 우리나라 4대강 하구역 가운데 유일하게 하굿둑이 건설되지 않아 조수의 출입이 자유롭고 자연적인 하구 경관
과 기수역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이동하는 다양한 물새들의 중간 경유지이자 월동
및 번식지이며, 버드나무 군락이나 갈대 군락과 같은 수변식생이 잘 발달해 있어 먹이가 되는 생물종들이 풍부
하여 저어새, 재두루미, 개리 등 희귀 철새들의 먹이 섭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2) 연천지역 생태환경 요소
○ 연천지역에는 동절기에 다양한 이동성조류들이 찾아온다.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독수리, 독수리, 수리
부엉이, 흰꼬리수리, 황조롱이, 말똥가리, 호사비오리, 비오리, 새매, 소쩍새, 솔부엉이, 큰기러기, 쇠기러기, 흰
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청딱다구리, 쇠딱다구리, 황오리, 꿩, 멧비둘기, 때까치, 딱새, 오목눈이, 곤줄박이, 박새,
쑥새, 노랑턱멧새, 멧새, 방울새, 참새, 까치, 까마귀, 큰부리까마귀, 오색딱다구리, 바늘꼬리칼새, 민물가마우지,
동고비, 어치, 콩새, 찌르레기, 멧비둘기, 힝둥새, 직박구리, 할미새사촌 등이 주요한 관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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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는 임진강변에서 잠을 자는데, 근래에 DMZ 내의 습지에서 대규모로 월동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연천
두
임진강 상류와 DMZ 내 습지는 인간 간섭이 적어 멸종위기종에게 천혜의 서식처이다.
○ 하절기에는 민물가마우지, 황로, 중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원앙, 흰뺨검둥오리, 논병아리, 깝작도요, 붉은배새
매, 뻐꾸기, 직박구리, 알락할미새, 제비, 청호반새, 물총새, 파랑새, 흰눈썹황금새, 되지빠귀, 검은딱새, 큰유리
새, 산솔새, 휘파람새, 쇠박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멧새, 방울새, 참새, 꾀꼬리, 까치, 까마귀, 큰부리까마귀, 후투
티, 개개비, 검은댕기해오라기, 호랑지빠귀 등의 서식이 관찰된다.
○ 양서·파충류는 맹꽁이, 도룡뇽, 꼬리치레도룡뇽, 무당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금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한국산개구리, 옴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 아무르장지뱀, 누룩뱀, 유혈목이, 대륙유혈목이, 능구렁이, 살
모사, 쇠살모사 등이 서식하고 있다.
○ 연천평야의 습지는 비무장지대 사미천의 중류에 있는 천혜의 습지이다. 종전 후 완벽하게 복원된 생태메커니즘
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로 겨울철에 두루미의 대규모 잠자리로 알려져 생태적 가치를 더한다.
○

3. 서부DMZ일원의 주요 생물 분류군 분포
1) 주요 조류의 분포 특성
○ 멸종위기 1급 조류는 6종으로 지난 10년 동안 일평균 16개체가 발견되었으며 일최대개체수는 76마리였다. 이
동기에는 일평균 13개체가 집계되었고 일최대개체수는 76마리로 나타났다. 월동기에는 일평균 18개체가 발견
되었으며, 일최대개체수는 62마리였다.
○ 멸종위기 2급은 10년 간 19종이 발견되었고, 일평균개체수는 2,262마리 였으며, 일최대개체수는 20,678마리
였다. 이동기에는 일평균 2,959개체가 집계되었고 일최대개체수는 20,678마리로 나타났다. 월동기에는 일평
균 1,441개체가 발견되었으며, 일최대개체수는 7,355마리로 집계되었다.

그림 1 서부민통선 및 한강하구 일원의 지난 10년간 도래 멸종위기 1, 2급 종의 개체수 변화. 이동기는 2월 말, 3월,
10월, 11월 초이며 월동기는 1월, 2월, 11월, 12월이다.
 종위기종 1급과 2급의 이동기/월동기 도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1급은 월동기에 더 많은 개체를 볼 수
멸
있는 반면에, 2급은 이동기에 더 많은 수의 개체가 집계되었다. 이는 멸종위기 2급에 개리, 큰기러기 등 남쪽을
선호하는 종들이 많기 때문이다.
○ 서식지 인근 개발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개체들이 핵심지역으로 몰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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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분석 결과, 핵심지역의 범위가 2014-2015년에는 50.9km2였으나 2017-2018년도에는 68.5km2까지
K
로 점차 늘어났다.

(1) 두루미와 흰꼬리수리 (멸종위기동식물 Ⅰ급)
- 두루미는 시베리아의 우수리지방과 중국 북동부, 일본 홋카이도 동부 등지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남쪽의 중국 남
동부와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지낸다. 두루미는 세계적으로 2천여마리밖에 없는 멸종위기의 조류로 천연기념물 제
202호(1968년 5월 30일)로 지정되었다. 국제조류보호회의(ICBP)와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자료목록 제
2권:Red Data Book 2》에는 국제보호조 부호 제46호로 등록되어 있다.

그림 2 서부민통선 및 한강하구 일원에 도래하는 멸종위기 1급 대표종 현황.
- 두루미는 임진강의 얕은 여울과 주변 산간지역인 율무 밭에서 활동하는데 대부분의 두루미들이 개활지를 선호한
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두루미는 특이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연천의 율무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루미는 임진강일대 민통선지역 어느 곳에서나 쉽게 율무 밭을 찾아 먹이를 구할 수 있다.
- 임진강 여울은 두루미들에게 천혜의 서식처로 강추위에도 여울이 얼지 않고 인적이 드문 민통선지역으로 두루미
들이 안심하고 쉬거나 먹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 최근 연천과 파주의 경계인 반정리에서 월동개체수가 늘고 있다.
(2) 재두루미와 독수리 (멸종위기동식물 Ⅱ급)
- 재두루미는 한때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염려를 많이 했는데 최근 관찰개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
데 이 증가분은 한강하구의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한강하구에서 월동하던 개체들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어 위협이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관찰개체수가 194개체로 가장 많았고 150여 마리가 꾸준히 월동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재두루미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장단반도, 동파리, 노상리이며 백연리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점
차 월동지로서 쓰임이 감소하는 추세다. 김포신도시의 개발로 한강하구의 재두루미 월동 개체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사례에서 보듯이 ‘친환경개발’은 구호에 불과하고 실체는 개발로 인한 파괴다. 백연리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이 늘어 재두루미 서식지는 점차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좁은 골짜기에 소규모 가족단위로 흩어져있는 것
이 최근의 경향이다.

252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그림 3 서부민통선 및 한강하구 일원에 도래하는 멸종위기 2급 대표종 현황.
2) 주요 식물의 분포 특성
○수
 내천일원은 하천과 과수원이 있고, 야산은 습기가 많은 북쪽방향의 능선으로 봄철에 다양한 들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수내천 하류는 기수성식물을 포함한 흑삼릉, 매자기, 세모고랭이, 관중, 고사리류, 버드나무류, 신나무,
귀룽나무 등이 분포한다. 수내천을 건너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산괭이눈, 장구채, 왕고들빼기, 털여뀌, 파리풀, 덩
굴별꽃, 물억새, 갈대, 미국미역취 등과 바위벽에 돌단풍의 군락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여
 름 숲은 남방한계선 근처를 지나는 노상리의 계곡과 능선을 따라 참나무류, 벚나무류, 신나무, 아까시나무, 백
당나무, 노린재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각시붓꽃, 둥굴레, 애기나리, 나리류의 군락지와 장구채, 할미꽃, 진달
래 등은 원시적인 숲의 모습이다.
○스
 토리사격장 인근지역인 세월천과 용산리는 둥굴레와 은방울꽃, 애기나리, 윤판나물 등의 대규모 군락지가 발
달하였고, 가을꽃 또한 대규모의 군락을 이루고 있다.
○연
 천지역은 조개못과 장못과 은대리 물거미서식지에 종이 풍부하다. 주요 식물 종은 강부추, 낙지다리, 질경이
택사, 물별, 실별꽃, 가는잎쐐기풀, 갯버들, 물억새, 검정말, 이삭쇠수세미, 도루박이, 미나리, 애기부들, 네가래,
마름, 박하, 병아리방동사니, 털부처꽃 등이다. 연천에서 발견한 식물은 총 115과 383속 729종이 다. 이 중 희
귀식물은 22과 28속 32종이 발견되었고, 특산식물은 10과 12속 15종이 발견되었다. 국가적색목록으로는 관
심대상(LC)으로 5과 6속 6종이 발견되었고, 준위협(NT)는 2과 3속 4종이였다. 취약(VU)는 2과 2속 2종이 발견
되었다. 위기(EN)은 2과 2속 2종이 발견되었다.
○서
 부민통선에는 총 83과 217속 328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8종 중 귀화종은 14과 32
속 34종으로 발견되었으며, 그 중 생태계 교란종은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돼지풀(Ambrosia artemisiifolia), 서양등골나물(Eupatorium rugosum), 미국쑥부쟁이(Aster pilosus), 가시박(Sicyos angulatus)
이 서식한다. 희귀종은 큰처녀고사리(Thelypteris quelpaertensis), 낙지다리(Penthorum chinense), 물질경
이(Ottelia alismoides), 쥐방울덩굴(Aristolochia contorta), 통발(Utricularia vulgaris var. japonica), 긴흑삼
릉(Sparganium japonicum) 등 총 6종이 발견되었다.
○

서
 부민통선에서 채집된 진·반수서군 노린재류(이하 수서노린재류)는 총 25종으로, 그 다양성은 현재 남한에서
보고된 전체 수서노린재류의 35%에 이른다. 물자라, 게아재비, 방게아재비, 방물벌레류 등은 민통선 내 둠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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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어디서든 볼 수 있었다. 한편 물둥구리, 꼬마둥글물벌레 등은 무농약지표종으로, 풍부도가 높았던 둠벙의
상류 농지가 인삼밭으로 개간된 이후에는 물둥구리와 꼬마둥굴물벌레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015년 서부민통선 내 둠벙 두 곳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물장군이 최초로 발견된 바 있다.
○ 서부민통선에서 채집된 잠자리목은 총 65종으로, 현재 남한에서 보고된 전체 잠자리 100종 중 65%에 달한
다. 잠자리 종은 유수와 정수, 그리고 수생식물의 줄기나 하상구조 등 선호하는 서식환경에 따라 유충의 적응
모습이 다양하고, 산란 시 수변식생의 활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채집된 잠자리의 종 구성
으로부터 둠벙의 구조 및 수문학적 유형을 추론할 수 있다. 연천을 제외한 서부민통선 내부의 잠자리 종 구성은
유수성 잠자리에 비해 정수성 잠자리의 다양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천수답을 이용해 논농사
를 짓는 이 지역의 수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부 민통선 내 둠벙에서는 아시아실잠자리, 등검은실잠자
리, 밀잠자리, 고추잠자리, 왕잠자리 등이 비근하게 관찰되며 하상에 진흙이 퇴적되어 있다면 검은측범잠자리
나 가시측범잠자리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민통선 내 둠벙에는 꼬마잠자리(멸종위기야생동·
식물 2급, Korean Red List(VU))와 대모잠자리(IUCN Red List(EN),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Korean Red
List(EN))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연천평야를 흐르는 사미천 일대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
아 자연습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규모가 큰 자연형 하천인 사미천이 DMZ로부터 흘러나오면서 다양한 유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서부민통선에서 채집된 수서딱정벌레류는 총 41종으로, 이는 물삿갓벌레과를 제외한 남한 전체 수서딱정벌레
종의 36%에 달하는 양이다. 물삿갓벌레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서딱정벌레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지되
는 정수환경에 서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휴경논, 연못, 논, 둠벙, 물웅덩이, 온수로, 곡간답, 관개수로 등 수
환경에 따라 종 구성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서부민통선 둠벙에서 주로 채집되는 수서딱정벌레는 알물방개, 중
국물진드기, 꼬마줄물방개, 검정물방개 순이며, 비교적 그 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방개와 동쪽애물방
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본 조사에서 수서곤충은 총 5목 30과 63종으로 분류되었다. 분류군별로는 딱정벌레목(Coeoptera)이 5과 20
종(33%), 잠자리목(Odonata)이 5과 20종(33%), 노린재목(Hemiptera)이 9과 15종(20%), 파리목(Diptera)
이 6과 6종(10%), 하루살이목이 2과 2종(3%)의 순이었다. 연체동물은 4과 4종으로, 각 기안목 2종, 병안목 1
종, 고설목 1종이었다.
○ 섭식기능군에 따라 분류해볼 때, 물거미의 먹이원인 긁어먹는 무리 및 주워먹는 무리, 걸러먹는 무리 (하루살이
류, 파리류, 우렁이류, 유충단계의 실잠자리류 등), 경쟁자이자 물거미의 포식자로서 찔러먹는 무리와 잡아먹는
무리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물거미 서식지가 수서곤충과 연체동물 군집이 맞물리는 구조이며, 향후 물거미 개
체군의 동향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물거미 외 수서곤충과 저서무척추동물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
함을 의미한다.
4) 주요 포유류의 분포 특성
○ 경기북부는 감악산, 심학산 등의 산지지형과 임진강, 한탄강의 넓은 수계가 발달하여 포유동물이 살기에 적합
한 환경이다.
○ 서부DMZ일원은 중부DMZ과 유사하게 많은 포유동물이 서식하는데 넓은 평야지와 야산들이 어우러진 서
부 민통선지역에서 우점하는 포유류는 고라니이며, 삵(Felis bengalensis euptilura, 멸종위기종Ⅱ급),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수달(Lutra Iutra, 천연기념물 330호), 족제비, 오소리, 집쥐, 애급쥐, 두더지, 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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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고라니, 멧돼지 등이 분포하며, 야산에서는 청설모, 다람쥐 등이 고르게 분포하며, 파주 일부지역에서 박쥐
가 발견되기도 한다.
○ 고라니는 극동아시아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서 매우 중요한 동물이다. 수달과 삵은 생태환경 지표종으로서 이
들의 서식만으로도 생태가치가 커서 보호가치가 높다. 고라니는 세계적으로 고라니 1종만 서식하는데, 민통선
전역에서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고 있다.
○ 삵(Felis bengalensis, 멸종위기종2급, 국제적 멸종위기종II(CITES))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동물로서, 식육목
에 속하는 동물 중에서 육식에 가장 잘 적응하여 진화해온 동물이다. 주요 발견지점은 장항습지, 공릉천하구 습
지, 임진각습지, 연천 고랑포 등으로 한강과 임진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현재 한국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다. 특
히 민통선 남방한계선 근처에서 번식지가 확인되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임진강 상류에는 수달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오소리, 너구리, 담비, 족제비들도 하천과 야산의 경
계점에서 다수 서식하고 있다.
○ 연천지역에서는 너구리, 멧돼지, 두더쥐, 수달, 삵, 고라니, 청설모, 다람쥐, 멧토끼, 멧밭쥐, 고슴도치, 땃쥐, 멧박
쥐, 족제비, 담비,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비단털들쥐, 비단털쥐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임진강과 한탄강 일
부 지역에서는 수달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 고라니는 DMZ일원에서 가장 친숙하고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종류로 가칭 ‘고라니보호구역’을 지정, 사파리 같
은 천연적인 고라니 공원조성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강원도 양떼목장 운영참조).
○ 고라니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장단반도의 임진강 수변부로 늘 수십마리가 관찰되어 주변의 생태테마
와 연결하여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II. DMZ일원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내외교류협력
1. 국내외협력을 위한 논제1
1) 접경지 협력사례
분야

지역

생태

페루-에콰도르
접경(콘도르산맥
평화공원)

관광

동독-서독 접경(
그뤼네스 반트 )

내용
•희
 귀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인 분트 (BUND)는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주도
•생
 태·역사적 가치를 체험하며 교육효과를 높이고 상품개발, 마케팅, 홍보사업 추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 안데스 콘도르 접경지역의 산림 및 멸종 위기종 보호 목적
•국
 제열대목제기구(ITTO)에 의한 접경지역의 자유통행 보장 및 공동관리를 통한 평
화정착 및 생태, 안보 협력

1 자료: 남정호,강대석(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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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2

이스라엘-요르단
접경(홍해 해양평
화공원)

•‘아카바만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방안’의 이행협약 . 특별협약은 ‘자연환경보전(
산호생태계 )’, ‘지역발전(양국 특별경제구역;BSEZ )’, ‘평화정착 기여’ 3개 부문으
로 구성
• 특히, 경제개발측면에서 특별관광구역과 특별경제구역으로 경제기반 확보
• 두 도시 합작을 통한 항만･공항 공동 건설 및 관리 협력방식 협약
• 인프라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만 물동량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접경
수역
프랑스-이탈리
아(지중해 보니
파시오국제해양
공원 )

•유
 럽위원회에서 국제해양공원 설립계획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INTERREG Ⅲ’과 ‘동식물군 종 보호에 관한서식지 지령’ 프레임워크 중 ‘Life Program’
으로부터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음
•연
 안개발 , 관광산업개발, 선박운항으로 훼손된 해양환경 복원 및 생태계를 보전하
기 위한 통합적 노력 시작
•양
 국은 해양경비대 내 모니터링 시설을 마련하여 해상교통, 어업활동 수색 및 구
조활동 강화하고, 필요시 해군의 협력과 지원 요청 가능. 해군은 유럽항공우주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일반감시 및 환경제도적 원거리감지 서비스 제공 예정

2) DMZ 생태를 활용한 지역발전 모색- 북한의 대외협력 정책
○ 북한의 동향: 국제기구와 협력에 적극적
- 1963년 IUCN가입후 UNESCO, UNDP, IMO관련사업 및 협약에 참여
- 환경분야 국제협력사업활발: 환경관련법률에서 모두 국제협력 강조
- 연안해양환경분야 국제협력 사업도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
- 중국러시아와 밀접한 관련(조·중 해양과학기술위원회)
제7조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 국가는 수산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 국가는 하천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2002년부터 대외경제협력 중심창구변화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국제기구협력조총국(GBCIO)
분야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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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FOD 산림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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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가입후 UNESCO, UNDP, IOC(국제해양위원회 )
국제기구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PEMSEA(동아시아환경관리협력프로그램 )
NOWPAP(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
생물다양성협약 (CBD)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 (UNCLOS)

국제협약

세계문화와자연유산보전에관한 UNESCO 협약
기후협약
람사르협약
주 : 북한은 1990 년 중반부터 국제기구활동에 적극적

2. 복원 개념을 포함한 관광자원 개발
1) 시대 맞춤 관광
○평
 화와 공존의 생태관광 : DMZ일원 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남북한이 동시에 공간적 활용과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관광 상품 및 생태평화 브랜드 개발
- 파주-한강 임진강 합수지점 남북동시에 람사르습지 인증도시 가입
- 김포-한강하구중립국지대 상호 이용
2) 생태축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임
 진강 생태축을 따라서 생태와 문화(선사시대, 관방유적) 연계상품개발
(예. 백두대간 3축의 꼭지점 여행)
○한
 강 생태축 중심으로 한 평화기행 프로그램 상품개발
- 김포->고양->파주 연계상품
3) 주요생물종 특화 프로그램 개발
(1) 재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통한 겨울 관광 상품 확대
○오
 금리 농경지 재두루미 월동지 재구성
* 한국사례-순천만, 철원.-> 겨울철 대표적인 철새관광지로 많은 관광객 확보
* 일본사례–이즈미(흑두루미 대규모 월동, 홋카이도(4계절 두루미 탐조가능)
○대
 상지
* 파주 오금리 임진강변 농경지 -> 생물다양성 무논조성으로 한반도 재두루미 분산 월동. 도라산역 인근
* 연천 : 빙애여울의 겨울 수위유지-> 군남댐 조절로 월동 개체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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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2-2
How South and North Korea Can Share DMZ Eco-resources
KIM Seungho
President,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I. Present Status on Eco-Resources In and Around DMZ
1. Characteristics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in and around West DMZ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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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e the national divi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MZ has been a sharp spot
S
of collision and, at a same time, a buffer zone. Since the Korean War, people’s access
to the DMZ, which was the product of the Cold War, has been restricted. As a result,
this place has become to have a unique feature of a borderland biosphere in that the
Nature has restored by herself. The divided space running from the west to the east is
now serving as a life belt transcending the scar of the national division.
 orea’s topographic feature is ‘High East and Low West.’ The area in and around the
K
West DMZ is brackish water zone, where waters from Han River and Imjin River of the
South Korea and those from Yeseong River and West Sea of North Korea meet. Various
salt plants are dispersed here such as Phacelurus lalifolius, Suaeda asparagoides, Scirpus fluviatilis and Carex scabrifolia. This region is also a habitat of several crustacean,
invertebrates and birds.
 cirpus fluviatilis is a main food source for Anser cygnoides, and hence, the area where
S
Anser cygnoides are spread is almost the same as that of Scirpus fluviatilis, which
is the basin of Han River and Imjin River. The dominant species of Scirpus fluviatilis
were confirmed at the wetland near Mt. Odusan Observatory, Seong-dong wetland
and Munsan wetland. Recently, the colony of Scirpus fluviatilis is found slowly, which
means that the distribution of Scirpus fluviatilis (classified as Endangered Species,
Natural Monument No. 325-1) gets wider.
 he well-developed wetland at DMZ plays a very significant role as a habitat or a
T
way-station of various organisms living in Korean Peninsula, and as a channel of the
ecosystem of the Earth linking the continent to the ocean. The biodiversity of this area
is very high since this region serves as a transition belt where living things of the South
and the North meet. Such di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DMZ and the coexistence of the mid and northern climate zones and forest zones can be a good foundation
for the habitation of various living things.
The access to the estuary of Imjin River-Han River has been restricted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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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Korean War, and hence, the Nature herself has been conducting an experiment of the Earth through keeping her order by herself while accepting the changes of
generations. The long and wide area running from the estuary of Imjin River-Han River
to Gorangpo at Yeoncheon is a brackish water zone with a well-formed forest along
the riverside.
○

○

○

○

○

○

 he large scale forest with willows, Flowering Cherry and Amur maples demonstrates a
T
beautiful wetland vegetation as a typical shape of the early phase of a riverside woods.
The forest along the riverside in and around the DMZ restored after the War has a very
important ecological feature linking the past to the future.
 he area forming a riverside wetland due to the underground water flowing out to the
T
crust shows a very unique feature with the forest dominated by Amur maple and Flowering Cherry and with willows around a puddle. The forest near Sacheon River, running
through the mid DMZ to Ogeum-ri at the mouth of Imjin River, also maintains well the
original shape of a riverside wetland forest.
 he flora near Sacheon River was riverside woods with willows and Amur maple, but
T
the estuary of Imjin River-Han River was faced with the ecological agitation due to the
lessened summer rainfall and substantially lowered water level of Imjin River caused
by Whang-gang Dam of North Korea and Gun-nam Dam of South Korea. At the river
mouth, the river bed got higher due to the earth and sand accumulated, and the widely
developed wetland is under the process of becoming a land, drastically changing the
riverside wetland.
J ang-hang wetland at the mouth of Han River has now no more tidal channel due to the
construction of Jayoo Road and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and hence, the colony
of Fragile Willow shows a sign of its decline. Such a phenomenon is caused by the
urbanization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changed waterway, which requires
detailed review and wise judgement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I n reality, we saw a very unnatural and unbelievable scene that North Korea-USA
Summit Meeting was held at DMZ where leaders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USA
stood side by side. In that sense, the existence itself of ecological resources at DMZ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hare is very much valuable.
 MZ is a very peculiar and only space that international law is applied on Korean PenD
insular. Located at its center, DMZ is a very valuable space ecologically as a habitat of
various living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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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 spaces where a variety of bio-species live are: Shin-nam wetland centering around
T
Han River-Imjin River, Gong-neung stream estuary wetland, Seong-dong-ri wetland,
Jang-dan wetland, Munsan wetland, Imjingak wetland, Cho-pyong-do wetland, Jangjwa Pond, Jang Pond, Yeok-gok Stream, Hantan River and Inland wetland located inside the Civilian Control Line.
 MZ is composed of shrubs and grassy lands with no trees because trees were cut off
D
for military purposes. Many puddles and small wetlands are formed at the tributary of
Sacheon River and low hilly districts, and they play an important role as a life cord for
living things to grow, develop and reproduce.

2. Types and Features of Wetlands in and around West DMZ
○

○

○

 he wetlands in and around West DMZ are well developed as basins of Han River and
T
Imjin River. On April 17 in 2006, the wetland at the mouth of Han River, linking widely to
Gimpo, Goyang and Paju, was designated and noticed as the Wetland Protection Zone
according to the Wetland Preservation Act (Clause 5 in Part VIII)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 (Clause 5) by Notification No. 2006-58 of Ministry of Environment.
 an River Estuary Wetland Protection Zone covers a river bank from Shingok UnderwaH
ter Reservoir at the mouth of Han River to Sungrae-ri at Song-hae myon in Gangwha
County or to the inner side of the Barrier Fence (including the water part). It is notified,
however, that the designated area of Gimpo city zone covers 60.668㎢ (about 18.35
million Pyong) from Jeonryu-ri of Haseong-myon to Yudo, except the water part and
riverbed from Shingok Underwater Reservoir to Jeonryu-ri of Haseong-myon. The area
notified like this is a very wide region which equals to 1.3 times of the existing Wetland
Protection Zone.
 he widely spread wetland at the estuary of Han River is a brackish water zone, and its
T
value as wetland is very high. This is also a very important space for migratory birds of
Northeast.

1) Elements of Ecological Environment of Han River-Imjin River Estu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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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sidering the sluice gate system of the estuary, the scope of Han River estuary
C
covers the main river of Han River, Goyang, Paju, Gimpo, Imjin River, Yeseong River,
Sacheon River, Gangwha Waterway, Jumun-do and Bolum-do. The total area of the
wetland at the estuary of Han River is 356.43㎢ (9.45㎢ of inland wetland; 346.98㎢ of
coastal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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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g the estuaries of the four main rivers of Korea, this estuary is the only place
A
where a bank was not constructed, allowing free ebb and flow of the tide along with
its well preserved natural landscape and the ecosystem of the brackish water zone.
Therefore, this is a stop-over spot or a place for wintering and breeding for various water birds migrating between Northeast Asia and Oceania. At this place are well developed waterside vegetations such as willow colony and reed colony, allowing abundant
species that can be fed. Therefore, this is a very important food-intake place for rare
migratory birds like spoonbills, white-naped cranes and Anser cygnoides.

2) Elements of Ecological Environment of Yeoncheon Region
○

○

○

○

 uring the winter time, various migratory birds visit Yeoncheon region. Major birds
D
worth watching are: red-crowned crane; white-naped crane; black crane; golden eagle; eagle; eagle-owl; sea eagle; kestrel; buteo; Chinese merganser; merganser; sparrow hawk; scops owl; brown hawk-owl; bean goose; white-fronted goose; spot-billed
duck; mallard duck; Korean black-naped green woodpecker; Japanese pigmy woodpecker; shelduck; pheasant; turtle dove; shrike; redstart; the long-tailed tit; bush tit;
great tit; rustic bunting; bunting; green finch; sparrow; magpie; crow; large-billed crow;
great-spotted woodpecker; needle-tailed swift; great cormorant; nuthatch; jay; hawfinch; starling; turtle dove; Indian tree pipit; brown-eared bulbul; and minivet.
I t is recently found that the red-crowned cranes, which used to sleep near Imjin River,
stay over the coldest season in large number at the wetland inside DMZ. Since the
upper Imjin River of Yeoncheon and the marsh inside the DMZ have little human intervention, these areas are the nature-gifted habitats for endangered species.
 uring the summer period, we can observe several birds living here as follows: great
D
cormorant; cattle egret; intermediate egret; large egret; heron; mandarin duck; spotbilled duck; little grebe; common sandpiper; gray frog hawk; kukoo; brown-eared bulbul; white-faced wagtail; swallow; black-capped kingfisher; kingfisher; bluebird; tricolor flycatcher; gray-backed thrush; stonechat; blue flycatcher; crowned willow warbler;
warbler; marsh tit; parrotbill; bunting; yellowbird; sparrow; nightingale; magpie; crow;
large-billed crow; hoopo; reed warbler; green-backed heron and White’s Thrush.
 he amphibians and reptiles living here are as follows: narrow-mouthed toad; salaT
mander; onychodactylus fisheri; red-bellied frog; toad; water toad; Seoul pond frog;
tree frog; leopard frog; Korean brown frog; rough skinned frog; Dybowski’s brown frog;
lined grass lizard; Amur grass lizard; cat snake; red-sided water snake; Asian keelback
snake; red-banded snake; Korean mamush; and red-tongue viper sn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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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e wetland in Yeoncheon Field is a nature-gifted marsh located at the middle stream
of Sami Stream inside the DMZ. As the best place showing the perfectly restored
eco-mechanism after the War, this marsh values very high in that a large scale of
cranes stay over for wintering.

3. The Distribution of Major Taxa in and around the West DMZ
1)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Major Birds
○

○

 he first-class endangered birds are 6 species. For the past decade, 16 birds were
T
found per day on the average, and the maximum number was 76 birds a day. During
the migratory period, 13 birds were counted per day with 76 birds a day to the maximum. During the wintering period, 18 birds were counted per day with 62 birds to the
maximum.
 or the last decade, 19 species as the second-class endangered birds were found. On
F
the average, 2,262 birds were found per day with 20,678 birds per day to the maximum.
During the migratory period, 2,959 birds were counted per day with 20,678 birds a day
to the maximum. During the wintering period, 1,441 birds were counted per day with
7,355 birds to the maximum.

[Fig. 1] the change in the number of the first- and second- class endangered birds coming to the
areas in and around West Civilian Control Line and Han River estuary for the last decade; Migratory
periods are from the end of February to March and from October to the early part of November. The
wintering periods are January, February, November and Decemb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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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visit trend of the first- and second- class endangered birds during the migraT
tory period and wintering period differs. We could see more first-class endangered
birds during the wintering period, whereas more second-class endangered birds were
counted during the migratory period. It is because species such as the Chinese geese
and bean geese which prefer the warm south zone are included more in the second-class endangered birds.
I t is assumed that birds are gathering to the core zone as more areas near the habitat
get developed rapidly.
 he result of KDE analysis shows that the scope of core area, which was 50.9km2 from
T
2014 to 2015, has been expanded gradually to 68.5km2 from 2017 t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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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d-crowned Crane and White-tailed Sea Eagle(The First-class Endangered Fauna and
Flora)
- Red-crowned cranes breed at several areas such as Ussurisk region of Siberia, Northeast
of China and east Hokkaido, and spend the winter time at Southeast of China and the DMZ
of Korea. As an endangered species with only over 2,000 birds existing worldwide, a crane
i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No. 202 (on May 30, 1968). It is registered as International Protection Bird No. 46 in 《The Red Data Book 2》 by ICBP (International Council for
Bird Preservation) and IUCN(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green: crane; orange: white-tailed sea eagle

[Fig. 2] Present status of representative species designated as the first-class endangered birds
coming in and around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and Han River Estuary

Cranes live at shallow rapids of Imjin River and the adlay fields at its near-by mountain area.
Since most cranes prefer open terrain, the cranes in this region is classified as a unique
type. Since Yeoncheon occupies 70% of the adlay production nationwide, cranes can find
food easily at any adlay field in and around Imjin River and inside the Civilian Control Line.
- The rapids of Imjin River is a nature-gifted habitat for cranes since the rapids are not
frozen even during the coldest time. In addition, the area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with
few visitors is the most proper place for cranes to take a rest safely and find food easily.
- The number of wintering cranes and white-tailed sea eagles is increasing recently at
Banjeong-ri, the border area between Jeoncheon and Paju.

(2) White-napped Crane and Eagle (The Second-class Endangered Fauna and F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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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umber of white-napped cranes dropped once rapidly, but the recent number of
the birds observed shows a growing trend. It is assumed, however, that such a growing trend is because the birds which used to winter at Han River estuary gathered to
this area due to the ever deteriorated situation of Han River estuary with its increased
threats to the birds. The number of birds observed in November was 194 which was
the highest record. The survey found that over 150 birds were actively wintering. The
largest number of red-crowned cranes stayed at Jangdan Peninsula, Dongpa-ri, and
Nosang-ri. Since the condition of Baekyeon-ri gets deteriorated, its use as a place
for wintering is on the decline. The development of Gimpo new city has dropped the
number of red-crowned cranes at Han River estuary to a serious level. As can be seen
in such a case, ‘the eco-friendly development’ is simply a slogan, and the reality is
the destruction by development. The number of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is also
increasing at Baekyeon-ri, which drives out the habitat of red-crowned cranes to corners. The recent trend is that the cranes are scattered as a small-scale family unit at
narrow valleys.
*black: eagle; green: red-crowned crane

[Fig.3] Present status of representative species designated as the second-class endangered birds
coming in and around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and Han River Estuary

2)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Major Pl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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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area in and around Sunae Stream has streams and orchards, and hills with a wet
T
ridge to the north are covered with wild flowers in Spring. At the downstream of Sunae
Stream, several plants are distributed, including brackish plants such as burr reed, river
bulrush, triangular rush, mountain holly fern, filice, willow, the Amur maple and flowering cherry. Moving upward crossing Sunae Stream, we meet a wide spread of plants
such as mountain golden saxifrage, catchfly, Indian lettuce, Persicaria pilosa, Asian
lopseed, Stellaria diversiflora Maxim, common ditch reed, reed, and Serotina as well as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the colony of Mukdenia rossii on the rock walls.
○

○

○

 long the valleys and ridges of Nosang-ri, which passes the nearby area of the Souther
A
Limit Line, the summer forest is composed of a colony of oak tree, cherry tree, the
Amur maple, acacia tree, crampbark and Asian sweetleaf. The primitive shape of a
forest can be seen from the plants here such as long-tail irisis, sealwort, fairy-bell, lily
population, catchfly, pasqueflower and azalea.
 large colony of sealwort, valley lily, fairy-bell and Korean fairy-bell are well developed
A
at Saewol Stream and Yongsan-ri near Story Shooting Range. Autumn flowers are also
colonized here in a large scale.
I n Yeonchen Region, Joge pond, jang pond and water spider habitat of Eundae-ri
are abundant with species. Major plant species are: long-style onion; ditch stonecrop;
thrumwort; pedicellate three-stamen waterwort; slender chickweed; narrow-leaf nettle; pussy willow; water reed; hydrilla verticillata; myriophyllum spicatum L.; rooting
bulrush; water celery; raupo; four-leaf clover; water chestnut; mint; small flatsedge
and lythrum salicaria. The plants found at Yeoncheon are 115 Families, 383 Genera and
729 Species in total, out of which 22 Families, 28 Genera and 32 species were found
as rare plants. As Korea special plants, 10 Families, 12 Genera and 15 Species were
found. Regarding the National Red List, 5 Families, 6 Genera and 6 Species were found
as LC (Least Concern Species), 2 Families, 3 Genera and 4 Species were found as NT
(Near Threatened Species),

2 Families, 2 Genera and 2 Species were found as VU (Vulnerable Species), and 2 Families,
2 Genera and 2 Species were found as EN (Endangered Species).
○

○

I t was confirmed that 83 Families, 217 Genera and 328 Species of plants in total are
living inside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Out of 328 species, 14 Families, 32 Genera
and 34 Species were found as naturalized species. Among them, the species disturbing the ecosystem are Ambrosia trifida, Ambrosia artemisiifolia, Eupatorium rugosum,
Aster pilosus and Sicyos angulatus. Rare species are 6 species in total such as Thelypteris quelpaertensis, Penthorum chinense, Ottelia alismoides, Aristolochia contorta,
Utricularia vulgaris var. japonica and Sparganium japonicum.
 rue bugs of Hydrocorisae and Amphibicorisae (to be called below as aquatic true bugs)
T
collected inside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were 25 species, and their diversity here
covers 35% of the total aquatic true bugs presently reported from South Korea. Muljarus japonicus, Ranatra and Sigara sp. could be gound at any puddle inside the Civi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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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Line. On the other hand, the living of Ilyocoris exclamationis (Scott) and Plea
japonica (Horváth), which are the species indicating that pesticides are not existing, has
not been confirmed since the farmland at the upper part of the puddles enriched with
living organisms were developed as Ginseng fiel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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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2015, giant water bugs, the wild animals designated as the first-class endangered
ones, were found for the first time at 2 puddles inside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donatas collected inside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are 65 species in total, occuO
pying 65% of the total 100 dragon flies presently reported from the South Korea. The
larvas of dragon flies are known to adjust themselves in various shapes depending on
their preferred living environments such as running or quiescent water, water plant
stems and river bed structures. Dragon flies are also known to respond sensitively
to the vigor of the shore vegetation when they spawn. Therefore, we can infer the
structure of a puddle and its hydrological type from the components of the dragon fly
species collected. The components of the dragon fly species collected inside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except Yeoncheon showed that dragon flies living in quiescent
water had far more diverse species than the ones living in the running water.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ir response to the water environment of this area where rice
farming is done by using the rain-fed field. At puddles inside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Asian damsefly, black-backed damsefly, Orthetrum albistylum, red dragonfly and
Anax parthenope are frequently observed. If clay is deposited on the river bed, Trigomphus nigripes (Selys) or Trigomphus citimus are easily observed. The survey confirmed
that Nannophya pygmaea (The Second-class Endangered Fauna and Flora, Korean Red
List(VU)), Libellula angelina ((IUCN Red List(EN), The Second-class Endangered Fauna
and Flora, Korean Red List(EN)) are living at the puddles inside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The area in and around Sami Stream running at Yeonchen Field has experienced
no human intervention for a long time, and hence, has many naturally formed wetlands.
Sami Stream, which has been formed naturally in a large scale, runs from the DMZ, and
hence, has created a variety of running water environment.
 quatic beetles collected inside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are 41 species in total,
A
occupying 36% of the entire aquatic beetles living in South Korea except Psephenidae.
Most aquatic beetles except Psephenidae commonly live in the eternally or temporarily maintained quiescent water environment. The component of their species differs
drastically depending on the various water environments such as fallow paddy field,
pond, paddy field, puddle, water-hole, warm waterway, paddy in the valley and irrigation canal. Aquatic beetles collected mainly from the puddles inside the West Civilian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Control Line are Hyphydrus japonicus, Peltodytes sinensis, Hydaticus grammicus and
Cybister brevis in the order of the numbers collected. The diving beetles and Cybister
lewisianus, which are known as the ones small in number, can be easily found here.
○

○

 his survey classified aquatic insects into 5 Orders, 30 Families and 63 Species. As for
T
the classified groups in the order of the size, Coeoptera has 5 Orders and 20 Species
(33%), Odonata has 5 Orders and 20 Species (33%), Hemiptera has 9 Orders and 15
Species (20%), Diptera has 6 Orders and 6 Species (10%), and Ephemeroptera has 2
Orders and 2 Species (3%). Mollusks have 4 Families and 4 Species, each with Basommatophora having 2 Species, Stylommatophora having 1 Species, and Architaenioglossa having 1 Species.
 hen the food sources of Argyroneta aquatica are classified by food intake function,
W
there are groups to scrape out, to pick up, to sift out(drake fly, Diptera, pond snail, larva
of Coenagrion lanceolatum), and even the gropus to prick and catch as competitors and
predators of Argyroneta aquatica are included. This implies that the habitat of Argyroneta aquatica is structurally inter-locked with the community of aquatic insects and
mollusks, This also means that the investigation on aquatic insects and benthic invertebrate, in addition to that of Argyroneta aquatica, is needed steadily as basic data for
the trend analysis of Argyroneta aquatica population in the future.

3)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Major Mammals
○

○

○

 he northen part of Gyeong-gi Province is formed with well-developed mountainous
T
topography including Mt. Gam-ak and Mt. Shim-hak, along with a wide water system
including Imjin River and Hantan River. This area, therefore, is very suitable for mammals to live.
 ike the Mid DMZ, many mammals live in the West DMZ. The dominant mammal inside
L
the region of the West Civilian Control Line which is well-harmonized with vast fields
and hills is Hydropotes inermis. The mammals also distributed here are: Felis bengalensis euptilura (The Second-class Endangered Species), Nyctereutes procyonoides,
Lutra Iutra (The Natural Monumat No. 330), Siberian Weasel, Meles meles melanogenys, Rattus norvegicus, Rattus rattus, Talpa micrura coreana, Ussuri white-toothed
shrew, Hydropotes inermis and wild boar. The mammals spread evenly over the hills
are Eurasian Red Squirrel and Squirrel. Even bats are found at some part of Paju.
 ydropotes inermis is a very important animal as a species living only in the Far East.
H
Lutra Iutra and Felis bengalensis euptilura are indicator species of the ecosystem.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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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bitation itself gives a great value, and hence, they deserve to be protected. Only
one species of Hydropotes inermis live in the world, and a large number of Hydropotes
inermis can be observed inside the entire region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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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s bengalensis (The Second-class Endangered Species, The Second-class of ConF
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is an animal under international protection. It is also the most evolved mammal through its excellent adjustment to the meat diet among the animals belonged to Carnivora. The major spots this
animal is found are the basins of Han River and Imjin River such as Jang-hang wetland,
the wetland at the estuary of Gong-neung Stream, Imjingak wetland and Gorang estuary of Yeoncheon. At present, this animal is an apex predator under the Korean ecosystem. In particular, since its breeding place was confirmed as a spot near the Souther
Limit Line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more detailed care is required.
I t is also confirmed that Lutra lutra lives at the upper stream of Imjin River, and that several number of animals such as Meles meles melanogenys, Nyctereutes procyonoides,
Martes flavigula koreana and Mustela sibirica coreana live at the border region between
streams and hills.
 he animals inhabiting Yeoncheon area are Nyctereutes procyonoides, wild boar, talpa
T
europaea, otter, Felis bengalensis, Hydropotes inermis, Sciurus vulgaris coreae, Tamias
sibiricus Laxmann, Lepus coreanus Thomas, Eurasian harvest mouse, Erinaceus amurensis Schrenk, White-Toothed Shrew, Nyctalus aviator, Mustela sibirica coreana, Martes flavigula koreana, Apodemus agrarius, Apodemus peninsulae, Myodes regulus and
Greater long-tailed hamster. At some part of Imjin River and Hantan river, the trace of
otter was found.
 ydropotes inermis is the most familiar and frequently observed animal in and around
H
DMZ. It is needed to make this area as the world-class tourist attraction by designating
this area as so-called ‘Hydropotes inermis Protection Zone’ and by forming safari-like
Hydropotes inermis Park (referring to the operation of Sheep Ranch in Gangwon Province).
 he spot where Hydropotes inermis can be observed most frequently always in large
T
numbers is the water front of Imjin River, Jangdan Peninsula. Therefore, by connecting
its near-by eco-themes, a specialized program can be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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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ooperation Home and Abroad for Utilizing Ecological Resources in and around DMZ
1. Them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1
1) Cases of Cooperation at Border Areas
domain

Area

Ecology

Peru-Ecuador
Border(Condor
Mt. Range Peace
Park)

Tourism

East Germany West Germany
Border (Grunes
Band)

Contentsㅈ
• This project was led by BUND, the civilian environment organization, for the
habitat preservation of rare fauna and flora, with government supports.
• It enhances the educational effects by letting visitors experience the
ecological and historical value of this area. It also activates local economy
through product development, market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 The aims are to protect forest and endangered speciesㅈ at the border area
between Andes and Condor.
• Peace settlement and cooperation on ecology/security were made through
guaranteed free movement and joint management by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ITTO).
•The Implementation Convention on ‘Measures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of Gulf of Aqaba’ is a special agreement composed of 3
parts: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coral eco-system)’; ‘Regional
Development (Borderland Special Economic Zone: SEZ)’; and ‘Contribution
to Stability.’

Isreal-Jordan
Border (Red Sea
Marine Peace
Park)

• An agreement is made on cooperative measures for join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eaport and airport through joint venture of the two cities.
• This cooperation enables activation of local economy through job generation and increased seaport traffic volume and tourists accompanied by the
infrastructure formation.

Contiguous
Sea Zone

France-Italia
(Bonifacio International Marine
Park at Mediterranean)

1

• In particular, economic foundation is to be secured by designating ‘Special
Tourism Zone’ and ‘Special Economic Zone’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 The European Council decided to join the construction plan of International
Marine Park.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s were given from ‘NTERREG
Ⅲ’ and ‘Life Program’ which is a part of the Framework on ‘The Habitat
Directive for Protecting Species of Fauna and Flora.’
• Integrated efforts began to be exerted to restore marine environment
damaged by seashore development,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and
ship navigation and to preserve ecosystem.
• Both countries set up the monitoring facilities inside their Coast Guard, and
strengthened their activities for marine traffics, investigation of fishing,
and rescue operation. If necessary, cooperation and support of Navy can
be requested. Based on supports from the European Space Agency, the
Navy plans to offer services of general surveillance and remote sensing on
environment system.

source: Nam Jeong-ho, Kang Dae-seok(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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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eking Regional Development by Utilizing DMZ Ecology – North Korea’s Policy on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

North Korea’s Trend: Active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
 aving participated at projects and agreements related to UNESCO, UNDP and IMO
after joining IUCN in 1963;
- A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ll their environment-related rules emphas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 Project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eashore marine environment are higher in level than those of other fields;
-T
 h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are close; (North Korea-China Technical Council
of Marine Science)
Clause 7: T
 he Nation develops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area of protecting scenic attractions and
natural monuments.
Clause 7: T
 he Nation develops cooper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area of fishing
industry.
Clause 7: T
 he Nation develops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area of river administration.
- H
 aving changed the center for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since 2002: The Promotion Council for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 General Bureau of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GBCIO)
Area

Cooperative
Project

Important Items
UNDP/GEF Duman River Development Program
UNDP/FOD Forest Restoration Project
Active participation at UNESCO, UNDP and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after joining IUC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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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ternational
Convention

UNESCO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limate Change convention
The Ramsar Convention
Note: North Korea became active in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om mid 1990.

2.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including the Concept of Restoration
1) Well-Timed Tourism
○

E
 co-Tourism of Peace and Co-existence: Developing various programs by utilizing
eco-resources in and around DMZ
- Developing the brands of tourism products and eco-peace through joint use of space
by the two Koreas and attrac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J oint entry of South and North Korea into the Wetland City Accredita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for Paju-the Spot where waters of Han River and Imjin River meet;
-M
 utual use of Neutral Zone at Gimpo=Han River Estuary

2) Operation of Eco-Axis Centered Programs
○

○

D
 evelopment of products linking ecology to culture (remains of Pre-historic
Age and
fortresses to defend the border areas) along the eco-axis of Imjin
River (ex: traveling
each apex of 3 axes of Baekdudaegan Mountains Range)
D
 eveloping a product of Peace Tour centering around the eco-axis of Han

River

- A tour product linked to such a course as ‘Gimpo-> Goyang ->Paju’

3) Development of Program Specialized for Major species
(1) Expansion of Winter Tour Program by Enlarging the Habitat of White-Naped Crane
○

R
 estructuring the Farmland of Ogeum-ri as the Wintering Space for White-Naped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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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2-2
*K
 orean case: Suncheonman Bay and Cheolwon -> Securing many tourists as a representative tourist destination for observing winter migratory birds
* J apanese case: Izumi (A large number of Grus monacha are wintering; Hokkaido (Crane
watching is possible all year round.)
○

Target Areas

*F
 armland near the riverside of Imjin River at Ogeum-ri, Paju -> By forming the ricefield enriched with bio-diversity, letting white-naped cranes scatter for wintering at
the Korean Peninsula to the near-by area of Dorasan Station
*Y
 eoncheon: Keeping the water level of Bing-Ae Rapids in winter -> Securing a stable
number of wintering birds by controlling Gun-nam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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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Mutual Border Region Development for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3-1. 남북접경지역의 공간협력과 지역개발
Border Region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3-2. 한강하구의 남북 평화적 활용
Peaceful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by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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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Park Saeyoung
새중앙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President, SJA Urban Research Institute

박세영 박사는 새중앙 도시환경연구소 소장이며, (사)
평화한국 평화사업소의 도시개발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연변 과
학기술대학 건설공학부 및 연변대학교 환경디자인학
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이 기간 연변지역에서 추진
한 다수의 건축, 도시계획 및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
였다. 청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최근
에는 주로 중국 및 북한 접경도시 계획 및 개발을 통한
동북아시아 및 한국의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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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도시의 협력적 발전과정과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의 시사점
박세영
새중앙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Ⅰ. 동북아 지역발전 배경 및 개발전략
1. 동북아 개요
그림 동북아 지역 범위

동북아는 한국, 북한을 포함하여 일본, 몽골,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북지역, 러시아 극동연방 지역이 포
함된 아시아 동북부지역이다. 육지 면적은 1600만 km2, 아시아 전체면적의 약 40%를 차지한다1. 동북
아 지역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
1 동북아-위키피디아,-자유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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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지역 경제권
동북아 경제권은 한국. 중국의 동북 3성, 내몽골지역, 러시아 극동, 일본, 등 국가와 관련 지역을 중심으
로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는 국제 경제 협력권을 말한다.
동북아 경제권 개념은 일본의 일부 연구 학자와 기관들이 1980년대에 제시했다.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은 이번 세기 초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대규모 지역경제 협력을 시작한 이후로 점진적으
로 형성되었다.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국가 전략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중. 러는 동북아 지역의 협력이 새
로운 발전단계를 맞게 되었다.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은 여러 방면에서 큰 진전과 뚜렷한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3. 중국은 동북아를 ‘일대일로’의 전략적 위치에 두고 있다.
1) 훈춘을 중심으로 두만강 국제협력 시범구역으로 북한-러시아와 아시아 경제권의 교두보(桥头堡)로
만든다.
2) 단둥을 중심으로 랴오닝성 연해 경제가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에 발해 경제권의 교두보를 만든다.
3) 몽골의 만주리(满洲里)를 중심으로 몽골-러시아의 경제협력권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은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협력 메커니즘과 중점적인 임무의 발전을 잘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동북아 지역경제의 일
체화 발전의 중요 역할을 한다.
4. 두만강 구역 범위와 두만강 지역 경제 협력 개발 구상
그림 두만강 구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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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구역 범위는 중국 동북 3성(중국 길림성, 랴오닝성 단둥시, 흑룡강성의 목단강시)과 내몽골의 흥
안멍 등 일부 지역,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몽골의 동부 지역, 한국 일부 항구도시, 러시아 연해
주 일부 지역, 일본 등으로 구성된다.
1986년 중국에서 두만강 지역 경제 협력 개발 구상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두만강 해상통항권리를 회복
하는 문제와 두만강과 훈춘을 개방하고 두만강 지역 국제협력 개발 등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이후 2005
년 5 월 UNDP에서 열린 5개국 가운데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두만강 지
역 개발을 '두만강 지역협력'으로 확인하고 9월 제 1 회 중국 길림 동북아 박람회에서 합의'를 체결했다《
大图们江行动计划成员国长春协议》。. 2005년부터 두만강 지역 개발로 새로운 단계인 ‘두만강 지
역 다자 협력 개발’을 시작하였다.
Ⅱ. 장지투(長吉圖 장춘+길림+두만강 지역) 개발
그림 1 장지투 범위

1. 개발 사업 계획
중국의 두만강 구역 개발은 ‘대도문(大图们)제안’2에 기반 하여 1992년 ‘중국의 두만강 구역 협력 개
발 계획 개요’가 제출된 뒤 두만강 지역 협력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작했다.
중국 국무부는 길림성의 장춘시와 길림시 두 도시를 두만강 국제협력 개발의 범위로 편입시켰다.
연변조선족자치주와 훈춘시는 지역과 '창구'의 상호작용의 관계로 구성된다. 계획의 주요 대상은 중국 두
만강 지역의 핵심지역인 길림성의 장춘시, 길림시의 부분 구역과 연변주(창지투 계획에 포함), 또 중국

2 이
 들은 중국 · 한국 · 몽골과 러시아를 포함해 회원국 및 지방 정부 간 정책 대화를 확대하고, 경제 무역 및 타국
프로젝트의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정부 간 지역협력 기구 (GTI)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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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만강 지역 국제공조에 참여하는 요녕성, 흑룡강성, 내몽골자치구 등을 망라해 중국과 주변국의 협
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창지투 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등소평이론과 ' 3 개
대표 중요 사상에 근거를 두고 과학 발전관과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창지투 개방 선도구를 개발해 두만강
을 열고 동북아를 지향하며 큰 동북을 중심으로 두만강 지역의 협력 개발을 전면 추진한다. 산업을 조절
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구도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구조,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구축하는 특색산
업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 보호와 개발을 견지하며 자원 절약, 친환경적인 개발의 새로운 길을 모색
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첫 시범을 견지하며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중국 국경을 개방하여 새로운 메커니
즘을 개방한다. 국내와 국제협력을 종합적으로 이끌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며 상호이익과 이익을 공유하
는 연동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견지하고 중국이 개방 개발의 선행 지역과 시범지구를 개발하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2. 개발 주요 전략
창지투 지역은 중국이 개방 개발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
첫 번째는 창지투(長吉圖)개발 개방 선도 지역 건설을 모티브로 국경 지대와 내륙 지역의 이점을 살리고,
연안 국제 운송의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고, 국경 지대 접경 경제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등 선행 차원에서
두만강 지역협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이 동북아를 개방하는 중요한 문호(门户)이다.
국경을 통과하는 교통 운수 공사 협력을 추진하고, 동북 동부 철도와 도로를 조속히 뚫고 동북지역의 새
로운 국제 통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동북아의 경제기술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이다.
훈춘경제합작국을 창구로 창지투 산업 기지를 뒷받침한다. 국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산업 구조 조정과
산업 구도를 최적화하고 접경지역 경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 지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적
인 경제 협력 구역을 건설하여 창지투 지역이 동북아 지역의 상호 보완 대내외 연동의 효과적인 협력을
실현하고 더욱 개방적인 경제 무역 협력구역을 구축하는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는 동북지역의 새로운 중요 성장극(增长极)이다.
지역의 독특성, 정책 지원, 자연 생태환경, 풍부한 자원을 통해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는 길림 경제 사회
발전의 엔진 역할을 잘 발휘해 동북지역 전체의 종합적인 성장을 갖게 되었다.
2012년까지 발전 목표로 하여 훈춘시 대외개방 창구 기능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연(길). 룡(정). 도(문)의
선도적인 기능이 한층 강화되면서 장춘, 길림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지역 전체의 경제, 관광 등 종합적으
로 성장의 원동력을 갖게 되었다. 창지투 경제 성장은 기존의 기초 위에서 두 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
고 있다. 산업 구조가 더 성장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산림 복개율은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
본 공공 서비스체계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현저하게 높아져 수출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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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총액이 대폭 증가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포인트가 되었다. 2020년까지 중국은 두
만강 지역의 대외개방 수준을 높일 것이다.
Ⅲ. 북. 중 접경도시 지역 개방 개발 발전
1. 연변 지역의 발전전략
연변 지역은 '일대일로' 전략 중 북방의 중요한 지점이며, 창지투 개발 선도구 국가 전략에서 '교두보' 역
할을 한다. 또 연변은 북한과 러시아의 3국 접경 지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이 두만강 지역에서 협력
하는 핵심지역이다. 연변주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제 정치 및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고 연룡도(연길, 룡정, 도문)는 ‘창지투’와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파
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연변주는 개방 선도 전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훈춘 개방창구와 연룡도 개방
플랫폼을 엔진으로 건설하고 두만강 지역 개발 협력을 추진하면서 해외 투자를 높이고 대외무역을 확대
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연변 지역에 대한 네 가지의 발전전략이다.
1) 일대일로 전략은 북한 개방의 중요한 창구이다.
2) 창지투 사업의 진행으로 연변 지역의 경제를 눈에 띄게 성장시키고 있다.
3) 동북 진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준다.
4)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에 따라 연변 지역은 발전과 도전의 기회가 많이 생긴다.
2. 연변 지역의 프로젝트
1) 대외통로를 건설하고 연변이 대외 국가와의 소통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
첫째, 인프라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창지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
설을 강화한다. 라진항 개발에 참여하여 도로 확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과 북한의 화물 수
송의 순조로운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석탄, 목재, 건자재 등 대종 상품을 수송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대종
무역 상품 수송의 중요한 동맥이 되고 있다.
2) 육. 해 연합 항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훈춘에서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속초, 일본
니가타 카니발 국제 해운 노선과 훈춘의 라진항을 비롯해 중국 동남 연해의 국내 무역 화물은 국경을 넘
어 운송하면서 훈춘-한국 부산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3) 물류 기능을 더욱 향상한다. 훈춘 철도의 정류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업 무역, 관광, 자원
수입 등 특색 있는 물류 구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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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길 공항을 충분히 이용하여 평양으로부터 연길과 블라디보스토크 공중 항로를 성장시켜 일본 항로
의 가능성을 넓히고 연변을 성장시키고 외부에 연락하는 공중 회랑으로 자리를 잡는다.
교육, 문화, 물류 부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관광시설 부문에서는 중국 최대의 조선족 주거지로
조선족 문화는 매우 중요하고 문화 자원이 풍부하여 조선족 콘텐츠 개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화산
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따라가는 강변 국경의 접경도시, 두만강은 자연, 변
방, 민속과 문화 등 4가지 특성을 둘러싸고 관광산업 전반과 다단계 개발을 진행하고 잇따라 건설해 두만
강 공원, 중국 조선족 무형 문화 박물관, 일광산 화엄사, 냉수 유기농업관광원, 단교(断桥) 등 축제 광장
빙설 관광 등 관광 상품의 특성이 뚜렷하고 ‘두만강 축제’ 등을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북아 지
역을 국제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중국의 동북아 국제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도문시의 두만강 문화관광축제, 그리고
훈춘시 경신진을 중심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관광협력지구총체계획’(国际旅游合作区总体规
划)이 있다. 이 계획은 한국의 김석철 건축가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이 자유롭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경제특구를 제안한 ‘두만강 다국적 도시’의 개념과 유사하다.
Ⅳ. 시사점 및 제언
1. 시사점
동북아 지역 주변국과의 관점에서
남북 접경도시 개발이라고 해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기에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림돌이 있다. 왜냐하면, 남북분단 자체가 주변 국가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북
접경도시 개발 역시 주변국들과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남북 접경도시의 개발은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적 역사성과 지역과 관련된 주변국들의 정치적 관
계를 고려하는 것은 남북 접경도시 개발 방향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일 것이다.
경제로 접근
북·중 접경도시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일대일로와 동북아 지역 개발 방향에 맞추어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북·중 접경도시 개발은 동북아 지역 개발 방향에 맞춘 경제 이익과 주
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으로 관계도를 재구성하고 있다. 남북 접경도시 개발은 동북아 지역의
활성화와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열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연히 남북 접경도시 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은 힘든 대북제재 속에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김정
은 위원장은 지난 7년 동안 경제정책을 펼쳤다. 2013년 11월, 북한 전역에 경제 개발구 13개를 설치하
였고 2014년에는 평양시, 남포시 등 6곳에 경제개발구를 추가 설치하였다. 2015년까지 북한의 경제 개
발구와 경제특구(신위주)가 22곳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중국 등 해외 투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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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김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서
‘가강력 제일주의’를 선언하면서 산업의 국산화를 실현하자고 선포한다. 이제 북한은 주체사상만 강조하
지 않고 새로운 경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접경도시 개발이 남북한이 함께 새로운 경제 대
책을 모색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의 연결
-중국은 일대일로로 연결되는 주변 국가와 함께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정치적 신뢰,
경제 통합, 문화적 포용의 이익 공동체, 운명 공동체와 책임공동체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대일로 계획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도 포함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접경도시 개발이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되면 그야말로 동
북아 지역의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북아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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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남북 접경도시 개발에 3가지 DMZ 제언을 한다.
DMZ 1: 생태계가 살아 있는 도시 – 남북한 접경지 DMZ은 생태계가 살아 있는 곳이다.
남북 접경도시 개발 이후에도 살아 있는 자연은 계속 볼 수 있도록 자연을 우선으로 지킨다.
DMZ 2: 공유 도시 – 기존의 문화, 정치, 기술을 비무장하고 함께 공유하는 도시
동북아 공동체 지역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을 포함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태평양을 사이
에 두고 있는 미국이 포함된다. 동북아 지역에 속하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는 ‘유럽 동쪽의 시작’ 이
라 할 수 있다. 즉, 동북아 지역은 동서양이 만나는 곳으로서 서양 문화·경제 중심으로부터 동양 문화·경
제 중심으로 옮겨가는 경계에 있는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 접경도
시 개발의 시작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공유’는 새로운 시대의 개념
을 잘 담고 있는 단어이다. ‘공유’는 단순한 공간 사용권이 아니다, 그렇다고 남북이 공동 소유하자는 것도
아니다. 마스터플랜의 기본 개념을 ‘공유’로 하자는 것이다. 마스터플랜에는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주
변 국가들도(동·서양을 담는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기본 요소에 포함이 되고 새로운 시대의 시
작에 맞는 design에 미래의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 접경도시에는 기존의 도시사회
연장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개념으로 세우는 공유 도시, 즉 현대사회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해체하여 동북
아의 미래를 담은 남북 공유 도시를(비무장도시, 해체도시) 세우자는 것이다.
DMZ 3 : 움직이는 걷는 도시 - DMZ에 축적된 자연생태계의 전통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의 성장축에 따
라 움직일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움직이는 도시3

3 ‘DMZ’ 에 세우는 도시계획 개념에는 환경과 여러 조건에 따라서 워킹시티, 프로그인 시티, 인스턴트 시티 등 몇
가지의 도시 계획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워킹 시티(Walking City, 1964), 영국의 아키그램(Archigram)그룹, 1961년,
도시 전체가 지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제안. 곤충과 같이 거
대한 건물에 다리를 붙여 걸어갈 수 있게 하였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생태위기의 상황에서 사회맥락과 도심맥락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
서 열린 자세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 그리고 건축과 환경의 공생을 추구하였다.
프로그인 시티(Plug in City, 1964)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에 무수의 조립식 유닛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도시가 형성된다.
인스턴트 시티(Instant City, 1964)
최소한으로 필요한 구성 요소만을 이동. 운반 가능한 형태로 패키지화하여 집약시킴으로서 이를 단시간에 교
외 도시로 이동시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 도시를 구축한다는 가설적 구상. 인스턴트 시티는 트럭이나 비행기
에 다양한 가설건축의 부품을 실어 목적지에 운반한 후, 텐트나 에어돔 등과 같은 가설구조물의 전개에 동반하
여 레스토랑, 회의장, 콘서트 홀 등의 시설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Journal of the Korea of Culture
Architecture Serial N o. 52_522015.11 ‘변형성 및 이동성에서 본 아키그램 건축의 도시계획안 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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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은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평화라는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 지역도 개발이 시작되면 그 가치는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잃게 될 것이다. 현대 최고의 과
학과 기술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자연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다. DMZ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높이에 꼭 필요한 만큼의 건물을 세우면 된다. 그러면 자연은 사람과 공생하
게 되고 건축은 환경과 공생하게 된다. 즉, 그간 DMZ에 축적된 자연생태계의 전통을 파괴하지 않고 도
시의 성장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동 가능한 도시, 움직이는 도시(a moving walking city)를 세우
자는 것이다.
이동이 가능하므로 ‘남북 접경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의 협의를 하는 기간에 Walking City는
연구와 실천을 시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바로 가능한 곳에 도시를 세우는 것이다. 세워진 도
시는 남북 접경도시 개발사업 협의가 마치면 그때 이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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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operative Development Process of Cities
on North Korea-China Border Line
and Implications on South Korea-North Korea
Borderland Development

PARK Saeyoung
President, SJA Urban Research Institute

I. Background of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nd Its Developmental Strategy
1. Outline of Northeast Asia
[Fig.] The Regional Scope of Northeast

The Northeast Asia is the Northeastern part of Asia including South Korea,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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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Mongolia, Northeastern and Northen part of China, and Far Eastern Federal District
of Russia. It covers about 40% of Asia’s total surface area amounting to 16 million k㎡.1 The
histor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over 2000 years.
2. Economic Zone in Northeast Asia
The Economic Zone of Northeast Asia means a zon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s unfolded in various domains centering around the regions related to such countries
as Korea, 3 Northeastern Provinces of China, Inner Mongolian region, Far-Eastern part of
Russia and Japan.
The concept of the Economic Zone of Northeast Asia was suggested by some scholars
and research institutes in 1980s. The tru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has been formed gradually since the start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China and Russia in a large scale.
After 2000 when Russia began to shift its national strategy toward its Far Eastern part,
China-Russia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has been faced with a new developmental phase.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began to show great
achievements and obvious effects in many ways.
3. China Puts Northeast Asia on the strategic Position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1) Centering around Hunchun, the Pilot District of Tumen Riv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made as a bridgehead for the economic bloc of North Korea-Russia and Asia.
2) Centering around Dandong, the seashore economy of Liaoning Province is made as a
bridgehead for the economic bloc of Balhae towar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3) Centering around Manzhouli of Mongolia, a bridgehead for the economic bloc of Mongolia-Russia is constructed, which is a very effective mechanism of cooperation. When
focused on the well understanding of enhancing major missions, the construction plays a
critical role for the integrated advancement of regional economy of Northeast Asia.
4. The Scope of Tumen River Zone and Conception of Developing
at Tumen Riversi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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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The Regional Scope of Tumen River

The regional scope of Tumen River is composed of the 3 Northeastern provinces (Jilin
Province, Dandong city of Liaoning Province and Mudanjang city of Heilong Jang Province),
some parts of Inner Mongolia including Heung-an-meong, Najin-Seonbong Special Economic Trade Zone of North Korea, some port cities of South Korea, some parts of Maritime
Province of Russia and Japan.
In 1986, China raised the idea of developing Tumen Riverside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began to study the issues of restoring China’s right for marine passage of Tumen River,
opening Tumen River and Hunchun, and developing Tumen Riversid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n in May, 2005, the Coordinating Committee of 5 nations(South Korea, China, North
Korea, Russia and Mongolia) held at UNDP confirmed the development of Tumen Riverside
as ‘The Regional Cooperation of Tumen Riverside.’ ‘The agreement’ on this matter was
concluded in September, 2005 at the First Northeast Asia Fair held in Jilin, China. From
2005, a new phase in the development of Tumen Riverside started under the name of
‘Development of Tumen Riverside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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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evelopment of Chang-Ji-Tu(Chanchun-Jilin-Tumen River Area)
[Fig.]The Regional Scope of Chang-Ji-Tu

1. Development Project Plan
China’s Development of Tumen Riverside was based on ‘Great Domun Proposal.’2 After
‘The Outline of Cooperative Development Plan on Tumen Riverside by China’ was submitted, this project began to start jointly. The State Department of China included Zhangchun
city and Jilin city of Jilin Province, into the scope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Development
on Tumen Riversid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and Hunchun city interactively serve as a region
and ‘a window.’ The main targets of this plan are: the core regions of Tumen Riverside
of China, which are Zhangchun city, part of Jilin city and Yanbin Prefecture (included in
the Chang-Ji-Tu Plan); and Liaoning Province, Heilong Jang Province and China’s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participating at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oncerning
the Tumen Riverside Project. This plan contains cooperations between China and all her
neighboring countries.

2 It suggested GTI (Great Tumen Initiative), which is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organization
of Northeastern region, to expand policy dialogues among member countries, including China,
South Korea, Mongolia and Russia,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omote cooperations on economy, trade and projects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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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y contents on Chang-Ji-Tu development policy are: to put Teng Hsiaoping Theory
unique to Chinese Socialism and 3 major Thoughts as its base; to deepen the view on
science advancement and innovative opening;
to open Tumen River by developing the area which leads the opening of Chang-Ji-Tu; to
set the orientation toward Northeast Asia; and to carry out at full swing the cooperative
development of Tumen Riverside centering around the Big Northeast region; to maintain
the frame for industrial adjustment and upgrade; to construct a new system enabling technically upgraded rational structure for the industries with distinctive features; to seek a new
way for resource saving and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through holding fast to
protection and development; and to realize a new mechanism by sticking to the daring and
innovative first pilot project and opening the national border line of China dynamically and
effectively; to hold fast to a new paradigm of an interlocking development by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cooperations comprehensively, by complementing lacks and by sharing
mutual benefits; and by doing so, to exert Chinese efforts to develop the leading districts
and pilot zones for opened development.
2. Major Developmental Strategy
The Chang-Ji-Tu region is situated at an important strategic spot for China to implement
open development policies.
First,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area leading to open and develop the Chang-Ji-Tu as its
motive, all efforts are exerted to speed up the cooperative development of Tumen Riverside at the level of preceding works such as utilizing the merits of borderland and inland
area, pioneering a new channel for international shore shipping, and exploring an economic
cooperation model at the borderland.
Second, China is an important gateway to open the Northeast Asia. The aim is to promote
cooperative works for traffic and transportation to pass the border line, to lay Northeast and
East Railway and Road as soon as possible, and to build up a new international channel in
the northeastern region.
Third, this Chang-Ji-Tu region is an important platform for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s in Northeast Asia. Hunchun Economic Joint Venture Bureau backs up ChangJi-Tu Industrial Base by serving as a window. The aim is to set up the conditions for this
Chang-Ji-Tu region to realize effective collaborations through mutual supplementa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terlocking endeavors home and abroad and to build a
more open-minded cooperative zone for economy and trade by attracting foreign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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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djust and optimize industrial structures of the borderland, and by strengthening longterm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s in the areas on the border line.
Fourth, this Chang-Ji-Tu region is a new important growth pole. The districts, leading the
opened development of Chang-Ji-Tu through their regional uniqueness, support of the
policy, their natural and ecological environment and abundant resources, have played a role
very well as a driving force for Jilin’s socio-economic advancement, and by doing so, the
comprehensive growth of the Northeast region has been achieved.
Hunchun city’s function as a window to open itself to the world has been notably increased
by achieving its target for development by 2012. The function of Yanji, Lungching and Domun as leaders have been further strengthened while giving influences to the regions of
Changchun and Jilin. This became the driving force for the entire region to grow comprehensively including its economy and tourism.
The goal of Chang-Ji-Tu region is to double the economic growth on top of the existing
foundation. Here, its industrial structure has further grown, and its ecosystem is excellent.
More than 60% of the forest has been restored, and the public service system is well-established fundamentally. Its role as a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en drastically enhanced, resulting in a drastic increase of import-export trade volume. This region
has been a new point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theastern Area of China. By
2020, China will enhance the level of opening of Tumen Riverside to the world.
III. Advancement of Cities on North Korea-China Border Line by Their Opening and Development
1. Developmental Strategies of Yanbian Region
Yanbian Region is a critical spot in the northern region in the strategy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plays a role as ‘a bridgehead’ for the national strategy of developing
the Chang-Ji-Tu region. Situated at the borderland of 3 countries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Yanbian is a core region for China to exert cooperative efforts at Tumen Riverside.
As a center of the economic zone in Northeast Asia, Yanbian Prefecture is influenced by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economy of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Russia and Japan. Yanji, Lungching and Domun have influenced Chang-Ji-Tu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by spreading their socio-economic advancement.
Yanbian Prefecture has increased foreign investments, expanded foreign trades and
strengthened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s home and abroad by implem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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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ly the strategy of leading the open policy, by constructing the Open Window of
Hunchun and the Open Platform of Yanji, Lungching and Domun as a driving engine, and
by promoting the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umen Riverside.
The following are the 4 developmental strateg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1) The strategy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s an important window to open North
Korea.
2) The progress of the Chang-Ji-Tu Project has been notably growing the economy of
Yanbian Region.
3) It brings about a new opportunity to promote the Northeastern region.
4) Along the progress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Yanbian Region has
to develop and challenge.

more chances

2. Project of Yanbian Region
1) By building up a channel to the world, Yanbian serves as a bridge in communicating with
other countries.
First,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is to be strengthened. As Chang-Ji-Tu Project is
implemented actively by the State,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s such as railways and
seaports is to be excelled.
To develop Rajin Port, the project to widen the road is under active progress, and the work
for freight carriag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smoothly executed. By transporting
bulk commodities such as coal, timber and construction materials, this region serves as a
major artery to traffic bulk trade goods between China and Russia.
2) The combined land and marine ways are to be further developed. It plans to run the
Carnival International Shipping Route covering from Hunchun to Vladivostok of Russia,
Sockcho of South Korea, and Niigata of Japan. Chinese domestic trade goods from the
southeast shores of China including Rajin Port of Hunchun are to be shipped overseas
transcending its borderline. The route between Hunchun and Busan of Korea is under the
plan.
3) The function of logistics will be enhanced further. By arranging measures to reinforce
train stations of Hunchun Railway, the project will form a well-featured structure of logistics, including commercial trade, tourism and resource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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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y utilizing Yanji Airport to the maximum, the project plans to grow air routes from
Pyongyang to Yanji and Vladivostok in ord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Japanese routes.
By growing Yanbian, the project plans to position Yanbian as a corridor in the air connecting
to the world.
Active supports have been unfolded in the domains of education, culture, logistics, and, in
particular, tourism facilities. Yanbian is the largest residence area of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Since their cultures are important and rich, their cultural contents have been explored actively to develop the culture industry extensively.
There are several cities along the border line of Tumen River. Along the Tumen Riverside
which is characterized by Nature, Remoteness, Folklore, and Culture, several 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steadily for its tourism industry in a general as well as a
muli-phase mode such as Tumen Park and The Museum of Untangible Culture of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s tourism products, several tourist attractions have also been developed such as Whaeom-sa Buddhist Temple in Mt. Ilgwang, Cold Water Organic Farming Tour Park, Duanquiao Festival Plaza and Snow-and-Ice Tour. Supporting cooperations for such distinctively
unique tour products including ‘Tumen Festival,’ the Government is trying to make the
Northeast Area as several international tourist cities.
The representative projects to develop the Northeast of China as a district of international tourist cities are: Tumen River Festival for Culture and Tourism by Domun city; and
‘The Master Plan International Tourim Cooperative Zone’ which is under process centering
around Gyeongshinjin of Hunchun city. This plan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a multinational city of Tumen Riverside’ by South Korean architect Seok-chul Kim who proposed an
international special economic zone enabling a free trade among 5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IV.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1. Implications
In the Perspective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In the work of urban development on the borderline of South and North Korea, there exist
obstacles that even the agreement concluded by the two Koreas cannot solve, since the
national division itself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made by their neighb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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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Therefore, there are some parts, in the development of the borderlan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at should be examined in the perspective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ccordingly, the first phase of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borderlan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in terms of its space, to consider the regional
history and political relation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Economic Approach
When review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cities on the borderlin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e can find that China puts its purpose at the economic growth following
the line with the Chines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Considering this, we can say that the urban development of on the borderlin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eans to understand Chinese aim for the economic interest under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and to grasp Chinese positioning in establishi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more clearly.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restructuring their relationship among themselves based
on their economic interest. The urban development on the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a key to announce the start of activating the region in Northeast Asia.
Natur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urban development on the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economic aspect.
Chairman Kim Jeong-Eun of North Korea has unfolded several economic policies for the
last 7 years in order to recover its poor economy under the U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November, 2013,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were installed throughout
North Korea. In 2014, 6 zones were additionally installed at places including Pyongyang city
and Nampo city. Up to 2015, the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and a special economic
zone (Shinweiju) were installed at 22 spots.
Though North Korea tried to attract investments from foreign countries including China by
designating such economic development zones, they failed to execute the project as they
planned. At last, Chairman Kim Jeong-Eun proclaimed the National Power-First Ideology
through his New Year Address in 2015 to realize the industrial localization. This means that
North Korea would seek new economic solutions from then on while not emphasizing only
North Korea’s Juche Ideology. The urban development on the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a way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explore new economic policies together.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295

Parallel Session 3-1

Connecting The Idea of ‘New Economy on Korean Peninsula’ to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of China
- China suggested its neighboring countries linked under ‘One Belt One Road’ to enhance
economic cooperative partnership actively and to make together one community of interest, destiny and responsibility through political trust, economic integration and cultural
broad-mindednes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ncludes China, North Korea, Russia and Mongolia, but it
cannot speed up its work as planned.
-If the urban development on the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connected to South Korean government’s “New Economic Scheme on Korean Peninsular” and
to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he regional peace and economic activation in
Northeast Asia are truly expected. Hence, we need to explore actively research areas that
Gyonggi-do Province can join.
The Age of Northeast Asia as the Starting Point of A New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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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ggestions
Three Suggestions on the urban development on the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DMZ 1: A City with the Eco-system Alive – The DMZ, the borderland of South and North
Korea, as a place where the eco-system is alive
The nature should be preserved first so that we can see the living nature steadily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cities on the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DMZ 2: A City of Sharing – a city where existing culture, politics and technology are not
militarized but shared
The community area of Northeast Asia include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Russia,
Mongolia and Japan. Politically, it also includes USA across the Pacific Ocean. Russia’s part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Vladivostok, can be called the start to move east toward
Europe. That is, Northeast Asia is a place where the East and the West meet.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 start point of a new age in that it is located on the border line through
which culture and economy are shifting from the western center to the eastern center.
Therefore, the urban development on the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should
begin with the concept that it is ‘a start point of New Age.’
The word ‘Sharing’ contains the concept of a new age well. ‘Sharing’ is not simply a right
to use a space. It does not mean to put this space under a joint owner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either. My proposal is make ‘Sharing’ a basic concept of the master plan.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master plan contain the participation of neighboring (eastern
and western)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is
master plan, the design suitable to the start of a new age is also expressed through future
technology. In other words, my suggestion is to build a new concept of a city, so-called
‘Sharing City,’ on the borderland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ot just an extension of existing cities. Putting it differently, my suggestion is to break up all the elements comprising
a modern society and to set up a ‘Sharing (demilitarized and torn-down) City’ of two Koreas
reflecting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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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3 : A City of Walking and Moving – a city moving along its growth axis without destroying the tradition of Nature’s ecosystem accumulated at DMZ3
DMZ’s economic value is very high thanks to its well preserved ecosystem. In addition, it
has the symbolism of peace. But the value of such a place with well preserved ecosystem
will be lost once a development starts. Even though the development is to be made with
the state-of-art science and technology, the Nature’s ecosystem will be destroyed.
The way not to destroy DMZ’s ecosystem is to construct buildings in numbers just needed at pleasant height in that people can move around. Then the Nature-Man symbiosis is
possible, and the Architecture -Environment symbiosis is possible. This means that we
should build a city moving along its growth axis without destroying the tradition of Nature’s
ecosystem accumulated at DMZ.
Since it is movable, the Walking City can be studied and implemented while various discussions are exchanged for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on the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f we are ready, we just set up the city at an available place. The
constructed city can be moved to the designated place when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city on the border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completed.
3 In the concept of the urban planning on ‘DMZ’ are applicable several urban planning concepts such
as Walking City, Plug-in City and Instant City, depending on several environments and conditions.
Walking City, 1964, Archigram Group of UK, 1961)
It was suggested under the idea that if the entire city could be far away from the ground, people
could travel the world freely. Like a bug, legs were attached to the giant building so that the building
could walk around. The symbiosis between Nature and Man, and the symbiosis between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were pursued with an open mind toward the ecological crisis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destruction of ecosystem, toward the socio-urban context, toward Nature and
toward Environment.
Plug in City, 1964
A city is created by inserting unlimited number of prefabricated units to an important structure which
forms the living base.
Instant City, 1964
It is a hypothetical idea that minimum numbers of components needed are compactly formed as a
package for easy moving and carrying to subverts quickly, and then an instant city can be constructed. This instant city can be realized by transporting various parts of a hypothetic building by truck or
airplane to the destination, along with the accompanied unfolding of temporary structures such as
tents or air-domes in order to set up a restaurant, a meeting hall, or a concert hall gradually. (Journal of the Korea of Culture Architecture Serial N o. 52_522015.11 ‘A Comparative Study on an urban
planning proposal of Archigram construct in terms of abilities to transform and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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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접경지역 개발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I. 한반도 신경제구상 : 비전과 핵심정책1
1. 비전 : 한반도 경제통일과 북방경제시대 개막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 동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은 아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
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정치적 통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남북은 먼저 경제 공
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대북정책의 핵심으로서 남
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다. 이 구상은 분단으로 육지속의 섬처럼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
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비전이자 경제비전으로 평가된다. 한반도가 나아
가야 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 15일 민주당 대표시절 이 구상을 처음 발표하면서 광복 100년을 맞는 새로운 대한민
국의 꿈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대륙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
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
를 이룰 것이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져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중국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
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
년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
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
라고 강조한 바 있다.2
2. 핵심 정책과 목표
(1) 핵심정책 : 3대 경제·평화벨트와 ‘하나의 시장’을 위한 협력

1 임
 을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DMZ·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제2호, 2018
년 겨울(통권 제4호)을 토대로 작성.
2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기념 경축식사, 청와대 보도자료, 2018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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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상은 4대 핵심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환동해·환서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
제와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3대 경제·평화벨트 구상을 비롯해 남북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 전
체의 후생을 증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하나의 시장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북
한 내부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전역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 중장기적으로 소비재 및 생산요
소 시장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3대 경제·평화벨트 구상에는 △금강산, 원산(관광), 단천(자원), 청진. 나선지역(산업단지, 물류인프라)의 남북 공동
개발을 통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관광․에너지·자원벨트 구축’, △수도권(서울-인천-해주-개성),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 연결 서해안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 구
체적인 실천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환동해 경제벨트는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에너지·자원 벨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금강산과 평창을
포함한 설악산 지역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단천 자원개발협력, 남·북·러 3각
에너지협력사업 등이 포괄되어 있다.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사업이며 단천 자원개발도 과거에 초기 단
계 협력에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
로 시행하다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정치안보적 상황이 개선되면 재개가 가능한 사업들이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업들은 계승, 발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와 동
시에 중장기 비전을 구상하면서 한반도 범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의 초석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
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이 당사자이지만 급변하는 국제환경을 고려하면서 주변국과의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는 방향
으로 협력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3
둘째, 환서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의선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건설 사
업이 해당된다. 게다가 개성공단 재가동,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서해경제공동특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네트워크에다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환서해물류망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셋째,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평화벨트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DMZ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결실을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지만 접경지역 평
화벨트 사업은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더구나 이 지역들은
생태 및 역사관광 잠재력도 풍부하다. 평화안보 관광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다. DMZ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조치가 만들어진다면 DMZ 인근의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경
제특구’를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
3 “ 금강산 관광의 장기비전: 한반도에서 환동해로,” 김기석․서보혁․송영훈 엮음, 『금강산 관광사업: 성찰과 과
제』(과천: 진인진, 2018),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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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4
그동안 북한 내부에서 시장이 크게 확산되어 왔다. 시장을 매개로 남북경제를 통합하는 방향의 경협도 모색해야 한
다.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과거에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보여준 바 있는 소비재 중심의 위탁가공교역을 재개해야 한다. 북한내 생필품 생산공장에 대한 기술·
설비·원료를 지원하고 공동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이 점진적으로 경협의 범위와 대상을 넓혀가다 보면 당연히 중국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와의 경제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결합하여 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꾀
할 수 있게 된다. 분단된 남북을 경제로 잇고, 하나로 된 한반도경제가 북방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경제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동과 서, 그리고 동서를 잇는 이른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이 도로, 철도, 통신을 연결하고, 시장과 제도를 통합하는 경제통일을 이룬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동해권에는 금강
산에서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관광, 에너지·자원 중심의 경협벨트를, 서해안에는 남쪽의 수도권에서 신의주까지 올라
가는 제조, 물류, 교통중심의 경협벨트를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는 환경·관광협력 중심의 경협벨트로 꾸려 이
른바 남북 경제협력 ‘H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낙후된 남북 접경 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만들어 평화와 경제
적 이익을 확보하고, 더불어 남북 공동어로 구역이나 평화 수역 등을 포함하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
개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2) 핵심 목표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
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한반도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과 미래 한반도의 번
영을 위해 북한의 지경학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함으로
써 창출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일자리 부족, 인구 노령화, 저출산, 성장동력 상실 등 주요 문
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견인하여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기여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경제를 매개로 북한을 변화의 길로 나
서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발전 경로를 선택하도록 견인하는 남북경협을 정교하게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 지원을 넘
어 북한의 시장화와 개방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
4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기념 경축식사, 청와대 보도자료, 2018년 8월 15일.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303

기획세션 3-1
는 것이다. 끊어진 남북 경제의 맥을 다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시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경제통합을 실
현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궁극적으로 남북간 교통망·에너지망 연결과 산업경제벨트 구축 등을 통해 경제공동체
를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생활·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과 동북아가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 역내국가간 산업·인프라를 공유하고, 투자와 이익을 공유하려는 초국경적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북한과 중·일·러를 포함하는 환황해, 환동해 신산업벨트 및 북방·접경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허브로 개발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
제통합 진전은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동북아 유통망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한
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지, 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차원의 물류와 에너지망이 구축될 경우 북방대륙으로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
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경제교류의 혜택을 나누면서 동북아 전체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응집된 에너지를 동북아 각 나라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
도 구상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나감과 동시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공간적 활로도 모
색해보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II.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전략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남북간의 기존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
목해야 할 합의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10.4 합의이다. 이 합의 이행문제는 2018년 4월 27일 문
재인-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 제1조 6항에서 재확인되었다. 즉,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
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아가 남북 정상은 세
번째 회담에서 도출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도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이 선언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2조 ① 항 즉,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한 부분이다.
그리고 ② 항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
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한 부분도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의 중요한 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서해경제공동특구와 금강산과 동해관광공동특구는 앞으로 환서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
권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중요하게 다뤄지는 추진전략은 능동적인 경협추진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수동적으로 경협 재개의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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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과 여건 마련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를 병행적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고, 이는 ‘안보와 경제의 유연한 연계’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핵 문제가 단계적으로 진전되는 상황
에 맞춰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 가면서 평화-안보-경제가 선순환되는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경제
협력 사업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함께 도모하면서도 남북간 상호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
로 추진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
발협력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전략은 시장협력과 경제벨트 및 부문별 사업의 상호 연계를 도모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시장화 촉진과 관련한 핵심 고리인 소비-유통-생산(공급)과정에서의 우리 측
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상당수가 수입품임을 감안해 우선 남북 교역(위
탁가공교역 포함)을 통해 한국산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북한 경제특구‧개발구 진출을 통해 북한내 시장과의 연계
를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철도‧도로 등 육로 물류교통망 개설과 함께 통신 등 인프라 연계를 모색하고자 한
다. 중장기적으로 경제벨트 간 연계, 산업단지와 물류‧교통‧관광 및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 등의 연계 개발을 추진
한다. 북한 인프라 구축계획은 각 분야별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철도, 도로,
가스, 전력망 등 교통·통신·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추진전략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지역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
방 초기 모델인 ‘점(특구, 개발구 중심)→선(기반시설, 철도도로통신 연결)→면(경제산업벨트 조성) 확대’전략을 적용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생산·소비양식, 시장질서, 사회문화생활양식의 확산이 이뤄지게 하고, 중장기적
으로 남북 협력지역을 글로벌 교류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인프라 건설 등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기 때
문에 민생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국제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점
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북핵 문제 해결이나 민생, 인도적 차원의 사업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삼림,
보건의료, 환경, 자연재해방지 분야 등 보편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적 차원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도 하다. 식량난, 전염병, 전력난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인도
적 문제 해결과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의 사업들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초기 이행단계에
서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경협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견인
을 위한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관계 발전, 국민적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모색→재개→본격화｣ 순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모색단계에서는 삼림, 철도도로 연결, 전염병 예
방 등 국제제재와 상충되지 않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재개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등 기
존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화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제재 완화를 전제
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기본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경제발전 전략에 적극 호응하면서 역내 국가들간 다양한 방식의 양
자, 다자간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중
인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사업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및 산업협력
분야에서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우리기업 공동참여,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물류망, 전자상거래 및 통관원활화 정책
을 활용한 내륙지역 진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만나는 환동해권에서 우
선적으로 관광, 물류 및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훈춘, 투먼, 단동, 러시아의 자루
비노항 그리고 북한내 나진과 청진을 연결하는 환동해물류센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에서 강력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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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이곳에 한국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는 아시아
와 유럽을 내륙으로 연결하는 ‘실크로드경제벨트(一帶)’와 해양으로 연결하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의 줄임
말로 쓰이고 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지역을 개발하고 한반도를 교두
보로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대외진출 전략인 新동방정책을 추진해왔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에너
지원이 부족한 한국·중국·일본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며 현지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한
국, 중국, 일본의 상품진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인 환동해권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디딤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이른바 3통 사업(송전망, 가스관, 철도연결)에 상당한 이행
의지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 신동방정책은 극동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향한
에너지 수출 거점으로 삼고 물류 루트 중심지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접점 모색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중국, 러시아, 몽골이 합의하여 추진 중인 중·몽·
러 경제회랑과의 접점을 찾아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하는 산업·인프라 협력이 요구된다. 중국은 新유라시아 대륙교
(몽골-중국-러시아 3자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초월한 인프라 연계건설을 추진하여 중요한 단계적 성
과를 확보해놓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3성, 극동 연해주 지역을 통과하는 동북아경제회랑을 한국 주도로 만들고 이를
중국-몽골-러시아로 향하는 회랑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 가운
데 하나로서 교통인프라, 통상구 건설 및 세관·검역관리, 생산능력(산업) 및 투자협력,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 생태
환경 보호, 지방 및 접경지역 협력 등 7개 분야 총 32개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무엇보다 새로운 남북경협 방식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간 지속되는 동
안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크게 심화되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발전도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
한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9년 동안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경협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시장화 진전, 과학기술 발전 수준 등 내부 변화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측은 우리
측 민간기업인 등을 만나 자신들의 경제가 이전보다 발전했고, 현대적 기술습득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
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맞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경협방식은 생산
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요
소를 혁신적 방법과 새로운 발상을 통해 결합,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남북
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관광자원과 남한의 서비스업 경험을 접목한 새로운 차원의 관광산업 진흥 등도 적극 도모할 가치가 있다. 남
한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의 실험, 새로운 기술의 적용, 신기술 인프라의 구축 등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북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 신약 개발, 드론·무인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이 될 기술들의 개발 및 상용
화를 앞당기기 위해 북한을 활용해야 한다. 남북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공동으로 자원분야 협력을 추진하
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 강ㆍ하천, 산림, 수산자원 복구 및 복원 지원 사업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경협사업으로 발
전시켜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의 참여주체 다양화, 민‧관 경협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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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시장 확산 등 변화 양상을 반영해 시장 원리에 기반한 민간 주도의 남북경협 심화를 추구하고, 정부는 제도·
인프라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야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
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III.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방안
1.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기본방향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가 접경지역 평화벨트구상이다. 평화벨트(peace belt)는 교류협력을 통
해 평화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정되는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DMZ), 접경지대를 포괄하고 있
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제2조 1항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평화수역조성 계획
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고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지속가능한 평화
체제 구축을 촉진하고,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우선 접경지역은 국토의 중심지대에 위치하여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며, 주요 교통망의 통과지역으로 남북간의 공동
개발이 용이함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재해의 공동 대처, 역사적 유적지의 공동발굴
및 보전,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5 남북 접경지역의 경계는 비무장지대
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 남쪽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으
며, 이 지역은 민통선북방과 남방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53.7.27) 에 의
거 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씩 군사시설을 후퇴시킨 지역(약 907㎢)이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북한의
접경지역은 우리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지역에 (20㎞ 정도) 민간인의 여행이 제한되는 지
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통시설로는 국도 6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 철도 4개 노선이 있으며
현재 국도 1호선과 경의선 철도 그리고 국도 7호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어 있다.
평화벨트(Peace Belt)의 개념은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상황에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를 견인 내
지 조성하는 지대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벨트는 평화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에
서 특별히 설정되는 공간인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킬 목적에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설치되는 국가정책적 공간이다. 평화벨트의 범위는 비무장지
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목적과 기능은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지역이며, 세계가 함께 만나는 화합
과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지대이다.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강조될 수 있다. 우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과 민
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접경지역에 평화지구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화적인 협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전체제에
서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화합의 시대에 맞도록 이용체제를 전환하여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기반조성을 하는
5

김영봉,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동이용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20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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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군사작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대륙과의 연결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는 이 지역에 평화지대 설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평화벨트 조성의 기본 방향으로서 우선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종합적 전략과 계획 아래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무장지대가 남북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뿐 아니라 동북아
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접경지역 거주 남북한 주민들의 분단에 따른 고
통을 최소화, 지역 거주 남북한 주민들의 호혜적 이익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추
진하기 용이한 관광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생태관광, 교육, 의료, 금융 등)의 거점
으로 개발할 수 있다. 넷쩨, 민족공동체 회복차원에서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남북한 공통의 역사적 유적지의 공동
발굴, 보전 및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한반도 중심지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섯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동
시에 추진하고,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참여를 최대한 견인해 평화의 혜택과 이익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한강하구 이용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해운협력이 필요하다. 기본방향으로서 먼저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남북한 항
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증진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구 및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남북한
서해연안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국토이용을 도모하며, 우리측의 주요 도서와 북한
의 연안지역에 대한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생태계 우수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 넷째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 유적지의 공동조사 및 보전 작업을 통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
취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간접자본의 근본적인 확충과 한강하구의 경제수로 개발, 그리고 자유통항 및 공동이용을
위한 경제특구화 추진 등 종합적인 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구상들과 단계별 추진방안6
DMZ는 한국전쟁 당시 19개국 젊은이의 피와 넋이 서린 지역이며, 문화와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유네스코 세계복합
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두 유산의 성격을 아우른 복합
유산 세 가지로 나뉜다. DMZ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춰 국내 첫 복합유산이 될 만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2018년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DMZ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일원의 국제적 자연생태보존지역 지정을 먼저 요청했다. 이 때문에 DMZ
는 남북이 세계유산에서 공동 등재를 추진할 1순위로 거론된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4㎞ 폭의 DMZ는 한반도 휴
전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한국전쟁 뒤 사람들의 출입 전면 통제돼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각종 1
급수 어류 포함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이 다수 서식한다.

6 통일부, 『DMZ 평화협력국제포럼』 자료집, 2018년 11월;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DMZ발전방향의 모색』,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추계학술회의 자료집, 2018년 10월 31일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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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이 2014년부터 4년간 이 일대 세 권역(동부해안·동부산악·서부평야)의 생태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DMZ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929종이 서식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급(CR)’으
로 분류한 사향노루(천연기념물 제216호)를 비롯해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산양(천연기념물 217호), 담비, 돌상어, 날개하늘나리 등이다. 자연유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해 평화통일을 이룩하더
라도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잘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전쟁의 접전지이고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각종 군사시설이 존재해 문화유산의 성격도 지닌다. 궁예가 10세기 강원도 철원에 세운 계획도시 태봉국 철원성도
군사분계선에 걸쳐 있다. 철원 태봉국 도성의 남북한 공동 조사도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7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을 논의했던 판문점 일대를 관광 자
원화해 국민과 외국 관광객이 역사적인 현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상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
다. 넓게는 DMZ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한반도 관광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할 필요도 있다. 남북평
화 기조에 발맞춰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평화의집·도보다리 등 의미가 깊은 남북정상회담 주요 지점들을 관광 자원화 남북정상
회담의 발자취를 따라 관광코스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4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군
사분계선을 비롯해 평화의집, 소떼길 기념식수, 도보다리 산책 등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동안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공동대응, 임진강 유역 산림녹화사업을 수해방지 사업과 연계,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한강하구
지역 공동이용 및 개발, 통일경제특구조성, 도로, 철도, 항로 연결사업 등 접경지역 및 서해바다의 육로, 해로개척,
항만공동이용 등 추진, 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지구조성 방안으로서 관광, 산업, 물류형 교류협력지구 조성, 국토경
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이 대표적인 제안들이다.
DMZ·접경지역 평화관광사업화 구상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평
화관광 상품화와 관련한 관광, 공연, 전시, 회의, 상업 등 복합관광단지화 추진, 비무장지대에서 한류 아이돌 공연, 문
화예술축제, 예술단 정기공연 등 추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글로벌 이벤트 유치, 비무장지대 및 서해바다 생태평
화공원 조성, 북한 서해연안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방안으로서 해저자원 공동탐사 및 관광자원 개발연계, 바다목장
조성, 역사문화관광으로서 궁예도성 발굴복원 동시 추진, 한강하구지역 평화관광뱃길 개장과 관련해 한강하구 유람
선, 연안크루저관광 등 추진, 비무장지대의 다양한 생물들, 천연기념물, 분단상징물 등을 보존, 전시하는 세계적 수
준의 박물관 건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구상들을 참고하면서 DMZ·접경지역을 단계별로 보존 및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는: 비무장지대 홍수,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의 대응 등을 통해 상호신뢰구축을 하는 단계이다. 무엇보다 남북한 군당
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는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 서해바다 생태계 파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 및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생태자원, 역사문화유산 공동보전 및 공동활용방안 마련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남북한 협의에 따른 관광교류협력지구 지정, 생태관광프로그램 공동개발,
7

“남북 첫 세계복합유산 DMZ 첫 발 떼나”, 『아시아경제』, 2018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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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 생태관광 및 전시컨벤션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지식공유를 통한 북한 인력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단계이
다. 4단계는 생태관광단지인프라(도로, 철도, 통신 등)와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산
업 인프라의 연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고, 5단계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관광중심지, MICE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
는 방안이다. 6단계는 비무장지대 안 일부 지역을 4차 산업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의 핵심거점으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여러 주제 중 UAV(드론)를 이용하여 지뢰제거, 생태계 보호, 공사기간
단축, 공사비절감, 현장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IV. 결론
2018년 역사적인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따라 도출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지속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커다란 진전을 위한 토
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별히 남북한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에서의 평화지대화 시도는 분단된 국토를 통합해 주
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을 뿐아니라 평화지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
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다.
최근 남북관계가 정체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DMZ의 평화지대화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남북접경지역에
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토의 공동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간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과 충돌로 인해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와 귀중한 역사적인 유
산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고, 상습적인 수해로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이제는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에 따라 이
런 문제들도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가능한 남북간 긴장완화 및 상호신뢰 구축이 필
요하며 이와 동시에 당면한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
전되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평화협상 등이 추진된다면 남북한 공동
의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산되고, 실천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서해접경
지역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와 활용문제도 남북한이 함께 논의한다면 서해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거듭 태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한 해운합의서를 재확인하고, 남북 해상운송 및 항로 개설, 해상사고시
상호협력, 선박의 통신,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남북해사당국 간 협의기구 구성·운영문제도 조기에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남북 간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와 공동의 추진체계를 정비해 DMZ·접
경지역의 평화지대화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뒷받침해야 한다.
DMZ·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초기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환서해,
환동해경제벨트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은 한반도에서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정
착과 관광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철도, 도
로 등의 인프라 연결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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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ment of the Border Region

LIM Eulchul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I.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Visions and Core Policies1
1. Visions: The Opening of Economic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ge of Northern
Economy
The Moon Jae-in Government recognizes the expansion of economic domains as an urgent task for us
who cannot find a breakthrough for the blocked growth drive amid its ever-deepened economic crisis. It
may be true to North Korea. We can find ways for solving the problem of bread-and-butter economics,
depending on how we can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at means both South and North Korea can have a better life by creating a community first and not by
being entangled with political unification.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contains
visions and direction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 Northeast Asia as cor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ogether with the 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This Initiative is to find a way out for South Korea’s trapped-in economy, like an island amid a land due to
the national division, by expanding its economic domain to North Korea and to the Northern Continent.
By doing so, a new driving force for growth can be explored, and, based on this, the peace settlement
and mutual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can be achieved. These are evaluated as President Moon Jaein’s vision for unification and economy, and furthermore, as his blueprint of the future toward which
South Korea must move.
President Moon announced this Initiative for the first time on August 15, 2015, when he served as the
Representative of Democratic Party, by expressing it as South Korea’s new dream, on the occasion of
100 years since its liberation. His belief is that a new future of the two Koreas can be made through cooperations together with the Continent in the North.

1

b
 ased on the following article: Lim. Eul-Chul,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 Peninsular and a Plan
to build a Peace Belt in DMZ·Borderland,” 『A Study on Borderland Unification』, Vol.2 No.2, Winter, 2018(Consecutive No. of V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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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is Berlin Address, President Moon revealed that “The two Koreas divided by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re to be connected newly by an economic belt, and an economic community for co-prosperity of
the two Koreas will be realized. The once-cut-off railway of Inter-Korea will be connected again, and so
the trains departing from Busan and Mokpo will run to Pyongyang of North Korea, to Bejing of China, and
then to Russia and Europe. Several cooperative project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connection of
gas pipes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can be executed.”
In his speech celebrating the 73rd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Day in 2018, President Moon emphasized that “Our economy can have a new leap-off when we make the dream of Peace Economy
and Economic Community come true.” He proposed ‘The East Asia Railway Community’ of 6 counties
in Northeast Asia and USA, while emphasizing that this community would enlarge our economic horizon
to the Northern Continent, and, by serving as a main artery of co-prosperity of Northeast Asia, would be
expanded as Energy Community and Economic Community.2
2. Core Policies and Goals
(1) Core Policies: Cooperations for 3 Major Economy·Peace Belts and for ‘One Market’
This Initiative is based on the 4 core policies: The 3 main Economy·Peace Belt Initiative to promote a balanced better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Korean East Sea Rim·Korean West Sea Rim·Borderland,
and to secure the growth potential through a strengthened connectivity with North economy; Promotion of market expansion by gradually removing restrictive elements for free movement of inter-Korean
products and production inputs; Welfare promotion of the entire residents of the two Koreas through
such a market expansion; and The ultimate formation of ‘Cooperation for One Market.’ In the short run,
it aims to activate domestic markets of North Korea and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of its entire market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t moves toward the market integration for comsumer goods and
production inputs.
The 3 main Economy·Peace Belt Initiative is composed of concrete action plans as follows: ‘Construction
of Tourism·Energy·Resources Belt at the East Sea Zone’ to link the seashore of the East Sea and Russia
through the two Koreas’ joint development of Mt. Geumgang and Wonsan (for tourism), Dancheon (for
resources) and Cheongjin-Naseon Area (for industrial complex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Industry·Logistics·Transportation Belt’ by connecting the Metropolitan Area (Seoul-Incheon-HaejuGaesong),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Pyongyang·Nampo·Shineuiju, by remodelling of Gyong2 President Moon’s speech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Liberation Day and of Government
Formation, Blue House Press Release, Aug.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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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 Rail Road and by constructing the Seoul-Beijing Express Highway networks; and Construction of
Tourism Belt of Mt. Seorak·Mt. Geumgang·Wonsan·Mt. Baekdu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DMZ
Ecology·Peace·Security Tourism Zone.
First, the scheme of Korean East Sea Rim Economic Belt is to form the Belt of Tourism·Transportation·Energy·Resources centering around the shore of the East Sea. It includes an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project linking Mt. Seorak area (Mt. Geumgang and Pyongchang included) to Wonsan;
Rajin-Hassan Logistics Partnership; Dancheon Resource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Trilateral
Energy Project of South Korea·North Korea·Russia.
Mt. Geumgang Tourism Project is the one we experienced before, and Dancheon Resources Development Cooperation is a success case at its initial stage. Rajin-Hassan Logistics Partnership was implemented as a part of Park Geun-hye Government’s ‘Eurasia Initiative’ and then stopp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 Therefore, these are the projects that can be started again once the politico-security situation improves.
If some projects have still significance and value, even though they were promoted by previous governments, they will be succeeded and developed.
While thinking about the reopening of Mt. Geumgang Tour and a mid-long term visions of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laying a foundation of peace in East Asia, transcending the scope of the Korean Peninsular. Thoug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the parties concerned in Mt. Geumgang Tour
Project, it is also needed to plan a cooperative work in the direction of sharing peace and prosperity with
neighboring countries under the consideration of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3
Second, the scheme of the Korean West Sea Rim Economic Belt is to form the West Seashore Belt of
Industry·Logistics·Transportation by connecting the Metropolitan Area (Seoul-Incheon-Haeju-Kaesong),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Pyongyang·Nampo·Shineuiju, by remodelling of Gyong-eui Rail Road
and by constructing the Seoul-Beijing Express Highway networks.
In addition, this scheme includes the reoper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formation of Common West Sea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construction of Korean West Sea Rim Logistics Network which will link the East Sea Comprehensive Logistics Network to several Chinese cities.
3

“The Long-Term Vision on Mt. Geumgang Tour: from Korean Peninsular to Korean East Sea Rim,” ed. by Giseok
Kim, Bo-hyeok Seo, and Young-hun Song, 『Mt. Geumgang Tour Project: Reflections and Tasks』(Guacheon:
Jin-In-Jin, 2018), p.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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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scheme is to make the Peace Belt at the borderland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Gyonggi
Province, running through DMZ from the estuary of Han River. Though Park Geun-hye Government
attempted a project of DMZ Peace·Ecology Park, such a project failed due to the worsen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 Peace Belt Project at the borderland is a necessary work even for developing the retarded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and the borderland of Gangwon Province. Moreover,
these areas are rich in the potential of ecology and history tourism. There is also an unlimited need for
Peace and Security Tourism.
If the military tensions around the DMZ are eased and if measures for trust-build are taken, an Inter-Korean Joint Mart can be opened at the DMZ borderlands. This can lead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et-up of ‘The Unified Special Economic Zone.’ In his speech celebrating the 73rd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Day in 2018, President Moon reconfirmed that ‘The Unified Special Economic Zone’ would be
installed at the borderland of Gyonggi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if the military tensions are eased
and the peace is settled.4
Until now, North Korea’s domestic markets have been greatly expanded. We must seek ways for economic cooperations to integrate the inter-Korean economy through the medium of such markets. In
other words, we need to promote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s in the aspect of facilitating North
Korea’s economy into a market-oriented one.
First of all, we should restart the trade of processing and assembling materials focusing on consumer
goods with North Korea, which showed its positive results in the active promotion in the past. We should
support North Korea’s factories producing daily necessities with South Korea’s technology, facilities, and
raw materials. We should also actively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of joint resources exploitation.
If the two Koreas expand the scope and target of cooperations gradually, it becomes inevitable to have
economic links with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and the far-eastern part of Russia. When combined
with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Russia’s New Act East Policy, the entire region can enjoy
peace and co-prosperity. That is, the divided Koreas can be connected by economy, and the Korean
Peninsula’s one united economy sprawls toward North to meet the economy of Eurasia.
In short,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contains the vision of realizing economic
unification by forming the so-called ‘H Economic Belt’ connecting East to West and South to North, by
linking the Road·Railway·Tele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a medium·long term base, and
4 President Moon’s speech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Liberation Day and of
Government Formation, Blue House Press Release, Aug.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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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tegrating the two Koreas’ markets and systems.
The idea of constructing the so-called ‘H Bel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planned in three
formations: In the East Sea Zone, the belt of economic cooperation focuses on tourism from Mt. Geumgang to Russia, and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Along the West Seashore running from the
Metropolitan Area up to Shineuiju, the belt of economic cooperation focuses on Manufactur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In the DMZ, the belt of economic cooperation focuses on environment and Tourism.
The retarded borderland of the two Koreas can enjoy economic benefits when it is transformed as the
Unified Special Economic Zone. In addition, The Special West Sea Belt for Peace and Cooperation can
be formed, which includes the Inter-Korea Joint Fishing Zone or the Peace Water Zone. The short-term
action to be taken first for this scheme is to normaliz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f circumstances
allow under the conside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to reopen the Mt. Geumgang Tourism.
(2) Core Goals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contains the goals to create the new growth drive
of South Korean economy and to generate jobs through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activate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s. Securing Korean Economy’s new growth drive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life quality of all resident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xpected that major problems faced by Korean economy, such as job shortage, aging of population,
low birth rate and the lost growth drive, can be solved through new possibilities generated from the
formation of mutually complementary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two Koreas. Such possibilities come
when we set up the strategy of utilizing the geo-economic value of North Korea to the maximum for the
national existence of South Korea and for the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s tasked with inducing North Korea
to innovation and open policy in order for North Korea to be recognized gradually as a normal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It is important to lead North Korea to the Road of Change with the economy as a medium, and
to promote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relation to this, it is needed to set up and execute an elaborate plan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ich enables North Korea to choose the normal development route through its own innovation
and open policy. Her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which transcends the one-way aid,
is required to help North Korea’s economy to be market-oriented and open, and to induce its economic
system to be shifted.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315

Parallel Session 3-1
It is also an important goal to create one-market economy by reconnecting the broken line of inter-Korean economy, and ultimately, to realize an economic integration in true sense. When a community of
economy is formed through constructing inter-Korean networks of transportation and energy as well as
a new belt of industry and economy, one community of life and culture can be born.
Another important goals are: to share industries and infrastructures inter-regionally for the two Koreas
and Northeast Asia to grow altogether; and to construct a cooperative mechanism transcending the
national borders for sharing the investment and interest.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dvanced as a
center of the Northeastern economy by forming new industrial belts in the Korean East Sea Rim and the
Korean West Sea Rim and in the Northern Area and the Borderland including Nor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It is to develop the Korean Peninsula as the hub of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by taking the initiative in forming the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creat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The progress of the integrated economy of the two Koreas will expand the domestic market and also bring the effect of a direct linkage to the Eurasian Continent through
the networks of Northeast Asia. The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dvanced as a center of economy
and logistics in Northeast Asia.
Moreover, the network construction for logistics and energy would be a stepping stone to upgrade Korean economy’s growth potential drastically through the build-up of a network connecting to the Northern
Continent.
Profits at a significant level can be generated through economic cooper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on the base of such cooperations, visions and benefits of economic exchanges can be shared with
neighboring countries. By doing so, the economic cooperations in the entire region of Northeast Asia can
be raised to a higher level.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concentrated energy center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to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in each country of Northeast Asia through active promotions of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hich can replace the military tensions of Northeast Asia.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r starts from the critical mind that the tightly blocke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broken up and, at the same time, that a spacial way out
should be sought for Korean economy which has not found any breakthrough yet.
II. Strategies to Promote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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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strategy to realize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implement the inter-Korean agreements already concluded. The agreement worth noting in relation to this
matter is 10.4 Agreement drawn from the Inter-Korean Summit Meeting in 2007.
The matter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was reconfirmed at the Article 6 of Clause 1 stipulated at
Panmunjom Declaration derived from the Summit Meeting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Chairman Kim Jeong-eun held on April 27, 2018.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cided to implement actively the projects already agreed under the
10.4 Declaration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common prosperity, and to take
practical measures firstly to connect, modernize and utilize the roads and railways of Donghae Line and
Gyongeui Line.
Furthermore, in the September Pyongyang Joint Communique derived from the Third Summit Meeting
of the two Korean leaders, they agreed to enhance more exchanges and cooperations on the base of
reciprocity and common good and prosperity, and to take practical measures also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phrase worth noting most in this Declaration is Article 1 of Clause 2, stipulating that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ll have a ground-breaking ceremony within this year to connect the roads and railways
of the East Sea Line and the West Sea Line. Also, Article 2, stipulating that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ll first normaliz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Geumgang Tourism Project if conditions
allow, and will discuss the issue of forming the Special West Sea Joint Economic Zone and the Special
East Sea Joint Tourism Zone.
This statement can be evaluated as an important step to realize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Special West Sea Joint Economic Zone
as well as Mt. Geumgang Tourism Project and the Special Eest Sea Joint Tourism Zone will play as core
footholds of the West Sea Economic Rim and the East Sea Economic Rim.
The secondly important strategy is to form an environment enabling to promote self-driven economic
cooperations. Instead of waiting passively for the time to reopen the economic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xplore actively cooperative projects that can be pursued within the big frame of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promoting steadily the negotiation on denucleariz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ert more efforts pro-actively to create environment and conditions favorable to realize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hird strategy is to develop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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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in parallel, which is also an attempt ‘a flexible link between security and economy.’ It is an endeavor to construct a relationship of peace, security and economy running in a virtuous circle, along with
a gradual accumulation of mutual trust, which will be executed considering the step-by-step progress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e promotional direction is to seek economic benefits using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as its medium, to ease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increase
peaceful co-existence. The first priority in this strategy, however, should be given on the humanitarian
aid projects and developmental cooperations which can minimize the impacts o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oward North Korea’s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group.
The fourth strategy is to seek a mutual linkage among cooperations in the market, the economic belt
and projects by sector.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expand our role in the process of consumption–
distribution-production(supply) which is a core chain related to the fast shifting of North Korea’s economy into a market-oriented one. Considering that a large portion of goods distributed at the markets in
North Korea are mainly imported commodities, we plan first to expand the supply of ‘made-in-Korea’
goods through Inter-Korea trade (including the business of processing and assembling materials), and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with the domestic markets of North Korea by advancing into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and Development Zones.
First of all, we will seek the connection of infrastructures including telecommunication, together with the
opening of the network of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by land such as railways and roads. In a medium
and long term, we will promote a connected development in that the economic belts are connected, the
industrial complexes are developed with the linkage of special zones for logistics, transportation, tourism,
as well as of train stations. The plan to construct North Korea’s infrastructures is not approached separately but pursued in a package form, which is desirable for cost saving, by combining infrastructures
of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 and energy such as railways, roads, gas pipelines and electricity
networks as one package.
The next important strategy is to expand gradually cooperation regions and targets centering around
footholds, by applying Chinese early model for innovation and open policy which is an expansion strategy
of ‘Dot (focusing on special zones and Development Zones) → Line (infrastructures, connecting railways,
roads and telecommunication) → Plane (formation of economic and industrial belts). Through such a process, the capitalistic patter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market order, and socio-cultural-living style
can be expanded, and in a medium and long term, the Inter-Korea Cooperation zones can be cultivated
as global exchange bases.
Since the constructing infrastructures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time, the strategy to start projects
which can contribute to people’s life and unification is also needed. Though the plans should be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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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gradually step by step considering international politics, the solution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or projects related to people’s life or humanitarian aids need to be done first. The generally acceptable
projects are forest build-up, public health and medication, environment, and the prevention of natural
disasters. These are the project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 at the level
of North Koreans’ survival. Projects to solve humanitarian problems of the residents in North Korea who
suffer from food shortage, infectious diseases, and shortage of electricity and pla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both Koreans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at the early stage of implementing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strategy of leading
North Korea to have a desirable change through gradual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onsidering comprehensive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the consent of the general public, this scheme can be executed
gradually in the order of “groping → resuming → accelerating.” At the phase of groping, projects not
contradict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such as forest restoration, railway connection, and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re to be promoted. At the resuming phase, the existing projects of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Mt. Geungang Tourism can be expanded and
carried out. At the phase of accelerating,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can be
implemented at full swing under the condition of a high level ease of sanctions.
Fundamentally,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can generate visible results when
various form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among countries within the region
are unfolded while responding actively to the neighboring country’s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Hence, first of all, we should seek ways to connect our projects to the Chinese schemes based on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which is under promotion by China at the national level. Concretely speaking,
we can consider Korean companies’ joint participation at major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domains of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cooperation, logistics networks including the trans-Eurasia Railway, and the
advancement into the inland areas by utilizing policies on e-commerce and smooth clearance. We can
start cooperations in the domains of tourism, logistics and industry first at The East Sea Rim Zone where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Russia’s Act East policy meet. For example, the development of
East Sea Rim Logistics Center is under promotion connecting Hunchun, Tumen and Dandong of China,
russia’s Zarubino Port, and Rahjin-Cheongjin of North Korea. It is necessary for Korean companies to advance more actively into this region rising high as a powerful center for logistics 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Here, One Belt One Road means ‘The Silk Road Economic Belt’ connecting Asia to Europe by inland
and ‘The Marine Silk Road of the 21st centur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est use of Russia’s Act East policy. Russia has executed Act Eas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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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an active strategy for developing its retarded Far-Eastern part and for advancing overseas (Asia
and the Pacific Ocean) utilizing Korean Peninsula as its bridgehead. The Far-East part of Russia is an
attractive market for Korea, China and Japan whose energy resources are not sufficient. The income of
the residents in this area has been increasing, and hence, this is a place where Korea, China and Japan
are struggling to advance their commodities into this market.
In order to speed up the formation of The East Sea Rim Economic Zone, which is the core axis of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with Russia’s Far-Eastern part is very critical.
Hence, President Putin’s Act East Policy can be used as a stepping stone for realizing the scheme of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since Russia reveals his strong will to carry
out the so-called 3 Channel Project (connection of transmission network, gas pipe, railway), we must
make the best use of it. The Russia’s Act East Policy is a plan to make its far-eastern part a base camp
to export energy toward Asia and to grow this area as a center for logistics routes.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the touching point to meet the Economic Corridor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executed recently by the agrement of these 3 countries. By doing so, we should have a cooperation in industry and infrastructure with them to link Korean Peninsula to Northeast Asia.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New Eurasia Continent Bridge (the Three Party Economic Corridor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China has promoted the linke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ranscending nations and regions,
and secured some important gradual achievem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take an initiative to create the Economic Corridor of Northeast Asia running through Korean Peninsula, 3 provinces in Northeastern China and Maritime Province in
the Far-East of Russia, and to set a strategy to connect it to the Economic Corridor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At the Economic Corridor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as one of 6 Economic Corridors
constructed under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32 cooperative projects in 7 sectors are now in
progress. They are: construct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and trade districts, management of
customs and quarantine, cooperation in (industrial) production capacity and investment, cooperation of
economy and trade, human exchange, protec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cooperation in rural
areas and borderlands.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Korean Peninsula requires a new mod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 As the frozen inter Korean relationship lasts for a long time, North Korea’s domestic
markets have been greatly furthered, it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been substantially advanced.
Under such situations, the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by a new paradigm.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last
9 years of its suspension. Especially, a new approach is needed considering North Korea’s domestic
changes such as the growth of domestic market-oriented economy and the advancement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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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echnology. North Koreans meet South Korea’s private business people and propose to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meeting the ever-increased level of North Korean people due to their enhanced
economy and their elevated expectation on learning modern technology.
The future mode of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focused on maximizing productivity and effects and
generating new added values. The joint growth of the two Koreas can be possible when various factors
of both Koreas are combined in innovative methods and through new creative ideas, new products and
services are generated, and then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s secured.
It is also valuable to promote actively the tourism industry at a new level by combining North Korea’s
tourism resources with South Korea’s experiences on service business. Another valuable attempt is to
utilize North Korea to the maximum as a test bed for what South Korea needs, such as the trials of innovation,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and construction of new technology infrastructures. North Korea
should be used to advance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core technolo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new drug development, drone, and unmaned autos. At the level of strengthening mutually beneficia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is also needed to promote cooperation
in resource sector. We can start with the projects to restore North Korea’s rivers and streams, forests
and fishery resources, and then develop them gradually into cooperative economic busines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North Korean living. Along with this, domestic changes of North Korea will be reflected by diversifying the parties participating at economic cooperation,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of private-public economic cooperation, and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in North Korea
in order to deepe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led by private sector based on the market
principl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stabilize the found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supports for systems and infrastructures. When all these efforts are combined, we can realize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Korean Peninsula earlier.
III. Measures to Build a Peace Belt in the Borderland
1. The Cardinal Direction of Building a Peace Belt in the Borderland
One of th core policies of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Korean Peninsula is to form a peace belt at
the borderland. The Peace Belt is a special space to be established to create and expand peace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s, and it includes DMZ and the areas on the border line between the two
Koreas. The plan to make DMZ a peace zone and to form the West Sea Peace Zone, stipulated at Article
1 of Clause 2 in the Panmunjeom Declaration agreed by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on April 27, 2018,
can play a critical role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in Korean Peninsula. The important task will be to help
the peace belt at the borderland to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sustainable peace system ultimate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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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lay a role as a core axis of prosperity.
First, the borderland is situated at the center of the Peninsula, and hence, has a great potential for development. Since major transportation networks run through this area, the inter-Korea joint development is
easy. This place can be also defined as a region enabling us to activa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use natural resources of the land effectively, to take joint measures against disasters, to carry out
projects for joint exploration and preservation of historic relics, and to work together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environment.5
The scope of the inter-Korean borderland is defined as a space in and around the DMZ, and its southern
part runs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up to the Military Establishments on Reservation, which is
composed of the areas of protecting military facilities located in the south and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The DMZ is a region (about 907㎢) where all military facilities were pulled back 2㎞ to south and to
north from the Truce Line according to the Truce Agreement (‘53.7.27), and it is manag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s for the northern part of DMZ, it is understood that there is no regulations like
ours, but that civilian travels are not allowed up to a certain line (about 20㎞) for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s for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re are 6 National Road lines, 6 Local Road lines, and
4 Railways. At present, the National Road No. 1 and Gyeongeui-Line of Railway as well as the National
Road No. 7 and East Sea-Line of Railway are connected.
The concept on Peace Belt can be understood as a space to induce or form peace by easing the inter-Korean tensions under the peculiar situation the Korean Peninsula is faced with. The Peace Belt is
a specially established space to generate and expand peace. It is a space established intentionally and
consciously by the nation to realize the national policy of creating peace in the area covered with military
tensions, and at the same time, of enhancing the peaceful mood based on such creation. The target of
the Peace Belt range is DMZ and the borderland of the two Koreas. Its purposes and functions are to
establish this space for peaceful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and to make it a symbol of
reconciliation, prosperity and peace through meeting peoples of the world.
The necessity for constructing the Peace Belt can be emphasized in various levels. First, the formation of
a peace district at the borderland, where the cooper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done easily, is
needed in order to restore mutual trust and to build up the national economic community through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ndition for peaceful cooperation by installing a space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s at the borderland where the military powers of both Koreas
are under confrontation. Third, the DMZ, which was installed under the armistice system, can be utilized
5 Kim, Young-bong, “Measures of Inter-Korean Joint Use for Peaceful Use of the Borderland,”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2), p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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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struct a peace system and to lay a foundation for unification by shifting its utilizing system to the
one suitable to the ag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fourth, It can help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the
retarded areas where their development has been limited because they were designated as military
operation zones, and improving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Fifth, The connection of railways and roads
between the two Koreas means the connection to the Continent in the North, and h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joint-manage the Peace Belt at this region.
As for the fundamental directions to form the Peace Belt at DMZ, first, we need to consider its systematic and gradual implementation under the comprehensive strategy and plan for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Korean Peninsula. Second, all promotions should be made to help the DMZ contribute to the
eternal settlement of peace in both Koreas and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Third, all
promotions should be made to minimize the sufferings experienced by the residents of the two Koreas
living in the borderland, which was accompanied by the national division, and to share their reciprocal
benefits. At its initial stage, we can begin with tourism which is comparatively easy to pursue, and then
develop this area as a bridgehead for highly value-added service industries worldwide (Eco-Tourism,
Education, Medicine, Financing, etc.). Fourth, at the level of restoring a national community, we can
consider several works including the joint excavations and preservation of historic sites of the two Koreas
sharing their common history. The historic sites scattered at the borderland can be resources for tourism
industry. Fifth, we should mobilize the potentials of the center area of Korean Peninsula to the maximum
on one hand, and, on the hand, we should pursue the nature-friendly land use through the preservation
of Nature. Sixth, we should carry out inter-Korean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and domestically, attract various private parties to participate at the projects to the maximum for
the sharing of benefits and interests generated from peace.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estuary of Han River, a marin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 is needed. As for the basic directions, first, the promotional focus should be on increasing the eternal peace
and harmony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easing the military tensions. Second, the North Korea’s
participation should be induced by carrying out the project first to activate exchanges and cooperations
at the borderland along the West Seashore and to increase joint benefits. Third, we should promote nature-friendly land use by preserving and using the beautiful environment of the Nature along the West
Seashore of both Koreas, establish measures to preserve major islands in South Korea and the seashore
areas in North Korea, and to arrange solutions to activate eco-tourism through the connection to areas
where their ecosystem are excellent.
Fourth, we should enhance the sense of the national community through joint survey and preservation
works on historic sites scattered at the borderland near the West Seashore. One step further, several
projects should be expanded gradually under the comprehensive master plan, such as the basic expan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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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cannel at the estuary of Han River,
and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econimic zone for free and joint use of ports.
2. Various Initiatives and Step-by-Step Promotion Plan6
The DMZ, a region where the blood and soul of youngsters from 19 countries were smeared during the
Korean War, deserves to be registered as UNESCO’s World Compound Heritage together with it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World Heritage is classified in 3 categories: the Cultural Heritage; the Natural
Heritage; and the Compound Heritage embracing the cultural and natural characteristics. Since the DMZ
is well ped with the two characteristics, many people support the assertion that the DMZ deserves to be
the first compound Heritage in Korea.
On October, 2018, Audrey Azoulay, the Secretary General of UNESCO suggested President Moon Jaein the joint registration of DMZ as World Cultural Heritage. At that time, president Moon requested first
that the region in and around the DMZ should be designated as the International Preservation Zone
for Nature’s Eco-system. That’s why the DMZ is mentioned as the first candidate to be registered as
World Heritage jointly by South and North Korea. The 4㎞-wide DMZ, cutting off the waist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is the symbol of cease-fir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Korean War, people’s
traveling in and out this area has been totally restricted, and hence, there is almost no environmental
pollutions or destructions. Many fauna and flora of the endangered species, including fishes living only in
the clean water of the first class, are inhabited here.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eco-system survey carried out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for 4
years from 2014 in and around 3 zones (the East Seashore, the eastern mountain area, the western field),
the DMZ is inhabited with 5929 species of wild living things including 101 endangered species. They
are: musk deer (Natural Monument No. 216) classified as CR by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Crane (Natural Monument No. 202); Red-capped Crane (Natural Monument No. 203); Goat
(Natural Monument No. 217); Marten; Gobiobotia brevibarba; and Siberian lily. A strong voice is heard
that this area should be well preserved without being developed even after the peaceful unification is to
be realized because it has sufficient value as the Natural Heritage. Since this area was the battleground
of the Korean War and is scattered with various kinds of military facilities which are the products of the
Cold War ideology. this area has the feature of the Cultural Heritage. The planned city Cheolwon-seong
6

M
 inistry of Unification, 『The International DMZ Forum for Peaceful Cooperation』 The Proceeding Book, 2018.11;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Borderland Unification, 『The Initiative on the New Economic Map of Korean
Peninsula and Groping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DMZ』, The Proceeding Book of Fall Conference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Borderland Unification,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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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aebong State established by Gungye in the 10th century is also in the part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t is also necessary to carry out the joint survey by the two Koreas on the city Cheolwon-seong of
Taebong State with the first priority.7
A positive evaluation is also needed on the idea of making the area in and around Panmunjeom as a
tourism resource, where President Moon Jae-in and Chairman Kim Jeong-eun of North Korea met and
discussed the matters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peace settlement last April, and, by doing so, of
allowing Korean people and foreign tourists can experience such a historic site in person.
In a wider scale, we may need to create a new cooperative model on the tourism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ctivated tourism endeavors at the borderland of the DMZ. In order to make the borderlands
of the DMZ as tourism resources alongside the basic trend of the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we
should pay a keen attention to the opinions of experts from all walks of life. We need to have discussions
on how we can make major meaningful spots, related to the Summit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 such as Panmumjeom, the House of Peace, and Dobo Bridge, into tourism resources, and
how to create tour courses following the footprints of the Summit Meeting. During the Summit Meeting
held last April, several spots such a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f Panmunjeom and the House of
Peace, and events such the Tree Planting of Commemorate the Road on which thousands of cows were
presented to North Korea, and the two leaders’ strolling on the Dobo Bridge became big topics.
Relating to the project to form the Peace Belt at the borderland, a variety of opinions have been raised so
far. Some representative proposals are as follows: Joint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al pollutions,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linking the Forest Greenification Project at the
water basin of Imjin River to the Flood Prevention Project; Designating the borderland as the Borderland
Biosphere Preservation Zone by UNESCO; the Joint Use and Development of The Estuary of Han River;
Forming the Special Zone for Unification and Economy; Linking roads, railways and navigation courses
one another; Exploring the ways by land and by sea at the borderland and the West Seashore; Promoting
joint use of sea ports; Forming the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Districts for tourism, industry,
and logistics at the borderland; and Forming Compounds for Green Industry, New Renewable Energy
and High-Tech Industry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land and to secure new growth
drive.
What is also worth noting is the discussions so far which are related to the idea of making the DMZ
and its borderland into regions for tourism business. The exemplary cases are as follows: Forming the
of Tourism Complex where tours, performances, exhibitions, meetings and commercial activities are
7

“Taking the First Step for the DMZ, the First World Compound Heritage of the Two Koreas?,” 『Asian Economy』,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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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olded along with demilitarization of Panmunjeom and commercialization of peace tours; Staging The
K-Pop Idols’ Performance, the Culture and Art Festivals, and the long-term performances by Arts Companies; Attracting the worldly famous global events; Forming the Parks of Ecology and Peace in the DMZ
and the West Sea; Developing tour courses linked to the West Seashore by joint exploration of the under-sea resources and tourism resources; Forming the Marine Ranch; Exploring and Restoring Gung-ye
cities for History and Culture Tourism; Opening the Waterway for Peace Tourism at the estuary of Han
River, and Operating the Pleasure Boats and the Seashore Cruise Tours; and Constructing the WorldClass Museum for preserving and displaying DMZ’s various living things, the Natural Monuments, and
symbols of the national division.
Based on the various ideas presently discussed, we can preserve and use the borderlands of the DMZ
step by step. The first step is to construct mutual trust through joint counter-measures to prevent flood
and fire at the DMZ. What needs most here is that the military measures for mutual trust building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two Korea should be backed up. The second step is to carry out
inter-Korean joint survey and on-site examination to understand the ecosystems of the border areas,
the DMZ, and the West Sea. At this phase, measures to preserve and use ecological resources, and
historic-cultural heritages jointly at full swing.
The third step is to strengthen North Korean man-powers through knowledge sharing according to the
inter-Korean agreements. They are the Designation of the Tourism Exchange and Cooperation Districts,
the Joint Development of Eco-Tourism Programs, Training the North Koreans to be experts on eco-tourism and on Exhibition and Convention. The fourth step is to develop infrastructures for The Eco-Tourism Complex (roads, railways, telecommunication, etc.) in relation to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Industry.
The fifth step is to foster the DMZ as the hub of Eco-Tourism and as the base of the MICE Industry. The
sixth step is to develop certain areas inside the DMZ as the core base for the highly value-added service
industry by grafting the 4th industrual technology. One of the several topics proper to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use the UAV (drone) to remove the mines, to protect the eco-system, to
shorten the construction period, to save the construction cost, and to reduce the project risks through a
speedy decision-making by the on-site managers.
IV. Conclusion
The 3 historic summit meetings in 2018 between the two Korean leaders, the Panmunjeom Declaration
derived from the summit meeting gave us a momentum for new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military confrontations and tensions have continued, and helped lay a foundation to
make a big progress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Especially, the attempt to creat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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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Belt at the DMZ, the real site of the national division, gives us a very symbolic meaning in that the
attempt is an endeavor to unite the once-cut-off land. Moreover, such an attempt gives us opportunities
to ponder concretely on how we should preserve and use the Peace Belt.
Though the present inter-Korean relationship has been stalled, the project to shift the DMZ into the
Peace Belt is still going on. Accordingly, active discussions are under process on systematic preparations
for joint land use to settle the peace at the borderlands of thw two Koreas and on institutional supportive
measures to back up this work.
For the meantime, politico-military tensions and collisions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the habitual flood damages, have greatly destroyed the eco-system of the Nature and precious historical heritages in the DMZ. But now, we are in the mood to solve those problems together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implement the projects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more sustainable release
of tensions and the build-up the mutual trust are needed, and, at the same time, the pending issue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tensions should be solved peacefully.
If the negotiation on denucleariz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SA gets progressed, and the peace
negotiations are pursued for easing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nd fo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the discussions on the joint preservation and the joint use
of the DMZ borderlands will be further spread, and the discussed ideas will be put into practice quickly. If
the two Koreas discuss together about the protection and use of the marine eco-system and marine resources of the West Sea border area, the West Sea can be born again as the sea of peace and prosperity.
The works that should be completed early for this goal are: to reconfirm the Inter-Korean Shipping
Agreement; to open the inter-Korean marine transportation and sea route; to cooperate mutually when
marine accidents occur; to exchange ship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to form and operate a cooperative organization between the marine affairs authorities of the two Korea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chemes and the joint pursuing system for the increase of peace and prosperity on the land, in the sea and in the air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well-aligned in order to
support for producing the visible results in transforming the DMZ borderlands into the Peace Belt.
The inter-Korean cooperations at the DMZ borderlands will work as a driving force at the early stage of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is, forming the West Sea Rim Economic Belt and East Sea Rim Economic Belt will be further facilitated. The preservation and use of the
DMZ borderlands will give not a little positive impact on enhancing the vigor of Korean economy thanks
to the eternal settlement of peace and advanced tourism industry in the Korean Peninsula. If the infrastructures such as railways and roads are connected at the same time,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will be drastically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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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NAM Jungh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남정호 박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996년부터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그는 연안통합관
리, 기후변화적응, 해양생태계보호, 해양환경관리, 갈
등관리, 초국경협력, 공적개발원조, 해양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정책연구와 함께 육상기
인오염원, 해양쓰레기, 초국경해양보호, 해양공간계획
등에 대해 PEMSEA, COBSEA, NOWPAP, YSLME
와 국제협력사업도 수행하였고, 현재 해양수산과학기
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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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서해접경해역 지속가능발전 남북 협력 방안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 서론
남북관계는 남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여건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와 한반도, 국제사회와 한반도 간 정치‧군사‧경제
분야의 역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 육상에서 충돌과 갈등이 줄어든 반면, 해양에서
갈등과 긴장 수준은 높아졌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었던 군사적 충돌은 해양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이는 북방한계
선(NLL)을 북한이 수용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2007년 10․4 선언은 서해에서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지와 정책방향을 최초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10․4 선언의 핵심인 ‘서
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이후 현실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10년 간 긴장 수준은 상승하여 군사적 충돌이 발
생했으며,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업단지 폐쇄로 남북관계는 2000년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2017년에 들어선 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2018년 판문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하면서 여건이 바뀌고 있다.
2018년 4.27 선언에 북한이 ‘서해상의~’라는 공간적으로 모호한 용어 대신에 ‘북방한계선’을 수용한 것은 남북관계
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남북한 정상 간 합의사항 중 서해에서 평화수역 조성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마무리하겠다는 남한과 북한의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주요 현안이지만, 남북정상은 2018년 세 번의 회담을 가졌고, 4.27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9월 19일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았다.
이 중 서해지역에서 평화수역 조성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상징적인 조치이자
의제가 되었다. 이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이 남북한 간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임을 남북한 정상이 인식한 결과물이다.
남북한 정상 간 합의와 군사분야에서 합의사항 이행 방향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구
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NLL 인정 여부, 서해 접경수역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이해당
사자 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합의사항의 이행 과정에서 개별 협력사업이 국
제사회의 북한 제재조치와 상충하지 않도록 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
또한 공동어로, 해주항 개발, 남북직항로 연결, 해안 및 해양관광, 조류발전, 바다모래 채취, 공동보호구역 지정, 생
태계보호, 환경개선 등 다양한 구상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수용할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방향 설정
과정에서 기존에 구상하였던 서해지역의 남북협력과 보전 및 이용개발방안도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한강하구 및 서해접경해역 현황
1)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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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역으로 담수 유입은 임진강, 한강, 예성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한강하구를 통해 경기만으로 유입
하는 담수량은 연평균 189억 ㎥, 임진강과 한강의 담수유입량은 57~1,542㎥/s로 나타났다. 염하수로의 염분은
0.5~30.8 psu로 전형적인 하구 염분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립수역인 한강하구1는 말도에서 만우리에 이르는
공간으로, 길이 약 70㎞, 면적 약 280㎢, 너비 1~9.3km에 이르는 전형적인 하구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차에 대
한 실제 관측 자료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3~7m로 추정하고 있다.
법정조사체계인 해양환경측정망은 다양한 수질 항목을 매년 4회 전국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이
중 5개 항목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수질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수질평가지수를 산정한다. 1등급(매우 좋음)에
서 5등급(아주 나쁨)으로 해역의 수질상태를 보여준다. 연구해역의 해양수질환경 측정망 자료 중 2011년부터 수질
평가지수를 산정한 결과, 인천연안의 바깥해역은 대체로 양호(2등급) 또는 보통(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인
천항 내만으로 갈수록 수질 상태는 보통(3등급) 또는 나쁨(4등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수산생물자원의 생물량과 관련이 높은 부유성 어란과 자치어는 2017년 조사에서 각 4종, 9종이 채집되었다.
2006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평도 주변해역은 흰베도라치와 까나리가, 연평도~백령도 해역은 회유
성 어종인 멸치, 민어류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 그러나 2017년 조사에서 민어류는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 비교를 통해 이 해역의 상업적 유용 어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변화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 해역에서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해역의 대표적인 포유동물은 물범, 수달, 고래류가 있다. 수달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한강하구에서 출현
한다. 서해 백령도에서 가로림만까지 분포하는 물범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및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백
령도 근해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약 350~400개체가 발견3되었으나, 현재 200~300여 개체4로 줄어든 것으로 추
정된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식하는 조류는 멸종위기생물 1급인 저어새를 비롯하여 3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생물5인 저어새는 남한과 북한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생물이다. 북한 서해안에서 약 200여
개체, 남한에서 약 1500여 개체가 관찰되었다.6 주로 무인도에서 번식하는데, 남한은 연평도 인근의 석도, 비도, 우
도, 한강하구의 유도가 가장 큰 번식지다.
서해의 갯벌은 철새의 섭식과 서식에 중요한 서식지로, 호주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 기착지로
알려지면서 갯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해역의 갯벌 면적은 1,445㎢, 한반도 전체 갯벌 면적의 약 26%

1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 따르면 이 수역은 “漢江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
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남정호 외(2007), p. 39.

3

남정호 외(2007), p. 40.

4

바다생태정보나라 홈페이지(검색일: 2018. 11. 7).

5

 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으로 지정하였으며, 버드 라이프 인터내셔널
세
(BirdLife International)은 적색목록(Red List)으로 등재하였음.

6

위키피디아(검색일: 2018. 11. 7).

330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 지역은 남한 전체갯벌의 약 20%(487㎢), 북한 지역은 북한 전체 갯벌의 약 17.3%(958㎢)
가 분포하고 있다.7
<그림 1> 서해 접경 해역 갯벌 분포

자료: 남정호 외(2007, p. 72)

2) 수산업 현황
서해 5도는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소재에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A 어장, B 어장, C 어장, 연평도어장
그리고 대청어장 총 6개의 어장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장 큰 어장은 대청어장으로 총 면적이 1,599㎢이며 그 다음
은 815㎢의 연평도 어장이다.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의 총 면적은 368㎢이며, A·B·C 어장 면적은 각각 57㎢,
232㎢ 그리고 138㎢ 이다. 모든 어장은 연중 조업이 가능하며, 연평도 어장의 주 조업 시기는 3~6월과 9~11월이다.
서해 5도 해역에서 조업 중인 234척의 어선 중 5톤 미만이 125척으로 전체 어선의 53%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많
은 톤수는 5톤 이상~10톤 미만이 100척으로 전체 어선 중 43%를 차지했다.

7

남정호 외(2005),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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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해 5도 어선 톤수 현황(2018년 9월)
구 분

어선척수

5톤 미만

단위: 척
5~10톤 미만

10톤~20톤 미만

20톤 이상

총 계

234

125

100

1

8

연평면

63

20

37

0

6

백령면

98

80

18

0

0

대청면

73

25

45

1

2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이 해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은 꽃게, 까나리, 홍어, 우럭 등이며 총 생산 규모는 2017년 기준 3,926톤(생산액
311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갑각류(대부분 꽃게) 어획량이 가장 많아 2017년 기준 생산량 및 생산액은 각
각 1,593톤, 149억 원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생산이 많이 되는 어종은 까나리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서해 5도 수산물 생산량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도는 3,926톤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생산액은 2016년
의 379억 원 대비 18% 감소하였다. 이는 2017년 전국 활어 꽃게 생산량이 2016년 대비 약 17% 증가한 것에 따
른 생산액 감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어종별 및 어장별 어업생산의 경우, 서해 5도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의 86%
는 연평어장에 생산되며, 그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까나리는 100%가 백령·대청·소청 주변어장에서 생산된다.
3) 해운항만 현황
2011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경인항은 경인 아라뱃길 양단에 김포지구와 인천지구 터미널로 나뉘어 있다.
경인항은 컨테이너 부두, 일반 부두, 여객 부두, 크루즈 및 마리나 항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테이너 부두는 인천
터미널과 김포터미널에 각각 2개의 선석으로 구성되어 연간 28.7만 TEU의 하역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심은 인천
터미널이 10m, 김포터미널이 6.3m로 통상 수심 17~18m를 요구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일반부두는 자동차, 철재, 모래전용부두 등 총 8개의 선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객부두는 인천터미널과 김포터
미널에 각 2선석, 5선석이 있으며, 주로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관광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을 해
양레저 거점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아라마리나가 조성되어 있는데, 아라마리나에는 계류시설(총 194척 계류 가능)과
관련 지원시설 등이 배후에 입주하여 있다.
인천항은 총 112만 TEU의 하역능력을 가진 5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운영 중에 있다. 일반부두는 내항, 북항, 남항
및 연안항에 입지하고 있고, 내항에는 총 10개의 TOC 부두가 운영 중에 있다. 북항은 목재, 기타광석, 철재, 잡화 등
을 처리하고 있으며, 9개의 운영사가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남항에는 석탄, 모래, 시멘트 부두가 운영 중에 있다. 또
한 연안항에는 국제 및 연안 여객부두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8개 선석 규모의 신국제여객부두를 개장하였다.
해주항은 황해남도 해주시의 관문항으로 시멘트를 포함한 광산물의 주요 처리 항만이며, 북한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
한 항만이다. 1973년 시멘트 전용항만으로 부두기능이 재편된 이후 현재까지 시멘트 및 잡화 부두 등 총 2개 부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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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에 있다. 해주항의 최대수심은 6.5m, 선석길이는 570m로 최대 2만 톤급의 선박 3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다.
해주항 배후에 입지한 해주공업지구는 시멘트, 건재, 기계 및 금속공업 특화단지로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부분의 17
개의 제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만은 50번과 51번 도로를 통해 황해남도의 재령 및 벽성 등으로 연계되며, 6개
선로로 구성된 인입철도는 해주역과 연결되어 있어 사리원, 옹진, 은빛 등의 지역과 연계된다. 해주항의 최대 수심은
11m이나 최저 수심은 잡화부두 6.9m, 시멘트부두 3.9m로 대형선박의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남북한 간 합의사항 이행 관련 현안
남한과 북한이 평화체제 구축과 접경지역의 공동번영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군사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 군사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합의사항은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여 점
진적으로 이행하는 단계별 접근이 현명하다. 2007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가 군사분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2018년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 쟁점이 유사한 방식으로 영
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군사 쟁점에 외에 발생할 쟁점, 현안분석은 남북한 합의사항과 그간 남한 내에서 제기되었던 구상 중 향후 구체적 추
진과정에서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은 합의사항･구상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평화수역 조성과정에서 제기될 사
항도 현안에 포함했다. 이 연구의 특성상 쟁점분석과 현안 도출을 위한 대상은 남북한 갈등이 첨예하고 지속가능발
전과 관련이 높은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한 내 논란이 컸던 한강하구 및 해주항 개발 등 항만개발, 모래 채취･평화
도로 건설 등 공간이용 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1) 공동어로 구역 지정
남·북이 서해 5도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것에 합의하면서,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의 어로구역이 확장될 전
망이다. 현재는 NLL 일대에서 조업은 군사 및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평화수역 설정으로 인한 공
동어로는 군사 및 안전상의 문제가 완화되면서 조업 가능한 어장도 늘어나고, 야간조업도 완화되어 그로 인한 소득
증대가 전망된다.
그러나 공동어로는 공동어로 구역 지정 기준 합의, 이익공유를 위한 공동어로 방식 및 남북한 조업능력 불균형 해소,
공동어로 구역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이슈이다.
2) 항만개발
항만개발과 관련한 남북한 협력구상은 해주 직항로 개설, 북한 남포항 및 해주항 등 항만 개발, 남북한 간 항로 개설
외에 2005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제안한 오두산 지역의 항만개발 사업 등이 있다.
양창호 외(2005)는 남북 간 교역 확대 및 북한의 경제발전을 전제로 한 남북교역량은 2020년 3,036만 톤에 달할 것
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항만물동량이 1,214만 톤(컨테이너 41.3만 TEU, 일반화물 60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
측하였다. 개성공단에 발생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374만 톤(컨테이너 19.9만 TEU, 비컨테이너 80.3만 톤)으로 예측
하였다. 이러한 남북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동량의 30~70%가 서울 및 경기북부와 관계된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수
요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 개발을 제안하였다.
항만시설 개발 대상지역은 예성강, 임진강, 한강하구 지역 교동도, 강화도, 김포시, 파주시 등으로 항만의 위치성, 기
존 교통물류체계와의 연계성, 항만개발 공간 및 접근도(항로성), 비용 및 편익(준설 및 모래채취) 등을 고려하여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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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3-2
시 탄현면의 한강변에 위치한 오두산 지역을 최적대상지로 선정하였다.
3) 자원 이용 및 공간관리
북한의 전력 부족을 해결하고 남북한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양에너지 개발 구상이 제기되었다. 해
양에너지 개발은 조력발전, 해상풍력발전, 조류발전이 있는데, 검토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 대안은 해주만 조력발전,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 주변 풍력발전 구상이 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은 남한의 모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합의하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50년 이상 이용개발을 위한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하여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강하구에
서 모래채취의 환경생태계 영향을 우려한 남한 내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반대가 컸다. 모래채취 구역으로 논의되었던
공간은 멸종위기생물, 국제적 보호생물의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어, 물리적 형질변경에 따라 고유의 자연생태계가 훼
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의 주장이다. 또한 모래채취 과정에서 수산자원 산란, 서식환경 훼
손, 어획량 감소를 우려한 한강하구 어민의 반대도 클 것으로 판단한다.
구조물 설치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영향이 과학적 조사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이 예성강 하구의 지형변화
가 교동대교 건설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200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에
개통한 교동대교의 건설로 북한 예성강 하구의 갯벌이 감소하고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4)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해양생태계 보호
서해 접경연안 해역과 육역은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 서식지, 자연경관이 분포하고 있다. 저어새를 비롯한 철새와 물
범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식하고 있어 공동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간환경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개별 생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비롯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 서식지, 산란지를 보호구
역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8년 5월에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문덕지구와 나선지구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다. 람사르협약 가입
이전에도 북한은 환경과 생태계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과 국제협력 사업에 관심이 높았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공
동으로 접경해역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과 생물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생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은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남한 내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책도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북한의 정책으로 남북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협의과정에서 해양환경
과 생태계보호의 우선순위는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07년, 2018년 남북한 정상선언과 당국자 회담에서
서해 접경해역에서 해양환경보호 의제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8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
하여 모래채취가 먼저 거론된 것도 환경과 생태계 훼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북한 내부의 경제여건과 남
한의 이용수요가 단기적 경제이익을 우선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서해경제공동특구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민간단체, 전문가, 국제사회가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
태계 훼손을 현안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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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4.27선언에서 해양생태계보호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남북한 환경
협력에 포괄적으로 담겨있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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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발전 남북협력 추진 방안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관계 변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
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남한과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치환경, 동북아시아 주변 국제정세, 세계 경제동
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역동적 여건을 고려할 때 평화수역에 포
함된 서해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지해야 할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1) 기본방향: 평화-번영-보호의 균형 실현
서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정상선언과 부속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
적 기반이다. 제도적 틀에 근거하여 남북한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과 남북협력의 성공가
능성이 높다. 반면, 경제성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단기간 이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발굴, 진행할 경
우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새천년평가보고서(MA: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는 인류의 복지가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
택에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9 또한 자연생태계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에서 해양생태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최대 68%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10 서해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활동 중
어업자원, 해양관광은 대표적으로 해양생태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2015년 유엔총
회에서 채택한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연안과 해양에서 자원의
보호와 현명한 이용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남북정상선언과 부속합의서는 포괄적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지만, 해양생태계와 자원을 체
계적으로 보호･이용하여 복지혜택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은 담겨있지 않다. 이는 2007년 10.4선언
과 총리합의서에 나타난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해에서 정치군사적 평화실현(peace-building), 경제발전을 통한 번영(economic prosperity), 생태계보
호(ecosystem protection)의 균형적 달성을 서해평화수역 조성의 기본정책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평화-번영-보
호의 균형적 달성은 목표이자 사업수행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전략적 방법이기도 하다.
2) 남북협력 추진 원칙
남정호 외(2007)는 서해평화공원 지정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상호신뢰 존중의 원칙’, ‘소규모 실현가능한
사업 및 실사구시의 원칙’, ‘점진적, 반복적 접근의 원칙’, ‘전문가 중심의 비정치적 접근의 원칙’, ‘지역주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원칙’ 5개로 제시하였다.11
지난 10여년 기간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의 여건이 변하였지만, 남정호 외(2007)가 제안한 5개의 원칙은 현재에도 유

9

MA(2005).

10 Costanza et al.(1997), Costanza et al.(2014).
11 서
 해평화수역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남정호 외(2007, pp. 146~150)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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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남북관계는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북한제재 조치가 유지되고 있어 정치 환
경은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북한의 대외협력은 경제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를 제한받는 상황인바, 국제기구의 지원
과 협력은 남북한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국제기구도 유엔의 북한제재로 그 역할을
제한 받지만, 남한과 북한의 비정치적 분야 협력에서 효과적인 대화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2008년 이전의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단계로 복원 중에 있지만, 아직 신뢰회복이 높은 수준에 이
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호신뢰 및 존중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명분과 실리를 분리하는 실사구시의 원칙은 NLL 현안과 관련이 높은 공동어로구역의 지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 한강하구 서해접경해역 지속가능발전 기본정책방향 및 추진 원칙

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원칙은 ‘다층적 거버넌스 기반 사업추진의 원칙’으로 수정
자료: 남정호 외(2007, p. 147)를 수정

‘반복적, 점진적 접근의 원칙’은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장애가 많은 현재의 여건을 반영한 원
칙이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과제일지라도 결실을 맺기까지 그 과정이 지체되거나 때로는 어려움
에 처할 수 있다. 지체와 난관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번의 시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
‘전문가 중심의 비정치적 접근’은 유엔의 북한제재로 인해 현물과 현금 전달이 불가능한 여건에서 정보교환, 기술교
류, 역량강화와 같은 소프트 사업을 전문가가 주도하여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이다. 따라서 정치분야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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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회피해야 한다.
‘다층적 거버넌스 기반 사업추진의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국내로 제한하지 않고, 국제기구와 선진국을 사업추
진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 간, 행정부-민간영역, 민간영역-민간영역, 남한-국제사회 간 네트워킹
을 사업 내용의 결정과 시행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3) 분야별 추진방향
한강하구 및 서해접경해역의 지속가능한발전,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과정은 평화-번영-보호의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공간에서 공동어로, 해주직항로 개설,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 생태계보호, 군사적 충
돌방지와 같은 세부 사업이 이행될 것이다. 각 사업에 대한 남북한 간 기본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
정은 별개의 영역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해양공간 통합적 관리체제 구축
▮ 수산자원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 항만 개발 및 물류네트워크 구축
▮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최적 이용
일부 사업은 북한에 대한 현물 또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일부 사업은 현물 또는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
은 사업이 있다. 따라서 각 사업을 현물 또는 재정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유엔제재 이전 사업과 현물 및 제재 이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한강하구-서해접경해역 남북협력 추진 방향
분야

추진 방향

세부 내용

추진시기

사전준비→조사계획 수립→관리 및 활용 단계적 추진
해양공간 및 자원
조사
해양공간
통합적 관
리체제 구
축

해양보호구역 지
정 및 공동관리

국제기구, 관련 국가 옵저버로 참여
활용 영역
- 구역설정
- 이용개발 타당성 검토
- 해양공간계획 수립
갯벌, 생태계, 수산자원 보호
람사르 협약,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남북한 공동 지정 및
관리

제재 완화
이전

제재 완화
이전

초국경 해양공간
계획 수립

보전, 이용 및 개발 수요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체계적 공간
할당

제재 완화

배후공간과 연계
발전

접경해역 배후 육지부, 수역(한강, 염화수로, 강화수로 포함)
과 연계 발전 전략 수립

제재 완화

이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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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산자원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추진 방향
자원 보존 및 이용
방안 다각화

공동어로구역 운
영 방안
한강하구 항만개
발 타당성 검토 및
직항로 우선 추진

해상물류
네트워크
구축

한강
하구의 지
속
가능한 최
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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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보호수면 지정, 유상입어수역 설정, 공동어로구역 설정(단계
적 확대)
수산자원조사,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 조업안전 확
보, 공동어로구역 관리 및 이용 계획 수립, 중국어선 공동단속
서해 5도 어민에게 공동어로구역 어획 우선권 부여

추진시기
제재 완화
이전/이후
제재 완화
이전

오두산 항만 개발 타당성 검토

제재 완화

인천~해주 직항로 개설 검토

이전

항로개설 수로측
량 공동 수행

해주항 직항로, 인천-해주 항로 대상

해주항 개발 타당
성 조사 전문가 협
의체 구성

경제, 물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서해 남북 물류네
트워크 구축

해주경제특구, 해주~인천~국제항로

제재 완화
이전
제재 완화
이전
제재 완화
이후

한강하구 공동조
사 지속 및 생태
계･자원 확대

2019년 공동조사 재개, 종합공동조사 정착

제재 완화

모래채취, 항로준설의 타당성 검증에 활용

이전

뱃길 복원 및 시범
관광 우선 시행

지형,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소형 선박 우선 운영

제재 완화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신뢰 구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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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pends highly not only on th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two Koreas but also on the dynamics in the
domains of politics, military and economy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Korean Peninsula.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rom the mid 1990s,
the collisions and conflicts on the land have been lessened, whereas their level on the sea
has increased. Most of the collisions and conflicts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occurred on the sea, and the main reason for the increased tensions was
the Northen Limit Line (NLL). The significance of the 10. 4 Declaration in 2007 lies in that
it contains the will and policy direction of the two Koreas to ease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idea of establishing ‘The Special Belt for West Sea
Peace Cooperation,’ the core of the 10. 4 Declaration, could not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n. Rather, for the last decade, the tension level has become higher enough to
bring about the military collisions. The suspension of Mt. Geumgang Tour and the closing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return to
that of the 2000s.
In the 4.27 Declaration, North Korea accepted the phrase ‘the Northen Limit Line’ instead
of a very obscure expression ‘on the West Sea,’ which showed a possibility of a drastic
change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 Formation of the Peace Waters
at the West Sea, stipulated in the agreement concluded by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reflects the political will of both sides to end the military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m.
The new Government launched in 2017 adopted the improvement and coop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s one of the national political agendas, and have
tried actively to improve its relationship. Conditions have been changed as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concluded an agreement for the relationship improvement at Panmunjeom
in 2018. Though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a major pending issue, the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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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wo Korea have had 3 Summit Meetings, and concrete measures to implement the
4.27 Declaration were included in the 9.19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Agreement on
the Military Domain.
The formation of the West Sea Peace Waters became the most symbolic measure and
agenda for the relationship improvement between the two Koreas stipulated in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the Pyongyang Declaration. This is the output of the two leaders’
awareness that the formation of the West Sea Peace Waters is the means to end the military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o construct a peace system, and to realize
a co-prosperity.
There have been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leaders and the directions to implement
the agreement in the military domain have already arranged. But now it is necessary to
make concrete the measures to draw practical outcomes. The policy directions should also
be suggested on such matters as: North Korea’s approval or non-approval of NLL; No social
agreement drawn on the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West Sea border waters; and Solutions for the conflicts among the Stakeholders. What needs more is a smart
response tha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greements of the two Koreas, individual cooperation projects should not collide again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to cover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various ideas such as: the Development of Joint Fishing Areas and Haeju
Seaport; the Connection of the Inter-Korean Direct Flight; the Seashore and Marine Tourism; the 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 the Sea Sand Collection; the Designation of Joint
Protection Zones; the Eco-System Protection; and the Environment Improvement.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olicy dire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modify and supplement
the previously probed projects on inter-Korean cooperations, preservations and development for use by reflecting the presently changing conditions.
2. The Present Status of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Border Waters

1)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resh water inflows from Imjin River, Han River and Yeseong River. The annual volume
of the fresh water flowing into Gyeong-gi Bay through the estuary of Han River is 18.9
billion ㎥ on the average, and the annual volume of the fresh water flowing into Imji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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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n River is 57~1,542㎥/s. The salinity of the salty sewage is 0.5~30.8 psu,1 showing
a typical salinity distribution at estuaries. The estuary of the Han River2 known as the neutral water basin is a space running from Maldo to Manu-ri with about 70㎞ long, 1~9.3km
wide, and the area of about 280㎢, showing a typical characteristics of an estuary. The tidal
difference is assumed as 3~7m, though the actually observed data on this tidal differences
are not available.3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which is a legal survey system, examines regularly 4 times a year various water quality items targeting the seashore waters nationwide. By using the surveyed data on 5 items, the comprehensive water quality
assessment index are calculated. The water quality of the seas is shown in Class 1 (Very
Good) to Class 5 (Very Bad). From the data of the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the water quality assessment index calculated from 2011 showed that the
water quality of the outer seas of Incheon seashore was generally ‘Good’ (Class 2) or ‘Average’ (Class 3). On the other hand, the water quality of gets worse as the measuring spot
moves inside closer to the bay of Incheon Port such as ‘Average’ (Class 3) or ‘Bad’ (Class 4).
About 4 species of the floating fish eggs and 9 species of fish larvae, which are highly related to the biomass of useful marine living resources, were collected during the survey in
2017. The analysis result derived from the survey data of 2006 reported that White grunnel
and sand eels were found at the sea areas near Yeonpyeong Island, and anchovies and
croakers(migratory fish stocks) were found at the sea waters between Yeonpyeong Island
and Baeknyeong Island.4 The survey of 2017 dis not report the appearance of croakers.
Through such a comparison, we can assume there is not a big change in the commercially
useful fish stocks in this sea waters. However, in order to understand correct changes, we
should carry out surveys steadily at the same target sea waters on a regular base.
The representative mammals in this sea area are true seals, otters and whales. The otter,

1 Byeong-il Yoon·Seung-beom Woo(2012), pp. 269~276.
2 A
 ccording to Article 5 of Clause 1 of the Truce Agreement, this water basin is defined as follows: “As an estuary of Han River, if one riverside is under one-sided control while the other
riverside is under the other-sided control, it is open to the navigation of private ships of both
sides. The navigation rule on the Han river estuary marked on the map is decid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ere is no restriction for a private ship of each side to anchor it on its
own side under its own military control.”
3

YTN NEWs(2018.11.14., Searched at MSN on 2018. 12. 8)

4

Nahm, Jeong-ho, et. el(2017),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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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n Endangered Species Class 1, appears at the estuary of Han River. The true seals,
distributed from Baeknyoung island to Garorim Bay in the West Sea, are designated as Endangered Species Class 2 and Sea Creature under Protection. Up to the early part of 2000s,
about 350~400 true seals had been found,5 they have been reduced to over 200~300 ones.6
As for the birds inhabiting while crossing the border line of the two Koreas, there are 30
species, including a spoonbill recorded as Endangered Species Class 1 worldwide7, which
i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in both Koreas. About 200 spoonbills were observed
at the West Seashore of North Korea, and over 1,500 spoonbills were observed in South
Korea.8 They reproduce themselves mainly at unmanned islands such as Seokdo, Beedo,
Woodo near Yeonpyeong Island and the estuary of Han River.
The tidal mudflat of the West Sea is a very important habitat for migratory birds to feed
themselves and to stay for rest. The tidal mudflat has been attracting people’s attention
since it was known as a middle stop-over spot in the course of the birds’ migration. The
area size of this tidal mudflat at this sea waters is 1,445㎢, occupying about 26% of the
entire tidal mudflat in the Korean Peninsula. The area size of the tidal mudflat in the South
Korean part is 487㎢, occupying about 20% of the entire tidal mudflat in South Korea, and
that in the North Korean part is 958㎢, occupying about 20% of the entire tidal mudflat in
North Korea.9
<Fig. 1> Distribution of the tidal mudflat at the West Seashore

Source: Nahm, Jeong-ho, et. el(2007, p. 72)

5 Nahm, Jeong-ho, et. el(2007), p. 40.
6 Nahm, Jeong-ho, et. el(2007), p. 40.
7 IUCN designated it as an endangered species, Bird-Life International registered as Red List.
8 Wikipedia (date of searching: 2018. 11. 7).
9 Nahm, Jeong-ho, et. el(2005),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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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resent Status of Fishing Industry
The 5 island in the West Sea are Baeknyeong, Daecheong, Socheong, Yeonpyeong and
Udo, and the West Sea is composed of 6 fishing grounds in total: the Fishing Ground near
such islands as Baeknyeong, Daecheong, Socheong; the Fishing Ground A; the Fishing
Ground B; the Fishing Ground C; Yeonpyeong Fishing Ground; and Daecheong Fishing
Ground. The biggest one is Daecheong Fishing Ground with the total area size of 1,599㎢,
followed by Yeonpyeong Fishing Ground with the total area size of 815㎢. The total area
size of the Fishing Ground near such islands as Baeknyeong, Daecheong, Socheong is 368
㎢. The total area size of the Fishing Ground A, B and C is 57㎢, 232㎢ and 138㎢, respectively. At all fishing grounds, the all-year-round fishing is possible. The main fishing period
of Yeonpyeong Fishing Ground is March~June, and September~November.
As for the ton size of the fishing boats working near 5 islands in the West Sea are as follows: Out of 234 fishing boats, 125 boats are under 5 ton(53%), followed by 100 boats of
over 5 tons~ less than 10 tons(43%).
<Table 1> Present Ton Size of Fishing Boats Working near 5 islands in the West Sea (2018. 9)
Unit: Boat
Category

No. of Boat

Less than 5
Tons

5~Less than
10 Tons

10~Less than
20 Tons

20 Tons and
More

Total

234

125

100

1

8

Yeonpyeong-Myeon

63

20

37

0

6

Baeknyeong-Myeon

98

80

18

0

0

73

25

45

1

2

DaecheongMyeon

Source: Data from Incheon City

The major marine products near 5 islands of the West Sea are Blue Crab, Sand Eel, Skate,
and Rockfish. The total production volume as of 2017 was 3,926 tons, amounting presumably to 31.1 billion won. As of 2017, the biggest catch was Crustacean (mostly, Blue Crab)
with its production volume and production amount was 1,593 tons and 14.9 billion won,
respectively. This catch occupies over 50% of the entire marine products. Accordingly, we
can say Blue Crab is the most representative marin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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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big catch is Sand Eel, occupying 40% of the entire marine products. The production volume of marine products near the 5 islands of the West Sea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from 2015, with the highest record of 3,926 tons, whereas the production amount
was lessened by 18% against 37.9 billion won in 2016. The reason for such a reduction
in amount can be assumed as the increased production volume of Blue Crab nationwide
by 17% in 2017 against 2016. More specifically speaking by fish species and by fishing
ground, 86% of Blue Crab, the most representative marine product near 5 islands of the
West Sea, is caught at Yeonpyeong Fishing Ground. the 100% of Sand Eel, the second
representative marine product in this region, is caught at the fishing grounds near islands
such as Baeknyeong, Daecheong and Socheong.
3) The Present Status of Shipping Harbors
Geong-in Port, as a harbor installed at both sides of Ara Water Way, is divided into Gimpo
District Terminal and Incheon District Terminal. They were designated in 2011 as Government-Managed Port. Geong-in Port is composed of Container Terminal, General Dock,
Passenger Terminal, and Cruise and Marina Port. The Container Terminal has 2 berths each
at Gimpo Terminal and Incheon Terminal, and its annual cargo handling capacity is 287,000
TEU. The depth of water at Incheon Terminal and Gimpo Terminal is 10m and 6.3m, respectively. These two terminals have a limit for a giant container vessel requiring the water
depth of 17~18m to come alongside the berth. General Dock is composed of 8 berths in
total which are exclusively for autos, steel and sand. Passenger Terminal is composed of
Incheon Terminal and Gimpo Terminal with 2 berths and 5 berths, respectively. They are
operated mainly for tourist boats using the Ara Waterway.
In order to specialize the Geong-in Ara Waterway as a base for marine leisure industry, Ara
Mariana is formed with berthing facilities(194 boats in total) and other related supportive
facilities stationed at the rear. Incheon Port is operating 5 container terminals with its cargo
handling capacity of 11.2 billion TEU in total. General Docks are located at the Inner Harbor,
the North Harbor, the South Harbor and the Coastal Harbor. At the Inner Harbor, 10 TOC
Piers in total are under operation. The North Harbor handles timber, other oars, steel and
general merchandise, and managed by 9 operating companies. At the South Harbor, the
piers for coal, sand, and cement are under operation. At the Coastal Harbor,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and Coastal Passenger Terminal are being operated. In 2017, New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with 8 berths was open.
Haeju Port, as a gate port of Haeju city, Whanghae-Namdo Province of North Korea, is a
harbor mainly handling mineral products including cement. It is the North Korea’s port located at its far south. After the reshuffling of its function as a harbor exclusively for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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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73 and up to now, 2 piers for cement and general merchandise are under operation.
The maximum water depth of Haeju Port is 6.5m, and its berth is 570m long, which enable
3 ships with 20,000 tons can come alongside the pier.
Near Haeju Port is located Haeju Industrial District, a specialized complex for cement,
building materials, machines and metal-working industry with 17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sector of light industry and heavy chemical industry. Along the Road No. 50 and 51,
Haeju Port is connected to Jeryeong and Byeokseong of Whanghae-Namdo Province, and
Inip Railway is connected to Haeju Station, through which even several other areas such
as Sariwon, Ongjin and Eunbit can be connected. At present, Inip Railway is composed
of 6 tracks. On the other hand, the maximum water depth of Haeju Port is 11m, and the
lowest water level for general merchandise pier and for cement pier is 6.9m, and 3.9m,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judged that large-sized ships cannot come alongside the pier.
3. The Pending Issues related to Implementing the Agreements
and North Korea

between South Korea

In order to implement the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buildup of peace system and on the co-prosperity at the borderlands and to realize sustainable
development, military issues should be solved. As for the agreed items that do not allow
easy solutions on military issues, we need a wise strategy to implement them gradually by
forming aa medium and long term road map. The factors causing the already agreed items
in 2007 not to be executed properly may give simiar impacts o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greed intems in 2018.
The target to analyze controversial issues and the target to draw pending questions in this
study are the agreements and initiatives with the high possibility of generating conflicts
in the process of their implementation among the items agreed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initiatives raised by South Korea. Together with these, the matters to be raised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Peace Waters were also included in the pending issues. I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is study, the targets for analyzing controversial issues and for
the drawing the pending questions were limi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Fishing
Areas which raised very sharp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the port development
project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Han River estuary and Haeju Port, which were very
serious controversial matters domestically in South Korea; and the Space Use projects including the Sand Collection and the Peace Roa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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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ignation of the Joint Fishing Area
Under the two Koreas’ Establishment of the Joint Fishing Areas near the 5 islands in the
West Sea, the fishing areas around the islands like Yeonpyeong, Baeknyeong and Daecheong are expected to be finalized. Though fishing is not allowed near NLL due to military
and safety reasons at present, as military and safety problems are solved, the Joint Fishing Areas will be established thanks to the set-up of the Peace Waters. Then, the fishing
grounds will be expanded, the night fishing prohibition will be eased, and the income increase can be expected.
However, the Joint Fishing Areas is a very complicated matter requiring so many considerations such as: Agreement on the criteria on area designation; Methods of joint fishing
for profit sharing; Solving the unbalanced fishing capac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Construction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Joint Fishing Areas.
2) The Harbor Development
The cooperative initiatives of the two Koreas on harbor development are: Opening a direct
air route to Haeju; Development of harbors in North Korea like Nampo Port and Haeju Port;
and Opening sea rout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Harbor Development Project near
Mt. Oㅒ여 proposed in 2005 by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Chang-ho Yang et.al(2005) predicted that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Koreas, under the assumption of the expanded inter-Korea trade and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would reach at 30,360,000 tons by 2020, which will generate 12,140,000 tons of
harbor traffic volume (413,000 TEU of Container Cargos; 6,070,000 tons of General Cargos). They also predicted that the volume of import-export cargos generated a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ould be 3,740,000 tons (1,990,000 TEU of Containers; 8,030,000 tons
of Non-Container Cargo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30~70% of cargos that could
be generated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come from Seoul and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a proposal was made to develop harbor facilities to handle such demands. The candidate areas to develop harbor facilities were Yeseong River, Imjin River,
Gyeodong Island at the estuary of Han River, Gangwha Island, Gimpo city and Paju city.
Considering the location of the harbor, its connectivity with existing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s, sufficient space and accessability for harbor development (the feasibility
as a sea route), and its cost and benefit (dredge and sand collection), Mt. Odu area on the
side of Han River, which is located at Tanhyeon-Myeon, Paju city, was selected as the
most proper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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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Resources Use and Space Management
As an answer to solve the North Korea’s shortage of electricity and to activate inter-Korean
cooperative projects, the idea of developing the marine energy was raised. The marine
energy development can be categorized as Tidal Power Generation,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and 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 The candidate ideas which have been
reviewed or are under review are the Tidal Current Power Generation at Haeju Bay and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near Baeknyeong Island around the NLL.
The Project for the Joint Use of Han River Estuary was raised as a means to meet South
Korea’s demand for sand in the agreement concluded at the Summit Meeting of the
two Korean leaders in 2007. However, the civil organizations and experts of South Korea
strongly opposed this project with such reasons that the physical access for its use and
development has been prohibited for more than 50 years and that the sand collection at
the Han River estuary, whose natural ecosystem has been well maintained, would give bad
influences on its ecosystem. The assertion made by the civil organizations and experts of
South Korea is that, since the space discussed as a district for sand collection is the habitat
of endangered species, of living organisms under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of those with
high value for protection, the possibility for its unique natural ecosystem to be damaged
is very high depending on the change of its physical traits. It is also judged that fishers at
the Han River estuary might be strongly against this sand collection project due to their
worries about the distraction of marine resources, damage of the habitat environment, and
the reduction of catch in the process of sand collection.
Though the impact of structure installation on environment and eco-system has not been
confirmed through scientific researches, we need to examine the North Korea’s assertion
that the geographic change at the estuary of Yeseong River is accompani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Gyeodong Great Bridge.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Gyeodong Great
Bridge started in 2008 and opened in 2014, it is reported that, the tidal mudflat at the Yeseong River estuary has been reduced and eroded.
4) Protection of Marine Eco-system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ion Zone
The living organisms, habitats and superb natural scenery, which are highly valuable to
be protected, are distributed at the West Seashore waters and lands. Civic environment
organizations and experts asserted that migratory birds including Spoonbills and Spotted
Seals should be protected jointly by the two Koreas since they live while crossing the borde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ir assertion is that, for their protection, joint
surveys for individual living organisms should be carried out, and their major habita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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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s for spawning and breeding also should be designated and managed.
In May, 2018, North Korea joined the Ramsar Convention, and registered Munduck District
and Rahseon District as the Ramsar Wetland. Before joining the Ramsar Convention, North
Korea was very much interested in join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environment and
ecosystem protection as well a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erefore, we can
judge that the North Korea’s institutional circumstances to designate ecologically high-valued spaces near border waters or creatures there as Protection Zones or as Wildlife To Be
Protected.
However, South Korea’s policies to designate protection zones were sometimes could not
be implemented either by opposition of the residents who worried that such a designation
might be a barrier for the development of the given region. In addition, because of North
Korean policy prioritizing its economic growth,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protection would be pushed back highly in the order of priority when the matter of exploring the inter-Korea cooperation projects is under discussion. That can be confirmed
in the fact that the agenda on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t the West Seashore
waters was not fully reflected in the Inter-Korea Summit Declaration and the Inter-Korea
High-Level Talks in 2007 and 2018.10 The reason why sand collection was mentioned first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the joint use of Han River estuary was that there were little consideration on damages of environment and ecosystem. It can be interpreted as an
outcome that North Korea’s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and South Korea’s demand for
use put the first priority on its short-term economic interest. Accordingl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South Korean civil organizations and experts as well as international communities raise the damage of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occurring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West Sea Joint Special Economic Zone, as a pending issue.
4. Measures to Promot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chang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for the construction
of peace system and for co-prosperity are occurring irreversibly. However, we should be
very cautious of depending on the optimistic forecast, since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is greatly influenc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two Koreas domestically, by international situations of their neighboring countries in
10

Though it might not be included in the Initiative of The West Sea Special Belt for Peace and
Cooperation of 10.4 Declaration, and not in The Marine Ecosystem Protection of 4.27 Declaration. But we should consider that it was included broadly i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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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ast Asia, and by the global economic trend. Therefore, it is needed to set up basic
directions and principles to be maintained when the West Sea Peace System is constructed and the project for co-prosperity is implemented.
1) The Basic Direction: Realizing the Balance among Peace, Prosperity and Protection
The South-North Korean Summit Declar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West Sea Peace
System and for co-prosperity and the Annex Agreement ar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e possibility of its success is high when
the inter-Korean agreements are implemented systematically based on the institutional
frame. On the other hand, if projects are explored and progressed by putting a high priority
on easing the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and on economic growth and by focusing on
the short-term interest, there can be some limit to securing the 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co-prosperity. The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MA) reported a
research result that human welfare depends on various benefits provided by the Nature’s
ecosystem.11 It is also worth noting on another research result that, out of the welfare
benefits provided by the Nature’s ecosystem, the marine eco-system occupies from 40%
up to 68% to the maximum.12 Among the economic activities at the West Sea for common
prosperity, fishing resources and marine tourism are the representative benefits provided
us .by the marine ecosystem. Not only such research results but als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of 2030, which was adapted at the UN Congress in 2015, set up
the protection and wise use of seashore and ocean resources as one of the goals Mankind
should aim for.
At present, the South-North Korean Summit Declaration and its Annex Agreement stipulate items on ‘environment protection’ comprehensively, but they do not include plans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welfare benefits by systematically protecting and utilizing the
marine ecosystem and resources. This is also the limit revealed in 10.4 Declaration in 2007
and the Prime Minister’s Agreement. Accordingly, the balanced achievements on political
and military peace-building, economic prosperity and ecosystem protection at the West
Sea should be set as a basic policy direction for forming the West Sea Peace Water Zone.
The balanced achievement of peace-prosperity-protection can be a goal and, at the same
time, a strategy to be applied in the proces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11

MA(2005).

12

Costanza et al.(1997), Costanza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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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rinciples of Promot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Jeong-ho Nahm et. al(2007)13 suggested 5 principles to realize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West Sea Peace Park as follows: ‘The Principle of Mutual Trust and Respect’; ‘The Principle of Small-Scale Feasible Projects with Practicality’; ‘The Principle of
Gradual and Repetitive Approach’; ‘The Principle of Expert-Centered Non-Political Approach’; and ‘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of the given area,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and the Stakeholders’.14
Though the conditions for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exchanges for cooperation have
been changed for the last 10 years or more, the 5 principles, which Jeong-ho Nahm et.
al(2007) suggested, are judged to be still effective. It is because of the fact that, even
though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has been improved, its political environment is almost
the same as the one in 10 years ago due to the still maintain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present stage of North Korea’s external cooperation, direct investment on the economic domain by foreign companies are restricted. Hence, it is judged that the supports
and cooperation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expand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s. Th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limitations in playing
their roles due to the U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y can serve as an effective
window for dialogue to promote the inter-Korean cooperations in non-political domains.
Though the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is under restoration to the stage of seeking
the peace system build-up like before 2008, the mutual trust has not been restored at a
high level yet. If we consider this, ‘The Principle of Mutual Trust and Respect’ should be
kept. ‘The Principle of Small-Scale Feasible Projects with Practicality’ can be effectively
applied in designating the Joint Fishing Area w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NLL issue.

13

Jeong-ho Nahm et. al(2007: 147)

14

R
 efer to Jeong-ho Nahm et. al(2007: 146~150) for details on the principlrs to promote the
formation of the West Sea Peace Wat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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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Basic Policy Directions and Promotion Principl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an
River Estuary-the West Sea Border Waters

Note: The principle on the participation of the Ministries concerned and the Stakeholders was revised as ‘The
Principle of Promoting the Projects Based on the Multi-layered Governance.’
Source: Jeong-ho Nahm et. al(2007: 147) was revised.

‘The Principle of Gradual and Repetitive Approach’ is the principle reflecting the present
circumstances with numerous barriers to overcome in realizing th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reality. Even the projects or tasks which were well chosen on the basis of
th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may have difficulties or delays sometimes in the course of
their completion. Any success can be achieved only when problems are gradually solved
with repeated attempts and efforts despite their delays and hardships.
‘The Principle of Expert-Centered Non-Political Approach’‘ is effective when experts lead
soft projects like information exchange, interchange of technology and caliber strengthening under such circumstances that the projects requiring delivery of materials and cash
cannot be carried out because of U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he projects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agendas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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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Promoting the Projects Based on the Multi-layered Governance’ means
that the scope of the Stakeholders is not limited to South Korea and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are invited to the project promotion. The networking
among ministries, between Administration and Private Sector, and between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can be applicable to the decision on project content and its
implication process.
3) The Promotional Directions by Sector
The process of inter-Korean cooperations on the Han River estuary and the West Sea
Border Waters is the process to realize a balanced development of Peace-Prosperity-Protection. In the spacial scope of the two Korean cooperations, detailed projects will be implemented such as Designation of Joint Fishing Area, Opening of the Direct Air Route to
Haeju, Development of Haeju Port, Joint Use of Han River Estuary, Protection of Ecosystem, and Prevention of Military Collision. Even though the basic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 on these projects was concluded, the process to materialize them is a different
story. The promotional directions by sector are classified as below, and detailed projects
are described.
▮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Marine Space
▮ Preservation of Marine Resources and Their Sustainable Use
▮ Harbor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Logistics Network
▮ The Sustainable and Optimal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There are some projects requiring materialistic or financial supports to North Korea. Some
other projects require a low need for materialistic or financial supports. Then we can classify the projects into two categories: The projects requiring a low need for materialistic
or financial supports are the ones before the UN’s sanctions; and The projects requiring
materialistic or financial supports are the ones after the UN’s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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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romotion Principles for South-North Korean Cooperation at Han River Estuary-the West Sea Border Waters
Area

Direction to Promote

Survey on Marine
Space and Resources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on Marine
Space

Preservation of
Marine
Resources
and their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ion
Zone and Its Joint
Management

Detailed Contents
Preparation→Survey Plan Set-up→ Gradual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se
Participating as an observer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se Areas: Zoning; Feasibility Review on Use and
Development; Marine Space Planning
Protecting tidal Mudflat, Ecosystem, Marine Resources
The Ramsar Convention, Joint Designation and
Management by South and North Korea on UNESCO Biosphere Preservation Areas

Before
Sanctions
Relief

Before
Sanctions
Relief

Establishment of
Cross-Border Marine Space Plan

A systematic Space Allocation for Harmony and
Balance on Preservation, Use and Demand for
Development

Before
Sanctions
Relief

Development by
Linking to Rear
Areas

Set-up a Developmental Strategy to Link the Land
Area at the Back of Border Waters and the Water
Basins(including Han River, Yeomwha Waterway
and Gangwha Waterway)

Before
Sanctions
Relief

Diversified Measures for Resource
Preservation and
Use

Designating the Water Surfaces to be Protected,
Designating the Waters for Paid Fishing, Designating Joint Fishing Zones(Gradual Expansion)

Sustainable Measures to
Operate the Joint
Use
Fishing Areas

Before/

Survey on Marine Resources, Forming Marine
Resources and Improving Fishing Ground Environment, Securing Fishing Safety, Planning on
Management and Use of Joint Fishing Areas, Joint
Controlment of Chinese Fishing Boats
Giving Priority Rights to Fishermen of 5 Islands in
the West Sea for Fishing at the Joint Fish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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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Direction to Promote
The Feasibility
Review on Harbor
Development at
the Han River
Estuary and Urgent
Promotion of Direct Air Route

Construction of
Marine
Logistics
Network

Detailed Contents
Reviewing the Feasibility on Mt. Odu Harbor Development
Reviewing the Opening of the Direct Air Route
between Incheon and Haeju

Period
Before
Sanctions
Relief

Joint Survey on
Waterway to Open
Routes

Before
Direct Route to Haeju Harbor, Direct Route between SancIncheon and Haeju
tions
Relief

Set-up a Consultative Group
of Experts for
Feasibility Survey
on Haeju Harbor
Development

Forming it centering around experts on Economy
and Logistics

Build-up the West
Sea Inter-Korean
Logistics Network

Haeju Special Economic Zone, Haeju ~ Incheon ~
International Route

Sanctions
Relief

Joint Survey Reopened in 2019, A Comprehensive
Joint Survey Established

Before
Sanctions
Relief

Continued Joint
Survey on Han
River Estuary,
Sustainable Ecosystem and
and OptiResource Expanmal Use of sion
Han River
Waterway ResEstuary
toration and Pilot
Tour Project Implementation

Before
Sanctions
Relief
After

Utilizing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Sand Collection
and the dredging of shipping channels
Operating first the small-sized boats giving less
impacts on Topography and Ecosystem
Trust Build-up by Developing Tour Programs 개발

Before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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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둘레길 사업추진 과정 및 주요 이슈
강영애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Ⅰ. 배경 및 목적
본 원고는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코리아둘레길 사업 과정에서 등장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논
의함으로써 경기도 걷기여행길(DMZ 트레일) 사업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코리아둘
레길 사업(2017-2019)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북쪽의 DMZ 접경지역까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하여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올해 2019년까지 전체 구간 최종노선(안) 설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6년 기본구상, 2017년에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시범적으로 남해안 구간의 일부를 코리아둘레길 최종노선(안)으로 설정하였다. 2018년은 남해안 구간 노선
과 서해안 구간의 최종노선(안) 설정을 마무리하였다. 2019년에는 인천 강화도와 경기 북부, 강원도 고성을 동-서
로 가로지르는 코리아둘레길 북부구간을 ‘DMZ 평화의 길’로 명명하고, 노선조사를 진행중이다. 경기도 구간이 포함
된 서해안길 전체 길이는 약 1,804km이다. 이 중에서 경기도 구간은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 등 5개 지자체를
포함하며, 코스 수는 10개, 길이는 약 162km이다. DMZ 평화의 길 경기도 구간은 경기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
개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는데, 2019년 8월 현재 1차 후보노선 조사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중이다. 사업
진행상황은 본문에 간단히 정리하였다.
본 원고는 2장에서 코리아둘레길 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3장에서는 코리아둘레길 사업 추진 과정에
서 나타난 몇 가지 이슈를 도출하였다. 걷기여행길(코리아둘레길) 사업이 지닌 이슈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나 본
원고에서는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 홍보마케팅,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걷기여행길 관리운영 구조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4가지 주요 이슈를 논의사항으로 제기하였다. 마지막 3장에서는 코리아둘레길 사업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경
기도 걷기여행길 사업 추진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Ⅱ. 코리아둘레길 사업 추진 현황
1. 코리아둘레길 개념 및 사업 범위
코리아둘레길이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하여 구축될 약 4,500km의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이다.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을
비전으로 ‘평화, 만남, 치유, 상생’의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한다. 동해안의 ‘해파랑길’, 남해안의 ‘남파랑길’, 서해안의 ‘서
해랑길’, DMZ 등 접경지역의 ‘DMZ 평화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2016년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16.6.17)를 통해 ‘코리아둘레길 대한민국 대표 콘텐
츠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2016년에 동해안의 해파랑길이 개통되었는데, 이 길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
한 바퀴를 둘러갈 수 있는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을 구축하는 사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코리아둘레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7년부터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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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랑길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서해랑길에 대한 최종노선(안)을 설정하였고, 올해 2019년에는 DMZ 등 접경지
역의 ‘DMZ 평화의 길’ 노선 조사를 진행중이다. 2016년 개통한 동해안의 해파랑길은 50개 코스, 약 770km, 남파랑
길은 90개 코스, 1,463㎞, 서해랑길은 110개 코스, 1,804km 길이다. 올해 구축될 ‘DMZ 평화의 길’을 포함하면 코
리아둘레길의 길이는 약 4,50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랑길은 경기도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 등 5
개 지자체를 거쳐 가는데, 10개 코스, 약 162㎞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코리아둘레길 공간 범위

[그림 2] 서해안길 경기도 구간

코리아둘레길은 새로운 걷기여행길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조성된 걷기여행길에 새로운 걷기여행
길 브랜드를 부여하여 광역 걷기여행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그림 3). 그만큼 코리아둘레길 사업(20172019) 3개년 예산은 총 사업비 91억원으로, 물리적 토목공사 필요한 기존 걷기여행길 조성 사업보다는 예산 규모가
적은 편이다. 예산 대부분이 노선 조사와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코리아둘레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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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Z 평화의 길1
DMZ 평화의 길은 서쪽 강화도부터 경기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지나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되는 코리아둘레길의
북쪽 노선이다. 2019년 4월 말, 전문가 회의 및 국민참여를 통해 ‘DMZ 평화의 길’이라는 명칭이 선정되었다,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DMZ 등 접경지역 일대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여러 부
처에서도 이 일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둘레길’과 행안부의 ‘통일을 여는 길’
사업2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DMZ 평화의 길’ 사업은 관계 정부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5
개 부처(문체부, 행안부, 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간 MOU를 체결하고, 사업 단계마다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치면
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DMZ 평화의 길 사업은 2019년 7월 현재 1차 후보노선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부처 간 협의와 지역협의를 준비중이
다. 부처 간 협의와 지역협의회를 통해 노선 설정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8월 말부터 2차 정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과 서해랑길이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DMZ 평화의 길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2017년 코리아둘레길 사업 초기에는 ‘평화누리길’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그 사이 정치적 환
경의 변화 및 DMZ의 지리적 특수성(상징성)을 반영하여 ‘평화누리길’을 수용하기 보다는 남방한계선과 민북지역 이
남과 이북을 넘나드는 노선(안) 설정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4] DMZ 평화의 길 대상지
본 사업을 통해 DMZ 평화의 길 최종노선(안)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민통선, DMZ구간의 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9년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코리아둘레길 DMZ 평화의 길과는 별개로 DMZ평화
의 길 최종노선(안)을 일부 체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을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DMZ평화의 길 테마
노선은 2018년 말 강원 고성과 철원, 경기 파주에서 철거된 GP를 포함하고 있다. 2019년 4월 27일 고성의 2개 노
선 개방을 시작으로 6월 1일에 철원, 8월 10일에 파주 노선을 국민에게 공식 개방하였다(그림 4).

1

본 원고에서 ‘DMZ 평화의 길’ 관련 내용은 2019년 7월까지 진행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행안부는 DMZ 통일을 여는 길(가칭) 계획 발표(2018.12) 및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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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철원

파주

[그림 4] DMZ 평화의 길 테마프로그램
Ⅲ. 코리아둘레길 관련 이슈
1.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
코리아둘레길 사업(2017-2019)은 사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과제’를 설정하였는데, 그것은 ①체계적
인 노선 조사 및 설정, ②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③이용자 중심 안내정보체계 구축, ④
국민참여형 관광브랜드 구축, ⑤민관협력형 관리운영체계 구축이다. 이 과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체계적인 노선
조사 및 설정’이다. 코리아둘레길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통일성) 코리아둘레길로서의 특수성(다양성)을 고려하
여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그림 5), 이 기준에 따라 코리아둘레길 최종 노선(안)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5]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 기준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 기준에서도 나타나듯이 ‘코리아둘레길 조사 및 설정’의 핵심이슈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
력적이고 안전한 걷기 좋은 길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걷기 좋은 길”이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 질문
에 대해 답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다. 걷기여행길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정부 부처마다 설정한 사업 선정 조건도 다
르며, 개인마다 선호하는 걷기여행길 매력요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걷기여행길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노면 상태, 난이도 등 걷기 좋은 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상
당히 많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보행안전성과 기본적인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매력요소로 작
용하는 것은 ‘우수한 자연경관’이고, 덧붙여 ‘다양성’과 ‘지역특수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2018)가 실시한 ‘2018 걷기여행길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걷기여행길 방문목적으로는 자연에서의 휴식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그림 6), 걷기여행길 선택속성으로는 우수한 자연경관, 관리상태, 안내체계, 안전성, 볼거리 다
양성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냈다.
걷기여행자는 걷기여행길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 속에서 휴식하기를 즐긴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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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경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걷기여행자는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코리아둘
레길은 바다경관뿐만 아니라 숲, 호수, 논, 들판 등을 지나면서 다양한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걷
기여행의 매력은 걸어서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걸어서 여행해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코리아둘레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걷기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숲에서
만난 자그마한 들꽃에 감동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성 또한 걷기여행의 중요한 매력요소로 작용한다. 코리아둘레길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자원을 지나가도록 설정함으로써 각 지역이 지닌 지역성을 경험하고, 마을과 시장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함으로써 코리아둘레길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리아둘레길이 ‘안전성’ 확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설정된 코리아둘레길 최종노선(
안)에는 갓길이 없는 차도, 지뢰구간 등 위험구간이 상당수 존재한다(그림 7). 이러한 위험구간은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지역협의를 통해 대체노선을 발굴하거나 ‘연결노선’으로 설정하여 진입금지 혹은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6] 걷기여행길 방문목적

[그림 7] 위험구간 예시
2.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구축 및 홍보마케팅
걷기 좋은 길을 구축했다면(안내체계 구축 포함), 그 이후의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코리아둘레길
의 매력을 알려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걷기여행길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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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가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①걷기여행 활성화와 ②코리아둘레길 구축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구
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코리아둘레길 사업에서는 전반적인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수요 확대뿐만 아니라 장거리 트
레일로서 장거리 걷기여행 수요 확대에도 초점을 두고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렇다면 걷기여행 홍보마케팅 타깃은 누구여야 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2018)는 ‘2018 걷기여
행길 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걷기여행 수요 특성을 파악하였다.3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점 기준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 이상 걷기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60.0%, 지난 1년 동안 걷기여행에 참여한 경
험이 있는 응답자는 약 30.9%로 나타났다(그림 8). 이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 간 걷기여행에 한
번 이상 참여했음을 의미한다.4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의 33.7%, 여성의 28.2%가 걷기여행 경험자였다. 걷기여
행 경험률과 나이는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경험률을 살펴보면, 40대의 28.2%, 50대의 36.6%,
60대의 42.6%가 걷기여행 경험자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걷기여행 참여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그림 6),
걷기여행자들은 1년 동안 평균 4.3회 걷기여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걷기여행
횟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최근 1년 기준 걷기여행 경험자 비율
걷기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걷기여행의 제약요인을 살펴본 결과(그림 9), 시간 제약요인이 가장 크
게 작용했고(40.9%), 걷기여행이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8%). 반면,
정보부족 때문에 걷기여행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39.2%) 걷기여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3

전국민 5,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임. 지역, 성별, 연령대별 비례할당 조사 실시

4

2016년 국민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종목은 걷기
(40.4%)와 등산(24.7%)이 차지하였다. 이는 우리 국민 생활에서 걷기가 차지하는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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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걷기여행 제약 요인
걷기여행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어떠한 홍보수단을 활용하면 좋을까? 관련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그림 10), 걷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65.2%) 지인 등 구전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의 경우는 32.4%, 관련 동호회나 친목단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는 11.1%를 차지하였는데, 인터
넷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경우 대부분은 카페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고(69.4%), 걷기여행길 홈
페이지(19.3%), 공공기관 홈페이지(13.8%), 페이스북(12.0%)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1). 특히, 50대 이상의 장년
층(69.2%)은 구전을 통한 정보습득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40대 이하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 경험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걷기여행 참여비율이 높고, 구전을 통해 걷기여행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특징을 지닌 장년층은 걷기여행
길 방문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재방문 및 구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마케팅은 인터넷
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40대 이하의 젊은층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림 10] 걷기여행 관련 정보 습득 수단

[그림 11] 인터넷 걷기여행 정보 습득 수단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코리아둘레길 인지도 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두루누비’ SNS 채널(Facebook, 인스타그램, 블로그)을 통
해 코리아둘레길 대표코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그림 12), 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
한 지도 제작 및 종주 이벤트를 진행중이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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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두루누비 Facebook

[그림 13] 해파랑길 종주 이벤트

우리나라 걷기여행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사․이벤트는 걷기축제, 정기적으로 ‘함께 걷기 프로그램’ 위주
로 단순한 편이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걷기여행 관련 행사․이벤트를 탈피하고 걷기여행의
다양한 모텔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남파랑길 테마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과(그림 14) TV 프
로그램 및 유튜브 제작․방송 등을 준비중이다(가제 : 길 위의 힐링 탐험가 워킹맨).

[그림 14] 남파랑길 테마프로그램

3.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여러 사람들이 걷기여행길이나 걷기여행을 왜 관광분야에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걷기’활동이
신체 건강 및 힐링 등의 정신적․심리적 건강 증진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것은 보건복지 분야나 생활체육 분야의 영
역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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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둘레길 사업의 궁극적 목적 중의 하나는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분야
의 걷기여행길 사업은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포함하도록 코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주요 걷기여행길 방
문객 5,890명을 대상으로 걷기여행 소비행태를 살펴본 결과, 걷기여행 시 1회 평균 1.4일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걷기여행객의 33.5%는 숙박여행, 66.5%는 당일여행객으로 조사되었다. 걷기여행 시 방문객이 지출하는 총
비용은 평균 111,301원이었는데(1인 1회 기준), 숙박여행객의 경우는 216,642원 규모로 늘어났다. 지출비용을 세
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식/음료비(29,245원)와 숙박비(24,963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
공사, 2018).5
걷기여행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여행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밴드 등의 동호회를 통해 걷기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체 걷기여행은 대부분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해파랑길과 같은 장거리 걷기여행길은
약 6개월에서 1년 내 완주를 목표로 진행된다고 한다. 1회 방문 시 버스 대여비, 숙박비, 식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1
인당 약 10만원 내외 수준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코리아둘레길이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둘레길(해파랑
길) 이용자가 제기하는 가장 큰 민원은 숙박시설에 관한 것이다. 제주올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숙박시설 수 확대
및 다양성 확보 등의 숙박시스템 구축은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민간 영역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코리아둘레길 이용자 수 확대 및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숙박시
설 확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둘레길 주변 관광지뿐만 아니라 숙박
시설, 식당, 편의점 등 걷기여행과 관련된 가맹점을 확보하여 걷기여행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투어패스’ 사업
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기
여하고자 한다.
4. 지속가능한 코리아둘레길 관리운영구조
걷기여행길(코리아둘레길) 사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코리아둘레길 구축 이후의 관리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성된 걷기여행길이 약 55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조성단
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지속가능한 관리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코리아둘레길 사업은 사업 초기, 관 주도형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오해와 논란에 따라 민간주도형, 지역중심형, 국민
참여형 사업 추진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하여 ‘코리아둘레길 민간추진협의회’와 ‘코리아둘레길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코리아둘레길 민간추진협의는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자문 및 의결기구로 생태, 역사, 문화, 걷기여행길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였으며, 사업추진단계별 자문과 최종노선(안) 설정 역할을 담당하였다. 코리아둘레길 지역협의
회는 각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후보노선 설정 및 최종노선(안) 설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5

주요 걷기여행길 56개, 80개 코스에서 걷기여행길 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객 8,000명 중 지역
주민을 제외한 관광객 5,890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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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코리아둘레길 사업추진구조
코리아둘레길 해파랑길과 남파랑길, 서해안길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추진한 사업인 반면, DMZ 평화의 길은 문
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산림청이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정부부처 국장급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성격의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DMZ 평화의 길 조
성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는 ‘DMZ 평화의 길’ 노선 조사 및 설정, 테마노선 시범운영, 홍보마케팅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총 10개의 거점센터 조성(각 지자체별 1개)과 안내체계 구축 등을 담당할 예정
이다. 국방부는 민통선 이북지역의 노선 조사에 필요한 출입 및 안내, 작전성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 통일부는 노선 조사 범위 및 노선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DMZ 평화의 길 최종노선(안) 설정 이후 관리운영 단계에서의 사업추진구조는 부처 간, 그리고 지역 간 협력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부처는 통합된 노선 관리와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걷기여행길 유지
및 보수, 각 코스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실질적인 관리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구조다.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 조사한 걷기여행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운영주체가 확인 가능한 527개 걷기여
행길 중에서 93.0%(490개)가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여행길 관리운영비용은 평균적
으로 연간 약 2억 원 수준이나 역할에 따라 지역 간 편차는 상당히 크다. 2020년부터는 걷기여행길 관련 예산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걷기여행길 관리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현재보다 더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걷기여행길
은 지자체 중심형 관리운영구조 체계가 적합하나 광역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여행길의 경우
그 길을 통합관리하고 홍보 할 정부부처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걷기여행길 관리운영체계를 생각하면, 하나의 정부부처가 통합관리하거나 정
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현재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국에 약 550개 걷기여행길이 존재하고,
약 1,950개 코스, 길이는 19,000km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도 다양한 걷기여행길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국토부 누리길(2010-2017)과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사업(2010-2014), 환경부 국토생태탐방로 사
업(1단계 2008-2017)6, 행안부 우리마을 녹색길(2011-2012), 해양수산부 해안누리길(2010-2015), 국립공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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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의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2010-2020)7, 산림청 숲길(2007~2020)8 사업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
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2009~2014)9을 추진하면서 47개 걷기여행길을 지정하였고, 2016년 해파랑길
(2009-2016)을 정식 개통하였다.10 경기도에서도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걷기여행길이 다수 존재하는데, 14개 사업
의 예산 규모는 약 11,18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등 지자체 관점에서 보면, 걷기여행길 관리운영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을 받
고 조성한 걷기여행길 사업은 해당 부처와 관계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걷기여행길 관리운영 구조가 복잡해지
고 통합관리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또한 지자체는 걷기여행길 관리운영주체 육성과 조례제정을 통한 걷기여행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걷기여행길이 잘 관리운영되고 있는 곳은 산림청 숲길, 제주올레, 강릉바우길, 평화누리길 등이
다. 이들 걷기여행길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면, 걷기여행길 관리운영단체(사단법인)를 보유하고 지자체(정부)가 지원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약칭: 산림휴양법)’ 에 근거하여 숲길
관리운영단체를 지원하고 있다.11 제주올레는 (사)제주올레, 강릉바우길은 (사)강릉바우길이 관리운영하고 있고, 평
화누리길은 4개 지자체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1> 걷기여행길 관련 자치법규 제정 세부 현황 (경기)
구분

조례

규칙

자치단체

자치법규 명

제/개정일

경기 가평군

가평군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3/11/15

경기 본청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2013/12/2

경기 여주시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3/31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015/11/10

경기 양평군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2017/1/9

경기 안양시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3/6

경기 안산시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2017/7/25

경기 본청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4/1/14

7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3개, 치악산둘레길 사업 2020년 완료 예정

8

숲길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75개 길(87개 사업), 3,086.6km의 걷기여행길을 지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1,259억 원(국비 634(기금 92), 지방비 625)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됨

9

문화체육관광부(2009).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기본계획 수립

10 이후 동계올림픽 개최 기념으로 올림픽아리바우길(2015-2017) 조성 지원(걷기여행길 실태조사 p.35)
11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따른 ‘숲길’의 정의는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 탐방· 휴양 및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된 길 또는 이러한 길과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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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4-1
Ⅳ. 결론
본 원고는 경기도 서부(서해안길)와 북부(DMZ평화의 길)를 포함하는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경기도 걷기여행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코리아둘레길 DMZ 평화의 길이 구축될 DMZ 일대는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경기 구간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판문점, 캠프그리브스 등 연계 안보관광자원도 다수 위치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
코리아둘레길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말 최종노선(안)이 설정될 예정으로, 완료 시점까지 상당히 많은 단계가
남아 있어 최종노선(안) 형태나 거점센터 위치 등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특히 타 구간과 다르게 관계부처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의견수렴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 평화의 길 사업은 상
징적 의미와 정부부처 협력사업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본 원고 본문에서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4가지 이슈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 두 번째는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구축 및 홍보마케팅, 세 번째는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구조에
대한 것이다.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걷기 좋은 길’의 조건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다양성, 지역
특수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에는 현재 다양한 걷기여행길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북쪽 지역에는 경기도에서 조성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걷기여행길 중 하나인 평화누리길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모든 걷기여행길이 그렇듯 평화누리길
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둘레길 및 평화누리길 등 경기도 걷기여행길 사업을 추진하고 노선을 변경함에
있어 해당 걷기여행길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원칙을 설정하는데 이번 논의결과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DMZ
평화의 길이 조성된다면 경기도 평화누리길과의 관계성 설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둘레길 인지도 제고와 장거리 걷기여행 활성화를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구축 및 홍보마케
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루누비’ SNS 채널을 통한 코리아둘레길 대표코스 홍보, 장거리 걷기여행 활
성화를 위한 지도 제작 및 종주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걷기여행 행사·이벤트를 탈피하고 걷기
여행의 다양한 모텔을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남파랑길 테마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과 TV 프
로그램 및 유튜브 제작·방송 등을 준비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은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홍보
및 ‘걷기여행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코리아둘레길 홍보마케팅을 위한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추진중이기 때
문에 경기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와의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코리아둘레길이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코리아둘레길은 마을과 시장,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매력자원을 지나가도록 코
스를 설정하고,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중이다.
코리아둘레길 지속가능한 관리운영구조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지역 간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걷기
여행길 관리운영주체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광역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여행
길의 경우 그 길을 통합 관리한 정부부처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경기도 지자체 내 걷기여행길(코리아
둘레길 포함) 관리운영부서 단일화, 걷기여행길 관리운영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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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es & Major Issues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KANG Youngae
Expert Member, Korean Tourism Organization

Ⅰ. Background & Purpose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progresses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dulle”
means “perimeter” in Korean and “gil” means “trail”) and discuss some of the issues that
appeared in the course of this project, in order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setting the
project direction for developing walking trails in the Gyeonggi Province (DMZ Trail). Korea
Dulle-gil (2017-2019) is a project that seeks to build an ultra-distance walking trail by connecting existing trails in the outskirts of Korea, including those along the east coast, south
coast, west coast, and the northern DMZ border of Korea. The project began in earnest in
2017, and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complete the final route (plan) for the entire Korea
Dulle-gil by 2019. The basic plan was established in 2016, the master plan in 2017, and the
final route (plan) for part of the south coast section of the Korea Dulle-gil was determined
on a trial basis the same year. Final routes (plans) for the remaining south coast section
and the west coast section were developed in 2018. This year, the northern section of
the Korea Dulle-gil—which stretches from west to east along Ganghwa Island in Incheon,
northern Gyeonggi Province, and Goseong in Gangwon Province—was named “DMZ Peace
Trail,” and route surveys for the trail are underway. The west coast section, which includes
trail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is approximately 1,804 km long. Gyeonggi Province
trails of the west coast section cross five city governments (Pyeongtaek, Hwaseong, Ansan, Siheung, and Gimpo), consist of ten walking courses, and add up to about 162 km
in total. Gyeonggi Province trails of the DMZ Peace Trail span over four city governments
(Gimpo, Goyang, Paju, and Yeoncheon), and as of August 2019, its candidate route survey
(first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consultations with related agencies are underway.
The progresses are summarized in the body of this paper.
Chapter II of the paper briefly introduces the progresses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and Chapter III draws some of the issues that appeared in the course of this project. Issues surrounding the walking trail project (Korea Dulle-gil) are quite diverse and complex,
but this paper raises four major issues for discussion: establishment of the Korea Dulle-gil
route, PR and marketing, connection with regional tourism, and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structure of the walking trails. Lastly, Chapter IV proposes the direction the
trail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Trail Project should head considering the major issues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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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rogresses of Korea Dulle-gil
1. Concept & Scope of Korea Dulle-gil
Korea Dulle-gil is an ultra-distance walking trail of approximately 4,500 km that will be
built over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2017 to 2019, by connecting existing trails in the
outskirts of Korea, including those along the east, west, south coasts and the DMZ border.
It seeks to realize the values of “peace, meeting, healing, and co-prosperity” through the
vision of “walking together to rediscover the Republic of Korea.” It is composed of “Haeparang-gil” along the east coast, “Namparang-gil” along the south coast, “Seohaerang-gil”
along the west coast, and the “DMZ Peace Trail” along the DMZ border.
The Korea Dulle-gil Project began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 Dulle-gil as Korea’s Representative Content” plan at the 2016 Conference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June 17, 2016). Haeparang-gil in the east
coast opened in 2016, and as an extension of this, the government announced a project for
building an ultra-long walking trail that will circle the entire country.
The project only began in earnest in 2017.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and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started with Namparang-gil in setting the
final route (plan) in 2017, then completed Seohaerang-gil by 2018, and this year, they
are conducting route surveys of the DMZ Peace Trail bordering the DMZ. The east coast
Haeparang-gil, which opened in 2016, consists of 50 walking courses with a total length of
about 770 km, the south coast Namparang-gil consists of 90 courses with a total length of
1,463 km, and the west coast Seohaerang-gil consists of 110 courses with a total length of
1,804 km. With these three plus the DMZ Peace Trail to be built this year, Korea Dulle-gil
is estimated to be about 4,500 km long. Seohaerang-gil passes through five city governments of Gyeonggi Province (Pyeongtaek, Hwaseong, Ansan, Siheung, and Gimpo) and
includes 10 courses of about 162 km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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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ope of Korea Dulle-gil

[Figure 2] Gyeonggi Trails of West Coast Section

Korea Dulle-gil is not a project about developing new walking trails, but rather a project
about giving a new brand image to existing trails and connecting them in a wide area (Figure 3). Consequently, the total budget for the three-year project (2017-2019) is 9.1 billion
KRW, which is lower than the budget formulated for developing existing walking trails
where physical civil engineering work was required. Most of the Korea Dulle-gil budget is
allocated to route surveys, PR and marketing.

[Figure 3] Concept Map of Korea Dulle-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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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Z Peace Trail1
DMZ Peace Trail is the northern section of Korea Dulle-gil, which runs from Ganghwa
Island in the west to Gimpo, Goyang, Paju, and Yeoncheon in Gyeonggi Province and on
to Goseong in Gangwon Province. The name “DMZ Peace Trail” was selected in late April
through expert meetings and public participation.
As the mood for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increased, the DMZ border area received
much worldwide attention, and many Korean ministries also showed great interest in projects in this vicinity. In particular, after the “Korea Dulle-gil” led by MCST and the “Road
to Unification”2 l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were pointed out as
overlapping, the DMZ Peace Trail Project became a collaborative project involving several
ministries. Five ministries (MCST, MOI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Ministry of
Unification (MOU),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E)) signed an MOU this year and are
pushing forward with the project through inter-ministry consultations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As of July 2019, the DMZ Peace Trail project completed its candidate route survey (first
survey) and is preparing for its inter-ministry and regional consultations. Once the direction
of the routing is decided through inter-ministry and regional consultations, the detailed
survey (second survey) will be conducted starting end August.
Namparang-gil and Seohaerang-gil of the Korea Dulle-gil focused on linking existing
walking trails, but the DMZ Peace Trail is slightly different in nature. Although ways to
incorporate the existing “Pyeonghwa (Peace) Nuri-gil” were reviewed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in 2017, considering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the meantime a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 (symbolic aspect) of the DMZ, the
government is thinking about a route (plan) that crosses north of the Southern Limit Line
(SLL) and sou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rather than one that incorporates the
Pyeonghwa (Peace) Nuri-gil.

1

Details related to the DMZ Peace Trail in this paper were drafted based on the progresses made
until July 2019 and thus may change later.

2

MOIS announced the plans for the DMZ Road to Unification (tentative name) (Dec. 2018) and
changed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of the border area (J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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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arget Site of DMZ Peace Trail

Yet even if the final route (plan) for the DMZ Peace Trail is determined through this project,
the use of the Civilian Control Zone (CCZ) and DMZ will be limited at this current point in
time. This is why, separately from the DMZ Peace Trail of the Korea Dulle-gil, which runs
from west to east, themed routes were established this year and are operating on a trial
basis to allow people to experience part of the final route (plan) of the DMZ Peace Trail.
Themed routes of the DMZ Peace Trail include GPs removed from Goseong and Cheorwon
of Gangwon Province, and Paju of Gyeonggi Province at the end of 2018. Starting with the
opening of two courses in Goseong on April 27, 2019, Cheorwon courses were made public on June 1 and Paju courses on August 10 (Figure 4).

Goseong

Cheorwon

Paju

[Figure 4] Themed Routes of DMZ Peace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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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ssues Concerning Korea Dulle-gil
1. Route Determination of Korea Dulle-gil
The government selected “five key tasks” to realize the vision and goals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2017-2019): ① systematic route surveys and route determination; ②
search for attractive tourism contents, and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ttractive tourism programs; ③ implementation of a user-centered guidance and information system;
④ development of a people-participating tourism brand; and ⑤ implementation of a public-private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Paramount among these tasks is “route
surveys and route determin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Korea Dulle-gil routes (Figure 5) were established, taking into account the shared vision and values (uniformity) and
the uniqueness (diversity) of the trails. It is based on these criteria that the final routes
(plans) of the Korea Dulle-gil are being established.

[Figure 5] Criteria for Korea Dulle-gil Route Determination

As seen in the criteria for Korea Dulle-gil route determination, the main concern of “surveying and determining the routes for Korea Dulle-gil” can be summarized into “finding an
attractive and safe walking trail.” If so, what are the conditions of a “good walking trail”?
Answers to this question may vary considerably. This is because the conditions for selecting a project differ per government ministry that has been carrying out walking trail projects, and the preferred charm point of a walking trail may differ per individual.
Walking trails have various aspects to them. While there are many conditions of a good
walking trail, such as the surface condition and difficulty level, the most basic condition is
to ensure pedestrian safety and basic convenience, and the greatest charm point is “beautiful natural scenery,” in conjunction with “diversity” and “regional features.” Th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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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rail User Survey” conducted by MCST and KTO (2018) showed that the highest
purpose for visiting walking trails was to relax in nature (Figure 6) and the highest reason
for choosing a walking trail was in the order of natural landscape, maintenance status,
guidance system, safety, and sight diversity.
Walking travelers interact with nature on the trails and relax in nature. But no matter how
beautiful the natural scenery, they would get bored if the same scenery continued. Korea
Dulle-gil is thus designed to experience various natural landscapes, passing through seascapes, forests, lakes, rice paddies, fields, etc. The charm of walking tours lie in being able
to experience beauty that can only be met on foot. Korea Dulle-gil needs to be carefully
planned so that travelers can experience things that they can only see and feel when traveling on foot. Walking travelers tend to admire the little wild flowers they encounter in the
forest. Another important charm of a walking tour is regionality. Korea Dulle-gil traverses
attractive resources that represent each region so that travelers can experience the unique
features of the region, and is designed to cross local commercial districts, such as villages
and markets, so as to contribute to revitalizing local tourism.
Despite the fact that ensuring “safety” is considered the foremost priority of the Korea
Dulle-gil, the final routes (plans) established to date include quite a number of danger
zones, such as car roads without shoulders and mine zones (Figure 7).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nd regional consultation, alternative routes are being identified for the danger
zones, or these danger zones are being classified as “connection routes” to control vehicle
entry or induce vehicle movement.

[Figure 6] Purpose of Visit to Walking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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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llustration of Danger Zone

2. Brand-building, PR & Marketing of the Korea Dulle-gil Brand
Once a good walking trail has been implemented (including a guidance system), the role
of KTO is to inform the public about the charms of the Korea Dulle-gil, in order to raise their
awareness and induce many to visit. MCST’s core policies on walking trails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pillars: ① promotion of walking tours and ② construction of the Korea Dullegil. The Ministry is undertaking PR and marketing activities for Korea Dulle-gil, focusing not
only on expanding demand for walking tours in general, but also on expanding demand for
long-distance walking tours since Korea Dulle-gil is a long-distance trail.
Then who should be targeted for the PR and marketing of the walking tours? MCST and
KTO (2018) identified the demand characteristics of walking tours through the “2018 Walking Trail User Survey”.3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bout 60.0% of the respondents, who
were born by the time of survey, had been on a walking tour at least once, and about 30.9%
of the respondents had been on a walking tour in the past year (Figure 8). This means
that three out of then Korean citizens had participated in a walking tour at least once in
the past year.4 By gender, 33.7% of men and 28.2% of women had experienced a walking
tour. Also, a strong correlation was seen between walking tour experience and age. By age
group, 28.2% of those in their 40s, 36.6% in their 50s, and 42.6% in their 60s had been on
a walking tour, showing a higher participation level in older age groups (Figure 6). Walking
travelers participated in an average of 4.3 trips per year, and the average number of trips
increased in older age groups.

3

Results of an online survey to 5,000 citizens nationwid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proportional quota per region, gender, and age group.

4

According to the report on the 2016 Citizens’ Sports Participation Survey, walking (40.4%) and
climbing (24.7%) accounted for the most participated sport in the past year. This indicates how
important walking is in the daily lives of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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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ercentage of Walking Tour Experience within the Past Year

A study on the constraints of walking tours among people who did not participate (Figure
9) found that time constraints (40.9%) was the biggest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followed second by the impression that walking tours are physically challenging (35.8%). On
the other hand, a high percentage was not able to participate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39.2%), and thi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information and promoting walking
tours.

[Figure 9] Constraints of Walking Tours

What kind of PR and marketing tools would be effective in promoting walking tours? Related survey results (Figure 10) show that more than half of the walking travelers (65.2%)
acquire information through word of mouth, e.g., through acquaintances. 32.4% obtain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11.1% through related clubs or social groups; in case
of acquisition through the internet, the majority got information from online cafes (online
communities) or blog posts (69.4%), while others got them from walking trail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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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public institution websites (13.8%), and Facebook (12.0%) (Figure 11). In particular, senior citizens in their 50s or older (69.2%) showed a higher level of acquiring
information through word of mouth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nd those in their 40s
or younger showed a relatively higher level of acquiring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his means that increas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senior citizens, who show a high
level of walking tour participation and a high level of information acquisition through word
of mouth, will enhance return visits and the effect of verbal communication. As for PR and
marketing through the internet, the focus should be on the younger age group in their 40s
or less, who are the main users of internet information.

[Figure 10] Method of Acquiring Info
on Walking Tour

[Figwon Walking Tour

Based on these survey results, KTO is carrying out various PR and marketing activities to
raise the awareness and foster the use of the Korea Dulle-gil. KTO continues to promote
the representative courses of the Korea Dulle-gil through its “Korea Mobility (@durunubi)”
SNS channels (Facebook, Instagram, blog) (Figure 12), and is producing maps and organizing walking trail events to promote Korea Dulle-gil, the long-distance walking trail (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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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Korea Mobility” Facebook Page

[Figure 13] Haeparang-gil Walking Event

Most events that take place on the Korean walking trails are rather simple, usually in the
form of a walking festival or the “walking together program” held on a regular basis. In this
regard, KTO deemed it important to propose various walking tour models that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typical events on walking tours, and hence is preparing a contest for
themed programs that can support Namparang-gil (Figure 14), as well as the production
and broadcast of a TV program (tentative program name: Walking Explorer, Healing on the
Trail).

[Figure 14] Namparang-gil Them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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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nection with Regional Tourism
Many wonder why the tourism sector is involved in walking trails or walking tours. If the
activity of “walking” only focused on improving body health, and mental and psychological
health like healing, walking trails and walking tours would be an area of health and welfare
or daily sports.
One ultimate goal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is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tourism and local economy. For this reason, walking trail projects led by the tourism
sector often include major tourism resources in their walking courses. According to a study
on the spending behavior of 5,890 visitors to major walking trails in Korea, travelers continued their walking tours for an average of 1.4 days, with 33.5% lodging overnight and 66.5%
doing a day trip. The total expenditure of walking travelers averaged to 111,301 KRW (per
trip and per person), and this number rose to 216,642 KRW for those staying overnight.
Examining the expenditure per item, food and beverage (29,245 KRW) and accommodation
(24,963 KRW)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MCST and KTO, 2018).5
Travelers highly involved in walking tours often participate through online clubs, such as
online cafes or bands (online communities). These group walking tours are generally organized for an overnight trip in the weekend, and they aim to complete long-distance walking
tours like Haeparang-gil in about 6 to 12 months. Group tour expenditures stand at about
100,000 KRW per person, including bus rentals, lodging facilities, and meals.
The government needs to find ways for Korea Dulle-gil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tourism and local economy. The biggest complaint about Korea Dulle-gil (Haeparang-gil) by the users concerns accommodation.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Jeju Ollegil, the establishment of an accommodation system—an increase in the number and types
of lodging facilities—will occur naturally in the private sector as the number of trail users
increases. But the public sector has to induce the growth in accommodation by expanding
the number of users and diversifying the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lodging
facilities. Accordingly, KTO is working on a “Tour Pass” Project to provide discount benefits
to walking travelers by securing not only tourist attractions around Korea Dulle-gil but also
affiliating shops to the walking tours, which include lodging facilities, restaurants, and convenience stores. Through this project, KTO seeks to promote local lodging and commercial
facilitie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and improve
user convenienc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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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stainable Management & Operation Structure of Korea Dulle-gil
The most difficult thing about the walking trail (Korea Dulle-gil) project regards who will
manage and operate once Korea Dulle-gil is constructed, and how. There are about 550
walking trails created to date in Korea, but the majority focused only on the development
phase, and efforts to establish a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were
insufficient.
The Korea Dulle-gil Project took the form of a private-led, region-centered, and public
participation project due to misunderstandings and controversies in the early stages that
it is a large-scale civil engineering project led by the government. To this end, the “Private
Council for Korea Dulle-gil Execution” and the “Korea Dulle-gil Regional Council” were
formed and operated. The Private Council for Korea Dulle-gil Execution, an advisory and
decision-making body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appointed experts in the field of ecology, history, culture, and walking trail and was responsible for consulting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and for setting the final route (plan). The Korea Dulle-gil Regional Council was
composed of officials in charge at each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experts, and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setting candidate routes and the final routes (plans).

[Figure 13] Korea Dulle-gil Project Organizational Chart

While Haeparang-gil, Namparang-gil, and Seohaerang-gil of the Korea Dulle-gil were
projects organized and led by MCST, the DMZ Peace Trail is a cooperative project carried
out not only by MCST, but also by MOIS, M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E (Ministry
of Environment), MOU (Ministry of Unification), and KFS (Korea Forest Service). MOIS operates the “People’s Design Group,” an advisory body composed of director-generals from
each government ministry and experts from related fields. In developing the DMZ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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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 MCST (KTO) is in charge of route surveys and route determination, trial operation of
themed routes, and PR and marketing, and MOIS will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a total
of 10 base centers (one per local government) and establishing a guidance system. MND
is actively providing support in terms of entry and guidance necessary for route surveys of
the area north of the CCL (civilian control line), reviewing the operability, etc. ME, KFS, and
MOU are reviewing and providing consulting on the scope and results of the route surveys.
After the final route (plan) is determined for the DMZ Peace Trail, I would like to underline
that the project execution structure at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tage should be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ministries and between regions. Government ministries
should manage the routes collectively and carry out general PR and marketing activities,
while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actual management and operation, such as the maintenance of walking trails, promotion of individual walking courses and operation of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17 Walking Trail Survey
conducted by MCST and KTO, among the 527 walking trails for which the managing and
operating entity could be identified, 93.0% (490 trails) were operated and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cost of the walking trails stood at an
approximate annual average of 200 million KRW, but the amount differed considerably by
region depending on the role played. While the local government-centered management
and operation structure is suitable for walking trails since their budget system will change
starting 2020 and local governments will consequently play a bigger role than today in
managing and operating walking trails, government ministries will also be required to manage and promote trails collectively in the case of long-distance walking trails that connect
a metropolitan government with another.
Looking at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Korea’s walking trails from a macro
perspective, it is imperative for a single government ministry to manage the trails collectively or for governments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lthough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exact number at this current point in time, about 550 walking trails exist nationwide,
composed of about 1,950 courses and roughly 19,000 km long.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have been undertaking various walking trail projects. These include the Nuri-gil Project (2010-2017) and the Green Road Project along the eight scenic beauties of Gwandong
(2010-2014) carried out by MOLIT, the National Ecological Trail Project (phase 1: 20082017)6 by ME, Our Village Greenway Project (2011-2012) by MOIS, the Haean (Coasta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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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i-gil Project (2010-2015) by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National Park
Dulle-gil Development Project (2010-2020)7 by KNPS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d
the Forest Path Project (2007~2020)8 by KFS (Korea Forest Service) among others. MCST
designated 47 walking trails as it conducted the project “Eco-cultural Trail with a Story”
(2009~2014)9 and officially opened the Haeparang-gil (2009-2016) in 2016.10 A number of
other walking trails in Gyeonggi Province are also funded by the government, with the total
budget for 14 projects adding up to about 1,118.2 billion KRW.
Looking from a local government perspective, such as Gyeonggi Province,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all management and operation tasks related to walking trails into one department. As the walking trail project, which was created with government support, was
managed by relevant ministries and department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structure of walking trails became more complicated and integrated management more difficult.
It is also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walking trails by nurturing the managing and operating entity
of walking trails and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Walking trails that are well
managed and operated include the KFS Forest Paths, Jeju Olle-gil, Gangneung Baugil,
and Pyeonghwa (Peace) Nuri-gil. If we look at the characteristics, these walking trails are
structured with a managing and operating organization (incorporated association) and a
supporting local government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KFS supports a forest path
managing and operating organization based on the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
(abbreviated as Forestry Act).11 Jeju Olle-gil is managed and operated by Jeju Olle Inc. and
Gangneung Baugil by Gangneung Baugil Inc. As for Pyeonghwa Nuri-gil,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is entrusted to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by four local governments.

establishing ME walking trail models.
7

Dulle-gil project in Mt. Bukhan, Mt. Gyeryong, and Mt. Chiak is to be completed by 2020.

8

The forest path development project designated 75 trails (87 individual projects) or 3,086.6 km of walking trails
from 2007 to 2016, and a total budget of 125.9 billion KRW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s 63.4 (funds 9.2)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62.5) was invested.

9

MCST (2009)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the Eco-cultural Trail with a Story

10 Subsequently, in celebration for hosting of the Winter Olympics, the Olympic Aribaugil (2015-2017) was
developed with government support (p.35 of the Walking Trail Survey)
11 The term “forest paths” under the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 means paths, or roads outside forests
connected thereto, formed in forests under the Act for activities such as mountain climbing, trekking, leisure
sports, exploration, or relaxation and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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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ed Status of Self-governing Laws Related to Walking Trails (Gyeonggi)
Category

Ordinance

Regulation

Autonomous
Body

Name of Self-governing Law

Enacted/
Revised
Date

Gapyeong-gun,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Designation & Management of Gapyeong-gun
Forest Roads

11/15/2013

Main Office,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Development, Management & Operation of Old
Roads in Gyeonggi-do

12/2/2013

Yeoju-si,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Management & Operation of Yeoju-si Yeo
Riverside Trails

3/31/2016

Goyang-si,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Management & Operation of Goyang Nuri-gil

11/10/2015

Yangpeyonggun,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Management & Operation of in Yangpeyong-gun
1/9/2017
Mulsori-gil

Anyang-si,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Designation of & Support for Anyang-si Pedestrian-Friendly Trails

3/6/2017

Ansan-si,
Gyeonggi Province

Ordinance on Management & Operation of Ansan-si Daebu
Haesol-gil

7/25/2017

Main Office,
Gyeonggi Province

Enforcement Rule on the Ordinance on Development, Management & Operation of Old Roads in Gyeonggi-do

1/14/2014

Ⅳ. Conclusion
This paper intends to find the direction that walking trails in Gyeonggi Province need to
head by examining the progresses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including the western
trails (Seohaerang-gil) and northern trails (DMZ Peace Trail)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major issues presented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In particular, the DMZ Peace Trail of
the Korea Dulle-gil to be built has great potential because the vicinity of DMZ is an area
already receiving worldwide attention and the Gyeonggi section is easily accessible with
a number of joint security area-related tourism resources, such as Panmunjom and Camp
Greaves.
The final route (plan) of the DMZ Peace Trail of the Korea Dulle-gil is slated to be concluded by the end of 2019, and this final route (plan) or the location of the base cente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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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e flexible since many steps still remain until completion. In particular, considerable time
is being consumed in gathering opinions because unlike other sections, many ministries
are involved and the interests of related parties are complex. Nevertheless, the DMZ Peace
Trail Project has great value in its symbolic meaning and as an inter-ministry cooperation
project model.
The body of this paper presented four issues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the first
concern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Dulle-gil route; the second the brand-building,
PR, and marketing of Korea Dulle-gil; the third its connection with regional tourism; and
the fourth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structure. Touching upon the issue
of establishing Korea Dulle-gil routes, the criteria of beautiful natural scenery, diversity,
and regional features were proposed as the conditions of a “good walking trail.” Various
walking trails are currently developed in Gyeonggi Province, and in particular, Pyeonghwa (Peace) Nuri-gil,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walking trails of Korea, is located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Province. Just like any walking trail, however, the route of
Pyeonghwa (Peace) Nuri-gil continues to change.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e current
discussion will be of reference in determining the conditions and principles walking trails
must satisfy when carrying out walking trail projects, such as Gyeonggi Province Dulle-gil
and Pyeonghwa (Peace) Nuri-gil, and when changing the routes. Also, if the DMZ Peace
Trail is developed, a discussion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Pyeonghwa Nuri-gil in Gyeonggi
Province seems necessary.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set raising awareness of Korea Dulle-gil and encouraging long-distance walking tours as the goal for “building, promoting and marketing the
Korea Dulle-gil brand.” KTO is promoting representative walking courses of Korea Dulle-gil
on its SNS channel “Korea Mobility (@durunubi)” to raise awareness of the Korea Dulle-gil,
and is producing maps and organizing various walking tour events to encourage long-distance walking trips. Furthermore, KTO is arranging a contest for themed programs that can
support Namparang-gil and preparing for the production and broadcast of a TV program
and on YouTube, in order to present various walking tours that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standardized walking tour events. MCST and KTO are focusing on their role of promoting
the “Korea Dulle-gil” brand and of “revitalizing walking tours”, and are pursuing a public
participation project for Korea Dulle-gil PR and marketing aimed at local governments, so
Gyeonggi Province could actively use these events for promotion.
Regarding the connection with the regional economy, it was emphasized that Korea
Dulle-gil needs to find ways to contribute to regional tourism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o this end, Korea Dulle-gil courses are being designed to cross villages,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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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ttractive resources that represent each region, and a Tour Pass Project is underway to
affiliate regional industries, such as lodging facilities, restaurants, cafes, and convenience
stores, with Korea Dulle-gil.
A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structure of Korea Dulle-gil, the highlight was on the need to create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region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s managing and operating entities is growing,
but the role of government ministries is also important for collectively managing the trails
when a long-distance walking trail spans over one metropolitan government to another.
In addition, the need to create a single department in charge of maintaining and operating
walking trails (including Korea Dulle-gil) within Gyeonggi Province, and the need for enacting ordinances to foster and support organizations for maintaining and operating walking
trails were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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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SHIN Jeungseub
한국생태문화연구소 소장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Ecology and Culture

신정섭 박사는 한국생태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
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박사(식물학, 생태학)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습지생태조사, 생태관광, 길과문화활동,
생태문화연구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
다. 대표 저서로는 <한강을 가다>, <숲-전쟁과 평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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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of the Korean Trails and Culture Foundation, and ecological culture.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Going the Han River> and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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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DMZ트레일 - 평화와 상생의길
신정섭
한국생태문화연구소 소장

경기DMZ트레일의 의미
휴전선은 남북이 휴전을 하며 설정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
로 조성된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인간의 출입을 제한해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생물들의 훌
륭한 서식처 역할을 해왔다.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전쟁과 갈등의 상처를 지니고 사는데 생물들은 자신들의 방식으
로 전쟁의 상흔을 치유한 것이다. 이제 우리들도 생물들처럼 전쟁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DMZ라는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도 이런 노력들 중의 하나이다.
DMZ를 통해서 우리는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이 교류하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가장 먼저 접
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길’이다.
가. 긴장과 평화의 상징이며 상생으로 가는 길
경기도는 한반도 DMZ의 중부전선과 서부전선을 포함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기도의
DMZ를 이제까지는 6.25이후 분단과 긴장의 상징으로 만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는 DMZ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길 모
색할 수 있으며, 그 우선적인 방법이 경기DMZ트레일이다. 남북과 북미의 정상이 휴전선을 걸어 넘으면서 세계의 긴
장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처럼 경기DMZ트레일을 통해 남북의 평화를 모색하고 세계의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림 1. 군사적인 대치의 상징인 철책선과 군인들의 통행로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391

기획세션 4-1
나. 생태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한반도DMZ는 생물들이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곳이다. 경기DMZ트레일을 조
성하며 이 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생태자원의 효과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경기DMZ트레일 일대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습지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등의 보호지역과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 등 관심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자원들을 걷기여행과 지역을 중심
으로 한 생태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전문가를 통해 알려진 DMZ의 멸종위기
종, 희귀종 등 상징성이 높은 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그 중 한 방법이다.
다.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경기DMZ트레일 일대에는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이 의외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런 역사문
화자원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잘 보전되어 왔지만 일부는 방치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이들 역사문화자
원을 경기DMZ트레일 사업을 통해 문화자원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사
문화자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주체로 한 보호 및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매력상품으로 개발해 DMZ를 중심으
로 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라.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경기DMZ트레일 일대의 생태, 역사, 문화를 주제로한 관광자원을 찾아내고 홍보를 통해 관광수요 확대해야 한다.
탐방로를 통한 걷기여행객의 수요확대는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가져올 수 있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장점을 이
용해 단거리, 단기간 여행상품의 개발을 통해 국내 걷기여행객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함께 유치할 수 있다. 생태
관광은 경기DMZ트레일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광방법이다. 탐방로의 효과적인 이용은 지역경제의 활성
화를 유도하고 지방이나 오지의 마을들이 비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름길이다. 이와 함께
걷기여행객의 체류를 통한 지역소비를 확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이용프로그램, 관광종사 인력의
훈련 등 관광환경 개선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2. 남방한계선 알림표지판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DMZ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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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트레일 조성현황
DMZ트레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반도의 남한을 일주하는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다. 코리아둘레길은 현재 동해
안을 연결하는 해파랑길과 남해안을 연결한 남파랑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서해안을 연결한 길의 이름
을 공모하고 있다. DMZ탐방로는 코리아둘레길의 북쪽을 서와 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탐방로의 노선과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평화누리길 코스를 DMZ 전구간을 대상으로 순차
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걷기여행길의 경우 DMZ트레일 노선을 남방한계선과 일정 거리를 두면서도 걷기에 효율이
높은 구간을 고려해 노선을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DMZ트레일 노선을 자체 조사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외부에 공개한 상태는 아니다. 국방부에서도 DMZ트레일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국방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타부처나 지자체에 비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조성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DMZ관련 탐방로 사
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평화누리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평화누리길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많은 이들이 평화누리길코스를 걷기여행하
고 있다. 경기도평화누리길은 DMZ를 축으로해 민통선의 안과 밖을 오가는 코스로 현재 1코스에서 12코스까지 모
두 193.2㎞로 이루어졌다. 경기도평화누리길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연천의 역고드름에서 이중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기DMZ트레일에는 평화누리길의 1코스와 4코스 그리고 5코스의 일부구간을 제외한 나머지구간들이 포함된다.
나. 경기도순환둘레길
‘경기도 순환둘레길 노선 조사 및 설정’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순환둘레길을 한강문화권을 중심으
로 한 동부권역, 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 해양레저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해안권역, 평화생태권을 중심
으로한 북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경기 DMZ트레일과 관련있는 북부권역은 현재 노선을 조사하고 있
으며, 기존의 평화누리길 노선을 가능한 많이 반영하려 하고 있다. 경기DMZ트레일의 노선역시 경기도순환둘레길
의 노선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평화누리길
의 노선을 반영하였다.

그림3. 김포시암습지와 평화누리길 3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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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DMZ트레일의 노선
경기DMZ트레일의 노선은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 번째는 남방한계선을 따라 가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남방한계선에서 거리가 있다 해도 일반인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구간을 따라 노선을 정하는 것이다. 노선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정해야 하며, 노선중에 있는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가. 노선의 선정 방향
경기DMZ트레일의 공간적 범위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을 대상으로 한다. 수
계로는 북한과 인접한 한강하구와 임진강을 대상으로 한다. 노선의 선정은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비나 관
리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DMZ를 중심으로 한 평화누리길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평화누
리길의 노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경기도 순환둘레길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부접경지역을 ‘평화
생태권’으로 구분하여 노선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 노선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
부, 국방부의 노선은 경기도 순환둘레길의 노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는 것이 좋다.
나. 남방한계선 인접노선
남방한계선과 인접한 노선은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남방한계선
탐방로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 이 방법은 김훈작가가 일부구간을 같은 방식으로 걸으며 방송을 한 사례도 있다. 그러
나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으며, 군의 경계근무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어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다. 차선책으로 남방한계선 철책과 인접해 군용물자의 보급을 위해 조성된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철책
과 일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철책의 경계근무 통로 보다 훨씬 안전하다. 비교적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
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경우도 군의 경계근무와 보안, 안전을 위해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노선은 남
북간의 긴강이 더 완화대고 왕래도 자유로워지는 시기엔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다만 안보관련 외국관광객,
학생, 단체 등의 안보관련 체험 같은 특별한 경우에 군의 통제 하에 이 노선을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림 4. 남방한계선 인접노선(붉은선)은 경기DMZ트레일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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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DMZ트레일의 추천 노선
두 번째의 일반인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노선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평화누리길을 중심으로 일부구간을 수정해
선정하는 노선으로 실질적인 경기DMZ트레일의 노선이다. 평화누리길의 2코스의 시작점인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성남문에서부터 시작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의 신탄리역까지의 170km 구간을 이룬다. 이 노선에 포함된
평화누리길은 모두 164㎞로 두 길의 코스가 일치하는 곳과, 코스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곳, 일부코스만 일치하는 곳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화누리길 1코스는 대명항에서 문수산성 남문까지의 14km구간으로 경기도둘레길의 서해구간에 포함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본 구간에서는 제외하였다. 평화누리길 4코스는 행주산성에서 호수공원까지의 구간으로 김포에서 일산
대교를 통해 건너오는 본 노선과는 만나지 않는다. 전류리포구에서 고양체육관 사거리 까지의 15.4㎞ 구간은 평화
누리길과 겹치지 않는 구간으로 신규 선정하였다. 평화누리길 5코스는 호수공원에서 고양체육관입구까지 기존의 평
화누리길 구간 이 본 노선과 다른 구간이다.
6코스는 심학산의 일부구간이 노선이 다름. 기존의 노선은 산의 사면 상부로 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본 노선은 산
의 능선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음. 산의 사면부를 통과할 경우 사면부의 숲길을 간다는 장점이 있으며, 능선부를 갈
경우에는 심학산 정상부의 전망대에서 한강하구 일대를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구간은 상황에 맞게 코
스를 조정할 수 있다. 12코스 중 신탄리역-역고드름 구간은 후에 추가된 구간으로 4㎞ 정도의 구간이 추가되나 교
통편이 없어 다시 되돌아오거나 백마고지역까지 더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본 코스에서는 신탄리역까지만 코스로
정하였다.
표 1. 경기DMZ트레일과 연계된 평화누리길 코스
구분
김포시
권역

고양시 권역

파주시 권역

연천군 권역

코스

시종점

거 리

일치여부

2코스

문수산성 남문 - 애기봉입구

7.8㎞

전구간 일치

3코스

애기봉입구 – 전류리 포구

17.4㎞

일부 차이

경기DMZ

전류리포구-고양체육관사거리

15.4㎞

없음

5코스

호수공원-동패지하차도
(고양체육관입구-동패지하차도)

7.8㎞중

6코스

동패지하차도-성동사거리

18.4㎞

일부 차이

7코스

성동사거리-반구정

20.5㎞

전구간 일치

8코스

반구정-율곡습지공원

13.4㎞

전구간 일치

9코스

율곡습지공원-장남교(원당리)

18.1㎞

거의 일치

10코스

장남교-숭의전지

16.2㎞

거의 일치

11코스

숭의전지-군남홍수조절지

22.7㎞

전구간 일치

12코스

군남홍수조절지-신탄리역

24.0㎞

일부 차이

5.5㎞ 일치

일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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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수산성남문에서 신탄리에 이르는 경기DMZ트레일과 평화누리길 노선과 자연환경을 설명한 평화누리길 생태지도

경기DMZ 트레일의 거점현황
가. 거점 선정 기준
길에서 거점은 걷기여행자가 시작, 휴식, 종료할 수 있는 걷기여행자의 정류장이라 할 수 있다. 거점은 걷기여행자
가 머무르거나 이동하기 위한 지점이므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휴식이나 식사, 물품
의 구입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편리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거점의 이런 역할은 지역의 주민과의 만남의 접
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생태관광 등으로 만남이 확대 될 수 있다. 걷기여행자들이 교통을 이용하기 위
해서는 거점이 지역에 널리 인식된 지점이 유리하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 버스나 지하철, 철도가 들어가
며, 이들 교통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1대 뿐
인 경우도 있어서 이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거점의 이용 편리를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함께 쉼터, 음수대,
화장실, 매점이나 자판기,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춘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거점의 선정거리는 걷
기여행자가 1일 걸을 수 있는 탐방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1일 8-18㎞가 적정하며, 걷기여행
자가 쉬거나 식사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다면 2-3시간에 닿을 수 있는 6-12㎞ 정도의 거리를 제안할 수도 있다.
노선의 조사결과 선정할 수 있는 거점은 김포시가 4곳, 고양시지역이 1곳, 파주시지역이 4곳, 연천시지역이 4곳 등
모두 13지점이다.
나. 김포시권역의 거점
김포시권역의 거점은 문수산성 남문, 조강1리 다목적회관, 전류리포구, 김포에코센터 등 4곳이다.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에 위치한 문수산성 남문은 경기도평화누리길 2코스의 시점이며, 경기DMZ트레일의 시점이다. 문수산성 남
문의 입구는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걷기여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안내소의 설치, 휴게시설 등의 보
완이 필요하다.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에 위치한 조강1리 다목적회관은 문수산성의 산길을 넘어온 걷기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점으로 가치가 높다. 김포시 하성면 금포로에 위치한 전류리포구는 휴식거점, 교통거점으로서 가
치가 높다. 월곶면에서 전류리 포구까지는 그늘이 거의 없고 논으로 이루어진 들이 계속되고 길이가 길어 걷기여행
자들이 지치기 쉬운 상황이다. 전류리 포구에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매점 등 이용시설의 설치를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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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김포시 김포한강 11로에 위치한 김포에코센터 휴식거점, 생태교육 및 체험 거점으로 활용가치가 높
다.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탐방로가 통과하며 김포에코센터와 붙어 있어 관광,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연계
할 수 있는 곳이다.
다. 고양시권역의 거점
고양시권역을 지나는 노선은 다른 시군에 비해 짧은 편으로 거점도 많지 않다. 고양시 고양거점센터는 고양시 일
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고양휴게공원 1곳이다. 휴식거점, 이동거점으로서 가치가 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
며, 600m거리에 지하철3호선 대화역이 있어 교통이 좋다. 중간에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에 위치한 고양관광
안내센터가 있으나 평화누리길 노선에서 1㎞이상 떨어져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거점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노
선중 거점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가좌근린공원을 휴식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 파주시권역의 거점
파주시권역의 거점은 성동사거리, 반구정, 율곡습지, 장남교 등 5곳을 후보지로 한다.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한 성
동사거리는 인근에 헤이리마을과 프로방스마을, 통일동산공원 등이 있어 휴식과 이용이 쉬운 곳이고 교통의 편리성
도 좋은 편이다. 반구정은 역사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관광객들이 많아 식사, 휴식하기에도 유리하다. 율곡습지
는 탐방로의 거점상 쉬어가기 적당한 곳으로 생태학습 등 교육, 생태관광과 연계한 지역의 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다
만 교통이 열악한 단점이 있다. 장남교는 파주에서 연천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으며, 9코스의 종점으로 가치가 높
으나 이용시설이 없는 단점이 있다. 식사의 경우 이웃해 있는 두지리의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 하천부지
에 새로운 건물이 한 채 지어졌는데 이건물의 용도를 파악, 협의해 걷기여행자들이 쉴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연천군권역의 거점
연천군권역의 거점은 숭의전지, 군남홍수조절지, 옥계3리 마을회관, 신탄리역 등 4곳이다. 연천군 미산면 숭의전로
에 위치한 숭의전지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으며, 휴식과 교통거점으로 이용가치가 높다. 연천군 군남면 선
곡리에 위치한 군남홍수조절지는 인근에 식당, 펜션, 두루미테마파크가 있어 휴식, 체험 거점으로 이용가능성이 높
다. 교통은 1㎞ 정도 떨어진 선곡리를 이용한다.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 위치한 옥계3리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의 리
모델링 계획이 있어 걷기여행자들이 이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옥계3리에는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 숙박을 원하는 경우 숙박도 가능하다.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위치한 신탄리역은 경기DMZ트레일의 종점으로
휴식, 교통 거점으로 이용가능성이 높다. 평화누리길 12코스는 군남홍수조절지에서 시작해 새롭게 연장한 역고드름
까지의 28㎞로 장거리코스이다. 이 코스의 종점은 신현리역을 거쳐 역고드름까지 약4㎞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
는 구간으로 걷기 여행자가 심한 피로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구간으로 본 노선은 역고드름 구간을 제외하고 신
현리역까지를 경기DMZ트레일의 종점으로 하였다.
경기DMZ트레일의 문화자원
경기도의 문화재는 보물, 사적,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와 생태
자원이기도 한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검색결과 총 1,055종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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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중 경기DMZ트레일이 있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의 등록된 문화재는 모두 193종이다. 경기DMZ
트레일이 포함된 지역의 문화재 중 시도유형문화재가 50종으로 가장 많으며 국가무형문화재와 명승이 각 1종이었
다. 국가무형문화재는 고양시에 있는 불화장(佛畵匠)으로 무형문화재 제118호임. 불화장이란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 교육이나 예배용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작을 장인을 말한다. 명승은 고양시에 있는 삼각산
으로 명승제 10호이다.

그림 6. 경기DMZ트레일이 포함된 지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인 불화장과 명승제10호인 삼각산(사진출처: 문화재청)

표 2. 경기DMZ트레일과 연계된 평화누리길 코스
구분

김포시권역

고양시권역

파주시권역

연천군권역

합계

보물

1

6

2

0

9

사적

3

7

12

6

28

국가무형문화재

0

1

0

0

1

시도무형문화재

1

6

2

0

9

시도유형문화재

7

29

12

2

50

시도기념물

4

6

17

10

37

시도민속문화재

0

2

0

0

2

문화재자료

4

12

9

2

27

등록문화재

1

8

14

2

25

천연기념물

1

1

1

1

4

명승
합계

1
22

79

1
69

23

193

* 경기도의 문화재 현황은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 검색창에서 ‘고양’, ‘김포’, ‘파주’, ‘연천’을 주제어로 넣어
검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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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은 문화자원인 동시에 생태자원으로 경기DMZ트레일이 지나는 각 지자체별로 1가지씩 지정되어 있다.
김포시에는 천연기념물 제250호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가 있으며, 고양시에는 천연기념물 제60호인 송포백
송, 파주시에는 천연기념물 제286호인 무건리 물푸레나무, 연천군에는 천연기념물 제412호인 은대리 물거미서식
지 등이 있다.
경기DMZ트레일 코스내에 있는 문화재는 김포시 1곳, 파주시 9곳, 연천군 3곳 등이 있다. 고양시의 경우 코스가 짧
고 대부분이 개발지역의 도로변을 통과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없다. 파주시에 문화재가 많은 것은 임진각 주변에 경기
도 등록문화재와 기념물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의 범위를 노선에서 1㎞ 거리까지 확대하면 문화재는 더
많아 진다. 노선에서 200m내 에 있는 문화재는 홍보,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걷기 여행객이 들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1㎞ 내는 한 코스에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답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헤이리 예술마을, 장준하추모공원, 고려통일대전, 파주출판단지,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나 문화요소가 많이 있다. 이들 자원들을 걷기여행자들에게 적극 소
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경기DMZ트레일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재 자원인 장준하추모공원과 고려통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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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기DMZ트레일 코스 내에 있는 문화재(노선에서 0.2㎞내)
구분
김포시권역

문화재

관리 내용

문수산성

사적 제139호

화석정

경기도 유형문화제 제61호

구장단면사무소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76호

장단역 터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77호

장단역 증기기관차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78호

장단역 죽음의 다리

경기도 등록문화재 제79호

황희선생영당지

경기도 기념물 제29호

자유의 다리

경기도 기념물 제162호

반구정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호

검단사 검단조사진영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72호

학곡리 석총

경기도 기념물 제212호

UN군 화장장시설

경기도 등록문화제 제408호

숭의전지

사적 제223호

비 고

고양시권역

파주시권역

연천군권역

경기DMZ 트레일의 생태자원
생태자원은 길에서 걷기 여행자들에게 경관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며, 숲처럼 걷는 길을 쾌적하게 조
성해주기도 한다.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생태자원을 통해 생태교육과 생태관광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연계되어 있다. 경기DMZ 트레일에서 조사된 생태자원은 김포시권역이 9곳, 고양시권역이 5곳, 파주
시권역이 14곳, 연천군권역이 14곳으로 모두 42곳이다.
가. 김포시권역의 생태자원
김포시권역의 생태자원은 조강저수지와 논, 개화천과 조강리들, 시암습지, 후평리들, 석탄리와 전류리들, 전류리포
구, 하동천생태탐방로, 김포한강 야생조류 생태공원, 김포에코센터 등 9가지이다. 김포시권역의 생태자원은 이 일
대에 논이 많아 저수지, 들, 하천습지 등의 생태자원이 대부분이다. 겨울철에는 사람의 출입이 적은 수확이 끝난 들
에서 머무는 철새들이 많아 이점을 고려한 낟알의 관리나 먹이주기 등이 이루어지면 길에서 철새를 만날 수 있는 확
률이 더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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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양시권역의 생태자원
고양시권역의 생태자원은 고양시일산대교(일산대교 동단), 대화농업체험공원, 대화휴게공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가좌근린공원 등이다. 고양시 권역의 생태자원은 일산대교에서 바라보는 장항습지경관 외에는 대부분이 도시내 공
원과 도시부군 농업기술연구소 등이다. 이것은 고양시권역의 노선이 대부분 도시개발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이다.
라. 파주시권역의 생태자원
파주시권역의 생태자원은 심학산삼림공원, 파주출판단지생태공원, 공릉천하구습지, 법흥리들, 통일동산 고산원,
성동습지, 만우리들.오금리들, 문산천하구습지, 평화누리공원, 마정리들, 맨박골천, 율곡습지공원, 장파리들, 두지나
루 등 14가지이다. 파주시권역 생태자원의 특징은 한강하구와 임진강과 연계된 공릉천, 문산천, 율곡습지공원, 성동
습지 등 하천습지와 파주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송촌리들, 만우리들, 오금리 들 같은 들이 주를 이룬다. 이곳에서는 독
수리, 큰기러기, 재두루미 등 철새와 금개구리 같은 멸종위기종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림 8. 경기DMZ트레일에서 만날 수 있는 생태자원인 김포시권역의 시암습지와 고양시권역의 장항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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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DMZ Trail - A Road to Peace and Coexistence
SHIN Jeungseub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Ecology and Culture

Implications of Gyeonggi DMZ Trail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is a truce line established by the armisti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Demilitarized Zone(DMZ) that goes through the center of the MDL has provided great
habit for various living things over time as it has been off limits to humans. While we have lived with the
scars of war and conflict, living organisms in the DMZ have healed the wounds of war in their own way.
We are now making efforts to overcome the conflict of war and find a way to bring peace and coexistence to the two Koreas. As part of this effort, we have been bringing a new perspective to the DMZ. We
are looking for a way to ease tensions, foster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and reach ou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the DMZ, and the first approach we can take is to use a “road.”
a. A road to coexistence, a symbol of peace and tensions
Gyeonggi-do Province is where the central and western front of the Korean peninsula DMZ passes
through. Since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DMZ in Gyeonggi-do, an area of geopolitical significance,
has simply been considered as a symbol of separation and tension. Now, we can seek a way to bring
peace and unity through the DMZ, and the Gyeonggi DMZ Trail can be the starting point.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leaders of the North and the U.S. walked together across the truce line as the first step
to ease tensions around the world. We can, likewise, seek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bring
peace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Gyeonggi DMZ Trail.

Photo 1. The cease-fire line, a symbol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a walkway for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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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preservation and smart use of ecological resources
The Korean peninsula DMZ is where diverse living organisms thrive, following the instinct of nature and
being free from human impact. Setting up the Gyeonggi DMZ Trail was an opportunity to think over the
efficient preservation method and smart use of diverse ecological resources sitting along the trail. To be
specific, conservation areas along the Gyeonggi DMZ Trail, including the first grade zone on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wetland protection areas and bird migration stopover sites, as well as other areas of
interest, such as wetlands worthy of preservation, should be prioritized in our conservation efforts. To
use these resources in a sustainable and smart manner, we should be able to use hiking trips and local
ecotourism. A good example is to develop tour packages linked with its symbolic ecological resources,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or rare species of the DMZ that are already known by experts.
c. The preservation and smart use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 Gyeonggi DMZ Trail area holds a variety of unexpecte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not wellknown to the public. These resources have been well-preserved in an untraveled area, but some of them
have rather been left unattended. It is now the time to preserve or restor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promote them to the public through the Gyeonggi DMZ Trail project. It begins with residents
in its neighboring areas taking the initiative in developing plans for resource protection and usage and
promoting the resources as a local attraction to invigorate DMZ-related tourism.
d. Efficient use of tourist attractions and revitalizing loc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ourist attractions across the Gyeonggi DMZ Trail, themed on ecology, history,
and culture, and increase tourism demand by promoting the resources. Expanding demand in hiking
trips along the trail is an efficient way to use tourist attractions. Taking the advantage of Gyeonggi-do as
a metropolitan area of Seoul, we can attract not just local hikers but international tourists by developing
short trip packages. Ecotourism is an effective approach to tourism around the Gyeonggi DMZ Trail. If
the trail is put to use in an efficient way, it can stimulate the local economy and serve as a shortcut to
overcoming the reality where villages in local or remote areas. are being left empty. On top of this, consumption in the local economy should be uplifted by encouraging hiking travelers to stay over, which
will require concerted efforts to improve overall tourism environment including accommodation, tourist
programs, and training for touris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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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 SLL information board and DMZ viewed from the Dora Observatory

Development status of DMZ Trail
With growing interest in the DMZ Trail, a number of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with great interes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is establishing
the Korea Dulegil Trail that circles South Korea of the Korean Peninsula. Currently, the route connects the
Haeparang Trail and the Namparang Trail, that runs along the eastern and southern coast, respectively,
and a naming competition for the western trail is running in 2019. The DMZ trail connects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 Dulegil Trail from East to West, and investigation on the route and resources are currently underwa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MIS) is developing the Pyeonghwa-Nuri Trail by
stage, with its focus on bike riding, to match with the entire course of the DMZ Trail. As for hiking routes,
the DMZ trail is set at some distance from the Southern Limit Line especially in areas where visitors can
walk efficient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MND) carried out an investigation into the DMZ Trail
route, but the outcome data, has not yet been open to the public. While the MND is highly interested
in the DMZ Trail, it is taking a more cautious approach than other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as
it is looking at the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defence. DMZ-related trail projects that are
completed or underway in Gyeonggi-do are as follows.
a. Gyeonggi-do Pyeonghwa-Nuri Trail
Gyeonggi-do created the Gyeonggi-do Pyeonghwa-Nuri Trail, which is now open and attracting lots
of visitors. The 193.2km-long trail runs through the DMZ, crossing over the Civilian Control Zone, from
course 1 to course 12. The Pyeonghwa-Nuri Trail has been a success, and course 1, 4 and 5 of the
Pyeonghwa-Nuri Trail, except few sections of the course 5. was included in the Gyeonggi DMZ trail
presented in this study.
b. Gyeonggi-do loop trail
Gyeonggi-do loop trail project is currently underway to examine and select the route. The loop trai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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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the eastern Hangang River region, the southern historical region, the western region of maritime
leisure and the northern region of peace and ecology. Route investigation for the northern region, which
is related to the Gyeonggi DMZ trail, is currently underway, trying to include the existing Pyeonghwa-Nuri
route as much as possible. The Gyeonggi DMZ trail should also consider the Gyeonggi loop trail, but, as
the route has not been completed yet, it took account of existing Gyeonggi-do Pyeonghwa-Nuri Trail.

Photo 3. Gimpo Siam Wetlands and Pyeonghwa-Nuri Trail Course 3

Route of the Gyeonggi DMZ trail
There are two possible approaches to selecting the route of Gyeonggi DMZ trail. One is to follow the
Southern Limit Line and another is to set easily-accessible route for civilians although it is not close from
the SLL. The route selection process should be based on consistent principles, and ecological,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sitting along the route should be well used.
a. Principles for route selection
Geographically, the Gyeonggi DMZ Trail covers Gimpo-si city, Goyang-si city, Paju-si city and Yeoncheon-gun county that are close to North Korea. In terms of the water system, it covers the mouth of
the Hangang River and Imjingang River near the North.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est use of existing
trails in route selection so as to avoid duplication of project expenses or management cost. Utilizing the
route of the Pyeonghwa-Nuri Trail, which is currently in use, is advised. Linking with the Gyeonggi-do
Loop Trail can also be considered, as investigation for the loop trail is underway and a route for the northern “region of peace and ecology” along the border is in development. Route selection at the MIS, MCST
and MND is advised to complement existing routes of Gyeonggi-do Loop Trail.
b. Trail route adjacent to the Southern Limit Line
For a trail route near the Southern Limit Line, a passage where soldiers stand guard at the ceasefire line
along the SLL can be used. The route, which might be dubbed as the Southern Limit Line Trail, has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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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ired by Korean novelist Kim Hoon who walked part of the passage in the footage. However, using
the passage may not be feasible, as it can not accommodate lots of travelers, affect soldiers on duty, and
cause safety issues. An alternative is to use supply routes of the military that are close to barbed-wire
fences along the SLL. It is at some distance from the fences and more safe than the passage where
soldiers stand guard. Also, It can accommodate a relatively greate number of people. But, it is also not
feasible due to possible safety and security issues. The route can still be used as a great tourism package if tensions are eased and people can travel freely between North and South. For exceptional cases,
such as visits from security-related visitors, students, or group tourists as part of security experience
programs, the route might be used as an exception under the military control.

Photo 4. A Route near the SLL, colored in red, is at a distance from Gyeonggi DMZ Trail.

c. Recommendation for the route of GyeonggiDMZ Trail
The latter route mentioned above, which is easier for civilians to access, is a de facto route of the Gyeonggi DMZ Trail that overlaps with most sections of the Pyeonghwa-Nuri Trail with few sections slightly
changed. The 170km-long course starts from the south gate of Munsusanseong Fortress, Wolgot-myeon, Gimpo-si, which is the start point of the Pyeonghwa-Nuri Trail Course 2, and ends at Sintanri Station, Sinseo-myeon, Yeoncheon-gun. Pyeonghwa-Nuri Trail included in the course is 164km in length,
and consists of routes where the two trails are perfectly matched or most or few sections of the trails
are matched,
Course 1 of the Pyeonghwa-Nuri Trail, 14km in length running from Daemyung Port to the south gate
of Munsusanseong Fortress, was excluded from this route, as it might be included in the western route
of the Gyeonggi-do Dulegil Trail, Course 4 of the Pyeonghwa-Nuri Trail connects Haeungjusanseong
Fortress and Lake Park, and does not cross this route that runs through Gimpo and Ilsan Bridge. A
15.4km-long path between Jeonryuri Dock and Goyang Gym Intersection, that does not meet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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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hwa-Nuri Trail, was newly selected. Course 5 of the Pyeonghwa-Nuri Trail, except a route from
Lake Park to Goyang Gym entrance, was included in this route.
In terms of course 6, some sections of Simhak Mountain are different from the routeave been changed.
It originally passes through the slope area of the upper mountain, while this route is designed to go
through the ridge area. The merit of the former route is it stretches into the forests, and the latter leads to
the observatory of Simhak Mountain where visitors can get a view of the mouth of Hangang River. This
course can be adjusted if needed afterwards. The 4km-long route between Sintanri Station and reverse
icicles, which was newly added to course 12, has no proper transportation and hikers should walk back or
go further to Baekmagoji Station. Thus, it was decided to cover up to Sintanri Station only in this course.
Table 1. Pyeonghwa-Nuri Trail course linked to Gyeonggi DMZ Trail

Region

Gimpo-si
Resion

Goyang-si
Region

Paju-si
Region

Yeoheon-gun
Region

Course

Start/End Point

Length

Course
matched with
Gyeonggi
DMZ Trail

Course2

South gate of Munsusanseong Fortress –
7.8㎞
Aegibong Peak entrance

all

Course3

Aegibong Peak entrance – Jeonryuri
Dock

17.4㎞

partial

15.4㎞

none

GyeonggiD- Jeonryuri Dock - Goyang Gym IntersecMZ
tion
Course5

Lake Park - Dongpae Underpass
(Goyang Gym entrance – Dongpae Underpass)

Course6

Dongpae Underpass – Seongdong Intersection

18.4㎞

Course7

Seongdong Intersection - Bangujeong
Pavilion

20.5㎞

all

Course8

Bangujeong Pavilion - Yulgok Marsh Park 13.4㎞

all

Course9

Yulgok Marsh Park – Jangnam
Bridge(Wondang-ri)

18.1㎞

almost all

Course10

Jangnam Bridge - Sunguijeonji

16.2㎞

almost all

Course11

Sunguijeonji – Gunnam Flood Control
Dam

22.7㎞

all

Course12

Gunnam Flood Control Dam-Sintanri
Station

24.0㎞

partial

7.8㎞중
5.5㎞ 일치

partial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407

Parallel Session 4-1

Photo 5. An ecology map featur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routes of Pyeonghwa-Nuri Trail and the Gyeonggi DMZ Trail, from the south gate of Munsusanseong Fortress to Sintan-ri

Base centers of Gyeonggi DMZ Trail
a. Selection criteria
Base centers on the trail serve as a station for hiking travelers where they can start or finish hiking and
relax. Trekkers stop at or move from base centers, and they take rest, eat and buy necessary items.
Thus, easy access to transportation and other convenience services is important. Base centers can be
a touch point where visitors can meet locals which, in turn, can contribute to growing ecotourism in the
local area. To provide easy transportation access to visitors, base centers should be well-known places within the community. The majority of Gyeonggi region operates buses, subway and trains, and in
places without these transportation options, taxis are available. There are few places where only one taxi
operates, which needs to be addressed later on. To enhance convenience of the base centers, places
with accommodation and other facilities including shelters, drinking fountains, rest rooms, cafeterias,
and restaurants, should be prioritized in selecting base centers of the trail.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how many miles hikers can cover a day to decide the distance between base centers. In this case,
8 to 18km is advised or 6 to 12km, taking into account of travelers who would stop every 2 to 3 hours for
rest or meals. Investigation on candidate base centers identified a total of 13 places, including 4 places
in Gimpo-si, 1 in Goyang-si, 4 in Paju-si, and 1 in Yeoncheon-gun.
b. Base centers in Gimpo-si
Base centers located in Gimpo-si include the south gate of Munsusanseong Fortress, a multi-purpose
center in Jogang-ri, Jeonryuri Dock, and Gimpo Eco Center. The south gate of Munsusanseong Fortress,
located in Ponae-ri, Wolgot-myeon, Gimpo-si, is the start point of the Gyeonggi DMZ Trail and the
course 2 of the Gyeonggi-do Pyeonghwa-Nuri Trail. Located on the side of the road, it is not equipped
with sufficient facilities for hiking travelers. Facilities such as an information desk or a lounge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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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ed. A multi-purpose center situated in Jogang -ri, Wolgot-myeon, Gimpo-si, holds a high value
as a resting point where travelers who have walked across the mountain paths along Munsusanseong
Fortress can stop and relax. Jeonryuri Dock, located in Geumpo-ro, Haseong-myeon, Gimpo-si, is a
great base center, transportation-wise. The trekking up to Jeonryuri Dock is full of rice fields without
any shade, so travelers might get tired after the long journey. Setting up rest facilities and cafeteria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Jeonryuri Dock base center. Gimpo Eco Center, located in Gimpohangang
11-ro, Gimpo-si,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breaks, ecological education or experience
programs. Next to Gimpo Eco Center lies Hangang Wildlife Sanctuary Eco Park which can be put to use
for tourism and education purposes.
c. Base centers in Goyang-si
The trail route passing through Goyang-si region is relatively shorter than other routes, thus there are
not many base centers in the region. Goyang Rest Park, located in Daehwa-dong, Ilsanseo-gu, Goyang-si, is only one base center of the region. It is a good place to take a break or transfer. It has good
access to transportation, including a bus stop nearby and Daehwa station of subway line number 3 within
600 meters. There is Goyang Tourist Information Center in the middle of the route in Hallyu world-ro,
Ilsandong-gu, Goyang-si, but it was not selected as a base center since it is more than 1 km away from
the Pyeonghwa-Nuri Trail route. Gajwa Geunrin Park, located in Gajwa-dong, Ilsanseo-gu, Goyang-si,
can be an alternative in case more base centers are needed.
d. Base centers in Paju-si
Five candidate base centers for Paju-si include Seongdong Intersection, Bangujeong Pavilion, Yulgok
Wetlands and Jangnam Bridge. Seongdong Intersection, located in Seongdong-ri, Tanhyeon-myeo, adjacent to Heyri Artvalley, Provence Town and Unification Park, is a good place to take a break with easy
access to transportation. Bangujeong Pavilion is an invaluable historic resources heavily traveled by many
visitors, thus it is convenient to have meals and take a break. Yulgok Wetlands is a good place to take
a rest and runs various local programs linked with education and ecotourism, but the drawback is poor
transportation. Janggnam Bridge stands at the border between Paju and Yeoncheon and is important as
the end point of course 9. But, it does not have any facilities. For meals, visitors can use restaurants in
the two areas. A structure built recently in the riverbed can also be considered as a resting area for hikers
after identifying and negotiating the purpose of the building.
e. Base centers in Yeoncheon-gun
There are 4 base centers in Yeoncheon-gun region, including Sunguijeonji, Gunnam Flood Control
Dam, Okgye3-ri community center and Sintanri Station. Sunguijeonji, located in Sunguijeon-ro, Misan-myeon, Yeoncheon-gun, is a valuable historic resources and a good place for rest and transportation.
Gunnam Flood Control Dam, located in Seongok-ri, Gunnam-myeon, Yeoncheon-gun, has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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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ions, and a red-crowned crane theme park nearby, so it can be a good key point for rest and
experience programs. Seongok-ri, 1km away from the location, will provide necessary transportation.
Okgye3-ri community center, located in Okgye-ri, Gunnam-myeon, Yeoncheon-gun, is scheduled for
maintenance and repair and expected to provide easier access to visitors. Those who want accommodation, Pyeonghwa-Nuri Trail guesthouse is available in Okgye-ri. Sintanri Station, located in Daegwang-ri,
Sinseo-myeon, Yeoncheon-gun. is the end point of the Gyeonggi DMZ Trail and holds a good value as a
base center for rest and transportation. Course 12 of the Pyeonghwa-Nuri Trail is a long-distance course,
covering 28km from Gunnam Flood Control Dam to reverse icicles which were newly added to the route.
The end point of the course consists of a 4km walk through Sintanri Station to reverse icicles and then
the same route backwards, which can make hikers feel pressured and exhausted. Therefore, the route
up to Sintanri Station, except reverse icicle course, was selected as the end point of the Gyeonggi DMZ
trail,
Cultural resources in Gyeonggi DMZ Trail
Cultural heritage in Gyeonggi-do are categorized into treasures, historic site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ity/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resource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monuments and scenic spots which are also ecological
resources.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re are a total of 1,055 cultural heritage
in the region. In Gimpo-si, Paju-si and Yeoncheon-gun, through which the Gyeonggi DMZ Trail passes,
193 cultural heritage have been registered. In these regions, City/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most common cultural heritage at 50 and there i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 scenic spot.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is Bulhwaja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18, located in Goyang-si.
Bulhwajang refers to a highly skilled Buddhist painter who produces paintings that feature easy-to-understand Buddhist doctrine to be used for education or Buddhist service. The scenic spot is Samgaksan
Mountain in Goyang-si, scenic spot No.10.

Photo 6.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118 “Bulhwajang” and scenic spot no.10 “Samgaksan Mountain” in
Gyeonggi DMZ Trai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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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yeonghwa-Nuri Trail course linked to Gyeonggi DMZ Trail
Gimpo-si
region

Goyang-si
region

Paju-si
region

Yeoncheon-gun
region

Total

Treasures

1

6

2

0

9

Historic sites

3

7

12

6

28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0

1

0

0

1

City/D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

6

2

0

9

City/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7

29

12

2

50

City/Do monuments

4

6

17

10

37

City/Do folklore
resources

0

2

0

0

2

Cultural heritage
resources

4

12

9

2

27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1

8

14

2

25

Natural monuments

1

1

1

1

4

Scenic spots
Total

1
22

79

1
69

23

193

* Cultural heritage in Gyeonggi-do was searched on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portal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by entering “Goyang”, “Gimpo”, “Paju” and “Yeoncheon” as keywords into the search
box
Natural Monuments are both cultural and ecological resources. A natural monument lies in each region where the Gyeonggi DMZ Trail runs through, including Natural monument No.250 “Sanctuary of
White-naped Cranes at Hangang River Estuary” in Gimpo-si, natural monument No.60 “Lacebark pine of
Songpo” in Goyang-si, natural monument No.286 “Ash Tree of Mugeon-ri” in Paju-si, natural monument
No.412 “Habitat of Water Spiders in Eundae-ri” in Yeoncheon-gun.
Cultural heritage located within the Gyeonggi DMZ trail course includes 1 in Gimpo-si, 9 in Paju-si and 3
in Yeoncheon-gun. Goyang-si has no cultural heritage, as Goyang course is short and most of the course
passes through areas in development. Paju-si is rich in cultural heritage a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and monuments are concentrated in the surrounding areas of Imjingak Pavilion. If cultural heritage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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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from the route is taken into account, numbers even go up. Cultural heritage within 200m from the
trail needs signage or information boards to attract more trekkers to come and walk. Those within 1km
should be used as part of hiking program of the course.
There are a number of non-registered but culturally invaluable places or elements, including Heyri
Artvalley, Jang Junha Memorial Park, Goryeo Tongildaejeon Shrine, Paju Book City and Odu Mountain
Unification Observatory. These resources should be widely promoted to hiking travelers and used as
tourism resources.

Photo 7. Cultural resources in Gyeonggi DMZ Trail:
Jang Junha Memorial Park and Goryeo Tongildaejeon Shrine

Table 3. Cultural heritage in Gyeonggi DMZ Trail course (within 0.2㎞ from the route)
Region
Gimpo-si

Cultural heritage
Munsusanseong Fortress

Goya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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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ju-si

Yeoncheon-gun

Hwaseokjeong Pavilion

Gyeonggi-do Tangible Cultural
Heritage No.61

Gujangdan-myeon office

Gyeonggi-do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76

Site of Former Jangdan Station

Gyeonggi-do Historic Site No.77

Steam Locomotive at Jangdan
Station

Gyeonggi-do Historic Site No. 78

Bridge of Death at Jangdan
Station

Gyeonggi-do Historic Site No. 79

Shrine for Hwaug Hui

Gyeonggi-do Monument No.29호

Bridge of Freedom

Gyeonggi-do Monument No.162

Bangujeong Pavilion

Gyeonggi-do Cultural Heritage
Resources No.12

Geomdansa Geomdanjosajinyeong

Gyeonggi-do Cultural Heritage
Resources No.172

Hakgok-ri stone grave

Gyeonggi-do Monument No.212

United Nations (UN) Forces
Cremation Facility in Yeoncheon

Gyeonggi-do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408

Sunguijeonji

Historic Site No. No.223

Ecological Resources in Gyeonggi DMZ Trail
Ecological resources make tourists enjoy the magnificent scenery created by nature and present them
with a pleasant walk along the trail as if they are in the forests. A variety of ecological resources visitors
meet along the way can be translated into ecological education and ecotourism, which will give a boost
to the local economy. In total, there are 42 ecological resources identified within the Gyeonggi DMZ Trail
area, including 9 in Gimpo-si, 5 in Goyang-si, 14 in Paju-si and 14 in Yeoncheon-gun.
a. Ecological resources in Gimpo-si
There are 9 ecological resources in Gimpo-si, including Jogang Reservoir and ride fields, Gaehwacheon
Stream and fileds in Jogang-ri, Siam Wetlands, fields in Hupyeong-ri, fields in Seoktan-ri and Jeonryu-ri
fields, Jeonryuri Dock, Hadongcheon Eco Trail, Gimpo Eco Park and Gimpo Eco Center. There are plenty
of rice fields in Gimpo-si, so ecological resources in the region are mainly reservoirs, fields, streams,
and wetlands. In the wintertime, various migratory birds come and stay in these fields that have almost
no human intervention after harvest. The possibility of spotting these migratory birds on the road gets
higher by using grains or bird feeding.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413

Parallel Session 4-1

d. Ecological resources in Goyang-si
Ecological resources in Goyang-si include Goyang-si Ilsan Bridge (or the eastern end of Ilsan Bridge),
Daehwa Agriculture Experience Park, Daehwa Rest Park,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and Gajwa Geunrin Park, Except Janghang wetland scenery viewed from Ilsan Bridge, the
majority of Goyang-si’s ecological resources are parks located within the town or agricultur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s located in the proximity of the town. It is because most of Goyang-si route runs
through city development areas.
d. Ecological resources in Paju-si
There are 14 ecological resources in Paju-si, including Simhaksan Mountain Forest Park, Paju Book
City Ecological Park, Gongneungcheon Stream Estuaries and Wetlands, fields in Beopheung-ri, Tongildongsan Gosan Park, Seongdong Wetlands, fields in Manu-ri, fields in Ogeum-ri, Munsancheon Stream
Estuaries and Wetlands, Pyeonghwa-Nuri Park, fields in Majeong-ri, Maenbatgolcheon Stream, Yulgok
Marsh Park, fields in Jangpa-ri, and Dujinaru Ferry. Ecological resources in Paju-si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riverine wetlands connected to the estuaries of Hangang River and Imjingang River, such as Gongneuncheon Stream, Munsancheon Stream, Yulgok Marsh Park and Seongdong Wetlands, as well as
fields located in the outskirts of Paju-si, such as Songchon-ri, Manu-ri and Ogeum-ri. In these regions,
endangered species, such as eagles, bean geese, white-naped cranes and Seoul pond frogs, can be
spotted.

Photo 8. Ecological resources in Gyeonggi DMZ Trail:
Siam Wetlands in Gimpo-si and Janghang Wetlands in Goya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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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옌 송
Haiyan SONG
홍콩 폴리텍대학교 교수
Professor,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하이옌 송 박사는 홍콩 폴리텍 대학교 호텔관광경영 학
과의 학과장이며, 그는 경제학에 풍부한 배경지식을 가
지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관광, 와인 그리고 경
제가 포함되며, Song 박사는 호텔, 레스토랑 및 기관
교육에 관한 국제 협의회에서 수여하는 <John Wiley
& Sons Lifetime Research Achievement Award>
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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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research areas include tourism and wine
economics. Dr. Song was honour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otel, Restaurant, and Institutional Education with the <John Wiley & Sons
Lifetime Research Achievement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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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홍콩-마카오 사례를 통해서 본
초국경 관광협력의 발전과정과 남북한의 관광협력 과제

하이옌 송
홍콩 폴리텍대학교 교수

국경지대 관광은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며,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 여
러 나라들 사이에서, 미국과 캐나다, 중국 러시아, 중국 홍콩, 마카오 국경지대 등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큰 규모 관
광업이 그 예이다.
국경지대 관광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e.g. Zhang, Pine, & Zhang, 2000 ) , 소비를 자극하고 (e.g. Boonchair &
Freathy, 2018 ) , 일자리를 창출 (e.g. Changcharat & Somsawas, 2015)하며, 이는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 중
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본토와 홍콩의 관광산업발전에 대해 두 지역간의 국경지역 관광협력과
관광산업 및 지역사회 협력의 이점과 잠재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남북한 관광협력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홍콩 간 관광협력은 초기에는 상당히 불균형이었다. 1980년대 초, 홍콩은 이미 20여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중국은 이제 막 문호를 개방하고 기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그 체제를 바꾸던 때였다. 중국의
개발정책 덕분에, 또한 중국이 가지고 이는 저임노동력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입된 대규모 자본에 힘입어 특히 홍
콩, 마카오, 타이완으로부터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업무상 여행이 늘어났고, 이는 다시
교통 숙박시설 등 관광산업 기간시설 개발 필요를 높이게 되었다. 홍콩 관광회사들은 중국 본토의 관광시장 첫 투자
자들 중 하나였다. 그들의 중국관광산업 진출은 홍콩인들 에게만 이익이 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빠른 중국 관광산
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광산업 기간시설 향상은 레저를 위한 관광객을 끌어 들였으며 이는 중국의 관광산업 성장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그러나 이때 중국과 홍콩의 관광협력은 상당부분 일방적이었다. 홍콩이 중국에게 주요 투자자, 관광산업에 대한 지
식 전달자였고 중국의 관광업을 발전시켰다.
중국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하면서 한쪽 방향이던 협력은 점차 양방향이 되어 갔다. 홍콩기업들이 여전히 중국 관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Qin, 2006) 중국 또한 홍콩에게 최대 소스마켓이 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방문자 예측 (Asia Pacific Visitor Forecasts, PATA, 2019)에 따르면 중국인이 홍콩을 방문한 숫
자는 2000년 총 379만명, 홍콩 관광시장 매출의 약 30%였다. 홍콩 입국방문객은 개인방문계획 (Individual Visit
Scheme, IVS)이 실시된 이후 더욱 크게 늘어났다. 홍콩에서 중국 방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IVS가 만들진 후 첫
3개월 안에 50%를 넘어섰고 그 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인의 홍콩방문은 4445만명, 홍콩입국
방문객 전체의 76%를 넘어섰다.
이렇듯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 방문자는 홍콩이 USD 2246만 달러 관광수입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 홍
콩 모두 관광산업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PATA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가 2023년에는 6317만명, 전체 홍콩입국 관광객의
80%가 될 것이고, 홍콩에서 중국을 가는 방문자는 2023년 1억1713만명, 중국입국 관광객 전체의 58%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417

기획세션 4-2

이렇듯 지난 수년간 중국과 홍콩 간 관광산업이 꽃을 피우는 융성기를 이루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
국인 방문객이 크게 많아 지면서 홍콩 지역 주민들의 매일의 삶에 평온이 깨어질 위기는 맞고 있다. 관광버스들이 그
러지 않아도 좁은 길을 막아 서있기도 하고, 이웃에 있던 식료품 가게들이 기념품 가게로 바뀌었고, 보따리 상인들은
지역시장에 가격 상승, 물품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Chen, Nao, Hsu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콩 미디어의 견해는 2009년 이래로 계속 나빠졌고, 2014년 이후에는, 중국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부정적이 되었다. 홍콩 미디어가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은 홍콩 관광지가 지나치게 붐
벼서 또는 홍콩의 제한된 공간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문제가 신천 (홍콩과 국경을 같
이 하고 있는 도시) 시민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간 관광협력의 새 장을 맞으면서 중국정부는 2018년 광동-홍콩-마카오광역만지역 (Guangdong
– Hong Kong- Macao Greater Bay Area, GBA)를 제안하였다. GBA는 중국. 홍콩 간 관광산업을 넘어서 산업,
기술, 인력, 지역 통합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신화사통신 Zinhua, 2019)
GBA는 56000 ㎢에 걸치는 지역, 6900만 인구, 도시화 비율 85%, GDP 1.5 조 달러 (Strategic focus : Greater
Bay Area, 2019), 콘테이너 처리량 면에서 뉴욕만 지역(New York Bay Area), 샌프랜시스코만 지역(the San
Francisco Bay Area), 도쿄만 지역(the Tokyo Bay Area) (UNWTO.GTERC, 2018)를 다 합친 것의 4.5배를 처리
하는 광대한 규모의 협력 계획이다. 2018년에는 홍콩- 주하이- 마카오 다리, 광조우 – 선천- 홍콩고속철도 등 획기
적인 프로젝트들이 완성되면서 이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상호연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지역내 및 지역간 이동
성 증가, 관광산업 발전을 가져왔고 관광객이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도시들로부터 그들과 이웃해 있는 차상위 도시
들로 흘러 넘치는 현상을 촉발시켰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경지대 관광협력은 시작 시점부터 장벽과 연결성을 생
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Ferrer -Gallardo, 2008). 따라서 정책입안자, 정부관료, 기업가들에게 GBA 협력관광, 지역
관광 통합의 도전과 기회는 무엇보다 우선 연구과제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경지대 관광협력은 특히, 국경지역양측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을 때 더욱, 거대한 경제적인 수익을 만
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선진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투자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개발이 덜
된 측의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지리적인 인접성은 양측간 관광객이 많아지게 하여 높은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지역 관광은 해당국가들 각각이 잘 주의하여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관광관련정책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사회적 갈등이 경제적 수익을 상쇄해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남북한 관광협력과 관련하여 DMZ는 상징적인 국경지대관광지가 될 수 있고, 협력적 목적지 마케팅 (destination marketing)에서 장소수식어 (destination modifie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Mayer, Zbarazewski, Pienkowski, Gach, & Gernert, 2019). DMZ는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낼 다리(bridge) 또는 문(door)으로서 상징성을 가
지고 있다. 남한의 투자는 북한에게 ‘신속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될 것이며, 이는 북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시간이 가면서, DMZ 관광 발전은 더 큰 규모의 남북한 간 관광협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 정부는
국경지역 관광이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가 무엇일 지를 잘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문화교류를
장려하고 적극 추진해야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문화충돌을 조심해서 피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 중 정치적인 환경
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환경은 국경지대 관광 발전의 방향과 성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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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order Tourism Collaboration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 A lesson for Inter-Korean Tourism Collaboration
Haiyan SONG
Professor,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ross-border tourism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tivities for regional development.
Successful examples include the large volume of tourism activities among European countries, between
the US and Canada,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among mainland China, Hong Kong, and Macao. It
is well acknowledged that cross-border tourism could generate investment opportunities (e.g. Zhang,
Pine, & Zhang, 2000), stimulate consumptions (e.g. Boonchai & Freathy, 2018), and create job opportunities (e.g. Chancharat & Somsawas, 2015), which are all significant contributors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and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tourism development of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focussing on the cross-border tourism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regions, and explores
the benefits and potential challenges led by this collaboration to th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the regional society, which could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inter-Korean tourism collaborations.
The initial development of tourism collaboration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was quite
unbalanced. In the beginning of 1980s, Hong Kong had already scored a rapid economic growth for more
than two decades, but China, on the other hand, had just opened its door and transited into market
economy from planned economy. Benefitted from the opening-up policy of China, as well as the different endowments exhibited by China and the outside world (low-cost labour in China and extensive capital from the outside world), a large volume of foreign business flowed into China, especially from Hong
Kong, Macao, and Taiwan. The increasing volume of business travellers called for a need of development
in tourism infrastructures such as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in China. Tourism enterprises from
Hong Kong were one of the first investors entered the tourism market of mainland China, and their entrance not only generated profits for themselves, but also facilitated the healthy and fast development
of China’s tourism industry. The improved tourism infrastructures also attracted a considerable amount
of leisure tourists, which further accelerated the growth of tourism industry in China. At this stage, the
tourism collaboration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is rather single direction, with Hong Kong
as the major investor and knowledge disseminator who expedites the tourism development in mainland
China.
Along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the single direction collaboration gradually becomes dual
channelled. While Hong Kong enterprises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tourism market of mainland
China (Qin, 2006), mainland China also becomes the largest source market for Hong Kong in terms of
international visitor arrivals. According to Asia Pacific Visitor Forecasts (PATA, 2019), the total volu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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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land Chinese visitors into Hong Kong was 3.79 million in 2000, accounted for approximately 30%
of the total market share. The growth of visitor arrivals further accelerat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visit scheme (IVS). The proportion of Chinese visitors in Hong Kong breaks 50% in the first
quarter after IVS and increases steadily thereafter. In 2017, the volume of Chinese visitors into Hong
Kong was 44.45 million, accounted for more than 76% of the inbound market share of Hong Kong. This
huge amount of visitor inflow helped significantly in generating the US$ 22.46 million tourist receipts
of Hong Kong. Yet this benefit has not fully included the indirect income caused by tourism activities.
Similarly, the volume of Hong Kong visitors into mainland China was 81.06 million in 2016. Both sides
of the border significantly benefited from the tourism activities and the case is expected to continue.
According to the PATA (2019)’s report, the visitor arrivals from mainland China to Hong Kong is expected
to be 63.17 million in 2023, occupying 80% of the inbound market share of Hong Kong, and the visitor
arrivals from Hong Kong to mainland China is forecast to be 117.13 million in 2023, accounting for 58%
of the inbound market share of China.
While the tourism activity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is blooming through the years, some
problems also emerge. The large volume of Chinese visitors jeopardizes the tranquillity of the everyday
life of local residents in Hong Kong; the tourist buses blocked the already narrow streets, the souvenir
shops replaced the groceries stores in the neighbourhood, and the parallel traders caused price increases and shortages of goods in the local markets. Chen, Mao, and Hsu (2016) noticed that the average
attitude of Hong Kong media towards Chinese tourists has declined since 2009 and become negative
after 2014, in contrast to the increasing volume of Chinese tourist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negative
attitude cannot be fully attributed to the overcrowded tourist areas and the limited space of Hong Kong.
Similar concerns are also expressed by citizen of Shenzhen (the city that share the border with Hong
Kong).
Entering a new stage of tourism collaboration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the GBA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has been propo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2018. Beyond the bilateral tourist flows, the plan for the GBA is proposed for the region to further
integrate the industries, technologies, peoples, and the region (Xinhua, 2019). Covering 56 thousand
km2, GBA has a total of 69 million population, 85% of urbanization rate, GDP of USD 1.5 trillion (Strategic
focus: Greater bay area, 2019), and the largest volume of container throughput which is 4.5 times the
total of the New York Bay Area,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the Tokyo Bay Area (UNWTO/GTERC,
2018). In 2018, the infrastructure interconnectivity greatly improved with several landmark projects of
the Hong Kong-Zhuhai-Macao Bridge and Guangzhou–Shenzhen–Hong Kong High Speed Rail Link.
It facilitates the intra- and inter-regional mobilities as well as spillovers of tourism flow from the cities
with higher tourism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reputation to neighbouring second-tier cities. As
aforementioned, the cross-border tourism collaboration should embrace both the barriers and brid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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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early development (Ferrer-Gallardo, 2008). The GBA collaborative tourism encourages policymakers,
government officials,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to prioritize future research to addres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regional tourism integration.
To conclude, huge economic potentials could be exploit from the cross-border tourism collaborations,
especially when differences exist between two sides of the border. The investments from the more
developed side would not only bring substantial profits to the investors, but als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less developed side. In addition, the geographical proximity could lead to a large volume of tourist
flows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refore generate considerable tourist receipts. Nonetheless, local
authorities should closely monitor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tourism activities and establish appropriate tourism-related policies accordingly, so that the social conflicts would not offset the economic
benefits.
Regarding inter-Korean tourism collaboration,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would serve as a symbolic attraction of cross-border tourism and function as a destination modifier in collaborative destination
marketing (Mayer, Zbarazewski, Pieńkowski, Gach, & Gernert, 2019). In this scenario, DMZ is symbolised as bridge and door to create synergy. The investment from South Korea could provide North Korea
with quick foreign direct investment, which will be very helpful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Along time, the tourism development of DMZ could lead to a larger scale of tourism collabo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local authorities from both sides should be aware of and be
prepare to the potential social problems that cross-border tourism may cause. While cultural exchange
should be encouraged and promoted, the potential cultural clash should be carefully avoided. Nevertheless, political environment is also a crucial factor that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the potential of the
cross-border touris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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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CUI Zhehao
연변대학교 교수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최철호 박사는 중국 연변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이
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연변관광발전보고서> 등이며, <두만강지역 한국관광
시장구성과 관광행위에 관한 연구>, <북한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구개발 현황과 투자전망> 등 20여 편의 논
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두만강 지역관광개
발과 협력, 북한관광, 연변지역 민족관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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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 접경지역 관광협력 실태와 과제
최철호
연변대학교 교수

1. 중국-북한 접경지역 관광협력 실태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관광협력은 크게 3개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료녕성 단동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하류
지역, 길림성 연변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지역, 백두산지역 등이다. 아래에 이 3개 지역의 관광협력에 대해 분석한다.
(1)두만강지역 중북 관광협력
연변주와 북한간의 변경관광은 1991년 연변 훈춘—함경북도 신성(新星)관광코스 개발을 시작으로 연변 기타 현·시
의 여행사로 파급되었다. 그 후 점차 북한의 나진, 선봉, 남양, 청진, 경성, 칠보산, 어랑, 평양, 금강산 등 관광코스를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중국-북한간의 변경관광은 점차 더 발전되게 되었다. 1995년 9월 중국 국경내의 권하변경 공
무통로가 정식으로 중국-북한간에 개통되어 처음에는 화물운반 목적으로만 이용되다가 몇 년 후 권하통상구가 국
가1급 통상구로 승격하게 됨으로써 중국인과 제3국 관광객들의 북한관광이 이전에 비해 훨씬 용이해지게 되었다.
1999년 훈춘에서는 ‘99두만강 관광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변경관광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시키는 계
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연변—북한간의 변경관광 통상구로는 훈춘의 권하, 도문, 용정시의 삼합, 화룡시의 숭선 등 4개가 있다. 여기
서 현재 운용중에 있는 주요 관광코스로는 훈춘권하→북한나진선봉 관광 코스, 훈춘사퉈즈→북한신성 관광코스, 도
문→북한 남양 관광코스, 용정→삼합→북한회령→청진→칠보산→금강산→평양→개성→판문점→묘향산 관광코스,
화룡 숭선→북한 삼지연→백두산동파 관광 코스 등이 개발되어 있다. 2009년 말 연변은 이미 국가의 ‘타지역 사증발
급 시범구(异地办证)’로 지정되었다.
자가용 여행코스로는 훈춘 권하－나선 간 코스가 있고, 중국-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환3개국 여행코스로는 중국
훈춘 권하－북한 나선시－러시아블라디보스톡을 있는 여행코스가 있다. 관광 전용열차 여행코스로는 도문－북한
청진, 칠보산 간 호화관광코스가 있으며 전세기를 이용한 연길－평양 간 전세기 관광코스 등이 있다. 그중 2011년
6월부터 시작한 북한 나선시의 자가용 여행코스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2018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가용 관광도 실시하게 되였다.
2009년 두만강 지역협력개발은 중국 정부로부터 국가전략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북한을 관광목적지 국가로 지정
함으로서 북한관광은 빠른 속도의 발전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 나선시로의 무비자여행이 열렸고, 중국 훈춘－북
한 나선－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코스가 개발되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관심과 수요는 폭등 추
세에 있다. 또한 2011년 8월 28일~9월 2일 시작된 <만경봉호>를 이용한 북한의 나선－금강산 크루즈 시범관광은
2012년까지 6회의 운항기록을 갖고 있다. 만경봉호 크루즈관광을 계기(만경봉호 적재 승선인원수는180명이었고
개량 후엔 400명으로 되었으며 만경봉 92호는 승선인원 약 1,000명 수준의 수용이 가능했음)로 북한은 금강산 개
발계획을 공표하고 제1단계 사업으로 60㎡ 규모의 금강산지역 국제관광지 및 상업구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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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0일, 함경북도 나진항에서 싱가폴의 크루즈라인 <황성(皇盛)>호의 출항식 이후 나선시와 금강산 연
계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이 계획 되었다(中国新闻网，2013). 2013년 여름에는 이 노선 활용을 통한 더 많
은 중국 관광객들의 북한 나선시 및 금강산 여행이 기대되었지만 2013년부터 나선-금강산 크루즈 관광은 중지상
태에 있다.
2019년 5월부터 두만강하류 방천풍경구에 두만강임시통상구가 설립되고 맞은편에 북한 두만강임시통상구도 설치
됨에 따라 중국인들이 작은 유람선을 이용해서 북한 나선특구 두만강시, 승전비, 서번포, 동번포, 조산만 등 지역을
여행하는 1일 관광이 개발되였다. 현재까지 7,000명이상이 1일 관광으로 다녀왔다고 한다.
(2) 압록강 하류 북중 관광협력
압록강 하류에 있는 중국의 대 북한 국가 통상구로는 1급과 2급의 통상구가 있다. 1급 통상구로는 단동시 압록강철
도통상구(鸭绿江铁路口岸), 도로통상구(鸭绿江陆路 口岸), 대동강통상구(大东港口岸), 낭두강통상구(浪头港)
등이 있고 2급 통상구로는 대루도통상구(大鹿岛口岸), 대타지통상구(大台子口岸), 단지(丹纸码头), 대평만통상
구(太平湾口岸) 등이 있다.
중국의 변경관광은 단동의 북한관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5년에 중북 변경도시인 단동과 신의주가 협의를 거
쳐 서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년의 노력을 거쳐 1987년 11월 중국 국가관광총국은 「료녕성 단동과 북한 신의
주의 자비여행 시범 동의」를 비준함으로서 1일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 4월 18일 단동국제여행사
가 조직한 제1기 단체관광객 44명이 북한 신의주를 방문하게 된다. 1992년 중국과 북한은 협의를 통해 묘향산, 개
성, 판문점, 금강산 등 관광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9년 중국 국가관광국과 공안부가 「요녕성 단동시 대 북한 관광
에 관한 의견에 관한 통지」를 연합으로 발표한 문건에는 원래의 관광객 인수제한을 취소한다고 하였고 북한관광일
수를 최대 6일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단동을 통한 북한 관광코스로는 단동－신의주－묘향산－평양 －개성 -판문점 등 국제열차를 이용한 5-8일 코스가
많다. 심양－평양 정기항선을 이용한 평양－개성－금강산 코스도 중국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여행코
스로 2009년 단동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여행객수는 총25,000명에 달할 정도였다.
2009년 7월 1일, 중국 정부는 ‘요녕연해경제지대 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겼다. 황금평은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으로 이 지역 경제개발구의 중점산업으로는 IT산업, 관광과 농업 등이 지정되어 있다. 북한은 「나선경제무역
법」과 「황금평, 위화도 경제구법」을 전문적으로 수정하고 두 경제개발구는 공동으로 개발구기획의 세부내용(요강)을
완성함으로써 경제구관리위원회를 공동출범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황금평과 위화도 개발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3)백두산지역 북중 관광협력
2012년 10월 10일, 중국 길림성 백두산 관리위원회와 북한 국가관광총국은 백두산을 공동 개발하는데 대한 협력 의
향서(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평등과 호혜적(상호주의) 원칙 하에 백두산 공동개발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은
중국 측의 백두산을 북파구, 서파구, 남파구로 나누어 개발 관리하고 있다. 이미 개통된 환 백두산 도로에 이어 길림
성 장춘에서 백두산 서파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2015년 개통되었다. 연길-화룡-백두산 고속도로도 2020년에 개
통될 예정이고 연길-돈화-백두산 고속철도도 2021년 내에 개통될 것이다. 그러면 연길부터 백두산까지 고속도로
로 1시간 30분, 고속철도 50분이면 도착하게 된다. 백두산공항은 이미 장춘, 심양, 북경, 상해 등 대도시로 연결하는
항로 운항이 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백두산 동파를 잇는 도로마저 개발된다면 편리한 접근성을 토대로 하
는 완벽한 환 백두산 도로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다양한 백두산 관광코스설계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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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2일 북한은 백두산 동파 양강도 삼지연군 무봉로동자구의 일부를 무봉관광특구로 건설한다고 결정하
였다. 2014년 6월에 정한 원산-금강산관광특구 다음으로 되는 북한의 2번째 관광특구로 되었다. 특구는 백두산으
로부터 35키로미터, 중국 화룡 고성리통상구로부터 60키로미터 떨어져있다. 주변에는 삼지연공항도 있으며 유명한
리명수폭포, 항일근거지 등 많은 관광유적들이 있다. 특구 총면적은 20제곱키로미터이고 총 투자규모는 6-8억위안
이다. 백두산과 연변을 방문하는 중국 국내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특구 내에는 골
프장, 카지노, 승마장, 온천 등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차례의 제재로
모든 투자가 소강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2.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관광협력에 대한 영향요인
(1) 정책적 요인
①관광협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관광산업의 종합성, 민감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일국의 정치, 경제위기, 전쟁, 자연재해 등이 관광발전에 미칠 긍정
적·부정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관광은 일반 무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바, 인바운드관광 발전을 통한 외화가득
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북한이 비록 한국, 일본, 미국 등의 국가와 정치‧군사적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2013년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중북 간 냉각기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관광교류는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2018년 부터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였다. 2019년에는 중국과 북한의 관광협력에서 최고치를 이룬
2012년의 수치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②북한 세관의 복잡한 출입국 수속절차 및 검사로 통관업무 지연
북한 세관의 출입국 수속은 복잡하고 속도 또한 느려서 고객서비스나 편의성 측면에서 낙후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불편한 절차들은 불량한 관광서비스 품질로 인한 관광사업 촉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된다. 관광객에 대한 검
사도 매 사람마다 등록하고 가방을 열고 검사하고 등으로 인한 관광객 불평야기로 인해서 검사로 인한 과도한 세관
체류 시간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평양 순안공항도 마찬가지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필수적으로 모든 가방은 열
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출판물은 일률로 몰수하고 또한 관광객의 소지품 중에 한국산, 일본산 혹은 미국산 상표가 있
는 옷이나 물건 등은 소지하지 못하며 핸드폰은 꼭 등록해야 한다.
③북한에서의 외국인 관광활동 제약
북한에서 외국인의 관광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지정한 관광지 외에는 여행객 마음대로 자유로운 타 지역 이동
을 할 수가 없고 모든 활동에는 관광가이드를 대동해야 하거나 혹은 불허된 행동을 감시하는 직원도 계속 함께 다녀
관광객들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점에서 고객의 불만야기 가능성이 크다. 여행 도중 사진촬영도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출국시에는 북한세관의 검사를 거쳐 일부 사진이 바로 삭제될 수도 있다.
④유엔제재가 미치는 영향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6)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중북관광협력
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제3차 핵실험(2013.2) 이후에 중국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연변을 통한 중국인의 북한관
광을 일방적으로 전면중단함으로써 이전에 북한이 해오던 일방적인 관광중단 결정과 같이 대북관광을 제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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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정책결정의 주된 배경은 자국민의 해외여행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관광
의 많은 효용측면에서 중국정부의 대북 관광제재도 양국 간 점차 해소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관광협력이 점차적으로
재개되었다. 대북제재에 관광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2018년부터 중국 단동지역과 연변지역을 통한 북한 변경관광과
과경관광이 점점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올해에는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2) 경제적 요인
⑤관광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국은 2009년 북한과 체결한 관광협력 양해각서를 통하여 북한을 관광목적지 국가로 지정했다. 이것은 종전에 중
국인의 북한관광이 길림성과 요녕성을 통한 관광으로만 제한되던 것에 비해 전술된 바 다른 성의 지역(목적지)에서
도 직접 북한관광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고, 나선특구, 신의주 등 북한 일부 지역에 대한 중국인의 무비자 여행도 허
용되는 등 북한관광사업의 성과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북한은 중국인의 인바운드관광 촉진으로 벌어들인 외화와
창출된 일자리 등 그간 달성해온 성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경험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광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할 것으로 보인다.
⑥ 2중 가격체제 실시
중국관광객들에게 있어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여행비가 소요되는 여행지로서 중국 인근 외국 관광지 중, 많은 중산
층 중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목적지가 되고 있다. 대략적인 소요여행비를 예로 들자면, 평양-개성-금강산 6-7
일 코스관광에 소요되는 5000위안 정도가 가장 고가의 코스이고, 나선 2일관광은 900위안 정도, 도문-청진-칠보
산 4일 전용열차 관광도 1900위안 정도로 대부분의 관광상품들이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나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2중 가격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즉 내국인과 외국인의 가격이 다르다. 북한 관방환율은 1달러:100원(북한돈)
이지만 암시장에서는 1달러:8000원(북한돈)까지 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가는 쇼핑점, 책방, 음식점 등은 모두
관방환율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비싸다. 공원의 입장료도 북한인 가격과 외국인 가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북한
나선시 해안공원의 입장료는 북한인 500원(북한돈)인 반면 외국인 6500원(북한돈)이다. 이러한 이중가격체계는 외
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다.
⑦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다양한 관광상품은 결핍
북한은 풍부한 자연관광 자원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관광목적지이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그보다도 ‘
신비한 국가’ 혹은 중국의 과거를 회상케 하는 관광지라는 점에서 매력성이 큰 것이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들은 거의 중노년층이 많으며 평양, 개성, 판문점 등이 주 관광목적지이고 제일 긴 코스도 7일을 초과하는 관광코스
가 없다. 또한 보는 관광이 많고 사진 촬영 제한, 외부 출입 등 제재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며 일부 관광객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홍색관광지(만수대, 김일성광장, 주체사상탑 등)에 대한 건설은 아주
잘 되어있으나 일부 역사유적지에 대한 보호와 개발은 미비하다.
⑧관광인프라 시설의 낙후성
호텔, 관광버스 등 수용시설의 양적 및 질적 미비상태는 관광 성수기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평양, 금강산, 묘향산 등 지역에 있는 고급호텔을 제외하고 모든 호텔의 시설은 부패가 심하고 호텔방
도 거의 재보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변경지역에 있는 호텔들이 더 심각하다. 나선특구에 있는 호텔도 예외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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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하게는 관광성수기에도 호텔이 비어있기에 호텔의 정상적인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평양-개성,
평양-원산-금강산, 평양-묘향산, 평양-남포 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포장도로이다. 연길삼합에서 청진, 칠보산으
로 가는 도로도 비포장으로 되어있기에 길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변경지역에 있는 도로는 훈춘-나선도로
를 제외하고 모두가 비포장도로이다. 그리고 관광버스도 중국과 일본의 중고차들이여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⑨휴가 관광지가 적고 계절성이 강함
많은 관광지가 관광사업 초기형태의 시각적 관광만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에 있으므로 다양한 매력물이나 감성
에 호소하는 관광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관광객의 충성도 기대가 어렵고 그 결과 재방문 비율도 매우 낮은 여건에 있
다. 제일 긴 관광코스가 7일 정도이고 휴가를 보낼 관광지를 외국인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기에 외국인들은 휴가관광
지를 방문할 기회가 적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투자나 인력투입에 의한 본격적인 수준의 관광인프라 미비로 인해 자연경관이나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관광으로 인해 주로 하계관광만 가능하므로 비록 다대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호텔, 음식점, 관광버스 등 관
광시설이 낮은 비수기 이용률로 인해서 사업성을 제한하는 여건이다.
3.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관광협력에 주는 시사점
비록 국제적인 제재의 중국의 동참으로 중북관계가 많이 악화되었다가 2018년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여 올해는 국제
제재에 속하지 않은 관광협력분야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이다.중북 관광교류와 협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정치 환경과 인프라 개선, 규제 축소 등을 통한 다국적 관광 실현
국제제재로 인하여 북한 관광이 자주 중단되는 등 지금까지 북한 관광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양국간의
이번 우호적인 기회를 잘 활용하여 관광 협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자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를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다국적 관광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숙박 및 교통, 전력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개
선함과 동시에 인위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검문과 통관을 간소화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은 자국민들의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도와 도 사이의 통해증 검사 등)를 다시 조절하고
국내 단체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내관광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록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는 증가되지 못하더라도 외국
인들한테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주도록 계속적으로 국가적 홍보를 해야 한다.
(2)관광 협력 발전 정책 조정 및 개방 확대를 통한 양국의 상생적 협력 실현
중북 양국간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출입국 수속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육로 관광 시에는 무비자 제도 도
입까지도 고려하여 국경 지역 관광에서 향후에는 양국의 배후 지역으로까지 관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북 간의 통행로 건설을 계속 추진하여 교통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해상 항로 이용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한 중국과 북한 접경의 교역 장터 활성화와 관광 상품의 공동 개발, 산업 규범 통일 및 관광교류와 협력 촉진, 적극적
인 홍보와 신뢰구축, 정책 조율, 수속 간소화 등을 통해 중북관광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 유엔
제재로 인한 중북경협의 축소로 상무관광객의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조치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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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앞으로의 협력을 대비하여 상무고찰을 위한 관광을 활성화 하고 상무비자 수속 절차도 간소화하여야 한다.
(3)대형 관광 페스티벌 및 문화 행사 공동 개최
대형 관광 페스티벌 및 문화 행사의 공동 개최를 고려할 수 있다. 아리랑과 금강산의 노래 등 뛰어난 공연 프로그램
이나, 특색있는 쇼핑거리와 먹거리를 파는 쇼핑몰 건설 등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중국 관광객들은 북한에서 세계 유
일의 대형 집단 공연인 아리랑을 좋아한다. 만약 중북 혹은 중남북3국이 이러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면
경제 문화 예술 교류와 압록강, 두만강 관광 문화 홍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심 지역 경제 협력 촉진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시장화 및 산업화의 원칙에 따라 중북 우호관계를 보여 줄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중국과 북한 관광협력 추진에서도 ‘평화공존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희망을 존중하고 관광 시장의 수요와 시장경
제 룰을 준수하는 관광 산업 협력을 통해 관광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이루어 낼 필요가 있다. 중북관광 관계자들
이 공동으로 시장이 원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과 관광 시장에서 두 나라의 우정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북한의 우정을 강조한 상품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북 지역의 공동 항일 투
쟁 지역 등의 항일 성지를 위주로 한 노선을 개발하고, 아리랑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마케팅
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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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North Korea Border Tourism Cooperation
: Present Status and Challenges

CUI Zhehao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1. China-North Korea Border Tourism Cooperation: Present Status and Challenges
The China-North Korea border tourism cooperation can be found in three main regions, namely, the
lower Yalu River region centered around Dandong, Liaoning Province, the Tumangang region centered
around Yanbian, Jilin Province and the Baekdu Mountain reg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tourism
cooperation of the three aforementioned regions.
(1) China-North Korea Tourism Cooperation in the Tumangang (Tumen River) Region
Cross-border tourism between Yanbian Prefecture and North Korea began in 1991 with the development of the Hunchun, Yanbian-North Hamgyong Province Shinsung(新星) tour, and was later introduced
to travel agencies located in other counties and cities of Yanbian. New tours were developed across Rajin,
Sonbong, Namyang, Chongjin, Kyongsong, Mount Chilbo, Orang, Pyongyang, and Mount Kumgang in
North Korea, further promoting the growth of China-North Korea border tourism. In September, 1995,
Quanhe border crossing for public duties was officially opened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t was
initially used for cargo transportation purposes and was elevated to Tier 1 State Level Port (口岸, border crossing point) after a few years, making travel to North Korea easier for Chinese and third country
tourists. In 1999, the “99 Tumangang Tourism Expo” was held successfully, serving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promote the border region tourism.
Today, there are four border tourism Ports connecting Yanbian and North Korea, namely, Quanhe and
Tumen in Hunchun, Sanhe in Longjing City, and Chongshan in Helong City. The tour routes currently in
operation are as follows: Hunchun Port → North Korea Najin Sonbong, Hunchun Shatouzi → North Korean
Shinsung, Tumen → North Korea Namyang, Longjing → Sanhe → North Korea Hoeryong → Chongjin →
Mount Chilbo → Mount Kumgang → Pyongyang → Kaesong → Panmunjeom → Mount Myohyang, and
Helong Chongshan → North Korea Samjiyon → Eastern Course Section of Mount Baekdu. In late 2009,
Yanbian was designated as China’s “Other Region Visa Issuance Pilot Zone.”
One can travel between Quanhe and Rason by car, or visit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by taking
the three-country cross-border travel route that connects Quanhe, Rason and Vladivostok. Luxury tour
routes include Tumen-North Korea Chongjin and Mount Chilbo by train, and Yanji-Pyongyang by chartered plane. Among these routes, the Rason, North Korea’s travel by car route, which opened in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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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s very popular among tourists. In 2018, another road trip route was introduced from Vladivostok,
Russia.
In 2009,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strategic initiative by the Chinese government. Furthermore, China’s designation of North Korea as a tour destination
served as a momentum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North Korea tourism. Visa-free entry to Rason was
permitted, and a visa-free three country tour for Hunchun, China/Rason, North Korea/Vladivostok, Russia, was developed, sparking a tremendous interest and demand from Chinese tourists. Also, between
August 28 and September 2, 2011, a pilot cruise service, sailing from North Korea Rason to Mount Kumgang, was launched using the “Man Gyong Bong” ferry and operated six times until 2012. With the experience of the Man Gyong Bong Cruise Tour (the initial passenger capacity of the Man Gyong Bong ferry
was 180 persons, and 400 persons after the ferry’s improvement, and Man Gyong Bong 92’s capacity
was approximately 1,000 persons), North Korea announced a development plan for Mount Kumgang,
followed by the final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Tourist Zone and Commercial District
Development Plan of the Mount Kumgang region (60m2) as Phase 1 of the project.
On February 20, 2013, marking the departure ceremony of the Singaporean cruise line “Hwangsong (皇
盛)”at Rajin Port, North Hamgyong Province, plans were made to operate Rason-Mount Kumgang tour
in earnest (中国新闻网，2013). As a result, there were high expectations for an increased number of
Chinese tourists to visit Rason and Mount Kumgang, but the Rason-Mount Kumgang Cruise Tour came
to a halt in the same year.
Since May 2019,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Temporary Tumen River Port at the Fangchuan National
Scenic Area of the Lower Tumen River, China and at the opposite side in North Korea, Chinese tourists
have been able to visit Rason in North Korea, including Tumangang City, the Victory Monument, Sobon-po, Dongbon-po, and Josan Bay,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a 1-Day Trip package. As of now,
over 7,000 tourists have went on this 1-Day Trip to Rason.
(2) China-North Korea Tourism Cooperation in the Lower Yalu River Region
There are Tier 1 and Tier 2 State Level Ports serving as border crossing point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the Lower Yalu River Region. Tier 1 Port comprises Dandong City’s Yalu River Railway Port (鸭
绿江铁路口岸), Yalu River Land Port (鸭绿江陆路口岸), Daedong River Port (大东港口岸), and Langtou
River Port (浪头港), and Tier 2 Port comprises Dalu Island Port (大鹿岛口岸), Dataizi Port (大台子口岸),
Danzhi Port (丹纸码头), and Taipingwan Port (太平湾口岸).
China’s cross-border tourism started with trips between Dandong and Nor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came to an agreement in 1985, and visiting to and from the cross-border cities Dando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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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uiju was allowed. Following two years of hard work, the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CNTA)
ratified the “Agreement on Pilot Traveling between Dandong, Liaoning Province and Sinuiju, North Korea
at One’s Own Expense,” kickstarting the 1-Day Trip business in earnest. On April 18, 1988, the First
Group Tour consisting of 44 tourists organized by the Dandong International Travel Agency visited Sinuiju, North Korea. Through further discussions in 1992, China and North Korea began operating tours in
Mount Myohyang, Kaesong, Panmunjeom, and Mount Kumgang. In 1999, the CNTA and China Ministry
of State Security (MSS) jointly announced the “Notification on Views regarding the Dandong, Liaoning
Province-North Korea Tour,” whereby the initial quota on the number of tourists was cancelled and the
number of maximum North Korea travel dates were set to 6 days.
Trips to North Korea passing through Dandong usually range from 5 to 8-day trips, where tourists visit
Dandong, Sinuiju, Mount Myohyang, Pyongyang, Kaesong and Panmunjeom by taking an international train. Pyongyang-Kaesong-Mount Kumgang tour, where tourists take Shenyang-Pyongyang flights,
have gained so much popularity that the total number of Chinese visitors to North Korea via Dandong
reached 25,000 people in 2009.
On July 1, 2009, the Chinese government made the “Development of Liaoning Coastal Economic Zone”
a national strategy. The designated core industrie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of Hwanggumpyong, an island located in the Lower Yalu River, are IT, tourism and agriculture. While, North Korea
fully amended the “Law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and “Law on the Hwanggumpyong and
Wihwado Economic Zone,” the two economic development zones jointly completed the details (main
points) of the development zone plans, and thereby launched a Joint Economic Zone Management
Committee. However, as of today, no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development of Hwanggumpyong
and Wihwado.
(3) China-North Korea Tourism Cooperation in the Baekdu Mountain Region
One October 10, 2012, China’s Jilin Province Mount Baekdu Management Committee and North Korea’s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the joint development of Mount Baekdu. The two countries agreed on jointly developing Mount Baekdu under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mutuality. As a result, China manages the Chinese side of Mount Baekdu in different
sections, namely the Northern Course Section, the Western Course Section, and the Southern Course
Sec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oad that cross Mount Baekdu, a highway that connects Changchun,
Jilin with the Western Course Section was opened in 2015. Also, Yanji-Helong-Mount Baekdu Highway and Yanji-Dunhua-Mount Baekdu High-Speed Railroad are expected to open in 2020 and 2021,
respectively. This in turn would allow one to travel from Yanji to Mount Baekdu in just 90 minutes and 50
minutes by car and train, respectively. The airport located near the mountain already connects the region
with other major cities including Changchun, Shenyang, Beijing and Shanghai. If, in the near futu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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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is built that connects the Eastern Course Section of Mount Baekdu with the rest of the region, a
complete and convenient road system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will be established, enabl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tour routes in Mount Baekdu.
On April 22, 2015, North Korea made a decision to build part of the Mubong Workers’ District located
in Samjiyon County, Ryanggang Province, Eastern Course Section of Mount Baekdu, as the Mubong
Special Tourist Zone. It became the second special tourist zone of North Korea in June, 2014 after the
Wonsan-Mount Kumgang International Tourist Zone. The Mubong Special Tourist Zone is located 35
km from Mount Baekdu and 60 km from Guchengli Port, Helong, China. The Samjiyon Airport as well
as many famous sightseeing attractions and historic sites such as Rimyongsu Waterfalls and Anti-Japanese Guerilla Base are located nearby. The gross area of the Zone is 20km2 and the total investment
volume amounts to 600-800 million RMB. The Zone is being developed with an aim to attract Chinese
tourists visiting Mount Baekdu and Yanbian, and there are plans to build vacation facilities within the Zone
such as a golf course, a casino, a horse riding course and a hot spring spa. However, due to a series of
sanctions, the influx of investments has come to a halt.
2. Factors Influencing the China-North Korea Border Tourism Cooperation
(1) Policy Factors
①A Level of Sustainability for the Tourism Cooperation
Due the nature of the tourism industry, such as totality and sensitivity,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 of a nation’s politics, economic crisis, war or natural disaster on the development of tourism can
be very big. As tourism is different from general trade, expectations are high on the potential economic
contributions made from the inbound tourism development, which would lead to foreign currency earnings and job creations. Despite the ongoing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and the deteriorating China-North Korea relations until 2017 trigger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in 2013, the continued tour exchanges remained to a certain extent and
took a favorable turn in 2018. The numerical record for China-North Korea tourism cooperation in 2019 is
expected to surpass the all-time high 2012 figure.
②Clearance Delay Resulting from Complicated Immigration and Inspection Procedures at the North
Korea Customs Office
The immigration procedures of the North Korea Customs Office are both complicated and slow, lagging
behind in terms of customer service and convenience. These factors undermine the promotion of the
overall tourism business as it leads to poor tourism service quality. Every tourist is subject to registration,
open bag inspection and other inspection procedures, which makes one’s stay at the customs and immigration office excessively long. The same goes for Pyongyang Sunan International Airport. All Chinese
visitors must open their bag and luggage for inspection, and any publications will be confiscated with no
exception. Moreover, one cannot have any clothes or items with a Korean, Japanese or American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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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in possession, and all cellphones must be registered.
③ Activities of Foreign Tourists Restricted in North Korea
The scope of travel activities for foreign tourists are very limited in North Korea. Aside from visiting designated sightseeing attractions, foreigners cannot travel to other regions at free will and must always
be accompanied by a tour guide. Moreover, the constant presence of a watch staff, who looks out for
unpermitted activities, may generate complaints from tourists. There are also restrictions with regards to
taking pictures while traveling and some pictures may be deleted upon inspection at departure.
④ Effect of UN Sanctions
Despite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n June, 2009, China and North Korea signed an MOU and
have promoted tourism cooperation ever since. However, after the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2013,
the Chinese government unilaterally suspended the Yanbian-North Korea tour altogether for the first
time, restricting trips to North Korea in a similar manner that North Korea suspended tours unilaterally
in the past. Ensuring the safety of Chinese citizens during their overseas travel seems to be the main
reason for such policy decision. From late 2014, the Chinese governments lifted its North Korea tour
restrictions with a focus on the utility of tourism, and took a phased approach to restart the tourism cooperation. Tourism wa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which enabled the
start of a slow recovery of cross-border tourism via China’s Dandong and Yanbian regions in 2018. This
year’s tourism growth is relatively bigger than the past.
(2) Economic Factors
⑤ Signing of Tourism Cooperation MOU
In 2009, China designated North Korea as a tour destination country by signing a tourism cooperation
MOU with North Korea. As a result, whereas in the past the Chinese tourists could only visit North Korea
through Jilin or Liaoning Province, now they can travel from other aforementioned provinces (destinations) to North Korea. Also, the introduction of visa-free entry of Chinese tourists to parts of North Korea
such as Rason Special District and Sinuiju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North Korean tour business
performances. With the positive expectations and experiences garnered from inbound tourists induced
foreign currency earnings and job creations, North Korea is likely to continue its tourism cooperation with
China going forward.
⑥ Execution of a Two-Tiered Pricing System
To Chinese tourists, North Korea is a relatively affordable tour destination. As a result, North Korea has
become a preferred tour destination among many middle-income class Chinese in recent years. Th approximate travel expense is as following: 5,000 RMB for a 6 to 7-day trip to Pyongyang-Kaesong-Mount
Kumgang, which is the most expensive tour, 900 RMB for a 2-day trip to Rason, and 1,900 RMB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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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ay railway tour to Tumen-Chongjin-Mount Chilbo. Likewise, most tour packages are relatively inexpensive. However, North Korea has a two-tiered pricing system, which charges different prices for locals
and foreigners. The US dollar (USD) to North Korean won (KPW) exchange rate is 1 USD to 100 KPW,
but this rate can surge up to 1 USD to 8,000 KPW in the black market. Thus, foreign tourists will find
everything to be very expensive when they visit shops, bookstores or restaurants. The park admission
fees are also different for locals and foreigners. For instance, the Rason Coastal Park admission fee is 500
KPW for North Koreans, whereas it is 6,500 KPW for foreigners. It is unlikely that such pricing system will
leave a good impression on foreign tourists.
⑦ Abundant in Tour Resources but Lacking in Tour Varieties
North Korea is a tour destination with a competitive edge thanks to its ample natural attractions. However, for Chinese tourists, the attractiveness of North Korea comes from the fact that it is a “mysterious
country” and that it conjures up the image of China’s past. Most Chinese visiting North Korea are middle-aged or seniors. Many trips focus on visiting Pyongyang, Kaesong or Panmunjeom, and even the
longest tour package rarely exceeds 7 days. Moreover, almost all tours consist of sightseeing, while
photography and access are restricted. This is causing inconvenience to tourists, and some have publicly
complained about such issues. The Red Tourism (Mansudae, Kim Il-sung Square and the Juche Tower,
etc.) in general is well designed, but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ertain historic sights are inadequate.
⑧Outdated Tourism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Lack of accommodations such as hotels or tour buses,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can have
a negative impact in attracting tourists during the peak season. Aside from a few high-end hotels in
Pyongyang, Mount Kumgang and Mount Myohyang, most hotel facilities are outdated and rooms have
not been renovated. Hotels in the Rason Special District are no exception. A bigger problem is when the
hotels remain empty during the peak season as this can negatively impact the management of the hotel business. Also, with the exception of Pyongyang-Kaesong, Pyongyang-Wonsan-Mount Kumgang,
Pyongyang-Mount Myohyang, and Pyongyang-Nampo, all roads are unpaved roads. Many of the tour
buses are old Chinese or Japanese vehicles, adding another inconvenience for tourists.
⑨ Few Destinations for Vacation and Strong Seasonality
Most tour destinations are located in areas where one can only have visual experiences. This lack of attractions variety or appealing destinations undermine potential loyalty or revisit from tourists. The longest
tour is a 7-day trip, and areas, where visitors can take relaxing vacations, are not open to foreign tourists.
Inadequate tourism infrastructure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and organized investment and manpower, most North Korea tourism is dependent on natural scenery and attractions. Therefore, tourists
can only visit during the summer season, limiting the overall business due to the low occupancy of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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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such as hotels and restaurants during the non-peak season.
3. Implications for China-North Korea Border Tourism Cooperation
Although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 soured when China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has been improving since 2018, leading to an active tourism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year. The following ar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China-North Korea tourism
exchanges and cooperation:
(1) Realizing Transnational Tourism by Political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and Regulation Reduction
So far, the normal operation of North Korea tour has been difficult due to its frequent suspension triggered by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w is the time to develop the tourism cooperation and pursue proactive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by leveraging the friendly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North Korea needs to develop its national economy, promote its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realize transnational tourism. For instance, basic tourism infrastructure such as lodging, transportation and electricity
supply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capacity to accommodate tourists. Also, it should execute
deregulation as well as simplify inspection and customs procedures.
Moreover, to promote domestic tourism for locals, North Korea should amend certain regulations (pass
check between provinces, etc.) and develop domestic tourism via active local group tours. North Korea
should also keep sending out a promotional message that it is a safe place to travel, although this may
not immediately translate into an increased number of inbound foreign tourists.
(2) Realizing Collaborative Synergy Between North Korean and China through Policy Change on Tourism
Cooperation Development and Expanded Opening
To further develop the China-North Korea tourism industry, streamlining of the immigration process
is necessary. As for travel by land, the adoption of visa-free entry system should be considered going
forward, and thereby promote the tourism scope expansion into other regions. Also, with continued
road construction connecting China and North Korea, transportation convenience can be improved, while
sea travel can become an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Vitalization of the China-North Korea border
marketplace, co-development of tour packages, alignment of industrial norms, promotion of tourism
exchanges and cooperation, active PR and trust building, mediating policy, simplification of the customs
procedures and others should be pursued in order to bring about a remarkable development and synergy
generation in the China-North Korea tourism industry. In response to a rapid fall in the number of commercial visitors due to the UN Sanctions induced Chin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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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should take action. It should invigorate tourism for commercial activities and simply the
immigration process for commercial visas in order to prepare for future cooperation.
(3) Co-Hosting Large Scale Tour Festival and Cultural Events
Co-Hosting of large tour festivals or cultural events can be considered. Organizing Arirang or Song of
Mount Kumgang performances, or building shopping malls that sell unique items and eateries are also
possible options. Most Chinese tourists enjoy watching Arirang, which is the only large-scale show in
North Korea. If China and North Korea or China and the two Koreas can together co-host similar events,
not only will this help promote economic, cultural and arts exchanges along with the Tumangang tourism,
but also aid the promotion of key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4) Developing Tour Packages that Can Show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ased on the Market and Industrialization Principles
When it comes driving the China-North Korea tourism cooperation, a sound and speedy development
should be pursued with a tourism cooperation model, which shows respect for the counterparty based
on the “peaceful co-existence principle,” and complies with the market economy rule. Relevant personnel should jointly develop tour packages based on the market demand, and emphasize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states in the tourism industry to further encourage product development in all
industries that reflect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For instance, the two could
develop a tour route centered around anti-Japanese grounds where the two states had jointly fought
against the Japanese in the past, and also boost marketing by developing Arirang related cultural tourism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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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안
Christine AHN
위민크로스 DMZ 임원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크리스틴 안은 한국전 종전, 이산가족 상봉, 평화수립
을 위한 여성 리더십 확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여성운동단체, 위민크로스DMZ의 설립자이자 대표이
다. 미시간 대학에서 수여한 <트윙크 페리 사회정의활
동가상> (Twink Frey Visiting Social Justice Activist)을 비롯하여 아가페 재단(Agape Foundation)의 <
라이징 피스메이커(Rising Peacemaker)상>, 월리스
& 알렉산더 거보드 재단( Wallace and Alexander
Gerbode Foundation)의 <사회정의리더상(Social
Justice Leader)>, 위민스 미디어 센터(Women’s
Media Center)의 프로그레시브 <위민즈 보이스(Progressive Women’s Voices)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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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여정 - 2020년 까지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 DMZ 임원

글로벌 페미니스트 캠페인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2015년 이래로 캠페인 발족을 포함하여 비무장지대에서 저희가 어떤 여정을 걸어 왔
는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냉전시대 강대국에 의한 한반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이산의 고통을 겪는 이산가족을 양산한 해결되지 않는
한국전쟁의 비극에 대해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가장 ‘무장화’된 비무장
지대가 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정치적인 행동을 몸소 보이기로 결정했고,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 이산가족 상봉 및
여성 리더십을 통한 평화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꿈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건너겠다는 영감을 받은 것은 2009년이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연구원
으로 있던 2013년까지는 그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 때 1990년대 초 남북한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과 어
떻게 협력했는지와 남측 여성들이 민간인으로서는 최초로 비무장지대 횡단 허가를 받아 북한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현실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허가를 받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무장지대 횡단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7개월동안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북이 합의하면 횡단을 승인하겠다는 유엔군사령부, 즉 주한미군의 승인을 받아 저희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자리
를 통해 평화 걷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비자와 항공권을 받기 위해 베이징으로 가던 도중 박근혜 정부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개성에서 경의선 육로를 통
해 비무장지대를 종단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분단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판문점을 걸어 통과하는
것이 기존의 계획이었으나 돌이켜 생각하면 현재 폐쇄되어 재개가 불가능한 개성공단을 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우리는 다시 개성공단 육로를 열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안 저희는 초등학교, 산부인과, 섬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평화 심포지엄을 열어 다양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전쟁 생존자가 겪어야 하는 트라우마부터 제재까지, 저희는 그들을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
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고통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전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평범한 여성들의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북
아일랜드 출신의 매리어드 매과이어(Mairead Maguire),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Leymah Gbowee), 콜롬비아의
패트리샤 게레로(Patricia Guerrero), 미국의 메디아 벤자민(Medea Benjamin)은 여성이 종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
을 하고 있는지를 공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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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이 끝날 무렵 남북한, 미국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여성은 네모난 조각보를 준비하였고 이를 바느질로 잇
는 행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북측의 자매들이 ‘우리
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평양 외곽을 거쳐 DMZ로 향하는 여성평화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대로를 따라 걸으며 저희를 맞
아주는 5천여명의 북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개성의 조약돌 거리를 따라 걸으며 저희를 맞아주는 2
천 여명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남녀노소를 망라해 온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눈물을 머금으며 응원의 손길을 내미
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 켠이 먹먹해 졌습니다. 특히 분단 전 태어난 듯한 여성 분이 건넨 눈 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후 버스를 타고 DMZ를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3천여 남한 여성들이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임진각 가시 철선을
따라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시청에서 여성 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해 미해결 상태로 정체 중인 전쟁이 여
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산 가족, 미군이 자행한 성폭행 등 다양한 현안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닮았으면서 또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들이 던지는 지난 삶의 궤적은 꽤 흥미로웠
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은 평화 수립 과정에 꼭 참여해야 할까요? 여성의 참여는 더 높은 성공률과 지속력을 견인한다고 지
난 역사는 방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89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 까지 182건의 평화 서명 협약 중 여성이 초
안 마련에 참여한 경우 협약이 15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35퍼센트 더 상승했습니다.
사실, 평화 구축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6일 트
럼프 대통령은 초당적 법안인 ‘2017 여성평화안보법’에 서명해 미국 외교 정책은 분쟁 예방, 종식 및 분쟁 후 사회 재
건에 여성의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함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합해 여성평화걷기는 한국여성평화운동, 노벨여성이니셔티브,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과
손잡고 범 지구적 여성 평화 캠페인인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말까지 저희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1. 한국전쟁 공식 종전, 남북평화조약, 남북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 구축
2. 군축 활동 구체적 전개(비핵화, 지뢰 제거, 군 기지 및 부대 축소)
3.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 리더십 및 성별 기반 분석(정부 및 시민사회)
4. 북한 인도주의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포함해 대북 제재 해제
5. 전쟁과 군국주의 중심에서 인간 욕구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 기반으로 국가 안보 개념 여성 이해 중심으로 재정의
저희는 올 봄 워싱턴 DC, 뉴욕, 오타와, 서울에서 캠페인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남한 여성 국회의원, 평화 활동가 대
표단은 바바라 리(Barbara Lee), 잰 샤코브스키(Jan Schakowsky)를 비롯해 평화 수립 및 리더십을 옹호해 온 미
국 의회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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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교육, 권익 옹호, 조직이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축으로 이러한 캠페인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여성평화
걷기는 미국 참전 반대 및 평화 구축 운동의 최선봉에 서서 왜 한국전쟁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지, 최장기 정전 협
정을 종전으로 이끄는 것이 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미국 국민들에게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
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캠퍼스, 교회, 커뮤니티 센터, UN 회의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고문, 기사, 라디오, TV에 이르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 저희 단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여
성의 언론 참여는 중요합니다. 언론을 통해 여성만의 고유한 메시지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고 여성 전문가가 평화
를 옹호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손잡고 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남북한, 미국 정
부와도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 인사로는 매튜 포틴저 NSC 동아시아선임국장.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미 국무
부에서 만났습니다. 또한 북한 UN대표부를 비롯한 비정부기구와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
을 활짝 열어두고 왜 여성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야 하는지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을 대화의 장으로 소집해 경험을 공유하게 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평화를 통한 종전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여성평화걷기는 지난 걷기 행사 이후 전세계 여성 평화활동가들이 한국에서 개최된 평화 걷기 행사 및 심포지엄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발리와 베이징에서 개최된 대화에서는 북측 여성의 참여를 견인하는 성과
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노벨여성이니셔티브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북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캐
나다 여성을 필두로 세계여성대표단을 소집해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이 왜 참여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
니다. 여성 중심 외교 정책 수립에 앞장 서 온 캐나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금년 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제2차 논의
를 가질 예정입니다.
왜 지금 종전을 이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핵 위협이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 되지 않는 세상을 원합니다. 핵무
기로 촉발된 분쟁은 한반도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시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2천5백만 시민들은 핵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공식 종전은 “남북한 주민과 미국 시민의 안보를 보장하
는 유일한 방법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 정권 안정성을 담보하고 추후 미국 동맹국이 북한에 공격받지 않는 이
상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에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40퍼센트는 식량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민간
경제를 겨냥합니다. UN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이 2019년 5월 내놓은 식량 평가 보고서는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부과한 대북 제재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결의안은 그 목적이 인도주의적 관점에
서 북한 주민에 악영향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상세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북한 농민에 의
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천90만 북한 주민은 심각
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아동 중 3분의 1만이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분별력 있는 제재가 아니라 북한 주민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제재입니다. 이미 수십만 의류 공장 노동자들
이 섬유 수출 금지 제재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적 자유 신장이 인권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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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를 증진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여성들의 일자리를 무참히 앗아간 제재의 책임을 방관해서
는 안됩니다. 개성 공단 가동 중단은 5만 여개 일자리를 앗아갔으며 특히 북한 여성 노동자 실직을 초래한 전형적 사
례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가족의 이산입니다. 지난해 남한에서 3천 여 고령자들이 6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에 있
는 자녀와 손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3년 맺어진 정전 협정을 끝내고 공식 평화 협정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평화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는 미 의회와 협업하며 한국 전쟁 종전 및 평화 협정을 위한 결의안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결의안은 8월 15일 기
점으로 38명의 공동 발의 의원을 확보했으며 저희 목표는 2019년 말까지 100명의 발의 의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군사주의적 접근이 실패한 자리에 여성이 목소리를 담아 여성이 앞장서 성공의 결실을 구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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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minist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by 2020
Christine AHN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about our global feminist campaign,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In my brief time, I want to share our journey across the DMZ in 2015
and since, including the launch of our campaign.
On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division by Cold War powers, we wanted to do a bold action to call out
the tragedy of the unresolved Korean War which has divided Korean families and kept the Korean people
apart. Given the symbolism of the DMZ, one of the most militarized places on earth, we sought out to
do with our bodies what must be done politically. We called for a peace treaty to end the war, reunion of
families, and women’s leadership in peacebuilding.
While the inspiration for the DMZ crossing emerged from a dream I had in 2009, it really didn’t come
to fruition until 2013 when I had a fellowship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where I learned how Korean
women, North and South, had met in the early 1990s with Japanese women and that the first sanctioned DMZ civilian crossing was by women from South to North Korea.
After securing permission from Pyongyang, we asked the Park administration if we could cross the DMZ,
but they stonewalled us for seven months. After we got approval from the UN Command— the USFK—
that they would give us from permission to cross if the two Koreas agreed, we decided to announce our
peace walk during the UN Conference on Women.
On our way to Beijing to pick up our visas and airplane tickets, we heard from the Park administration
that they would allow us to cross the DMZ at the Gyeonggi Line through Kaesong. We wanted to cross
at Panmunjom given its significance where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hindsight, Kaesong
was a symbolic place to cross given that it is now shut down and unable to be re-opened due to sanctions. We should work to open that line.
While in North Korea we visited a children’s school, maternity hospital and a textiles factory. We also held
a women’s peace symposium where women shared with us the impact of the unresolved war on their
lives, from the ongoing trauma of war survivors to the sanctions which impede the very basics needed
for their survival. What we also shared were the incredible stories of ordinary women mobilizing to end
conflict in their countries. Women like Mairead Maguire from Northern Ireland, Leymah Gbowe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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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ia, Patricia Guerrero from Colombia and Medea Benjamin from the United States all shared how
women were stopping war.
At the end of our symposium, we had prepared quadrants of a jogakbo – the women from North, South,
US and Korean diaspora – and we had a stitching ceremony to symbolize the role of women reuniting
Korea. At the end, our sisters in the North began to sing Our Hope is for Reunification.
Then we began our women’s peace walk at the Reunification Tower on the outskirts of Pyongyang on
the road to the DMZ. Five thousand North Korean women greeted us as we walked along the wide
boulevards of Pyongyang. We then traveled to Kaesong where 2,000 Korean women joined us as we
walked along the cobble stone streets. It was deeply moving to see the people of all generations cheering us on from their apartments with tears in their eyes, like this elderly woman who must have been
born in Korea before it was divided.
We then were bussed across the DMZ where 3,000 South Korean sisters greeted us and we walked
for miles along the barbed wire fences of Imjingak. We also held a women’s peace symposium at Seoul
City Hall where we also heard from Korean women about the impact of the unresolved war on their lives,
from divided families to the sexual violence committed by US soldiers. It was fascinating to se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hy do we insist on women’s involvement in the peace process? Women’s participation has led to higher rates of success and durability. From 1989-2011, of 182 signed peace accords, an agreement was
35% more likely to last 15 years or more if women helped draft it.1
In fact it has become so common knowledge about the importance of women’s role in peacebuilding that
on October 6, 2017, President Trump signed into law the bipartisan U.S. Congress approved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ct of 2017 making clear that meaningfully including women in preventing, ending,
and rebuilding after conflict is consistent with and supportive of American foreign policy.
Given this, Women Cross DMZ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Nobel
Women’s Initiative, and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launched a global feminist peace campaign called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By the end of 2020,
we want to have impacted:
1. P
 eace-building process including a formal ending of the Korean War, a Korea Peace Treaty, and normalized relations.
2. Tangible de-militarization: denuclearization, landmines, reduction of bases/tr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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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men’s leadership and gender-based analysis (government & civil society) in peace processes.
4. Lif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specially those impacting humanitarian conditions.
5. Redefine security from national security based on war and militarism to a feminist understanding of
security centered on basic human needs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We officially launched our campaign this past spring in Washington, DC, New York, Ottawa, and Seoul.
We brought a delegation of South Korean women parliamentarians and peace activists to meet with US
Members of Congress, including Barbara Lee and Jan Schakowsky who have been champions of peace
and women’s leadership in peacebuilding.
We use three main strategies to advance our goals: education, advocacy and organizing. Women Cross
DMZ has been on the forefront of the anti-war/peace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o educate Americans about the unresolved Korean War and why it is in U.S. interests to end the longest standing conflict.
We speak on college campuses, churches, community centers and in the halls of power in Congress
to the United Nations. We also use the media to educate the public through op-eds, articles about our
work, radio and television. We believe more women should populate the media because we have a
different message and it is important to see women experts advocating peace and to create the political
space for peace to prevail.
But we also are willing to engage with all sides. We meet with governments of South Korea, US and
North Korea. We have met with Matthew Pottinge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Director for East Asia
and Stephen Biegun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to North Korea at the State Department. We have
been communicating with the DPRK Mission to the UN and through our network to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for us to keep these channels of communication alive and to constantly remind them why women must be at the table.
Perhaps most importantly, we believe it is critical to bring women together to dialogue, share their experiences and to collectively come up with solutions to end the Korean War. We must set our own table
to see through peace and an end to war. Women Cross DMZ since our crossing has brought several
delegations of international women peacemakers to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peace walks and symposiums, and we have managed to bring North Korean women to places like Bali and Beijing to dialogue.
Last December, in partnership with the Nobel Women’s Initiative, we succeeded in bringing together an
international delegation of women peacemaker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Japan, Russia,
US and Canada to meet and discuss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processes.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Canadian government which has instituted a feminist foreign policy, we will be meeting again for
a second round in Stockholm, Sweden later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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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must we end this war now? We need to take the threat of nuclear annihilation off the table. Conflict
involving nuclear weapons could break out at any mo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mpacting 25 million
people. As President Jimmy Carter told me, ending the Korean War is “the only way to ensure true security for both Korean and American people. What [North Koreans] want is a firm treaty guaranteeing North
Korea that the US will not attack them or hurt them in any way, unless they attack one of their neighbors.”
People are suffering now as a result of sanctions. Forty percent of North Koreans need food aid. Sanctions are now targeting the civilian economy and according to the FAO/WFP May 2019 food assessment,
“The sanctions imposed on the country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in December
2017 were the strictest yet. The text of the resolution states that sanctions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Nevertheless, the unintended
negative impact sanctions can have on agricultural production, through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cannot be ignored.” This year, 10.9 million Nor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severe food shortages, with
only one-third of children receiving adequate nutrition.

These are not smart sanctions but ones that impact civilians, such as hundreds of thousands of garment
workers who are impacted by the ban on textile expor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on the one
hand calls for greater economic freedom for women as the key to advanc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not on the other hand be responsible for crushing the jobs of North Korean women. Kaesong is
also another example where over 50,000 jobs have been lost, mostly to North Korean women workers.
Perhaps most tragic is the division on families. Last year, more than 3,000 elders died in South Korea
without seeing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in North Korea for over 65 years.
We have to replace the 1953 ceasefire with a formal peace agreement. That’s why we have been working with Members of Congress to introduce a resolution calling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with a peace
agreement. As of August 15, we have 38 co-sponsors of the resolution and our goal is to reach 100 by
the end of the year.
It’s time to let a feminist approach succeed where the militaristic approach has failed. It’s time for women
to lead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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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KIM Jeongsoo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상임대표인 김정수는 지난 30
년간 여성평화운동을 실천해 왔으며, 대한민국 영부인
수석비서관 자격으로 2007년에 열린 제2차 남북정상
회담에 참석하였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유엔안보리 결
의안 1325), 통일부(남북교류협력기금), 외교부(여성
과함께하는평화, Action with Women and Peace),
경기도(평화협력정책)에서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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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KIM Jeongsoo is currently the standing representative of Women Making Peace. She has
been involved in women’s peace movement for
30 years. She was the chief secretary for the
First Lady of ROK and participated in the 2nd
South-North Korean Summit in 2007. She is
now working as a civilian advisor f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or UNSCR 1325),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or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Fu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Action with Women and Peace) and the
Gyeonggi-Province (for Peace and Coope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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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와 성평등한 한반도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1. 들어가는 말

2018~2019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평
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성 평등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도 시작되었다. 한반도 남쪽
사회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그동안 성인지적 평화운동, 여성주의적 통일운동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
책제안이 있었지만,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에 의해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
문점선언”을 계기로 “성평등한 한반도”라는 아젠다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2018년 6월 18일 개최된 ‘여성평화심포지엄’(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여성의 힘으로)에서는 한반
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 세 가지의 기본 원칙1을 제시하였는데, 이로써 성 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원칙 아
젠다를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 번영의 한반도는 성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 과정은 여성과 시민사회의 참여 등 다자적 접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북한 개발협력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 수립, 취약 계층 여성보호와 역량강화
를 위한 사업의 진행, 여성경제인들의 협력을 통해 남북여성의 격차해소와 균형 발전, 이를 통해 남북여
성의 평화공존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본 발제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왜 성 평등한 한반도로 완성되어야
하는지, 성 평등한 한반도를 위해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왜 여성들이 성 평등한 한반도를 만들어야 하는가?
왜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왜 성 평등(gender equality) 이슈를 여성평화운동은 제안해야 하는가, 하는 질
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은 분단 상황 속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지 못했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과정이 성 평등을 자동
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한의 여성운동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구조,
문화,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호주제폐지, 가정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
1

김정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여성의 역할”, [여성평화심포지엄]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국회
의원 정춘숙, 남북여성교류를 위한 여성평화네트워크), 2018. 6. 8., 자료집,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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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정치·경제
적 지위를 자동적으로 성 평등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 관념
이 편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성 격차(gender gap)에서 그
대로 드러난다. 여성들은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성 평등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 인식
하며, 한반도 평화과정에 성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참고) 한.중.일의 성 격차 지수 (2018 세계경제포럼)2

둘째,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혹은 통일 코리아에서 2등 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표어인 “Leave No One Behind”의 정신과 상응하며, 한
반도의 여성들은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성 평등한 한반도라는 아젠다에 적용하여 “Leave No Woman
Behind!!”라는 구호를 구체화 하는 것에 상응한다. 독일통일을 여성들의 경험에서 본다면, 동독여성들
의 통독 이후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제체가 성 평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 않
을 것이라 인식하는 경험적 성찰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신한반도체제, 한반도 평화경제론 논의에서 남북여성의 경제역량
강화의 필요성, 여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의 과제가 제기된다. 조영주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는 최근에 한반도 평화과정, 특별히 남북한 경제협력 과정에서 젠더 논의가 진행되
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서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성 평등을 현실화하는 과정과 연동되어

2

454

조영숙,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의 경험을 통해 본 한일갈등의 평화적 해법 모색“,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주최 [긴급토론회: 한일갈등의 분석과 평화적 해법 모색], 2019년 8월 16일, 자료집 24
쪽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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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3이라 주장하였다.
3. 여성과 분단 비용, 분단 폭력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성 평등을 이룩해야 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한반도 분단의 주
요 희생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를 여성과 분단비용 측면에서 (1) 한국과 주변 국가의 방위비 비
교 (2018년), (2) 2019년 정부 예산 구
조 분석, (3) 2019년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에 의한 방위
비 분담금 vs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비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정부 예산은 469.6조였다.
확정되기 전의 예산안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예산안 470.5조, 470.5 trillion USD)

전체 예산 중 국방예산은 46.7조로 약 10%이며, 외교.통일예산 5.1조로 국방예산의 10%를 조금 초과
한다. 전체 예산 중 성인지 예산은 확인하기 어렵고, 다만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788억원이
었는데, 이는 2019년 예산의 약 1/469, 국방예산의 1/46 정도라 할 수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1조 788억원의 규모는 한편, 2019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과 비교될 수 있다. 여성
과 가족, 청소년 문제까지 포괄하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 그리고 분단국가 대한민국 국
3

CHO Young-Ju, “Peace Economy and Gender Equality”, DMZ 평화경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the Peace Economy), Parallel Session V-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ender Affairs,
(August 29, 2019),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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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비에 비해 너무 미비한 현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남한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약 28,500명)을 위한 방위
비 분담금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의 초라함을 보여준다.4 참고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주변국
의 국방(방위)예산을 GDP 대비, 1인당 방위비 분담비용, 군인 수 등을 통해 비교해 보면 분단국가의 방
위비, 즉 분담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2018 Military Budget5

한편 분단폭력은 젠더 폭력(Gender-based violence), 군사주의, 가부장적 성차별주의, 여성혐오와 연
결되어 있다. 이는 #미투 운동 이후 한국사회에서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담론적 차원
에서의 본격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4

[헤럴드경제=이oo 기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 정부가 쓰는 돈이 연간 약 48억 달러(약 5조8300억 원)라고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 당국은 주한미
군에 무상 공여한 토지 임대료 평가액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연간 약 3조4000억 원(2015년 기준)으로 보고
있다.(http://news.zum.com/articles/54407620 헤럴드경제 2019.8.16) 존 볼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2019년도 통일.외교 예산 5.1조를 초과한다.

5

개별자료 GDP: World Bank 2018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
Military budget, MB/GDP and MB per capita: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8 figures
(released 2019) https://www.sipri.org/databases/milex Number of soldier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4 February 2018). The Military Balance 2018. London:
Routledge. ISBN 9781857439557. Kim Jeongsoo, “South Korean Women’s Efforts and
Activities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rust-Building with North Korean Women,”
Perspectives on Peace and Securityh in a Changing Northeast Asia - Voices from Civil Society
and the Ullanbaatar Process, GPPAC & Bluebanner, (Ulaanbaatar, 2019), p.88~8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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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들이 바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 여성과 평화, 여성과 안보 개념의 재구성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성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한반도 평화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와 성
인지적 개입 이뤄져야 하며, 둘째, 여성들이 바라는 성평등한 한반도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평화, 여성과 안보 개념이 재구성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구조적 폭력, 적극적 평화,
공동안보, 다자안보, 인간안보 개념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일상의 언어로 표현해 본
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평화, 성 평등한 평화는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없는 한반
도와 동북아, △핵무기/핵발전소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정치, 경제 영역
의 평등, △여성혐오, 젠더 폭력 없는 사회 (비폭력.평화문화) 등이다.
5.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논의에 성 평등 아젠다 개입의 가능성은?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 2기 국가행동계획’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논의에 성인지적 개입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일례로 4.27 판
문점선언 이후 청와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소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과정(안)은 정
전협정-판문점선언-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체계 구축 등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현재의 평화 프로세스 구상과 논의는 주로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한반도 평화과정에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평화, 성인지적 평화, feminist 평화 관점을 도입시켜야 한다.
아울러 의미 있는 여성참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1차적으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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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R) 1325호 2기 국가행동계획’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제2기 국가행동계획의 ‘참여’ 영
역의 세부계획이 여성들의 평화과정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성, 평화, 안보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 중 ‘참여’ 영역

위 ‘참여’ 영역의 통일부의 목표와 이행현황(2018~2019)은 다음과 같다.6
참여 분야 : 주요 정책분야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
○ 통일부 고위직에서의 여성 관리자 임용 지속
- ’19.6월 현재, 고위공무원 2개 직위 여성 채용 등으로 목표치 (19.4%) 초

과 달성 (23.5%)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신규 위촉 시 여성 비율 확대
- ‘19.4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임기 2년) 재구성시 여성위원
위원회 평균 42% 달성

확대 (3%→50%)하여 3개

○ 남북회담 대표단 및 지원인원 구성 상 여성참여 확대
- ’18.1~’19.6월까지 36차례* 열린 남북회담의 평균 여성참여율은 15%로

목표치(15%) 조기 달성

- 분야별로 △정치 군사 2회, △경제 5회, △인도.사회문화 9회 개최
-의
 제·관련부처 특성상 여성인원이 적은 정치·군사 분야에서 집중 노력, 평
달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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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치에 가까운 성과(14%)

2019년 6월 여성가족부, ‘1325 제2기 국가행동계획 제2차 이행점검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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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UNSCR 1325 국가행동계획(2기)의 참여분야 목표의 하나는 ‘주요 정책분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 여성 대표성 제고’이지만, 이것이 바로 평화과정에 여성참여, 특히 성인지적 개입, 성 평등 아젠다 반
영 등으로 연결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렵다.
6. 한반도 평화체제와 성 평등한 한반도 형성을 위한 과제
▣ 법/제도/정책 측면
o 평화군축, 모병제 도입 등 평화체제(통일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o 정부 및 지자체 남북협력.통일관련 기구에 여성대표성 단계적 남녀동수 실현
o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설치로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
o 평화군축, 모병제 도입 등 평화체제(통일시대) 대비 법제도 정비 및 예산 확충
o 정부 및 지자체 남북협력.통일관련 기구에 여성대표성 단계적 남녀동수 실현
o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가칭)설치로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
o 남북여성교류협력기금의 성인지적 예산 우선 배정
o 남북연합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관련 기구의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o 남북여성교류협력기금의 성인지적 예산 우선 배정
o 남북연합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여성관련 기구의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 남북여성교류 측면
o 남북여성교류의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여성.평화 역량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o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풀뿌리화, 다양화
o 남북여성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한 여성의제의 개발과 성인지적 발전
o 여성통일.평화교육을 제도화하고 여성들의 평화.통일의식 확산
o 정부 및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여성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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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5
Peace Process and Gender-Equal Korean Peninsula
KIM Jeongsoo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1.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ignificance of an Gender-equal Korean Peninsula
Since 2018, three rounds of inter-Korean summits and three rounds of US-North Korea summits have
gradually led to a path of cre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nks to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regarding denuclearization. Taking into account that women of East Germany were the
biggest victims of German unification, one agenda that remains to be resolved is preventing women of
both Koreas from being neglected under the new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This is also in line with
the UN SDGs which calls to “leave no one behind” In the process of creating peace on the peninsula,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of women and enhancement of gender equality needs to be accomplished.
2. Agenda of Identifying a Meaningful Model to Mobilize Women in the Process of Creating Peace
on the Peninsula
[The 2nd National Action Plan of Republic of Korea (2018~2020) on the UNSCR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outlines the goal (5) of “participation” to be “gender-equal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with regards to peace and security, and enhancing gender-equality”, and
the sub-goal (5.1) to be “increased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with regards
to national security, unification and diplomacy”. However, actual participation in the aforementioned
areas remains low. Women’s participation in areas such as national security, unification and diplomacy
is crucial as it expands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puts the issue of women’s quality of life on
the table. Enhancing the law and the system, such as creating a governance system in which: such
agenda can be selected; budget can be allocated; and projects be implemented, is of dire need.
3. Establishing a Peace Economy on the Peninsula and the Agenda of Building Economic
Capabilities of Women of Both Koreas
Gender-equality under the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is basically realizing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ocultural equality for women of both Koreas. In particular,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pr. 27, 2018) prescribes under Paragraph
6 of Article 1 that the two sides agreed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nd co-prosperity of the nation’s economy”. Under the two Koreas’ common goal of
cooperation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co-prosperity of the nation’s economy”, a sub-goal of
“balanced development of a peace economy built on gender-equality” should be included.
4. With the aim of creating a peace regime on a gender-equal Korean peninsula, women peacemaking
groups of both Koreas sha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campaign, so as to add vitality to many inter-Korean women coalitions as well as transnational
women’s 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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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5

아키바야시 코즈에
AKIBAYASHI Kozue
도시샤대학교 교수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아키바야시 코즈에는 페미니스트 연구자이자 운동
가로 평화와 안보, 안보의 비무장화와 탈식민지화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1915년에 설립된 세계에
서 가장 오래된 여성 평화 국제기구인 여성국제평화
자유연맹(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의 100주년 기념 총회에
서 국제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년부터 2018년 8월
까지 재직했으며, 현재는 정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하
고 있다. 최근에는 위민크로스 DMZ(Women Cross
DMZ),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WLPF), 노벨여성이니
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가 한국여성평화
운동(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과 함
께 조직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활동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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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AKIBAYASHI Kozue is a feminist researcher/
activist. Her research and activism have been on
feminist analysis of peace and security, demilitarization and decolonization of security. She is an
active member o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the oldest women’s
international peace organization that began in
1915. She was elected as International President
at WILPF’s 100th Anniversary Congress in 2015
and served until August 2018. More recently she
has been involved in Korea Peace Now! a global campaig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rganized by Women Cross DMZ, WILPF, and
Nobel Women’s Initiative in cooperation with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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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다자안보노력, 여성, 그리고 일본
아키바야시 코즈에
도시샤대학교 교수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연례보고서인 인간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안보’의 대
체 개념으로 ‘인간안보’라는 용어가 대두된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분석과 제안을 통해 안보 담론
과 정책을 ‘무장’에서 ‘비무장’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
는 중대한 안보 문제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
목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갈등의 위협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안녕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살아왔다. 이
번 발표에서는 최근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 및 안보 환경을 바라보되 이를 일본의 역할, 일본의 무장 강화, 외교 정책
에 까지 반영된 혐오 발언과 증오범죄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문제가 지속된 식민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냉전”과 수십 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으로 까지 이어졌다
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안보 환경이란 역내 주민의 안녕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
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폭력, 환경 파괴, 건강 문제,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경멸로 대변되는 무장 안보
의 영향 속에서 고통 받아 온 역내 여성들의 집단 평화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안보는 비무장
화, 비식민지화 된 안보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개념화 한 ‘인간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자
적 접근법이나 시민사회의 활용을 통해 국가 중심의 안보가 수십년 동안 야기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키워드 : 비무장화, 인도적 안보, 일본, 페미니스트 평화 운동, 다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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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5
Northeast Asia Multilateral Security Efforts, Women, and Japan
AKIBAYASHI Kozue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It has been a quarter century since the idea of Human Security, the alternative view of “security” was
introduced by UNDP in their annual report,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The analysis and proposals that the report posed had a great potential for a fundamental shift of security discourse and policies
from militarized state security to demilitarized one. Yet, globally, we still face grave security challenges
due mainly, this presentation argues, to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shift.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people have lived not only under the threat of conflicts but also under deep concerns of our well-being
in our everyday life. The presentation addresses recent conditions around peace and securit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rom a critical view about the role of Japan and their intensifying militarization and
aggravating hate speech and crimes that are even reflected in their foreign policies. It then offers an analysis that these problems are rooted in continuing colonialism, racism and sexism. That have led to maintaining “Cold War,” and the decades-long Korean War. With such analysis, the presentation introduces
the preferred conditions of security that focuses on achieving well-being of people and the respect of
human dignity. This is an idea put forward by the collective work of feminist peace movements in the
region, particularly of those who have suffered the negative impacts of militarized security in such forms
as sexual violence, environmental destruction, health problems, or disrespect of their cultures. Their
idea of security aims to demilitarize and decolonize security. In order to achieve such humane security
conceptualized from a feminist perspective, the presentation argues for the significance of multilateral
approach or civil society to overcome the problems that state-centered security has caused for decades.
* Keywords : Demilitarization, Humane security, Japan, Feminist Peace Movements, Multilater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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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5

현정 리
Hyunchong LEE
위민크로스 DMZ 미국 조직위원
U.S. National Organizer, Women Cross DMZ

현정 리는 위민크로스DMZ와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의 조직위원이
자,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기사
를 게재하는 온라인 매체, 주민코리아(ZoominKorea)
의 에디터이다. 한국정책연구소(Korea Policy Institute)의 연구원으로 주기적으로 연사로 초청받아 국내
외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웨비나, 공공 세미나 등에 참가
했다. 그녀의 기고문들은 지금까지 포커스(Focus), 아
시아퍼시픽 저널(Asia-Pacific Journal), 뉴 레프트 프
로젝트(New Left Project)의 외교정책 섹션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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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Hyunchong LEE is the U.S. National Organizer for Women Cross DMZ and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She
is a writer for ZoominKorea, an online resource
for critical news and analysis on peace and democracy in Korea. She is a Korea Policy Institute
associate and routinely speak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s well as webinars and
public seminars. Her writings have appeared in
Foreign Policy in Focus, Asia-Pacific Journal, and
New Lef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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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내 운동
현정 리
위민크로스 DMZ 미국 조직위원

1. “잊혀진 전쟁”
•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한국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 대립” 문제를 다룰 때, 종식되지 않은 한국전쟁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것
이다. 즉, 대부분은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이 과거, 그리고 현재에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또한 미국의 군
사훈련이 북한의 붕괴에 대한 준비이자 선제적 핵 공격에 대한 계획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핵 없는 한반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 워싱턴의 정치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이 한국과 북한 간의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며, 미국이
평화 협정에 왜 동참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2. 한국전쟁 (기억과) 종식을 위한 운동
• 코리아피스나우(Korea Peace Now)의 일환으로 여성평화걷기 국제조직위원회(Women Cross DMZ)는 한국전
쟁 종식을 위한 운동을 미국에서 시작했다.
• 이 운동의 주요 목표는 미국 정계의 사고를 바꾸는 것이다. 즉, 비핵화에만 한정된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한국전
쟁 종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3. 한국계 미국인의 연대를 통해 평화에 대한 목소리 확산
• 평화연대체 KPW(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
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DC
• 한국계 미국인과 평화/반전 운동가들이 협업해 한국의 평화 구축 필요성에 대해 미국 의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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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5
4. 워싱턴 정계 내 논의 변화
a) HR 152 (한국전쟁 종식 하원 결의안)
• HR 152는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촉구하며, 현재까지 연방 하원의원 36명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2020년 말
까지 발의자의 수를 늘릴 계획이다.
b)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217
•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217 역시 한국전쟁의 종식을 촉구한다. 개정안은 반대 의견 없이 하원에서 통
과됐으며, 이로써 미국 의회가 한국전쟁 종식을 촉구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c) 2020 대선
• 워싱턴 정가 내 평화 로비 단체와 협력해 모든 민주당 대선 캠페인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집단
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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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Hyunchong LEE
US National Organizer, Women Cross DMZ

1. “Forgotten War”
• The Korean War is called the “forgotten war” in the United States. Most people in the US do not know
that the Korean War has not ended.
• That is why when Washington thinks about the”Korea conflict,” they don’t see the un-ended Korean
War as the root of the problem. Most think the problem began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ir solution, then, is to get rid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 Most people in the US do not know that the United States was—and still is—a main party to the Korean
War. They do not know that the US military exercises include preparation for North Korea’s collapse and
plans for preemptive nuclear strikes.
• That is why they do not understand that the US also has obligations to create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 Most, including political leaders in Washington, believe the war wa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do not understand why the United States needs to be involved in discussing a peace agreement.
2. Campaign to (remember and) end the Korean War
• As part of Korea Peace Now, Women Cross DMZ has launched a campaign in the US to end the Korean
War
• An important goal of the campaign is to shift the thinking in Washington—from its sole focus on denuclearization to the necessity of ending the Korean War
3. Organizing Korean American voices for peace
•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Atlanta, Los Angeles, San Francisco, Chicago, Boston, New
York, Philadelphia,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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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5
• Multi-generational Korean Americans and peace/anti-war activists working together to educate members of Congress on the necessity of peace in Korea
4. Shifting the discussion in Washington
a) House Resolution 152
• H Res 152 calls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Currently has 36 co-sponsors. Will continue to
expand the number of co-sponsors until the end of 2020
b) NDAA Amendment 217
• Amendment 217 to the 202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also calls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It passed the House with no opposition—making it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the US Congress
has called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c) 2020 election
• Working with peace lobby organizations in Washington to create a collective memo for all Democratic
presidential campaigns on talking points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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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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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매해 DMZ 위민피스워크(DMZ WOMEN PEACE WALK)의 집행위원장으로 여성평화운동
을 주도하며 경험을 쌓았다. 또한 경기도의회 정책심의
위원회, 경기여성평등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등 다수
의 민관위원회에 참여하여 양성평등 관련 정책개발 및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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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LEE Junga jumped into the women’s movement at Goyang Paju Womenlink and has resisted violence and discrimination in the field
for 15 years. From 2014 to January of 2019, she
had led Goyang Paju Womenlink and now she
is leading the local movement to bring gender
equality to the Korean society as the standing
representative of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she has experienced in the women’s peaceful movement as executive director of
DMZ WOMEN PEACE WALK every year since
2016. she also has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several public-private committees such as
Gyeonggi Provincial Council’s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Gyeonggi Provincial Gender Equality
Committee, Public-private Partnership Committee, etc. to develop and expand gender equality-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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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DMZ,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의 삶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남과 북, 분단의 역사는 세대를 이어오며 우리의 DNA에 강력한 좌우이데올로기를 심어놓음. 삶의 전반을 관통하며
끊임없이 편을 나누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데 익숙한 문화를 만들어냄. 전쟁=평화=안보=남성이라는 강력한 남
성연대의 틀을 구축한 토대의 일부가 되었으며 여성들 또한 여기에 포섭되어 받아들여져 옴.
이러한 삶의 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별분리는 당연히 성차별에 익숙한 문화를 강화해옴. 이 남성연대의 틀에 균
열을 내고 여성이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
‘누가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 평화정책, 제도 밖의 여성들..
2015년<women cross DMZ>, (남측에서의 보수기득권층의 평화알레르기 반응은 여성평화걷기를 위해 북한을 방
문한 초국적 여성평화운동가들을 향해 김일성 동상 앞 만세삼창을 했네,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친북발언을 했네, 무
슨 여자들이 거기서 쓸데없이 분란을 만들어...) 등등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본래의 취지는 간데없이 빨갱
이 몰이에 여념이 없었던 기억 생생함.
당시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난한 협상과 한정승인과정, 국내의 녹록찮은 정치상황을 뚫고 임진각평화누리 공
원으로 걸어 들어오던... 이러한 글로벌 캠페인 현장은 여성평화운동 주체들에게는 이슈 파이팅 하고자 하는 열망으
로 이어짐.
그렇게 시작된 2016~18년까지의 여성평화걷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걷는 행위를 통해, 결코 여성이 전쟁 피
해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인 동시에 91년부터 93년까지 남/북한 여성들이 직접dmz를 종단했던 경험
과 역사를 소환하며 이어나가, 이 땅이 상생의 땅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만들어 가는 것임에 의미를 두었음. 이
를 위해 수많은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시민들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걷는 구간을 넓혀가며 통일대교를 넘
어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진입해보는 경험을 하게 됨.
이렇게 되기까지 경기도 여성풀뿌리 운동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하지만 이러한 축적된 경험은 DMZ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여성의 언어로 의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점은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단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소 주제의 장에서 펼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당시 과정에서 만난 행정체계 어느 단위도 협업할 의지,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는 무심함은 매해 똑같은 반응으로 나
타났음.
‘여성평화걷기요? 여성정책과 소관 아닐까요?, 평화걷기는 평화협력과나 dmz 평화조성기반 팀에서 맡아야지요, 통
일대교를 걷는다고요? 유엔사 관할이라...’, ‘보편적인 평화의제로 가야지 왜 여성이 나서서 축소되어 보이게 하느냐’
는 딴지와, 전쟁 또는 일체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여성’에겐 절대 오지 않을 명제로 ‘평화’의 어원
인 전쟁 승리국이 비로소 모든 것을 평정했을 때 썼다는 그 정치적 용어로써 정체성을 드러낼 때 오히려 ‘여성’을 표
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는 시니컬한 반응까지 만나야 했음. (이 에피소드는 여성과 평화를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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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하게 되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음).
이는 운동의 중요성과 의미공유보다 결국 기존 남성중심의 평화/안보장사(?)에 여성들이 걷기라는 소극적 행사로 동
원되어 소비된다는 반발이 담겨있는 반응이었음. (2019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함).
덧붙여 지난 25년여 진행되어온 남/북간 여성들의 축적된 평화적인 교류방식 또한 경기도 내 여성운동과 연결 짓는
동력이 되지못함. 이는 소수의 여성단체 또는 일부 유명인 중심의 교류로 한정지어진 배경과 정치적 한계가 지역여성
운동진영까지 내용을 공유하고 확장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할 수 있음.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잦은 만남은 결국엔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희망의 전제 하에, 경기도는 어떻게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
으며 여기에 여성대표성 확보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됨.
경기도는 민선10기를 시작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약378억, 더불어 31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의 기금 조성 약 112억
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함. 여기에 더해 일반예산 내 평화통일관련 예산은 시/군을 제외한 경기도청 예산만으로도 약
290억원에 달함.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배치하고 정책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위원회 여성비율은 약 1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당연히 위원회의 장은 남성이 독점하고 있음. 여성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 눈에 띄지 않음.
‘평화관광사업 활성화와 경제특구 조성, 북한 지역단위사업 모델개발.. 등등 이렇게 엄청난 사업계획을 고민하고 결
정해 나가는데 굳이 성별 특성 또는 여성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인가 등의 고민이 왜 필요할까요? 굉장히 보편적인
평화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 중요
한 일을 하기 위한 자금...‘
이라는 현장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설명은 완벽하게 남성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 평화와 통일, 안보에 대
해 젠더 관점에서 접근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임. 이는 지역 어느 곳을 방문해도 비슷한 답이 돌아옴.
이렇듯 평화/안보 분야는 남성의 독점영역으로 위치 지어져, 여기에 젠더감수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뜨악한
상황이 된 것은 여성이 탈 분단의 밑그림을 이야기하고 군사주의의 폐해가 성차별과 맞닿아 있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평화/안보/통일의제와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조차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됨.
결국 성별기반 차별은 평화와 안보의제에서 조차 여성은 열등하다는 편견을 낳고 그 낙인은 여성을 요보호 대상으로
묶어두거나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에 위치 지우기를 되풀이 하게 되는 것임.
경기도에서의 여성의 삶, 이로부터 배제된 경계 밖의 여성들..‘미군위안부’.
경기도의 여성인구는 도민전체 약1300만명 중 약49.7%를 차지하고 있음. 여성과 남성 간 고용율 차이는 약22.5%,
월평균 임금수준은 남성대비61.7%, 공직 내 여성대표성(5급이상 공무원)비율은 약 13.7%에 머물러있음. 정치대
표성은 도의회 비율 22.5%, 시/군 의회비율39.5%를 나타내고 있음1. 이러한 수치가 반영된 성평등지수는 전국 하
위권에 머물러있음.
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wifi 175) 성인지통계로 보는 경기도 여성의 삶 일부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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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반적인 현황에서 다시 경계 밖 여성들...
일본군 위안부에서 미군위안부로 이어진 전시, 전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본침략과 70여년 남북 분단의 역사가 여
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전시폭력의 적나라한 역사 그대로임. 특히 북한과의 최접경 지역인 파주시의 예
에서 보듯 한국전쟁 당시와 후로 이어지는 동안 약 80여개 부대가 집중했다 하니 그 전쟁터 규모가 어쨌을지 가늠하
기조차 어려움. 이 부대의 숫자에 비례해 미군위안소가 설치되었던 것은 당연지사임. 운영방식은, 증언과 곳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에 따르면 일본군이 자행했던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있음.
여기에 국가적 이익을 위한다며 동원되었던, ‘외화벌이 일꾼‘ ’민간 외교관‘, 심지어 ’애국자‘라 칭했던 미군위안부에
게 덧씌워진 ’양공주‘, ’양색시‘ 라는 편견은 여성의 삶을 통째로 헤어 나올 수 없는 고통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음.
이에 미군위안부의 기지촌 생활상은 명백한 국가주도의 성노예제였음을 증언하며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2018년2월8일 관련 항소심을 거쳐 승소하는 작은 성과도 냄. 당시 경기도 파주지역 기지촌 여성21명을 포함
한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으며 이들 모두에게 300만원에서 700만원씩 지급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음.
이후 기지촌 미군위안부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해 나가며 지원 관련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 작업이 한편에서 진행 중에 있음.
경기도 파주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군사,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폐해가 세대를 이
어오며 어떤 영향을 지역에 끼치고 있는지 오랜 시간 연구에 천착해 오신 이용남 파주바른신문 기자에 의하면, 미군
위안부였던 여성노인들의 유입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함.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공간에, 무엇보다 모든 것을 걸
고 도망치듯 떠났던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미군위안부였던 여성들의 노년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
언하고 있음.
미국 등 국제결혼으로 떠났던 그녀들이, 사는 내내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된 일상,
자녀들과의 소통의 부재는 평생을 따라다며 괴롭혔다는 얘기를 전하고, 다시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공간이 오히려 그
보다 나을 것 같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돌아왔다 는 그녀들...
미군위안부였을 때의 참담함과 타국에서의 외로움이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했을 것을 짐작하는 대목에 이르면 먹
먹해짐.
이처럼 전쟁의 폐해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이며 여성의 삶을 통해 끈질기게 공포와 고통으로 재생되어 이어지고 있음.
경기도가, 그리고 접경지역의 각 시/군들에서 평화이슈를 남북 간 정치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로 밖에 접근하지
않고 있음에 이제 안보와 국가이익을 명분으로 국가가 동원했던 여성들의 삶이 왜 평화이슈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가
들여다봐야 함.‘평화’를 최우선 핵심가치로 내세운 많은 시/군들에서 여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어떻
게 공동의 삶을 꾸려 갈 것인지 공론화해야함.
위에서 밝혔다시피 수백억씩 묶어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쓰임의 출발이 바뀌어야 함. 무슨 남북과의 교류(그
모호성) 할 때만 쓰겠다고 하는 건 결국엔 평화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엉뚱한데에 출발선을 그어놓고 있다 할 것임.
그 출발선을 미군위안소, 경기도 내 여러 곳에 집중되어 있던 그 기지촌들로 시선을 옮겨보길 제안함. 그 때 비로소
우리 안의 ‘평화’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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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영역의 제도를 포함한 이행기반 강화에 성평등 평화체제 의제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확보
해 가길 요구함. 이번 포럼이 이러한 질문과 변화요구 등의 공론화로 이어지길 기대함.
구체적으로, 여성평화포럼. 여성국제연대 심포지엄 등 논의의 장을 확보하고 경기도 평화협력체계 내 여성대표성 확
대를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남북경협논의의 장에 여성경제인 다수 포함,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여성
평화걷기를 지속적인 글로벌 캠페인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실행을 해나가길 제
안함.
또한 지역에서 여성평화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민관협업을 구체화해 나가는 경험이 얹어
져야 함.
실질적인 성평등 평화체제 실현이 이뤄지는 날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성을 경계밖에 두지 않는 것이며 이
과정에 여성들은 기꺼이 연대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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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of Women Living in Division, DMZ and Gyeonggi Province
LEE Junga
Standing Representative,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The history of division into South and North has rooted a strong left-right ideology in our DNA among
generations. By penetrating into our overall lives, it has ceaseless divided us into teams, and made a
culture that is familiar in classifying our forces and enemies. It has become a part of the robust foundation that has built a strong union among men based on the belief of “war = peace = security = men,” and
women were just embraced as supporters of such a belief.
Such division in gender that is evident in our lives has naturally intensified a culture that finds gender discrimination familiar. The paper aims to discuss how women are making the waves of “peace” by braking
into the frame of the male union.
‘Who decides and act’ ; Women in the outskirts of peace policy, system..
In 2015, <Women cross DMZ> vividly remembers how the media affected by the South Korean conservative authorities published provocative headlines such as “South Korean women peace activists who
visited North Korea shouted victory in front of Kim Il-sung statue, idolizing him and expressing North
Korea-friendly statements, thereby leading to disruptions within the society, and how they tried to divide
such activists as “the commies.”

Back them, the difficult processes of entering into the North, followed by uneasy negotiation and limited
recognition process, as well as walking into the Imjingak Peace Nuri Park overcoming difficult political situations at home led to the deep desire of women peace activists to do well in confronting these issues.
The Women’s Peace Walk which was initiated against such backdrop expressed women’s strong desire
to not let themselves become the victims of war through the action of walking where people and people
get connected from 2016 to 2018. From 1991 to 1993, the movement was carried out by bringing to
memory the history and experience of women from the two Koreas who have crossed the DMZ and
put significant in the fact that the string of hope is in the making and that the very land will turn into a
land of harmony. To this end, numerous wome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itizens took part in the
movement, who expanded the scope of their walk gradually to cross the Unification Bridge and enter
into the Dorasan Peace Park.
This was possible due to the proactive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of women grass root activist organizations within the Gyeonggi-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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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such accumulated experience has failed to seek actual connections raise agenda of peace and
unification via the language of women through DMZ, and still being restricted to a one-time event or
discussions that take place in a smaller scope.
The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s that we met across the process showed indifference to
cooperate and even imagine. This was evident each year.
“Women’s peace walk? Isn’t this to be supervised under the Department on Women Policy? Peace walk
should be supervised by the Peace Cooperation Department or DMZ Peace Establishment Foundation
Department. Walking across the Unification Bridge? Supervised under the UN Command...,” “Why make
the issue seem smaller by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stead of addressing it as a universal peace
agenda?” Likewise, the movement was faced with attacks as well as cynical responses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eaceful world with no war or conflict will never come to “women” and that it more natural
to refer to the word, “women” when displaying the political identity of the world “peace” which means a
world that is conquered by a victory state. (This episode remains as a very heartrending one that is raised
continuously when the topic of women and peace is brought up.)
This is a response that embodied a sense of opposition that women are mobilized in a passive event
called walking to deal with a fundamentally male-centered topic of peace and security rather than focus
on the true meaning or significance of the movement itself (This is also why it cannot be continued onto
2019).
Moreover, the peaceful exchange method between the women of the two Koreas for the past 23 years
failed to become a drive engine that connects with the women movement within Gyeonggi-do Province.
This can be partially explained by the political limitations that lie in the nature of exchange that is centered
around a small number of women organization or those established by prominent figures as well as the
fact that they were not expanded and shared to the women activists in the region.
Nevertheless, the inter-Korean Summit takes place...
Based on the hopeful premise that frequent encounters could in the end bring about a peaceful regime,
people raise obvious questions regarding how Gyeonggi-do Province is approaching politically and how
it should secure women representations.
With the inauguration of Gyeonggi Governor, the 10th elected by a popular vote, the province has secured 37.8 billion KRW of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fund and approximately 11.2 billion of regional fund from some of the 31 cities and counties. On top of this, peace and unification-related budget
within its general budget of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excluding city/county hovers around 29
billion. However, the ratio of women in the related committees that allocate the budget and make policy
decisions only accounts for 11%, and the committee is of course lead by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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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many projects (?) that can be participated by women.
“Peace tourism project vitalizations and establishing special economic zones, model development for
North Korea’s regional projects and etc... Why do people think about whether women can take part in
planning and pondering upon the aforementioned projects? They must be understood in an extremely
universal peace concept..?” “Rather, the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fund is intended to be used
for a more important matter for the pea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s it can be seen in the very kind (??) explanation by a public servant who is taking care of this matter on
the field, everything is carried out centering around men. This means that no one attempted to approach
peace, unification and security in a gender perspective. This is similar in all regions.
Likewise, peace/security is widely recognized as a male-centered area, and the fact it surprises people
just to talk about the issue of gender comes down to the fact that people do not even try to understand
how the downside of militarism is closely linked with gender discrimination and how this has a linkage
to the issue of peace/security and unification agenda. In conclusion, gender-based discrimination has
led to the prejudice that women are inferior even to talk about the agenda of peace and security, and just
prejudice in the end restricts women as a subject that needs to be protected or as the largest victim of
war that is often erased.
The lives of women in Gyeonggi-do Province, women who stand beyond the boundaries being isolated..”Comfort Women for U.S. solders.”
Women account for nearly 49.7% of the entire population of Gyeonggi-do Province that stands at 13
million. The employment difference rate between female and male accounts to approximately 22.5%,
with women’s monthly average salary is 61.7% than that of men, and women’s representative ratio in
public offices (public servants above grade 5) is only about 13.7%.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in provincial parliament is 22.5% while in city/county parliaments is 39.5%1. Gender equality index that reflects
all the above indexes remain at the lowest ranges within South Korea.
Women outside boundaries against such general backdrop...
The violence against women before and after the war through the Comfort Women for Japanese soldiers
to that for US. soldiers explicitly show the war-time violence on women by Japanese invasion and 7
decades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seen in the example of South Korea’s Paju City, which
is the country’s closest border to the North, it is hard to imagine how the battlefield was like just through
1

Excerpt from “The Lives of Women in Gyeonggi-do Province through Gender Awareness Index,” Gyeonggido Family and Women Research Institute (wifi 175)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479

Parallel Session 5
the fact that there were about 80 troops concentrated in the area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It is a
given fact that Comfort Women stations for the U.S. soldiers were established in ratio to the number of
the troops.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and evidences, the way they were operated surprisingly reflect
that of the Japanese military.
On top of this, the women who were mobilized to such stations under the name of serving for public
interest were often dubbed “workers of foreign money,” “civil diplomat” and even “patriots,” but at times
the prejudice that existed such as “Western princess” and “Western wife” led them into great agony and
pain.
To this, the victims also won the compensation litigation through appeals on February 8, 2018 by testifying that their lives at the Comfort Women stations were in fact sexual slavery system under the nation’s
initiative. This was a suit filed against 117 people including 21 women who lived in Paju area of Gyeonggi-do Province, and the verdict ruled that 3~7 million KRW had to be given to them as compensation.
Afterwards, the support for the victims and to clarify the truth of such stations were carried out through
legislative discussions, which also led to making a related ordinance within Gyeonggi-do Province.
According to Lee Yong-nam, a journalist of Paju Bareun Daily, who studied for a long time how wars are
closely related to militar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centering around the Paju region and have
spent a long time researching how such wars are affecting the people through generations, the influx of
women elderlies who once served as Comfort Women for U.S. soldiers is on the rise. He advises that
we need to concentrated on the lives of these grandmas who are returning back to the place that they do
not want to remember, and especially the reason why they are stepping their foot once again in a place
that they left most desperately.
Those who have left the country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to the U.S., they have said that they were
tortured by the conflict that aroused from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their daily lives that were
exposed to violence and the lack of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They also say that they thought it
would be better to here at a place that they would not even want to remember than living abroad before
they die...
My heart aches to imagine the misery that they had to experience while serving as Comfort Women and
the loneliness they had to endure living abroad.
Likewise, the remains of war is still a problem of the present, and is continuing on as pain and fear.
Gyeonggi-do Province needs to look into the fact that the bordering regions are only looking at the issue
of peace as a political and military issue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city and county-levels, and why
the peace issue of women’s lives who were mobilized under the name of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
are not becoming mainstream. We need to look back on our society through the lives of these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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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ny cities and counties that put “peace” as their utmost core value, and seriously ponder upon how
we will make a life of harmony.
As aforementioned, the beginning use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und which
amounts to millions and billions of Won needs to be changed. Using it only for inter-Korean exchange
(which is ambiguous) in the end can be seen as a misunderstanding of peace and the intention itself.
Rather, its beginning should be turned to the U.S. Comfort Women stations, those that were concentrated in numerous places throughout Gyeonggi-do Province. Only when we do so, can we really begin
to discuss “peace” that is within ourselves.
To this, we need to secure the grounds to enable intensifying the implementation of systems in the
realm of women/peace/security and to include gender equality peace regime as an agenda. We sincerely hope that the forum can act as an opportunity to make such questions and demands for change
to be under the public spotlight.
More specifically, we need to secure the platform for discussion including Women Peace Forum, Women’s Global Solidarity Symposium, expand the ratio of women within the Gyeonggi-do Province peace
and cooperation network and engage in women businessmen i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iscussion. We shall also continue making the women peace walk as a system that can be participated
by citizens who wish for peace and carry out a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we also need to add on to our experience methods to lay out detailed public-private cooperation that can be of more interest to women and peace.
We shall make together the day we can materialize actual gender equality and peace. This is about not
leaving women outside the boundaries, and women will be more than willing to establish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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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KIM Dohyung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President,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도형 이사장은 한국사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 근대 계몽운동과 의병운동, 정치사상 분야의 대표
적인 학자이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7
년 11월에 제5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
였다. 주요저서로는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 연구>, <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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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배 청산의 과제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최근 한일 관계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대 난관에 처해 있다. 한일 관계의 경색은, 일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 피해 보상 판결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되었다. 무역과
안보 문제로 치달은 한일 간 분쟁의 근저에는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과거사 문제가 있다. 역사 문제는 덮
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위해 풀어야 한다.
역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역사화해이다. 냉전 구조에서 고착화된 역사 문제는 새로운 동북아평화
공동체 구축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것이다.
1. 1965년 한일협정의 ‘과거사’ 인식
1965년 한일협정은 해방 후 단절되었던 한일 사이의 국교를 ‘정상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
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해야 하였다.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 과정과 식민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조약이 ‘무
효’가 되어야 새로운 한일 관계가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기본조약에는 ‘식민지배 청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다. 조항의 문장은 간단하고 근사하지만, 일본의 ‘침략’, ‘식민지배’ 등과 같은 용어는 없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점은 체결 당시부터 해석의 차이가 드러났다. ‘이미 무효’라
고 했지만, ‘이미’가 언제인가라는 문제였다. 무효가 되는 기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
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가 갈리게 된다. 한국 정부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던 당시에 ‘이미 무효’라고
하여, ‘식민지배’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이 성립한 1948년 8월 15
일 시점에 ‘이미 무효’가 되었다고 보고, ‘한일병합조약’에 의한 일제의 식민지배는 ‘합법’이라고 하였다.1
불완전한 형태로 한일협정이 맺어진 것은 당시 냉전체제 아래의 동북아시아 정세와 무관하지 않았다. 미
국은 동북아 지역의 ‘반공(反共) 전선’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이런 정치
적인 필요성과 더불어 각자의 경제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더욱이 한국은 남북대립 속에서의 우위
권,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과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한일협정은 이런 구조 하에서 맺어졌다. 아물
지 않은 식민지배라는 상처를 ‘봉합’한 불안전한 체제로 한일관계가 다시 시작하였던 것이다.2

1

이승만정부 이후 추진된 한일회담의 과정에서 보인 일본 정치지도자의 ‘망언’을 보면 이런 점을 엿볼 수 있다.

2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일본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자 “일본이 그 상처를 헤집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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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지도층의 식민지배 ‘사죄’ 발언의 경과
한일협정에서 식민지배의 성격과 ‘사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관계로, 그 이후의 한일관계에서 이 문제
가 계속 제기되어 나왔다. 사죄 혹은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 요구에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그
책임과 반성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고, 다
만 도덕적으로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한국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에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 ‘사죄
하는 마음’이 있다고 표명하였다.
(1) 일본 ‘천황’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 방일 시 - “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한 시기에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
1994년 3월, 김영삼대통령 방일 시 - “한반도의 여러분에게 큰 고난을 안겨준 시기가 있었다. (…) 몇 해
전에 이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했고 지금도 변함없는 심정”
1998년 19월 김대중대통령 방일 시 - “한때 일본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시기가 있었
다. (…) 그에 대한 깊은 슬픔은 언제나 제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
(2) 고노 관방대신 (1993. 8. 4)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고(1991. 8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로 인한 한일 간의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고노 요헤이 관방대신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
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
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 (…) 결국,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3) 무라야먀 총리 ‘종전’ 50주년 담화(1995. 8. 15.)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
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
통을 주었습니다. /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
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
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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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1998. 10. 8)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
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
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5) 고이즈미 총리 종전 60주년 담화(2005. 8. 15)
“일본국은 일찍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
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한번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
음을 표함과 더불어 지난 대전에서의 내외의 모든 희생자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비참한 전쟁의
교훈을 풍화시킴이 없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 없이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6) 간 나오토(管直人) 일본 총리, 강제병합 100주년 담화(2010. 8. 10)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 (…)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多大)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
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의 사죄 표시는 시기를 지나면서 좀 더 명확해졌지만, 최근 아베 총리 집권 이후에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후술하게 될 아베의 역사인식과 그 주변 세력의 보수화
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3. 한일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차이와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미
최근 한일 간에 야기된 무역 분쟁의 직접적 시발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이 갈린 것이다. 그 동안 식민지배 과거사를 둘
러싼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두고 맺은 2015년 ‘협의’의 사후
처리에서의 한일 간의 입장 차이도 간접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모든 문제는 ‘역사 문제’, 곧 식민지배에 대
한 인식 차이를 해결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
(1)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은 간단하다. 그 요점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3억 달러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b)2억 달러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487

기획세션 6-1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
면 아니된다. (…)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
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3. 2
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
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
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
(2)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는 물론 개인의 청구
권이 이미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발하였으며, 이런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위원회 구
성을 요구하였다.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서, ‘외교상 경로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였다.
한국 대법원은 어떤 점에서 강제 징용자에게 일본 기업의 피해 보상을 결정하였는가. 2012년 5월, 대법
원의 파기 환송 판결, 2018년 판결 모두 그 요지는 동일하다.
①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핵심 가치와 양립할 수 없
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② 청구권 협정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 권리 문제 해결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 : “청구권
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
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이런 점에서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
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국가가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 없음(근대법의 원리).
⑤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한일 양국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음.
⑥ 일본도 청구권 협정이후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협정만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
⑦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 상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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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베의 ‘약속 위반’ : ‘종전 70주년 담화’(2015. 8)
아베는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를 가하면서 줄곧 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
였다. 한국이 국가 간의 조약, 협의조차 무시하는, 신뢰하는 못하는 국가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비록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 과정이었지만, 일본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가
령, 1904년 2월에 맺은 ‘한일의정서’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고 하
였다(제3조). 그런데 일본은 러일전쟁이 끝나자 바로 이를 어기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
어서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였다. 이런 ‘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였다. 또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천명했던 ‘동양평화’를 어기고 한국을 병합하자 많은 아시아의 지도자들도 이런 ‘약
속 위반’을 언급하였다.
아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역대 일본 총리의 식민지배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사죄’를 지키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에 더 심해졌다. 일본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2013. 4. 23) 그 시발이었다.
이런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2015년 8월, “종전 70주년” 총리담화이다. 담화에서는 “침략, 사죄, 반
성” 등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모두 자신과는 무관한 ‘과거형’으로 표현하여 역사인식에서 ‘진정성’을 보이
지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이다.
아베는 전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아시아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역대 총리의 담화 취지를 이어간
다고 하였고, 또한 “그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
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식민지
배를 직접 사죄한 적도 없다.
그리고 아베는 자유무역의 중요성도 지적하였다. 곧 “우리는 경제 블록화가 분쟁의 싹을 키운 과거를 우
리 가슴에 계속 새기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일본은 어떠한 나라의 자의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유롭고 공
정하며 열린 국제경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며, 세계의 더 큰 번영을 견인해 나가
겠습니다. 번영이야말로 평화의 초석입니다.”라고 하였지만, 그는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의 역사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잘못된 일본 침략 전쟁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첫머
리에
“100여 년 전의 세계에는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의 광대한 식민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
도적인 기술 우위를 배경으로 식민지 지배의 물결은 19세기 아시아에도 밀려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일
본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입헌정치를 내세우며 독립을 지켜냈습
니다. 일로[러일]전쟁은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러일전쟁을 일으킨 것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 아니고, 메이지(明治)
‘천황’이 ‘선전조칙(宣戰詔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은 백인인 서구(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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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동양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인식, 곧 “동양평화를 위한 인종(人種) 전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관은 침략전쟁을 미화하여 한일 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후쇼샤판 역사교
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 그대로였다.
아베는 소극적으로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반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쟁에 대한 피해만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2019)에 아베의 입장은 더 강경해졌다. 일본의 새 ‘천황’은 전몰자 위령제에서 ‘깊은 반성’을
표명하였으나, 아베는 반성이나 전쟁 가해자로서의 책임은 없이 오직 ‘일본의 피해’를 강조하였다. 이런
인식에서 그는 평화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애를 쓰고 있다.
일본의 다음 세대에게 ‘사죄의 숙명’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면, 지금이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역대 총리가 천명했던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본인이 강조하는 국제사회를 향해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5.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한반도에 어느 정도의 평화체제가 안정된다면, 반드시 북한과 일본 사이의
국교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상화의 출발도 ‘과거사(식민지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는 이미 ｢김정일-고이즈미 북·일 평양선언｣에 제시되어 있다(2002. 9. 17).
두 사람은 먼저,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즉 “조.일 사이의 불미스런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
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①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
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 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②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 측에 대하여 국교 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
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 국
교 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③ 쌍방은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
해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④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해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
다.
⑤ 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서도 당연하게 1965년 한국과 맺은 한일협정의 틀을 유지할 것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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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한국과 청구권협정의 문맥을 줄곧 고수하는 것도 이런 점에도 있다.
새로운 국제 관계 변화 속에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남북은 물론 일본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일 교섭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북한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식민지배 피해 실상을 밝히는 작업은 학문적으로도 남북 공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드러내는 여러 점들이 거론되어야 한다.

6. 새로운 한일관계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복원
냉전 구조 속에서 맺어진 1965년 한일협정 이후, 50여 년이 지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가치―가
령 인권, 여성, 자유무역, 평화 등―가 제기되고, 또한 냉전이라는 세계구조가 점차 와해되면서 새로운 국
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65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
어야 할 때이다. 큰 틀 속에서 한일 문제에 접근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체
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중국, 일본 포함한 새로운 동북아 평화체제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것
이 바로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라고 생각한다(1998. 10. 8).3
이 『선언』의 내용은 순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21세기 파트너십 구축의 의미 : 미래지향적 지역 평화체제 아래의 한일 우호협력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
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
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
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② 식민지배 인식에 대한 ‘사죄’ 재확인 및 미래 지향적 관계 지향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
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
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
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
을 표명하였다.”
③ 해방 후 한일 양국의 성과 - 한국의 민주화와 일본의 국제 번영과 평화 기여를 평가
3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의 학술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취급되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기념행
사위원회,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 20주년과 동아시아 미래비전』, 드리펍, 2018. 물론 20년 전에 비
해 남북 관계의 큰 진전, 시진핑 중국의 부상 등이 대두하였고, 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미래’를 구상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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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치 총리대신은 한국이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비약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하고, 번영되
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하에서 전수방위 및 비핵 3원칙을 비롯한 안전보장정책과 세계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지원 등
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 양국 정상은 한·일 양
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양국 국민간의 광범위한 교류와 상
호 이해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④~⑤ 한일 간 교류의 활성화 – 정치권(정상, 각료, 국회<한일의원연맹, 소장의원>)
⑥ 국제 사회의 역할 공동 협력 – 국제연합, 군축 및 비확산, 안보정책협의
⑦ 북한의 개혁, 개방 – 김대중, 한국 정부의 일련의 활동을 지지. 북한 미사일 유감. 대북정책 긴밀한 연
대, 정책 협의
⑧ 국제경제체제의 유지, 발전, 아시아 경제 회복, 다자무대에서의 양국 간 정책 협조
⑨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 한·일 환경정책대화 <지구환경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 제한, 산성
비 대책>, 국제 범죄 대책
⑩ 문화 인적 교류 확충 – 2002 월드컵 성공을 위한 협력, 연구원,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국민 및 지
역 간 교류 진전을 촉진. 사증 제도 간소화, 재일한국인 지위 향상, 한일 포럼 및 역사 공동 연구를 촉진.
민속예능의 파견 초빙, 문화재 복원을 위한 공동연구 등
20년 전, 냉전체제가 허물어가는 국제정세 변동 속에서, 새로운 동북아평화체제를 지향했던 중요한 선
언이다. 물론 그 이후의 정세도 더 많이 변했지만, 이 선언의 출발이 되었던 역사문제에 대한 공유, 곧 미
래의 한일 파트너십을 위해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일본이 ‘사죄’했던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적어도 역사 문제,
곧 식민지배의 과오를 미래 지향적으로 청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역사 문제 해결의 출발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관심 속에서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역사 화해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
국제적으로 민족을 뛰어넘고 국경을 초월하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에는 ‘냉
전’의 마지막 상징이 남아있다. 그 상징인 DMZ가 평화의 바람 속에 휩싸여 새로운 평화체제를 향해 가
는 큰 전환의 공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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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sks of Rectifying the Vestiges of Japanese Colonial Rule
KIM Dohyung
President,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orea-Japan relations have been facing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since signing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Although Japan denied the retaliatory nature, Korea-Japan relations began souring in 2018 after South Korea’s Supreme Court ordered Japanese
companies to pay a handful of Koreans reparations for forced labour during the colonial era.
The root of the current dispute over trade and security issues lies in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Historical issues are not something that could
go unnoticed. We must remember and resolve historical issues, standing tall and strong in
the face of a terrible history. The process itself is a path towards historical reconciliation.
Historical issues that take deep root in the Cold War must be resolved in a bid to build a
Northeast Asian Peace Community.

1. Views on the “unfortunate past” envisioned in the 1965 Agreement
The 1965 Agreement was concluded to “normalize” Korea-Japan relations that had been
cut off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o thant end, however, settling the unfortunate past
during colonial rule was required. Korea would only be able to establish a new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hen the treaties that enabled Japan’s invasion and colonial rule of the
Korean Empire become “null and void.”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for the “settlement of the unfortunate past during colonial
rule” as below. The article seems simple and refined, but terms such as Japanese “invasion” or “colonial rule” are left out.
Article 2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However, the two countries had diverging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from the time of
signing the Agreement. While the article stipulates “already null and void,” the problem
arises from the term “already.” The chronological point of reference for “already null and
void” determines wheth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s “illegal” or “legal.” The Korean Government argued that “colonial rule” is “illegal,” construing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were “already null and void” at the time the treaty was forcibly signed.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disput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were “already null and
void” on August 15, 1948 wh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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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reby Japanese colonial rule pursuant to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s
“legal.”1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Northeast Asia during the Cold War also had an impact on
concluding the incomplete 1965 Agreement. At that time, the United States put top priority on building an anti-Communist front in Northeast Asia. In case of Korea and Japan,
economic fact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along with political ones. South Korea, in particular, was in desperate need to gain superiority over the North, as well as to secure both
“finance” and technology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It was in this broad context
that the 1965 Agreement was signed. As such, the 1965 Agreement was no more than a
“stopgap measure” which failed to heal the wounds of colonial rule. 2

2. “Apologies” made by Japanese leaders for colonial rule
As the 1965 Agreement failed to clearly define the legitimacy of colonial rule as well as
“apologies”, these issues have been repeatedly brought up. Whenever Korea requests
apologies, Japan, as the party responsible for causing war, has no choice but to accept
its responsibility and repent the past wrongdoing.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maintains the position that the colonial rule was legitimate, and simply expresses “apology”
for causing “suffering and damage” to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due to its morally
“unfortunate past.”
(1) Japanese “Emperor”
During President Roh Tae-woo’s visit to Japan on May 1990 - “I cannot but feel the deepest regret when I think of the sufferings Koreans underwent during the unfortunate times
caused by Japan.”
During President Kim Young-sam’s visit to Japan on March 1994 – “There was a time when
Japan brought great sufferings upon the Korean Peninsula. (…) I expressed my deep sorrow a few years ago and I still feel the same.”
During President Kim Dae-jung’s visit to Japan on September 1998 - “Japan once brought great
sufferings to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 I always carry deep sorrow with me.”

1

Japanese political leaders have made “ludicrous remarks” during the Korea-Japan talks held
after Lee Syngman administration.

2

President Moon Jae-in called Japan’s retaliatory trade measure “reopening old w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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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ief Cabinet Secretary Kono (August 4, 1993)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brought up (Kim Hak-soon’s testimony
on August 1991), which deteriorated public opinion of both Korea and Japan. Against this
backdrop, the Japanese Government conducted a study and released the statement in the
name of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It is apparent that there existed a great number of comfort women, as comfort stations
were operated in extensive areas for long periods, Comfort stations were operat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day. The then Japanese military
wa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fort
stations. The recruitment of the comfort women was conducted mainly by private recruiters who act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military. In many cases they were
recruited against their own will, through coaxing, coercion, etc. At times, administrative/
military personnel directly took part in the recruitments. (…) Undeniably, this was an act,
with the involvement of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day, that severely injured the honor
and dignity of many women. The Government of Japan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once again to extend its sincere apologies and remorse to all those, irrespective of place of
origin, who suffered immeasurable pain and incurab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wounds
as comfort women.”
(3) Statement by Prime Minister Murayama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war’s end” (August 15, 1995)
“During a certain period in the not-too-distant past, Japan, through its colonial rule and
aggressio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many countries,
particularly those of Asia. In the hope that no such mistake will be made in the future, I regard, in a spirit of humanity, these irrefutable facts of history, and express here once again
my feelings of deep remorse and state my heartfelt apology. Allow me also to express my
feelings of profound mourning for all victims, both at home and abroad, of that history.”
(4) Kim Dae-jung-Obuchi Partnership Declaration (October 8, 1998)
“Looking back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during this century, Prime Minister Obuchi regarded in a spirit of humility the fact of history that Japan
caused, during a certain period in the past,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and expressed his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for this fact.”
(5) Statement by Prime Minister Koizumi on the occas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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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s end (August 15, 2005)
“In the past, Japan, through its colonial rule and aggressio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many countries, particularly to those of Asian nations. Sincerely facing these facts of history, I once again express my feelings of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and also express the feelings of mourning for all victims, both at home
and abroad, in the war. I am determined not to allow the lessons of that horrible war to
erode, and to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world without ever again waging a war.”
(6) Statement by Prime Minister Naoto Kan on the occas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Japan’s colonial annexation of Korea (August 10, 2010)
“In August precisely 100 years ago,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was concluded,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 rule of 36 years. As demonstrated by strong resistance such as the Samil independence movement, the Korean people of that time were
deprived of their country and culture, and their ethnic pride was deeply scarred by the
colonial rule which was imposed against their will under the political and military circumstances. / (…) To the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s that this colonial rule caused, I
express here once again my feelings of deep remorse and my heartfelt apology.”
As such, apologi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become more clear-cut over time,
but such effort has been thwarted since Prime Minister Abe took power. There may be a
number of factors, but Abe’s views on colonial history and conservative-leaning politics,
which will be explained later, are some of the major factors.

3. Differences on the issue of claims and mean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
A trade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came directly after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8 ordered the Japanese companies to pay compensation for their use of forced labour.
The two countries had diverging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Problems in Regard to Property and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in 1965. In the meantime, differences on the perception of colonial history, as well as on
the handling of the 2015 “consultation,” concluded to settle the issue of “comfort women,”
had an indirect impact as well. All these problems arose from the fact that “historical issues”, or the differences on the perception of colonial rule, were left un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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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rux of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re as follow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desiring to settle problems regarding the property of
both countries and their peoples and the claims between both countries and between their
peoples; and desiring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Ⅰ. Japan shall supply the Republic of Korea with: (a)Products of Japan and the
services of the Japanese people, free of charge, the total value of which will be equivalent
to three hundred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 ($300,000,000), within a period of ten years
of the date on which the present Agreement enters into force. (b)Loans equivalent to two
hundred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 ($200,000,000), within a period of ten years of the
date on which the present Agreement enters into force. (…) The aforesaid supply and loans
must serv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Article Ⅱ. 2.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confirm that the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wo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people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and the claims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between their
peoples, including those stipulated in Article IV(a)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signed at
the city of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have been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 3. As a condition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no claims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the measures relating to the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of either High
Contracting Party and its people which were brought under the control of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y on the date of the signing of the present Agreement, or to all the claims
of either High Contracting Party and its people arising from the causes which occurred prior
to that date.
Article Ⅲ. 1. Any dispute between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primaril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Any dispute which cannot be settled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shall
be submitted for decision to an arbitral commission of three arbitrators. However, the third
arbitrator must not be a national of either High Contracting Party.(…)
(2) In regard to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 in 2018, Japan disputed that the issue
of forced labour has been resolved as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provides that the
claim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between their peoples “have been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and requested an arbitral commission to settle the “dispute.” The Korean
Government insisted on the “settl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hile complying
with the Supreme Court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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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re the reasons behind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 forcing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forced labourers? The underlying reasons were the same when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and sent back the ruling of lower courts in May 2012, and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Japanese companies must pay reparations to forced
labourers in 2018.
① Japanese colonial rule was an illegal occupation, and this contradicts the spirit and core
valu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② There is difficulty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ooperation fund
under Article 1 of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nd the settlement of right under the
Article 2 of the Agreement. “The economic cooperation fund paid by the Government of
Japan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1 of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do not appear to have a legal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settlement of the
rights under Article 2.”
③ Individual damages claim right for tort against humanity or related to the colonial rule is
not subject to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 In that sense, “individual damages claim right has not expired due to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s diplomatic protection right was also not abandoned.”
④ No State can expire individual damages claim right due to the Trea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s (Basic principles of modern law)
⑤ Korea and Japan had disagreement on the notion that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had extinguished individual damage claims right.
⑥ Following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Japan, well aware of the fact that individual damages claim right had not expired, enacte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⑦ Even if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may be applied to individual damages claim
right, it is diplomatic protection rights alone that have expired due to the Agreement.

4. Prime Minister Abe’s “breach of promise” : “Statement on the occasion of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ar” (Augu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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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Abe has taken economic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Korea, accusing Korea
of not keeping its “promis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apan is striving to stigmatize Korea as a country that flouts Treaty or Consultation concluded between countries, or
as a country that cannot be trusted.
If history is any guide, Japan has never made good on its promises although it was part of
invasion process during the era of imperialism. For example, the “Korea-Japan Treaty of
1904” provides that Japan “definitively guarantee the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orean Empire” (Article 3). However, Japan breached its promises immediately after
the Russo-Japanese War. Japan deprived Korea of its diplomatic sovereignty under the
“Korea-Japan Treaty of 1905”, and subsequently annexed the Korean Empire. At that time,
many pointed out that Japan “breached its promise.” Asian leaders as well, mentioned that
annexation of Korea is a “breach of promise” as it is in violation of “Peace in East Asia” that
Japan declar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Prime Minister Abe, unlike his predecessors, has not expressed official “apology” for causing suffering and damage through colonial rule. This became even worse since Prime Minister Abe has regained power. He sparked controversy at the Japanese Parliament saying
that “the definition of aggression has yet to be established.” (April 23, 2013)
His view on Japan’s history was best captured while making statement on the occas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ar.” Although the Prime Minister mentioned
“aggression, apology, repentance,” many pointed out that the statement lacked “sincerity”
in a sense that “past tense” were used to avoid responsibility.
Prime Minister Abe said he will follow in the footsteps of his predecessors who have made
statements about waging war and causing pain to Asian people in the past. He added that
“We must not let our children, grandchildren, and even further generations to come, who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war, be predestined to apologize. Still, even so, we must
squarely face the history of the past in all humbleness.” However, he said that he had no
intention of apologizing for “comfort women” issue, and he never made official apology for
colonial rule.
Furthermore, Prime Minister Ab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ree trade. He said that
“We will engrave in our hearts the past, when forming economic blocs made the seeds
of conflict thrive. Upon this reflection, Japan will continue to develop a free, fair and ope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at will not be influenced by the arbitrary intentions of any
nation. We will strengthen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lead the world toward
further prosperity. Prosperity is the very foundation for peace.” Ironically, the very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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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waged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Prime Minister Abe’s historical view is stuck in the “past.” At the outset of the statement,
he outlined Japan’s aggression in the past.
“More than one hundred years ago, vast colonies possessed mainly by the Western powers
stretched out across the world. With their overwhelming supremacy in technology, waves
of colonial rule surged toward Asia in the 19th century. There is no doubt that the resultant
sense of crisis drove Japan forward to achieve modernization. Japan built a constitutional
government earlier than any other nation in Asia. The country preserved its independence
throughout. The Japan-Russia War gave encouragement to many people under colonial
rule from Asia to Africa.”
His statement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Russo-Japanese War was not a war
of aggression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but as “Emperor” Meiji
emphasized in the “Imperial Decree of Declaration of War,” it was the war to secure peace
in East Asia from the intrusion of Western powers (Russia). As such, the underlying perception is that the Russo-Japanese War was a “war of races to preserve peace in East
Asia.” Such historical view was well depicted in “Fusosha History Textbook,” which sparked
controversy between Korea and Japan for glorifying the war of aggression.
Prime Minister Abe deftly emphasizes on the damage of war, rather than to repent on the
war that Japan had caused. He took even stronger stance this year (2019). While the new
“Emperor” expressed “deep remorse” at the memorial service ceremony, Prime Minister
Abe expressed no remorse or responsibility as a perpetrator of war crimes but stressed
on the “damage of Japan.” It is in this historical view that he is aiming to revise the Peace
Constitution.
If he is determined not to let the next generations be “predestined to apologize,” he must
express heartfelt apology for Japanese colonial rule and inherit the spirit of his predecessors. This is the way to keep the “promise” that he has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5.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DPRK and Japan
If North Korea and the US make progress in dialogue, and i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abilized, the issue of normaliz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will arise. However, the “unfortunate past (colonial rule)” will have to be settled prior to the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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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lations. The basic framework is set out in the 「Kim Jong Il-Koizumi DPRK-Japan
Pyongyang Declaration.」 (September 17, 2002)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ed to improve relations. That is, “Both leaders confirmed
the shared recognition that establishing a fruitfu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the DPRK through the settlement of unfortunate past between
them and the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both sides, and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① The Japanese side regards, in a spirit of humility, the facts of history that Japa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expressed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② Both sides shared the recognition that, providing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normalization by the Japanese side to the DPRK side, including grant aids, long-term loans
with low interest rates and such assistances as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 a period of time deemed appropriate by both sides (…) and decided that they would sincerely discuss the specific scales and content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malization talks.
③ Both sides, pursuant to the basic principle that when the bilateral relationship is normalized both Japan and the DPRK would mutually waive all their property and claims and
those of their nationals that had arisen from causes which occurred before August 15,
1945, decided that they would discuss this issue of property and claims concretely in the
normalization talks.
④ Both sides decided that they would sincerely discuss the issue of the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y.
⑤ Both sides confirmed that they w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peace and stability of North East Asia.
Japan will maintain the framework of the 1965 Agreement when normaliz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is in this sense that Japan has consistently adhered to the framework of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handling of the past will be important for Japan as well as for the two Koreas. South Korea has a big role to play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Japan needs Korea’s help, and North
Korea needs Korea’s help. Notably, inter-Korean cooperation will be required to clarify the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501

Parallel Session 6-1
damage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two Koreas will have to discuss the past that proves
the illegality of colonial rule.

6. New Korea-Japan relationship : Restoration of 『Kim Dae-jung-Obuchi Joint Declaration』
50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and Japan signed the 1965 Agreement during the era of
the Cold War. Human rights, women, free trade, peace, etc. have emerged as new values,
and the world is calling for new international order as the Cold War had come to an end.
That is why now is the time to build a new Korea-Japan relationship that goes beyond
the “1965 Agreement.” Now is the time to build a new regime for peace and co-prosperity in East Asia by viewing the Korea-Japan relationship from a larger perspective. It is
the 『Kim Dae Jung-Obuchi Korea-Japan Partnership Declaration』 (October 8, 1998) that
jump-started a new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two Koreas, China and
Japan.3
Main contents of the 『Declaration』 are in the following order.
① Meaning of building partnership towards the twenty-first century : Korea-Japan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under the future-oriented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n region
“The two leaders conducted an overall review of past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reaffirmed the current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and exchanged
views on how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in the future./As a result
of the meeting, the two leaders declared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raise to a higher
dimension the clos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ve been built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ir relations in 1965 so as to build
a new Japan-Republic of Korea partnership towards the twenty-first centur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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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issues were addressed during academic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oint Declaration」. Commemoration Event Committee mark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im Dae-Jung-Obuchi Joint Declarati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im
Dae-Jung-Obuchi Joint Declaration, and the Future Vision of East Asia」, Drippub, 2018. To be
sure, a lot has changed such as progres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ise of China led
by President Xi, and in this regard, the “new future for East Asia” should be envis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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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eaffirmation of “apology” in recognition of colonial rule and the pursuit of future-oriented relationships
“Looking back on 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is century, Prime Minister Obuchi regarded in a spirit of humility the fact of history that Japan
caused, during a certain period in the past,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and expressed his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for this fact./President Kim accepted with sincerity this statement of
Prime Minister Obuchi’s recognition of history and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it. He also
expressed his view that the present calls upon both countries to overcome their unfortunate history and to build a future-oriented relationship based on reconciliation as well as
good-neighborly and friendly cooperation.”
③ Achievements of Korea and Japan after liberation - Appreciation of Korea’s democratization and Japan’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prosperity and peace
“Prime Minister Obuchi expressed his admir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which, through
the untiring efforts of its people, has achieved dramat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and has grown into a prosperous and mature democratic state. President Kim highly appreciated the role that Japan has played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it security policies, foremost its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and three non-nuclear principles under the postwar Japanese Peace Constitution, its contributions to the global economy and its economic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other means./Both leaders expressed their determination that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 develop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 founded on such universal principles
as freedom,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based on broad exchanges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ir peoples.”
④~⑤ Promoting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 political community (leaders, Ministers, parliamentarians <the Republic of Korea-Japan parliamentarian friendship league,
young parliamentarians>)
⑥ Cooper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the United Nations,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security dialogue
⑦ Reform and openness of North Korea – Support on President Kim Dae-jung’s North
Korean policy. Regret on missile launch by North Korea. Close coordination in conducting
North Korean policies, policy consultations
⑧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Reviving the A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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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Promoting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multilateral fora.
⑨ Cooperation to resolve global issues – Japan-Republic of Korea environmental policy
dialogue <global environment, such as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acid rain>,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⑩ Expanding cultural and personnel exchanges – Cooperating for the success of the 2002
Soccer World Cup, promoting exchanges among various groups and regions, such as researchers, teachers, journalists, civic circles, etc. Simplifying visa requirements, enhancing
the social status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in Japan, promoting the Japan-Republic of
Korea Forum and joint historical research. Inviting or sending folk artists, joint research for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etc.
Twenty years ago, South Korea and Japan made an important declaration that aimed for a
new Northeast Asian peace regime in the midst of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where the Cold War was coming to an end. To be sure, a lot has changed since then, but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 shared views on historical issues with Korea, and “apologized”
for the damage and suffering that it has caused through colonial rule, which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uture-oriented Korea-Japan Partnership.
***
Much remains to be done in order to establish a new Northeast Asian Peace Community,
which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settling the past wrongdoing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in a forward-looking manner. To handle historical issues, the two countries need to
share historical views in the common interest of the future, and historical reconciliation will
be promoted in this process.
Wind of peace is blowing throughout the world. Yet, the final legacy of the Cold War remains on the Korean Peninsula. A great historic transformation will take place on DMZ for
a new peace regime, surrounded by the wind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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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상
YOO Euysang
동아시아 평화번영연구소 소장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유의상 박사는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 출신으로 37
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동북아1과장(일본 담당),
북핵기획단 부단장, 주영대사관 공사겸 총영사, 국제
표기명칭대사 등을 역임했다. 북핵문제와 대일관계에
정통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저작으로는 <대
일외교의 명분과 실리>와 <13년 8개월의 대일협상>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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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원판결과 청구권 문제, 그리고 북·일수교의 과제
유의상
동아시아 평화번영연구소 소장

I. 서론

2018년 10월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렸다. 이 판결이 도화선이 되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전례 없는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였고, 한국 또
한 강경대응으로 맞서는 등 한·일 양국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고 여겨질 만큼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양국 간의 갈등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한반
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이 판결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는 한국 정
부의 입장과,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동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국의 입장은 현재로선 그 간격이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
간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해결책들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양국 간의 대치국면 타개를 위한 또 다른 해법의 제시가 아니라, 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
들에 대해 한일회담 외교문서2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전제 또는 근거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식민지배하의 피해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강제동원 피해문제와 개인청구권이 청구
권문제 교섭과정에서 처리된 과정 등을 회담기록을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3 이러한 역사적 사
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앞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면 그보다 다행스러운 일은

1

대법원 공보관실, ‘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2018. 10. 30.

2

한국 정부는 14년 전인 2005년 8월 26일 한일회담관련 외교문서 3만 5천여 쪽을 전면 공개하였다. 한국 정
부의 공개에 따라 일본 정부도 2007년 3월부터 관련 문서 6만여 쪽을 공개하였으며, 그 뒤에도 완전하지는 않
지만 계속해서 상당한 양의 문서를 공개하였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따른 피해자와 지원단체, 일
본은 시민단체의 문서공개 소송에 따른 결과이다.

3

필자는 2016년 2월 출간한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에서 식민지배 피해배상문제가 청구권교섭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상세히 논술한 바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
았고, 강제동원피해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글은 동 책자와 필자가 2016년
12월 출간한 『13년 8개월의 대일협상』(역사공간)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금번 학술회의의 취지에 맞게 가
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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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글의 뒷부분에서는 한·일 간 청구권문제의 처리결과가 앞으로 재개될 북·일 수교 교섭에 주
는 교훈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II.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문제

1. 한일회담과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
1951년 10월에 시작되어 1965년 6월 종료된 한일회담, 특히 과거청산의 핵심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청구권문제 교섭과정에서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 즉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음은
물론,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가 일체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식민지배 피해배상 대신 일본
의 패전으로 주권을 회복하면서 발생한 현상인 ‘정치적·경제적 기구로부터의 분리(독립)’에서 기인하는
법적 청산적 성질의 청구4, 다시 말해 법적으로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청구권의 해결을 일본
에 요구하였다. 한국이 이처럼 청구권만을 주장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한일회담 시작 전 한국 정부의 입장)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취했던 것은 일본에 대한 식민지
배 및 전쟁피해배상 요구였다. 광복 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식량부족 등에 시달리던 남한에서는 경제부
흥을 위하여 재한일본재산의 조속한 이전은 물론,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및 전쟁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
아야 하며, 이 배상은 일본의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대일배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받아내야 한다는 인식
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미군정하5에 있었던 남한의 대일배상요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946
년 2월 14일 미 군정청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민주의원은 남한의 대일배상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성명서
를 발표한 후 이를 군정청에 제출하였다. 1946년 6월 조선상공회의소는 일본의 배상 없이는 남한의 경
제건설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호소문을 미국정부에 전달했다. 민주의원의 후신으로 1946년 12월 개원한
과도입법의원도 미국, 영국, 중국의 국가원수에게 대일배상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
을 미 군정청에 요청하였다. 1947년 6월 3일 미 군정청 법령 제141호에 의해 설립된 남한 과도정부는 ‘
대일배상문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를 위한 자료조사를 거쳐 1948년 4월 410
억 9,250만 7,868엔(당시 환율 1불:15엔으로 환산할 경우 약 27억불)의 대일배상요구액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남한의 대일배상회의 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남한
을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6
4

한국외교문서철 97, ‘제3차 한일회담 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 경과, 1953. 10. 15’.

5

남한에 대한 미군정은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미국육군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의 “조선 북위 38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는 포고 제1호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계속되었다.

6

유의상, 『13년 8개월의 대일협상』, 역사공간, 18,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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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승만은 주권국
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한국이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하여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배상문제도 해
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이승만은 한국이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
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49년 1월 주일한국대표부(정한경 대사)로 하여금 도쿄의 미군최고사령부
(GHQ/SCAP)와 이 문제에 관해 협의토록 지시하였다. 최고사령부 측은 대일강화회의 참가를 요구하는
한국 측에 우선 일본으로부터 배상받고자 하는 내역을 1949년 4월까지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 내역에는 ‘일반 배상’을 제외하고 일본에 반환을 요구하는 미술품, 금괴 등 ‘특수품’에 관한 자
료만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제외해야 할 ‘일반배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범주까지 포함되는
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미 군정청이 몰수한 재한일본재산을 1948년 9월 한
국 정부에 이양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식민지배 배상 또는 전쟁피해 배상을 제외한 ‘반환적’성격의 항
목만을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1949년 3월 15일 현물반환요구만을 담은 『대일배상요구조서』를 작성하여 4월 7일 최고
사령부 측에 제출하였다. 1949년 7월 최고사령부는 맥아더 사령관 명의로 된 회신을 통해 “대일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극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추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
되는 대일강화조약 각 조문에 의거하여 적당한 시기에 배상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7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반
응과는 무관하게 1949년 9월 1일 ‘현물반환요구’만이 담긴 『대일배상요구조서』의 속편 형식인 제2권을
완성하였다. 제2권에는 ‘확정채권’, ‘중일전쟁 및 태평양 전쟁에 기인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일본 정부의
저가 수탈에 의한 피해’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쟁 피해 및 식민지배 피해 부분이 포함된 것이다.8 이 『조
서』는 1954년 8월 한권으로 합쳐져 재 발간되었는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서』를 통해 한국 정
부가 작성한 대일배상요구 총액은 현물반환 요구분을 제외하고 314억 97만 5,303엔이며, 여기에 400
백만 상하이불이 추가되었다.9 이 금액은 당시 환율로 약 20억불이 된다. 『조서』에 담긴 내용들은 후일
한일회담의 청구권문제 교섭에서 한국이 일본에 제출한 8개 항목의 ‘대일청구요강안’의 기초가 되었다.10
이승만 정부는 이후 미국을 상대로 대일강화회의 참가를 위한 교섭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반대11와 함께 식민지배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이 일본의 배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
책방향12과 배치(背馳)되면서 결국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일
7

「공정한 요구관철, 대일배위서 현물반환 요구」, 『경향신문』, 1949. 8. 14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검색).

8 전쟁피해와 식민지배 피해 내용이 담긴 『대일배상요구조서』 속편이 일본 측에 전달되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9

대한민국정부, 『대일배상요구조서』, 1954.

10 유의상, 『13년 8개월의 대일협상』, 22, 23, 32, 33쪽
11 영국은 연합국 승인을 받지 못한 공산중국의 대일강화회의 참가가 좌절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승인받은 적 없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근거로 한국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12 미국은 일본의 전쟁배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부흥을 도와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산세력 확산을 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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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6-1
강화회의 참가가 좌절되자 이승만은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과의 양자협의
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4조 a항). 이와 함께 남한의 미 군정청이 일본의 재산을 몰수하고 이
를 한국 정부에 이양한 것에 대해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제4조 b항)도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한일회담의 근거가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a항에는 일본과 협의할 대상
으로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청구권의 처리만이 명기됨으로써 후일 한국이 일본과의 청구권문제 교섭 시
식민지배 피해배상이 아닌 청구권을 요구토록 하는 제약요인이 되고 말았다.
(식민지배 피해배상요구에서 청구권요구로의 입장 전환)
한국 정부는 1951년 6월 경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회의 참가가 좌절되고 일본과 양자협의(한일회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면서,13 일본에 대해 식민지배 피해배상이 아닌 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담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현지 정세 파악 차 1951
년 7월~9월 간 일본을 방문한 유진오 고려대학교 총장은 9월 10일자 「일본출장보고서」에 일본 및 일본
인에 대한 한국 및 한국인의 자산 및 채권을 포함하는 청구권의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사정과 한국 측 대
책을 기술하였다.14 또한 후일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대표로 임명된 임송본 식산은행장이 작성한 회담
대비 자료도 식민지배 피해배상이 아닌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문제」로 되어 있다(작성일자 불명).15
한국은 회담의제 설정 등을 위하여 1951년 10월 20일~12월 4일 간 개최된 예비회담에서도 일본 측에
‘재산 및 청구권’을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16
한국이 이와 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앞서 기술한 대로 미군 최고사령부가 한국 측에 ‘일반 배상’을 제
외한 현물반환분에 대한 내역만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이마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점,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 a항에 일본과의 협의 대상으로 재산(property) 및 채무(debts)를 포함한 청구권
(claims)만이 명기된 점, 한일회담을 적극 주선한 미국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지나친 배상요구를 견제한
점 등이 한국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시
동아시아에 냉전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공산세력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향, 즉
일본의 신속한 부흥 쪽으로 전환됨에 따른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일본에 대해 식민지배 피해배상이 아닌 청구권만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명한 것은 1952년 2월 15일 한일회담 제1차 본회담에서였다. 김용식 교체수석대표(수석대표인 양유
찬 주미대사는 2월 20일부터 참석)는 회담 모두에 인사말을 통해 “(전략) 우리들이 한국경제의 파괴와 국
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13

이
 승만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마무리되기 전인 1951년 6월에 주일대표부로 하여금 GHQ/
SCAP과 일본 정부에 한일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역
사공간, 2016, 109쪽.

14

한국외교문서철 77, ‘일본출장보고서’, ‘한일회담 예비회담 본회의 회의록, 제1~10차, 1951’.

15

한국외교문서철 87,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문제’.

16

한국외교문서철 77, ‘한일회의 제6차(11월 8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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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당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
은 단지 우리들의 청구의 이행과 법적으로 우리들에게 속한 재산의 반환이다(후략)”라는 뜻을 밝혔다.17
이어 같은 해 2월 20일 개최된 재산 및 청구권문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임송본 대표는, 한국은 36
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요구가 아닌, 법적으로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청구하려 한
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일본이 이러한 이해 위에 회담에 임할 경우 문제가 쉽게 타결될 수 있
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18
이후 진행된 한일회담에서의 청구권문제에 관한 교섭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식
민지배 피해배상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양국은 13년 8개월의 교섭을 거쳐 일본이 한
국에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 문제를 타결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청구권문제 교섭과정에서의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처리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강제동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定義)가 내려
지지 않은 채 때로는 ‘강제동원 피해’, 때로는 ‘강제노동 피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피해’에 관해서
는 판결문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19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며. 이 피해는 식
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것이다.20 한일회담 외교문서에서는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
로 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강제동원 또는 강제노동에 따른 피해(손해) 배상(위자료)문제에 관한 교섭
기록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 대신 교섭과정에서 피동원 혹은 피징용 피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보상금
문제를 다룬 기록이 숱하게 남아 있다. 다음에서는 이 기록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한일회담이 시작되기 전 한국정부가 1949년 9월 완성한 『대일배상요구조서』에는 제3부 중일
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하는 인적·물적 피해가운데 인적피해로 피동원 한국인의 사망자 조의금(1인
당 5,000엔), 사망자 장례비(1인당 평균 100엔), 유가족 위자료(1인당 평균 1만엔), 상이자 위자료(1인
당 5,000엔) 및 일반 노무자 위자료(1인당 1,000엔)이 포함되어 있다.21 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이 『
조서』가 일본 측에 전달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52년 2월 20일~21일 간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일본 측에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의 대강을 제시한 뒤,
같은 해 2월 27일의 제3차 회의에서 동 청구요강 8개 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을 하면서 제5항목에 ‘태평
17

일
 본외교문서철 180, ‘日韓會談第1回正式會議議事要錄, 1952. 2.15’. 한국외교문서철에는 이 인사말이 남
아있지 않다.

18

한
 국외교문서철 86,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위원회의 경과보고’,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
록, 제1차~8차, 1952. 2. 20~4. 1’.

19

판결문의 문맥상 ‘강제동원’보다는 ‘강제노동’(forced labor)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20

대법원 판결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2018. 10. 30. 13, 14쪽

21

대한민국정부, 『대일배상요구조서』, 1954, 323,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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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쟁중의 피징용자 미수금’과는 별개의 세항으로 ‘태평양전쟁중의 한인 피징용자 위자료’를 포함시키
고 이를 문서로 전달하였다.22 한국 측은 청구권문제 교섭에서 식민지배 피해배상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되
자, 『대일배상요구조서』상에 포함되어 있던 피동원 한국인 위자료 등을 식민지배 피해가 아닌 전쟁피해
로서 대일청구요강 가운데 개인청구권에 해당하는 제5항(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
본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인 미수금 ,기타 청구권의 변제)에 포함시키는 지
혜를 발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일회담은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역청구권 주장과 식민지 시혜론 발언 등으로 3차 회담까지 아무런 진
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재일한국인 북송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제4차 회담을 거쳐 1960년 10월 장면 정
부 하에서 시작된 제5차 회담에 이르러서야 청구권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었다. 일본의 역
청구권포기로 제5차 회담의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해서만 토의가 진행
되었다. 1960년 11월 18일 개최된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1차 회담이후 교섭이
중단되었던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에 대하여 일본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일본 측에 전달
하였다. 일본 측에 전달된 8개 항목의 제5항에는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
었다. 제1차 회담에서 전달한 ‘태평양전쟁중의 한인 피징용자 위자료’가 이처럼 수정된 것이다. 이 세항에
대한 일본 측과의 본격적인 토의는 1961년 5월 10일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대표단
은 제5항 토의를 앞두고 1961년 4월 17일 외무부 본부에 다음과 같이 청훈하였다.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한일회담 제 문제)23에 의하면 사망자, 부상자에 한하여 청구대
상으로 삼고 있는 듯 생각되오나 확대하여 피징용 생존자(군속포함)에 대하여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
상을 청구하고자 함.24
이에 대해 본부는 4월 24일 대표단 건의대로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 청구 중에 생존자에 대한 것도 포
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25 본부의 지침을 받은 대표단은 5월 10일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 일본 측과
피징용자 보상과 관련하여 토의하였다. 다음은 토의 기록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원문 중 맞춤법이 틀
린 부분은 인용자가 임의로 수정).

한국 측: 다음 피징용자 보상금으로 들어가자.
일본 측: 피징용자 중에는 한국 내에서 징용된 자를 포함 하는가?
한국 측: 포함하지 않는다.
22

한
 국외교문서상에는 8개항의 세목을 일본 측에 참고로 전달하였다는 내용만 회의록에 기록되어있으며 세목
자체는 남아있지 않다(한국외교문서철 86, ‘제3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1952. 2. 27’). 일본외교문서철에
는 세목이 첨부되어 있으나, 일부는 미공개상태이다(일본외교문서철 1177, ‘日韓會談 第3回請求權委員會議
事要錄, 1952. 2. 27’).

23

회담에 앞서 한국정부가 준비한 회담 대비 자료인 것으로 추정되나 외교문서상에는 남아있지 않다.

24

한국외교문서철 718, ‘JW-04144 한일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관계 청훈의 건’, 1961. 4.17.

25

한국외교문서철 718, ‘WJ-04214’, 196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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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일본 측: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의 피해자란 어떤 것인가?
한국 측: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군속을 포함한 피
징용자 전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측: 보상이란 국민징용령 제19조에 의하여 위족 부주료, 매장료 등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공
장에 있어서는 공장법에, 군인·군속에 있어서도 그러한 원호규정이 있었는데 당시의 그러한 베이스에 의
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국 측: 그것과는 다르다. 우리들은 새로운 기초 하에 상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일본 측: 새로운 기초란 어떤 것인가?
한국 측: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일본 측: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징용될 때에는 일단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므로 당시의 원호 같
은 것, 즉 일본인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원호를 요구하는 것인가?
한국 측: 우리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마는 우
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
다. 이점 사고방식을 고쳐주기 바란다.
일본 측: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보상해달라는 말인가?
한국 측: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중략)
일본 측: 우리 측으로서는 현재라도 미불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전 회담에서도 언급하였었다.
요컨대 우리 입장은 미불금이 본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한국 측: 미불금은 알겠으나 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부상자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보상하고
있는데 더욱이 다른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
여야 하지 않는가?
일본 측: 징용당시는 외국인이 아니고 종전 후 외국인이 되었다.
한국 측: 그 당시 일본인이었다고 하지만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길가는 사람을 붙들어 트럭에 실어서 탄광에 보냈다.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선언에도 표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본은 한국인을 노예취급 하였는데 그 당시 일본인
이었다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26 (밑줄 인용자 추가)

26

한국외교문서철 718, ‘한일예회 제79호,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13차 회의 회의록 송부의 건. 1961.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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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측은 “다른 국민(조선인)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
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였다.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일본 측은 “보상여부는
상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방법으로서는 역시 개별
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한다”27는 반응을 보였다. 일견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회의 말미에 양 측은 일주일 뒤 차기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5차 회담
의 일반청구권소위원회는 이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에 의한 군
사정변이 발생하면서 한일회담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1961년 10월 20일 한일회담(제6차)이 속개되었다. 한국 측은 제6차 회담을 앞두고 대표단을 위한 훈
령을 작성하였으며, 10월 17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이 훈령을 최종 확정하였
다. 훈령에는 일본에 대한 청구권 종합청구액이 포함되었는데, 징용자 보상금(한국 내에서 동원된 자 제
외)의 경우 생존자(93만 명)에 대해서는 1인당 200불 씩 1억8,600만 불, 사망, 부상 행방불명자(10만
명)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불 씩 2억 500만 불로 총 3억 1,900만 불이 상정되었다.28 제6차 회담 일
반청구권소위원회는 1961년 10월 27일~1962년 3월 6일 간 총 11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한국 측은
지난 제5차 회담에서 일본 측에 설명한 대일청구 8개 항목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였고, 일본 측이 이에 관
한 입장을 표명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피징용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 산하에 ‘피징용자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1962년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피징용자 숫자
에 대한 대조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일 양국이 제시한 피징용자 수는 다음과 같다.
한일 양국 제시 피징용자 수 대비표
구분

한국 측 숫자1(명)

일본 측 숫자2(명)
자유모집(39.9-42.2): 148,549

생존자(부상자)

655,081(7,000)

사망자

12,603

계

667,684

667,684

생존자

300,000

220,159

(부상자)

(18,300)

(부상자 불명)

사망자

65,000

22,182

계

365,000

노무자

군인·군속

총 계

1,032,684

관 알선 (42.2-44.8): 약 32만
국민징용(44.9-45.4): 약 20만

242,341
(남북한 미 구분, 일본 거주자 포함)
910,025

27

같은 회의록.

28

한국외교문서철 726, ‘외정(아) 제118호 제6차 한일회담 진행방법, 196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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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한국이 일본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청구권 요구 총액은 12억 1,760
만 불(1불:15엔)이었으며, 이중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 피해에 대한 보상”(생존자, 부상자, 사망자를
모두 대상으로 함)은 생존자 1억 8,600만 불, 사망자 1억 2,800만 불, 부상자 5,000만 불로 합계 3억
6,400만 불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 측 요구액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인정한 금액은 101억 8,400백만
엔(일본은 1불:360엔의 환율 적용을 고집하였으며 이 경우 미화로는 2,800만 불정도)에 그쳤다.29 청구
권소위원회를 통한 양국 간 실무교섭은 한국이 요구한 청구권의 증거자료 부실(장시일의 경과 및 6.25
전쟁으로 인한 소실, 상당수의 증거는 일본에 존재하나 일본이 증거 전달에 소극적), 양국이 적용코자 하
는 환율의 상이, 청구권 항목과 금액에 대한 양국 간 인식 차 등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30 결국
양국은 1962년 11월 12일의 ‘김종필-오히라 합의’를 통해, 한국이 주장하는 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총
액으로 5억불(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을 제공키로 하는 ‘포괄적·정치적 일괄(lump-sum) 타결’을 이루
게 된 것이다.
한국에 5억불의 자금을 공여키로 한 일본은 196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제7차 회담의 협정 조문 교
섭과정에서 후일 한국 측으로부터 개인의 소송을 포함, 청구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집착하였다. 그 결과 마련된 것이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중
략)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부분과, 합의의사록 2(g)의 “동조 1
항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중략)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
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개 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
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이다.
이 조문들을 적용할 경우 한국이 일본에 제출한 대일청구요강의 제5항에 포함된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일회담이 종료된 후, 한국의 재무부는 1966년 1월 8일자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개인관계 청구권
에 대한 (국내) 보상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과의 교섭을 담당한 외무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
하였다.31 이에 대해 외무부는 같은 해 1월 29일자 회신 공문을 보내면서, 대일청구 요강 8개 항목에 대
한 한일 양국의 입장이 명기된 ‘청구권문제에 관한 한·일 양측 입장 대조표’를 참고자료로 송부하였다. 동
자료에는 5항[한국인(법인 포함)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① 일본국채, ② 공채, ③ 일은권, ④ 피징
용 한인 미수금, 보상금 및 ⑤ 기타 청구권] 네 번째 세항에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기록
이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32
강제 징용된 한인(노무자, 군인, 군속)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 $3.64억을 청구한다. 전쟁 수행의 희

29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324쪽.

30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326, 490쪽.

31

한
 국외교문서철 1944, ‘한·일 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
협정 및 제1조의 합동위원회··· 협정, 1966, 전3권 V.3 추가합의사항 체결 국내조치’.

32

위 문서철, ‘청구권문제에 관한 한일양측 입장 대조표’, 196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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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므로 사망, 부상자는 물론 생존자에게도 보상금 청구. 산출 근거 사망 부상은 일본현행 보상의 평균,
생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 인원수는 일본, 미국 및 국내 자료로 산출
생존: 노무 648,081명, 군인·군속 282,000명, 계 930,081명x$200=1억 8,000만 불
사망: 노무 12,603명, 군인·군속 65,000명, 계 77,603명x$1,650= 1억 2,800만 불
부상: 노무 7,000명, 군인·군속 18,000명, 계 25,000명x$2,000= 5,000만 불
인원수는 앞서 제6차 회담 당시 일본 측에 제시한 숫자와 약간 다르나, 보상청구금액은 동일하다. 이러
한 협의가 바탕이 되어 한국 정부는 1975년부터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원 씩 총 25억
6,5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 살펴 본 외교문서상의 기록과 협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법원은 10.30 판결을 통해 청구
권협정문이나 그 부속문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대일청구
요강 제5항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 변제청구’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
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제가 된)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권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했다.33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대법원
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일본과의 교섭과정에서 줄곧 다루어지고 청구권협정
과 그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을 통해 한국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피징용자에 대한 보상’을 과
연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까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3. 개인청구권의 처리
한국 정부는 제5차 회담부터 청구권문제를 국가대 국가 간의 정치적 일괄 타결 방식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개인의 청구권을 살리기 위해 교섭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사
실이 교섭기록에 남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1년 12월 21일 개최된 제6차 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대일청구요강
제6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였다.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 소유의 일본 법인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법적으로 증정(證定)할 것”으
로 되어있는 제6항을 “한국인(자연인, 법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한 원칙”으로 바꾸고, 그 내용은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로서 이상의 요강 제1항에서 제5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라 해도 개별적으
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이런 경우 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34

33

대법원 판결, 14쪽.

34

한국외교문서철 758,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196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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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 측의 제의에 대해 일본은 외무성 조약국의 검토를 거쳐 1962년 3월 6일 개최된 소위원
회 제11차 회의에서 회담 타결 후에도 청구권이 남는다면 일본으로서는 곤란하다면서 한국의 요구를 거
부하였다.
1962년 12월 20일 ‘김종필-오히라 합의’에 대한 일본 측의 최종 승인을 며칠 앞둔 시점에 한국의 외무
부는 재차 개인청구권문제의 처리에 관해 검토한 후 주일대표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서울에 있는 대표 연명으로 현재 토의되고 있는 방식으로 청구권문제가 해결되
면, 과거의 대일청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인의 대일청구까지 포함하여 해결되는 것이 되어 앞으로 정부
의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이므로, 금번의 해결에서 (대일청구) 8개 항목 중 제6항은 제외된다는데 관하
여 일본 측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건의가 있음. (중략) 청구권 해결의 명목과 형식을 현재 교섭하는 방
법으로 해결하되, 합의의사록 등의 방식에 의하여 제6항은 제외되고 해결된 것으로 일본 측의 양해를 얻
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보고바람.35
본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대표단은 12월 21일 개최된 제6차 회담 제20차 예비절충회의(양국 수석대
표 간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일본은 논의자체를 거부하였다. 일본 측은 제7차 회담을 통해
진행된 청구권협정 조문 교섭과정에서 협정 체결 후 한국으로부터 개인청구권을 포함하여 예상치 못했
던 청구권관련 문제제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부심(腐心)하였음은 앞
에서 서술한 대로이다.
결국 한국 측의 양보에 따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전략)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중략) 완전히 그
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한다”는 규정이, 같은 조 3항에 “(전략) 모든 청구권으로
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
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10.30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명시되었지
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2000년 11월 4일
외교통상부가 국회의 국정감사과정에서 김영구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었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청
구권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소송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36 주일한국대사관이 피해자들의 일본 내 소송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봐
서도 소송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청구권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 왔다.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
시에는 조약 제19조 a) 항37의 ‘포기(waive)’의 의미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자체가 포기된다는 입장을

35

한국외교문서철 737, ‘WJ-12210, 1962. 12. 20’.

36

국회회의록 시스템, 「2000년도 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 2000. 11. 4.

37

일
 본과 일본국민의 연합국과 연합국 국민에 대한 청구권 포기가 규정된 조항이다(“Treaty of Peace with
Japan, Sept 8, 1951”, UCLA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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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였다. 그러나 조약에 의해 일본 국민의 권리자체를 포기, 소멸시킬 경우 일본헌법 제29조 제3항38과
관련하여 국가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의식, 1960년대 중반에 들어와 일본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되고 개인의 권리는 최소한 관념적으로 살아있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39 시나 에쓰사부
로(椎名悦三郎) 일본 외상은 1965년 12월 11일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뒤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 정부
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도록 구체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하였다”고 발언하였다.40 야나이 슌지(
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중략) 한일 양국이 국가
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한일 양국 간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41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2000년대에 들어와 개인권리의 소멸 입장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외교적 보
호권’ 포기 입장에 따라 전후보상소송이 폭주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2001년 2월 27일 네덜란드인의 포
로·민간억류자소송의 항소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평화조약 제14조 b)항에서 말하는 청구권의 포
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국 및 일본국민이 연합국 국민에 의한 국내법상의 권리에 기초한 청구에 응할 법
률상의 의무가 소멸했다는 것으로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함으로써 종래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 변경된 입장은 2007년 4월 27일 중국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1972년 일중공동선언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
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다”에 의해 중국 피해자의 제소를 기각)을 통해 수용되
었다. 금번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
은 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42

III. 청구권문제와 북·일 수교의 과제43

38

일
 본헌법(1946년 11월 3일 공포,1947년 5월 3일 시행) 제29조는 “① 재산권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공공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https://ko.wikisource.org/wiki/%EC%9D%BC%EB%B3%B8%
EA%B5%AD%ED%97%8C%EB%B2%95, 2019. 8.17 검색).

39

유의상,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444쪽.

40

日本國會會議錄(國會會議錄(http://kokkai.ndl.go.jp/), 『第50回 國會參議院本會議 會議錄』, 第14號, 1965. 12. 11.

41

『第121回 國會 參議院豫算委員會 會議錄』, 第3號, 1991.8.27.

42

이
 와 같은 일본정부의 편의에 따른 입장 변경태도를 이근관은 ‘해석론적 곡예(interpretive acrobat)로 비판
하였다.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소, 『서울대학교 법학』 54(3), 2013, 371~373쪽.

43

이
 하 글은 유의상의 논문 「북·일 수교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국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일본공간』 23, 2018)에서 발췌한 내용을 수정, 가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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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수교를 숙제로 안고 있는 북한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강제동원피해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의 대립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국의 교섭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북·일 간에도 과거사에서 유래된 문제
들에 대한 청산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북·일 양국은 지난 2002년 9월 17일 김정일-고이즈미 간에 합의된 ‘평양선언’을 통해 수교를 위한 큰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선언에는 ① 국교정상화 조속 실현을 위한 수교교섭 재개, ② 일본의 식민지지
배 사과, 경제협력약속, 재산 및 청구권 상호포기, ③ 국제법 준수와 상호안전 불위협 및 일본인납치문제
(선언에는 “일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문제”로 표현)의 재발방지 확인, ④ 동북아 평화와 안정
을 위한 상호 협력, ⑤핵, 미사일 등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 대화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이 선
언의 과거청산 관련 내용(제2항)은 다음과 같다.
일본 측은 과거의 식민지지배에 의해, 조선인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事
實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お詫び)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국교정상화이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
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공여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
시하고,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융자, 신용공여 등이 실시되는 것
이 이 선언의 정신에 합치된다는 기본 인식하에 국교정상화교섭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 규모나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함에 있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한 양국 및 그 국
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이것을 구체적
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 및 문화재의 문제에 관해서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성실히 협의
하기로 하였다.”44 (인용자 번역).
이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실시’ 부분과 ‘재산 및 청구권의 상호
포기’ 부분이다. 우선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일본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무상자금협력, 저금리차관공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과 동일하나,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고
려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협의 구체적 규모와 내용을
추후 협의대상으로 미룬 점이나, 경협의 ‘명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핵심내용이 빠진 ‘미완성 합
의’다. 경협의 규모는 한·일간의 선례(무상제공 3억불, 유상차관 2억불, 상업차관 3억불 이상)가 있으므
로, 앞으로의 협의에서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협의 ‘명분’이다. 한·일간에는 일본이 제공할 금액과 제공방식에 합의하고서도 한
국이 이 자금에 ‘청구권’의 명분을 부여하는 것조차 일본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2년 반 이상 교섭의 타

44

일본외무성 홈페이지, ‘日朝平壌宣言’, http://www.mofa.go.jp/mofaj/kaidan/s_koi/n_korea_02 /
sengen.html(2019. 8.1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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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지체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2006년 2월 개최된 제13차 수교회담에서, ‘평양선언’에 따라 경제협
력방식의 일괄적 과거청산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경협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예외
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협이외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본이 의도하는
과거청산방식에 제동을 건 바 있다.45
다음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향후 교섭에서 구
체 협의키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의 교섭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북·일 양국이 청구권 대 역청구권
논쟁 가능성을 큰 틀에서 사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달리 북한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 제4조 b)항(일본이 미군정의 남한 내 구 일본재산 몰수와 한국이양 조치에 대한 법적 유효성을 인정
한 조항)46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후 구 일본재산 취득을 정당한 행위로 주장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
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청구권 상호포기를 먼저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부분도 청구권협정에
도 불구하고 한·일간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강제동원 피해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양국이 개인청구권에 해당하는 사안들에 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이루고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앞으로 재개될 북·일 수교회담에서 여러 모로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서 교섭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개방정책을 취하
게 되면 한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의 자본이 북한으로 대량 유입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더 이상 경
제적인 압박에 의해 대일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또한, 과거 한국과 달
리 외부요소에 의한 제약과 간섭 없이 일본과 교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
거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해야만 했고, 교섭 기간 내내 계속된 미국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
영토분리에 따른 법적 재산 및 청구권’으로 과거청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이러한 속
박이 없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한국의 대일 교섭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여하히 전개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남·북한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
과 여건이 조성된다면 북·일 수교 교섭은 한국에 있어서도 일본과 과거사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법을 찾
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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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Ruling on Forced Mobilization and Claims Issue,
Challenges of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YOO Euysang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I. Introduction
In October 2018,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ordered Japanese companie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of forced conscription during Japan’s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uling provided impetus to Japan’s imposition of an unprecedented
export restriction on South Korea of which is meeting strong responses. As a result, the
bilateral relations is at its worst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in 1965.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stems from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Claims
Agreement. The top court ruled that “forced laborers who were the subject to Japanese
firms’ illegal anti-humanitarian treatments that were directly link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execution of illegal occupation of and aggressive war against South Korea have
the right to file a compensation suit, i.e. damages suit against the Japanese firms which
is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Claims Treaty.1 The verdict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tance that the decision should be respected based on separation of powers
collided head-on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argument that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was completely resolved through the Treaty. The impasse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w no signs of breakthrough at this point. Various resolutions suggested by pundits in
regards to the bilateral ties have not proved to be particularly eff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propose another resolution to overcome the standoff
but rather to understand the exact factual grounds of the issues attributable to the conflict
by reviewing diplomatic documents2 of the Korea-Japan Talks. The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reason and background as to why the repar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1

Supreme Court Communications Office, ‘Supreme Court 2013다61381 press release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se’, 2018. 10. 30

2

On August 26, 200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sclosed around 35,000 pages of diplomatic documents of the Korea-Japan Talks. Japan followed suit by releasing 60,000 pages of
related documents from March 2007 and it has continued to do so of substantial amount of
document afterwards. For South Korea, it was the result of litigation for disclosure by forced
labor victims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For Japan, it was civic groups litigation that resulted
in document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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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ization that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ruling has the basis upon could not be
settled by the Claims Treaty and take stock of how the issue of damages inflicted by forced
conscription and individual rights to claim were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of
the Treaty.3 It will be the greatest relief if the paper could serve in the future as a clue to
resolving the issue based on understanding of historical facts. The last part of the paper
touches upon the lessons learnt that North Korea could leverage on for their negotiations
o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with Japan.

II. The Supreme Court Ruling on Forced Conscription and Claims Issue
1. Korea-Japan Talks and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flicted by colonial rule
The Korea-Japan Talks that was held from October 1951 until June 1965 did not address
at all any compensation issues related to the damages inflicted by Japanese occupation,
not to mention the illegality of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its negotiating process for damages claim which is the essence of historical settlement. South Korea
requested for legal liquidation claim4 that is the result of the ‘separation (or independence)
from 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s’, which naturally occurred as a result of restoring
sovereignty due to Japan’s defeat instead of claim for reparation for colonial rule. In other
words, South Korea demanded the settlement of claims on the legal belongings of South
Korea. We will review the reasons why South Korea made such claims only .
(The Stanc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fore the Korea-Japan Talks)
On August 15, 1945, the first measure South Koreans took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Japanese occupation was the demand of reparation against Japan for its colonial rule
and wartime damages. After liberation, South Korea was faced with hyperinflation and food
shortages. The acknowledgement was spreading in the society that not only the Japanese
properties in South Korea should be transferred back at the earliest possible but also that
3

The author discussed in detail about the background of why compensation for damages of
colonial rule was not addressed in the claims negotiation process in his work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s of diplomacy toward Japan』 (Historical Space) published in February 2016,
asserting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not resolved through the Claims
Agreement but the forced conscription damage should be seen as resolved. This article is an
excerpt from the 『13 Years and 8 Months of Negotiations with Japan』 (Historical Space) published in December 2016 that was revised and edited for this academic conference.

4

ROK Diplomatic Document File 97, ‘Progress of the 3rd Korea-Japan Talks, 2nd Property and
Claims Subcommittee meeting, 195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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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hould pay compensation for its colonial rule and wartime damages and such reparation should be received by attending the reparations agreement meeting against Japan.
However, South Korea was governed by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5 limiting the demand for compensation. The Democratic Assembly that
was founded on February 14, 1946 as an advisory body to the USAMGIK announced a
statement expressing South Korea’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reparations conference
and submitted it to the USAMGIK. In June 1946, the Joseon Chamber of Commerce delivered a letter of plea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it is impossible to construct
the South Korean economy without reparation from Japan. The Transitional Legislature, a
successor institution to the Democratic Assembly that opened in December 1946 also requested USAMGIK to send South Korea’s message expressi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reparations meeting to the heads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China. The
Transitional Legislature of South Korea that was established on June 3, 1947 in accordance
to the USAMGIK ordinance No. 141, established the Special Committee on Japan’s compensation issues. Based on its research on the grounds to demand compensation against
Japan, it announced the claim for compensation of 41,092,507,868 Japanese Yen (JPY) in
April 1948. (The amount is equivalent to approximately 2.7 billion USD today when applying
the then currency rate of $1=15 JPY) However, the U.S. responded negatively to South
Korea’s intention to take part in the reparations meeting. It was a disapproval of South Korea, a previous Japanese colony, being recognized as a member of the Allied Powers that
is subject to compensation by Japan.6
On August 15, 194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nd Rhee
Syng-man became the first South Korean president. Rhee Syng-man made it clear that
South Korea which had become a sovereign state should participate in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to normalize relations with Japan and resolve the issue of compensation. Rhee
Syng-man saw that the help of the United States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take part
in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and ordered in January 1949 the South Korean Mission
in Japan (Ambassador Jeong Han-kyung) to discuss the matter with the U.S. Supreme
Commander (GHQ/SCAP) in Tokyo. The Supreme Commander suggested that South Korea
first submit a list of items eligible to compensation from Japan by April 1949. However,
5

The United States military rule of South Korea started on September 7, 1945 with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Douglas MacArthur’s announcement of
Proclamation N0. 1,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until
the foundation of ROK government in August 15, 1948.

6

Yu Ui-sang, 『13 Years and 8 Months of Negotiations with Japan』, Historical Space, 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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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quested list was only on “special items” such as art works and gold bars asked to
be returned and not “general compensation.” It did not clarify what the excluded “general
compensation” referred to and the categories it included. As the USAMGIK transferred the
confiscated Japanese property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September 1948, it had
no choice but to interpret it as asking for submission on only the “returnable” items excluding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or wartime damages.
On March 15, 194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epared 『Book on the Demands for
Reparations Against Japan』 containing only the return in kind requests and submitted it to
the Supreme Commander on April 7. In July 1949, the Supreme Commander MacArthur
replied, “All matters concerning reparation of Japan should follow the Far Eastern Commission’s order. In case there is no order, reparation can be considered at an appropriate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rthcoming Treaty of Peace with Japan that
will be signed between the Allied Forces and Japan.“7 It indicated that there is no intention
to review the requests of South Korea actively. Regardless of the such reaction from the
U.S. on September 1, 194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mpleted the second volume
of the 『Book on the Demands for Reparations Against Japan』 that had only the return
in kind requests. The second volume included “confirmed claims,” “human and material
damages inflicted by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and “damages infli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exploitation of cheap labor.” In short, the damages of war
and colonial rule were included.8 The 『Book』 was collected under one volume and it was
re-published unabridged in August 1954. The 『Book』 recorded the total amount of reparation claim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gainst Japan as 31,400,975,303 JPY excluding the return in kind request, with 400 million Shanghainese dollars in addition.9 Applying
the then exchange rate, this amounts to approximately 2 billion USD. The content of the
『Book』 later became the basis for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Document consisting of eight paragraphs that was submitted to Japan in the negotiations on the claims issue
at the Korea-Japan Talks.10
The Rhee Syng-man government continued its negotiation with the U.S. to participate

7

「Accomplishing Fair Request, In-kind restitution demand against Japan」, 『The Kyunghyang
Shinmun』, 1949. 8. 14 (Searched on Naver’s 「News Library」).

8

There is no record that the sequel to the 『Report on Reparations Demand to Japan 』containing
information on wartime damage and colonial rule was delivered to Japan.

9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Report on Reparations Demand to Japan』, 1954.

10

Yu Ui-sang, 『13 Years and 8 Months of Negotiations with Japan』, page 22, 23,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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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However, Britain’s opposition11 and the U.S. policy direction12 to minimize the reparation of Japan running counter to South Korea’s demand on
reparation for damages of colonial occupation blocked South Korea from taking part in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As the participation at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was frustrated, Rhee Syng-man provided a basis for bilateral consultations with Japan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rticle 4 paragraph a)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U.S. In addition, he succeeded in including a clause (Article 4 paragraph b) that prevented Japan from
raising objections on the USAMGIK’s confiscation of Japanese property and transferring i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netheless, Article 4 paragraph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at provided basis for the Korea-Japan Talks specifies only the claims on
property and debt to be processed against Japan, which in result, has become a constraint
factor to exclude claims for damages inflicted by colonial occupation in the future claims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hange of stance from demand on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to claim for damages)
Around June 1951, after it was decided that South Korea was not joining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but pursue bilateral talks with Japan13 (i.e. Korea-Japan Talks), we should
take this as the internal policy was set to demand claim for damages instead of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Ahead of the Korea-Japan Talks, President Rhee Syng-man
ordered Yu Jin-oh,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to visit Japan from July to September
1951 to gain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ocal situation. In his 「Report on Business Trip
to Japan」 dated on September 10, Yu described Japan’s circumstances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regarding the claims issues including South Korea and South Koreans’
property and debts related to Japan and Japanese people.14 Moreover, preparatory material
drafted by Im Song-bon, the president of Chosen Shiksan Bank who was appointed as the
11

T
 he U.K, was in the position that it was inappropriate for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based on the fact that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was never
approved just like the Communist China that was also blocked from participating the conference for the same reason.

12

T
 he U.S. expected Japan to play a significant role to stand against the expansion of Communism in Northeast Asia by minimizing Japan’s wartime compensation thus helping its revival.

13

P
 resident Rhee Syng-man instructed the South Korean Mission in Japan in June 1951 before
the San Francisco Treaty was finalized to officially propose a Korea-Japan Talks to GHQ/SCAP
and the Japanese government. Yu Ui-sang,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s of diplomacy
toward Japan』, Historical Space, 2016, p. 109.

14

R
 OK Diplomatic Document File 77, ‘Report on Business Trip to Japan’, ‘Minutes of the plenary
session of the preliminary meeting of Korea-Japan Talks, 1st-10th,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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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 of the Korea-Japan Talks Claims Committee also recorded it not as compensation for damages inflicted by colonial rule, but rather a “Korea-Japan Talks property
and claim rights issue” (date of preparation unknown).15 South Korea presented the agenda
of “property and claim rights” to Japan at the preliminary talks held from October 20 to
December 4, 1951 to establish the agenda for Korea-Japan Talks.16
As stated above, it seems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the policy decision of South Korea. They are; a) the USAMGIK asking South Korea
to submit only the details of the restitution in kind excluding the ‘general compensation’
which was not even accommodated positively, b)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rticle
4 paragraph a) stipulates that only claims on property and debts were subject to negotiations with Japan, c) the U.S. who was actively arranging the Korea-Japan Talks held South
Korea’s excessive demands for reparation in check. It is regarded that such factors are the
result of U.S.’ East Asian policy change towards curbing the rapid expansion of Communism and Cold War paradigm that was forming in the region by rebuilding and recovering
Japan to stand against it.
It was at the first plenary session of the Korea-Japan Talks on February 15, 1952 that
South Korea officially stated it only demands claims, not compensation for damages during
colonial rule. In his opening remarks, the alternative chief of the delegation Kim Yong-Sik
(chief delegate Yang Yu-chan, the Ambassador to the U.S. attended from February 20)
said “(Omission of what precedes) No one would say it is unreasonable for us to demand
reparation (against Japan) for the destruct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our people’s sacrifices. However, that is not what we are trying to do. All we demand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s simply the fulfillment of our claims and the return of the property
that legally belongs to us (omission of what follows).”17 At the first meeting of the Property
and Claims Issue Commission held on February 20 of the same year, Representative Im
Song-bon reiterated the policy that South Korea would only claim for the legal belongings
of South Korea and not the reparation for 36 years of colonial rule and stressed that issues
could easily be settled if Japan comes to the table with the understanding of such stance.18
15

ROK Diplomatic Document File 87, ‘Korea-Japan Talks property and claims issue’.

16

ROK Diplomatic Document File 77, ‘Progress on Korea-Japan meeting the 6th (November 8)’.

17

J apan Diplomatic Document File 180, ‘日韓會談第1回正式會議議事要錄, 1952. 2.15’. ROK Diplomatic Document File does not contain this remarks.

18

R
 OK Diplomatic Document File 86, ‘Korea-Japan Talks Property and Claims Committee progress report’, ‘1st Korea-Japan Talks Claims Subcommittee Meeting Minutes, 1st-8th, 1952. 2.
2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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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erifi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not raise once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colonial rule against Japan in the record of negotiations on the
claims issue in the subsequent Korea-Japan Talk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 issue
of claims was settled by Japan providing South Korea, 300 million USD in grants and 200
million USD in loans through the 13 years and 8 months long negotiations that followed.
2. Process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f Compulsory Conscription During Negotiation
Process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n October 30, 2018 uses the terms “damages
from compulsory conscription” mixed with “damages from forced labor” without a clear
definition of the term “compulsory conscription.” Regarding the ‘damage’, the ruling states
it as ‘mental distress’ inflicted by (Japanese company’s) ‘anti-humanitarian illegal act’19 and
this damage presuppose the illegality of colonial rule. What the victims demand for is a
damage claim for such mental distress, in other words, compensation claim.20 In the diplomatic paper of the Korea-Japan Talks, there are no records of negotiation on the problem
of compensation for damage (indemnity) inflicted by the anti-humanitarian compulsory
conscription or forced labor that presupposes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Instead, there are numerous records of compensation issues for the damages of the forcibly
conscripted or labor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 Let’s review those documents in the
following section.
First of all, the 『Book on Demands for Reparations Against Japa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mpleted in September 1949 before the start of the Korea-Japan Talks includes
condolence money for Koreans (5,000 JPY per person), funeral expenses JPY per person),
compensation for the wounded (5,000 JPY per person), and general laborers compensation (1,000 JPY per person) of the third part of human and material damages inflicted by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21 As aforementioned, there is no record that
the book was delivered to Japan.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resented the
eight paragraphs of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at the first meeting of the first
Korea-Japan Talks Claims Committee held on February 20-21, 1952 and at the 3rd meeting
on February 27, explained the details of the eight paragraphs. Separately from the ‘Pacific
19

In the context of the ruling, it is rational to interpret it as ‘forced labor’ rather than ‘forced conscription’

20

Supreme Court ruling 2013다61381 compensation for damage case, 2018. 10. 30. p. 13, 14

21

T
 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Report on Reparations Demand to Japan』, 1954, 323,
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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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wartime forced laborers’s receivables’ issue, compensation for Korean forced laborers
during the Pacific War was included in paragraph 5 when the document was delivered to
Japan.22 It seems that since South Korea was unable to address the issue of the damages
of colonial rule in the claims negotiation process, Korean forced laborers compensation
that was included in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was brought into paragraph 5 (the
repayment of Japanese government bonds, bonds, Japanese bank notes, Korean laborers’
receivables and other claims of Korean corporations or natural persons of Korea to Japan or
citizens of Japan) that is the paragraph for personal claims in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The Korea-Japan Talks did not make any progress until its third round of talks due to Japan’s counterclaims and comments regarding colonialism benefit theory. It was only from
the fifth round of talks after the crippled fourth round of talks on repatriating of Koreans
living in Japan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October 1960 under Jang Myeon government, began the negotiations on claims in earnest. With the Japan’s relinquishment of
counterclaim rights, only the claims of South Korea against Japan were under discussion
at the General Claims subcommittee meeting of the 5th Talks. At the second meeting of
the General Claims subcommittee held on November 18, 1960, South Korea explained to
Japan in detail and provided related materials on the eight paragraphs of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which the negotiations were on hold since the first talks. Paragraph
5 delivered to Japan included “compensation for damages of the wartime forced laborers.”
This was an amendment made to the ‘Compensation for Korean Forced Laborers During
the Pacific War’ that was conveyed to Japan at the first round of talks. A full-fledged discussion with Japan on this paragraph was held at the 13th meeting held on May 10, 1961.
The South Korean delegation requested for instructions on paragraph 5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adquarters on April 17, 1961, ahead of the discussions. It is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genda23 of the Korea-Japan Talks, claim for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of forced laborers considers only the deceased and the injured subject to claims
for damages of forced labor. However, we intend to expand this and demand compensa-

22

In the South Korean diplomatic documents, only the fact that eight paragraphs have been
conveyed to Japan as reference and not the details is documented in the minutes. ROK Diplomatic Document File 86, ‘The 3rd Claims Committee progress report. 1952. 2. 27’). Japan’s
diplomatic document file contains the detail, however, part of it remains undisclosed. (Japan
Diplomatic Document File 1177, ‘日韓會談 第3回請求權委員會議事要錄, 1952. 2. 27’).

23

It is assumed to be preparatory material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head of the Talks,
however, it does not remain in the diplomatic document files.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529

Parallel Session 6-1
tion on the mental distress of the survivors including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24
In response to the request, the headquarters agreed and instructed to include “the survivors’ claim for forced labor” on April 24.25 As instructed, the delegation discussed with their
Japanese counterpart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ers at the 13th meeting held on
May 10.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the meeting minutes. (misspellings are corrected
at the author’s discretion.)
South Korea: Let’s move on to the topic of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ers.
Japan: Does forced laborers include those who were conscripted in Korea?
South Korea: No, it does not.
Japan: What does victims of wartime forced labor mean?
South Korea: As explained before, we demand compensation for all forced laborers
including the survivors, the injured, the dead, the missing, soldiers and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Jap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National Conscription Decree, compensation
means condolence money and funeral expense for the bereaved. Compensation
regarding factories was subject to the Factory Act, and the Compensation Regulation for soldiers and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existed. Are you referring to
such bases for compensation?
South Korea: N
 o, it is different. We demand considerable amount of compensation under
a new basis.
Japan: What is a new basis?
South Korea: It means compensation for the mental and physical distress caused to theforced laborers from other countries who were forcibly conscripted.
Japan: T
 here are several issues, but they were drafted as Japanese nationals at the time
of their conscription. So are you asking for the same compensation paid to the Japanese citizens according to the then compensation regulation?

24

R
 OK Diplomatic Document File 718, ‘JW-04144 Request for instructions relating to Korea-Japan Talks General Claims subcommittee’, 1961. 4.17.

25

ROK Diplomatic Document File 718, ‘WJ-04214’, 196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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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Our demands come from a new basis. You are saying the Koreans were
drafted as Japanese nationals but that is not how we see it. Japanese citizens would have worked for Japan but we were forced to do so. I ask for your
change in such perception.
Japan: Are you asking us to compensate the individuals?
South Korea: We are claiming as a country. For individuals, we will take measures in Korea.
				

(omitted)

Japan: F
 rom our point of view, as we mentioned in the previous talks, we are willing to
pay the receivables even now. We believe it should be the case that the persons
receive their receivables directly.
South Korea: We understand about the receivables. The issue is on compensation.
A considerable amount is compensated regarding the dead and injured Japanese
citizens. Given such situation, should it not be the case to pay a considerable amount of
compensation to other nationals who were forcibly conscripted and were subject to mental and physical distress?
Japan: T
 hey were not foreigners at the time of conscription. They became foreigners after
the end of the war.
South Korea: You claim them to be Japanese nationals back then, so let’s elaborate more to
make things clear. We don’t know how it was in Japan, but in Korea, pedestrians were seized and loaded on a truck bound for coal mines. As stipulated
in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Potsdam Declaration, Japan treated Koreans
as slaves. Claiming that they were Japanese nationals back then is an attempt to conceal the facts.26 (Underline added by the author)
As shown above, South Korea requested Japan on “compensation for mental and physical
distress of forced laborers who were other nationals (people of Joseon) forcibly conscripted.” Japan reacted by saying “Decision on compensation will be made by superior authorities. In case it is decided, we should think about how. In terms of how, it would indeed
be resolved by individuals.”27 It appeared to be showing the willingness to accept South

26

R
 OK Diplomatic Document File 718, ‘Korea-Japan regular meeting No.79, The case related to
sending the meeting minutes of the 13th General Claims subcommittee meeting. 1961. 5.12.’.

27

Same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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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demands. The two sides agreed to resume the next meeting a week later. However, the General Claims subcommittee of the 5th Talks ended with this meeting to be the
last. It was due to the military uprising by Park Chung-hee on May 16, 1961 that brought
an end to the Korea-Japan Talks itself.
On October 20, 1961, the 6th Korea-Japan Talks resumed. Ahead of the 6th talks, South
Korea prepared a directive for the delegation finalized on October 17 at a meeting attended
by the chairman of the Supreme Council, Park Chung-hee. In this directive included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demanded to Japan that stood at 319,000,000 USD.28 Forced
laborer compensation (excluding those conscripted in Korea) amounted to 186,000,000
USD with 200 USD per person for 930,000 survivors. Compensation for the 100,000 dead
and missing was 250,000,000 USD in total with 2,000 USD per person. The General Claims
subcommittee of the 6th summit was held 11 times between October 27, 1961 and March
6, 1962. Meetings were in the form of South Korean side reiterating the eight paragraphs
of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that was explained in the 5th talks, with Japan expressing its position. Regarding the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ers, a ‘Special Committee for
Forced Laborers’ was established separately under the subcommittee, which compared
the number of forced laborers during four different meetings held between February 13 to
27, 1962.
Comparison between the number of Forced Laborers Presented by South Korea and Japan
No. from South Korean side1(persons)

Laborer

Soldiers,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Survivors
(Injured)

655,081(7,000)

Dead

12,603

Total

667,684

667,684

Survivors
(Injured)

300,000(18,300)

220,159
(number of injured unidentified)

Dead

65,000

22,182

Total

365,000

242,341
(South and North Koreans undistinguished, incl. residents in Japan)

1,032,684

910,025

Grand total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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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rom Japanese side2(persons)
Voluntary enlistment (39.9-42.2):
148,549
Government facilitated (42.2-44.8):
approx. 320,00
Nationals conscripted (44.9-45.4):
approx. 200,000

R
 OK Diplomatic Document File 726, ‘외정(아) No.118 The 6th Korea-Japan Talks, Ways to Proceed, 196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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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demanded a total of 1,217,600,000 USD ($1=15 JPY) for compensation to
Japan through the General Claims subcommittee meeting. Out of which 186,000,000 USD
was for survivors, 128,000,000 USD for the deceased, and 50,000,000 USD for the injured
under “Compensation for damages of wartime forced laborers including the survivors, injured, and deceased.” Japanese Foreign Ministry recognized only 10,184,000,000 JPY out
of the amount demanded by South Korea (Japan insisted on applying the exchange rate of
1 USD=360 JPY, in which case the amount is around 28,000,000 USD).29 Bilateral working-level negotiations through the Claims subcommittee failed to find compromise due
to several reasons; insufficient amount of evidence for claims demanded by South Korea
(disappearance due to elapse of time and the Korean War and Japan being reluctant to
convey a substantial amount of evidence existing in Japan), different exchange rates the
two sides want to apply, and the differences in their understandings of the compensation items and amount.30 In the end, the two countries agreed at the ‘Kim Jong-pil-Ohira
Agreement’ signed on November 12, 1962, in a comprehensive and political lump-sum
settlement, in which Japan would provide the compensation of 500 million USD (300 million in grants and 200 million in loans).
Japan that had provided loan of 500 million USD to South Korea was obsessed about
arranging measures to prevent possible cases of South Koreans raising individual claims
issue in the future during the process of negotiating provision details of agreement of
the 7th Talks that began on December 3, 1964. As a result, the Claims Agreement Article
2, paragraph 1 stipulates that “it is confirmed that issues regarding claims (omitted) are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and the agreed minutes 2(g) indicates that “regarding the
claims issue that is said to be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says (omitted)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document submitted by South
Korea in the Korea-Japan Talks (eight paragraphs) includes all the claims and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no other contentions could be made in terms of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When applying such provisions,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no claims
could be made to Japan regarding the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ers indicated in paragraph 5 of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document.
After the completion of Korea-Japan talks, South Korean Finance Ministry sent an official
document on January 8, 1966 to the Foreign Ministry that was in charge of negotiations
with Japan requesting for related materials that could serve as a reference in establishing

29

Yu Ui-sang,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s of diplomacy toward Japan』, p. 324

30

Yu Ui-sang,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s of diplomacy toward Japan』, 326, p.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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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compensation for individual claims.31 The Foreign Ministry replied on January
29 of the same year with attachment ‘comparison table of the stances on claims issue of
South Korea and Japan” that documented the different standpoints of the two sides on
eight paragraphs of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In this document is the record as follows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ers’ damages’ in its fourth subparagraph of Article 5
[Korean’s (including corporations) right to claim against Japan and its people ① Japanese
government bonds, ② public bonds, ③ Bank of Japan tickets, ④ forced Korean laborers’
receivables and compensation ⑤ other claims]. 32
We claim 364 million USD in compensation for damages of forcibly drafted Koreans (laborers, soldiers,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As it is wartime sacrifice, compensation
is demanded not only for the dead and injured, but also for the survivors. Ground for calculation for the dead and injured is the average of the current compensation paid in Japan.
For survivors, mental and physical distres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Number of people
should be identified using domestic data of Japan and the U.S.
Survivors: 648,081 laborers, 282,000 soldiers and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Total of 930,081 x 200 USD = 180 million USD
Deaths: 12,603 laborers, 65,000 soldiers and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Total of 77,603 x 1,650 USD = 128 million USD
Injuries: 7,000 laborers, 18,000 soldiers and civilians attached to the military,
Total of 25,000 x 2,000 USD = 50 million USD
The numbers slightly differ from that of the 6th talks, but the amount of compensation
had not changed. Based on such discussions, it could be see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aid 300,000 KRW per person to 8,552 victims of forced labor, totalling to
2,565,600,000 KRW since 1975.
Despite the diplomatic records and provisions of agreements as reviewed above,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ruling of October 30 states that it is difficult to deem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f forced labor to be resolved through the Claims Agree31

R
 OK Diplomatic Document File 1944, ‘Korea-Japan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1st Protocol, Article 7, Implementation details of the 1st Protocol... Agreement and Joint
Committee of the Article 1... Agreement, 1966, Total of 3 volumes V.3 Domestic measures on
additional terms of agreement’.

32

T
 he above document file, ‘Comparison table of different stances of South Korea and Japan on
claims issue’, 196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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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due to the fact that neither in the Claims Agreement nor in its annexes mention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paragraph 5 of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Request for payment of receivables, compensation, and other claims of forced Korean
laborers’ is not based on the premise of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33 At this
point naturally arises the issue of whether to regar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forced conscription’ that the Supreme Court considered not resolved and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ers’ that South Korea can not raise any issues on due to the
Claims Agreement and its annexes as separate. There should be more thorough reviews
and discussions on this point.
3. Processing Individual Right to Claim
Since the 5th Talk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irection was to resolve the claim
issue through a political lump-sum settlement, but we should take note on the fact that
the efforts were exerted until the last minute of the negotiations to include the individual
right to claim.
During the eight meeting of the General Claims subcommittee of the 6th Talks held on
December 21, 1961, South Korea suggested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Paragraph 6 of the
Outline of Claims against Japan :
“ Paragraph 6 which stipulates “the shares or other securities of a Japanese corporate
body that is possessed by a South Korean corporate body or a natural person shall be presented legally” shall be changed to “the principle of the exercise of right of South Korean
(natural person, corporate body) on the Japanese government of Japanese (natural person
or corporate body).” As the rights of South Korean (natural person and corporate body) on
Japanese government on Japanese (natural person and corporate body), its details shall
acknowledge the fact that the individuals can exercise such rights even after the Korea-Japan Talks as for those that have not been included from Article 1 to 5.”34
Japan refused the above proposal by South Korea during the 11th meeting of the subcommittee held on March 6, 1962, after the review from the Treaty Department of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under the stance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Japan when South
Korea’s right to claim is effective even after the Talks.

33

Supreme Court ruling p.14.

34

R
 OK Diplomatic Document File 758, ‘Meeting Minutes of the 8th General Claims subcommittee
meeting, 196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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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days ahead of Japan’s final approval on the “Kim Jong-pil-Ohira Agreement” on
December 20, 1962,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once again carried out a review on
the treatment of individual right to claim, and sent the following document to the South
Korean Mission in Japan.
Once the issue of the rights to claim is resolved as is being discussed by the representative in Seoul, this could make the government at a difficult stance as it includes the
individual right to claim against Japan that had not been included previously, there are
suggestions that we should ask for Japan’s understanding in removing paragraph 6 of the 8
items (of the claims against Japan) ... The format and general frame of resolving the right to
claim shall be carried out as it is being discussed, while the possibility on receiving Japan’s
understanding in removing paragraph 6 in accordance to the agreement minutes shall be
reviewed and reported.35
In accordance to the instructions by the Foreign Ministry, the South Korean delegation
raised the issue during the 20th Preliminary Compromise Meeting (meeting between the
head delegations of the two countries) of the 6th Talks held on December 21, but Japan refused to discuss the issue at all.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of South Korea raising the
unexpected issue of right to claim including the individual right to claim after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during the negotiation on the articles of the Claims Agreement reached
through the 7th Summit, it aimed to lay out a strict systematic device as shown above.
In the end, South Korea made concessions to include in the Claims Agreement Article 2,
paragraph 1 “(omission of what precedes) concerning claims (omitted) is confirmed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and paragraph 3 “(omission of what precedes) no contention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the measures (omitted) on the date of the signing of the present
Agreement (omitted) or respect to any claims (omitted) which occurred on or before the
said date.” Despite such provisions, the opinion that the individual right to claim is not terminated is prevalent in South Korea, as shown i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October 3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ed its position via written answer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 congressman Kim Young-gu’s questions during the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on November 4, 2000. It said, “Different opinions exist on whether
individual right to claim was terminated with the 1965 Claims Agreement. The government
is in the position that the Claims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individual right to file a
lawsuit such as claims.36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Embassy in Japan has
35

ROK Diplomatic Document File 737, ‘WJ-12210, 1962. 12. 20’.

36

N
 ational Assembly minutes system, 「Meeting Minutes of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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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supporting the litigations in Japa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t should be seen as the
individual right to claim regarded as effective.
The Japanes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individual right to claim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Japan. At the time of sign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Japan’s
position was that the right of individuals itself is waived regarding the meaning of ‘waive’
in Article 19, paragraph a).37 However, there was an acknowledgement that in case the
right of Japanese people itself is waived and terminated in accordance to the Treaty, it may
become a stumbling block for state indemnific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Japan,
Article 29, paragraph 3.38 Therefore, in the mid 1960s,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d
that only th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is waived and the individuals’ right was valid
ideologically.39 On December 11, 1965, Japanese Foreign Minister Shiina Etsusaburo (椎名
悦三郎) said at the Diet “Th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regarding the right to claim (in
terms of Korea-Japan Claims Agreement) is waived. Given such situation, many think that
follow-up is necessary domestically of which the government is taking into consideration
by submitting detailed measures to the Diet.40 On August 27, 1991, the director of the
Foreign Ministry’s treaty bureau Yanai Shunji (柳井俊二) also said at the Diet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mitted) means the both parties waived their respective rights to
diplomatic protection on a national level. Therefore, the so-called individual right to claim
was not terminated in the context of domestic law. In other words, it is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s of the both sides to raise this as exerting th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41

Trade Committee meeting at the 2000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2000.
11. 4.
37

A
 rticle that stipulates that Japan waives all claims of Japan and its nationals against the Allied
Powers and their nationals (“Treaty of Peace with Japan, Sept 8, 1951”, UCLA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Documents).

38

T
 he Constitution of Japan (promulgated on November 1946, Enforced on May 3, 1947) Article
29 stipulates “① The right to own or to hold property is inviolable. ② Property rights shall be
defined by law, in conformity with the public welfare. ③ Private property may be taken for
public use upon just compensation therefor.(https://ko.wikisource.org/wiki/%EC%9D%BC%EB%B3%B8% EA%B5%AD%ED%97%8C%EB%B2%95, Searched on 2019.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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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Ui-sang, 『Justification and practical benefits of diplomacy toward Japan』, p.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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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國會會議錄(國會會議錄(http://kokkai.ndl.go.jp/), 『第50回 國會參議院本會議 會議錄』, 第14號,
196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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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1回 國會 參議院豫算委員會 會議錄』, 第3號, 1991.8.27.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537

Parallel Session 6-1
Such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changed once again in the 2000s to the
termination of individual rights. With its position to waive ‘right to diplomatic protection,’
post-war compensation lawsuit s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reversed its stance
by asserting that “the waiver of claims referred to in Peace Treaty Article 14, paragraph b)
means that the legal obligation of Japan or its citizens to respond to claims raised by the
people of allied powers based on the domestic law had extinguished. Therefore, it shall be
interpreted as making clear that it can be refused.” in a preliminary statement submitted at
the appeals trial of Dutch POWs and Civilian Detainees lawsuit on February 27, 2001. Such
change of standpoint was accepted via Japanese Supreme Court ruling made on April 27,
2007 regarding Chinese victims. (The Court dismissed a Chinese victim’s litigation based
on the 1972 Japan-China Joint Communique stipulating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clares to waive the rights to claim for wartime compensation for the
sake of friendship of the peoples of the Japan and China.) This position is extend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rgument that all issues were settled with the Claims Agreement
regarding the recent verdict of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42

III. Issue of Claims and Challenges in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of relations43
North Korea with the task of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Japan, will be working out
its negotiation strategy as they watch the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unfold
over the issue of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damages. It is certain that the resolution of issues stemming from history will be the biggest challeng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The two countries laid out a broad framework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via “Pyongyang
Declaration” agreed by Kim Jong-il and Koizumi on September 17, 2002. In this declaration
includes ① Resumption of Japan DPRK normalization talks for an early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② expression of apology for colonial rule, economic co-operation provision,
42

L
 ee Geun-gwan criticized such change of stance by Japanese government according to its
change of interest as ‘interpretive acrobat.’ Lee Geun-gwan, 『The Question of Individual
Claims of the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ur Under the 1965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The SNU Law Research Institute, 『Seoul Law Journal』 54(3), 2013, p. 371-373

43

T
 he following article is a revised and edited version of a paper by Yu Ui-sang, 「The Prospects
of North Korea-Japan Talks on Diplomatic Ties and Response Strategy of South Korea: With a
Focus on Past Liquidation Issues」, Japanology Research Institute, Kookmin University, 『Japan
Space』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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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waive of all their property and claims, ③ confirm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not commit conducts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other side, and Japanese abductee
issue (in the declaration is says “related to the lives and security of Japanese nationals,”
④ cooperation with each other for peace and stability of North East Asia, ⑤ promoting
dialogues among countries concerned to resolve security problems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 issues. The following is paragraph 2 of the Declaration in regards to past liquidation.
The Japanese side regards, in a spirit of humility, the facts 事實 of history that Japa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expressed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お詫び).
Both sides shared the recognition that, providing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normalization by the Japanese side to the DPRK side, including grant aids, long-term loans
with low interest rates and such assistances as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 a period of time deemed appropriate by both sides, and providing
other loans and credits by such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supporting private economic activities,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is Declaration, and decided that they would sincerely discuss the specific scales and content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malization talks.
Both sides, pursuant to the basic principle that when the bilateral relationship is normalized both Japan and the DPRK would mutually waive all their property and claims and
those of their nationals that had arisen from causes which occurred before August 15,
1945, decided that they would discuss this issue of property and claims concretely in the
normalization talks.
Both sides decided that they would sincerely discuss the issue of the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issue of cultural property. 44 (Korean version is translated by the
author).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arts relating to ‘economic cooperation’ and ‘mutual waiver of all property and claims.’ Economic cooperation could be seen as a result of Japan’s insistence in consideration of the consistency with South Korea. Grant aids and longterm loans with low interest rate are the same as what was mentioned in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However, it seems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s added considering North Korea’s food situation. Nevertheless, it is an
44

Japan Foreign Ministry website , ‘日朝平壌宣言’, http://www.mofa.go.jp/mofaj/kaidan/s_
koi/n_korea_02 /sengen.html(Searched on 2019.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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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plete agreement’ with essential contents missing such as the postponement of detailed scale and cont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to next negotiation agenda and the
‘justific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In terms of scale, it will be relatively easy to come
to an agreement by converting the precedent scale of South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to present value. (300 million USD in grants, 200 million in loans, more than 300
million in commercial loans.) The issue here is ‘justification.’ Although South Korea and
Japan agreed on the amount and method of the money provided by Japan, Japan did not
even accept granting justification of ‘claims’ to this fund, thus, delaying the settlement of
negotiations for more than two and a half years. Already in February 2006 at the 13th congregational talks, North Korea had put the brakes on Japan’s way of achieving lump-sum
past liquidation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in accordance to “Pyongyang Declaration”
by saying “aside from economic cooperation, there needs to be other ‘compensation’ as
possibilities of exceptional issues arising exist.45
Next, let’s take a look at the part “both sides agree as basic principle that they will mutually waive all their property and claims and decided that they would discuss this issue
concretely in future talks.” It seems tha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ver claims and counterclaims was ruled out preemptively based on the lessons learnt from South Korea-Japan
negotiations. Unlike South Korea, North Korea is not subject to San Francisco Treaty Article
4, paragraph b) (provision that shows Japan recognizes the legal validity of the disposition and return of property of Japan in South Korea under USAMG)46 and therefore, does
not have legal basis to argue for the legality of acquiring post-war property of Japan. This
is why it seems possible that North Korea could have initiated the argument to mutually
waive all their property and claims. Nevertheless, despite the Claims Agree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comfort women”
issue and the forced labor damages,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y will pursue a separate
agreement for the issues applicable to individual right to claim.
It seems that North Korea will have an upper hand in the future negotiations for normal-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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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去の清算、深い溝 日本‘経済協力方式で’北朝鮮は‘別の補償も’国交正常化交渉”,  朝日新聞
, 2006. 2. 7, 朝刊.
Article 4, paragraph (b)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dispositions of property of Japan and
Japanese nationals made by or pursuant to directive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Treaty of Peace with Japan, Sept 8, 1951”, UCLA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East
Asian Studies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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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ation with Japan in many ways. First, as denuclearization makes progress,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be lifted. And if North Korea adopts open-door policy,
massive capital from South Korea and western countries will flow in. This means North
Korea will not have to press for negotiations with Japan under economic pressure. Also,
unlike South Korea in the past, North Korea can negotiate with Japan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and restrictions. South Korea could not help but to start normalization talks
with Japan based on San Francisco Treaty and during the process was the interference and
pressure from the U.S. by which past liquidation was done through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North Korea does not have such
restraints. More than this, North Korea can reflect upon the lessons from South Korea’s
negotiations with Japan.
We will have to see how inter-Korean relations will develop. Having said that, if we
can build an environment and conditions of close cooperation, the negotiations of North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can be a new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o seek new
resolutions to the histor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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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 칸
KIMURA Kan
고베대학교 교수
Professor, Kobe University

기무라 칸 박사는 고베 대학 국제 협력학 대학원 교수
이다. 그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리서치 (Pacific
Institute Research)의 전임 수석 연구원 및 팬 퍼시
픽 포럼 (Pan-Pacific Forum) 회장 직책을 맡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과거라는 짐: 일한 관계의 역사적 고찰
>와 <분쟁의 발견 : 교과서와 일한 관계에 관한 집단 기
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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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체제의 효용과 한계
기무라 칸
고베대학교 교수

7월 1일,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일부 반도체 관련부품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하는 불화수소(에칭가스), 회로를 인화할
때 쓰는 포토레지스트, 유기발광패널 등에 이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 3개 품목과 관련해, 한국을 수출허
가 취득절차가 간소한 ‘포괄수출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허가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기업은 이들 생산품의 신규 수입허가를 얻는 데에 통상 4~5주, 법률상의 규정대로라면 최대 90일 기간
을 소요하게 되어 그 사이 제품제조 과정에 일정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7월 4일에 이
미 실행에 옮겨졌다.
둘째 조치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상 범주의 재검토 작업인데, 보다 정확하게는 외환법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삭제하기 위한 의견모집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의견모집은 물
론 그 후 범주 재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한국에 미리 통지한 모양새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측 발표에 대해 한국에서는 커다란 반발이 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선 이들 일련의 조
치 발표에 대한 한국 측 움직임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정부와 여론의 커다란 관심이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안전보장상의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 표명하고 있고,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
정부나 관련기업이 스스로 체제를 갖추기만 한다면 관련물품 수출은 일정 기간을 거친 후 통상적인 상
태로 돌아오게 된다.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한데, 따지고 보면 이번 조치가 취해지기 전부터 모든 한국기업
이 ‘포괄수출허가제도’ 아래 관련생산품 수출을 해온 것도 아니고, 일부 기업은 지금도 개별수출허가를
받아 무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 기업에는 이번 조치가 아무런 사정변경을 초래하지는 않는 셈이다.
또한 EU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한국기업에 대해 포괄수출허가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니, 한
국기업의 수입담당자들은 동일한 작업을 일본에 대해서도 실시하면 될 뿐이지 특단의 새로운 준비를 해
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부 경제산업성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조치가 한국기업의 조업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경제산
업성의 위와 같은 ‘공식 설명’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공식 설명’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의 ‘언설’이 혼란스러웠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전해지던 날, 요미우리(読売)신문은 정부의 조치를 ‘사실상의 금수조치’로 보도했다.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545

기획세션 6-1
새삼 언급할 것도 없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절차의 엄격화가 아니며, 일본정부는
한국측이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관련 생산품을 수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요미우리 신
문은 제2차 아베(安倍)정권 하에서 총리관저 측과 좋은 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미우리 신문
관계자는 필자의 취재에 대해 이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한 요미우리 신문이 경제산업성의 공식설명과
는 동떨어진 ‘사실상의 금수조치’란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을 보면, 한국측이 이번 일본측 조치를 순수한
안전보장상의 행정조치가 아닌, 징용공 출신자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을 향해 사실상 보복조치
를 취한 것이라 이해한 것도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측의 이같은 이해는 조치 직후에 집중적으로 표출된 바,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징용공 문제와
연계시킨 일본 정부관계자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즉, 7월 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 조
치가 한국인 징용공 문제와 관련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양국 사이에서 쌓아온 우호협력관
계에 반하는 한국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른 데다가 (전 징용공 문제에 관해) G20시점까지 만족스러
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이번 조치의
‘배경’에 징용공 문제 등의 악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7월 3일에는 이 문제의 주무 대신(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올해 들어 지금
까지 양국 사이에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에 반하는 한국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른 데다가 구 한반도출
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G20시점까지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성청(省庁)
에서 상의한 결과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이유 중 하나
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올림으로써, 앞의 관방장관 발언을 굳이 ‘문장으로’ 확인시켜 주
었다. 세코 대신은 7월 2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으니 트위터의 글이 모종의 해프닝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7월 7일에는 아베 총리 자신이 후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
이 명확해졌다. 무역관리에서도 아마 제대로 안 지킬 거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역시 이번 ‘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에 징용공 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듯 총
리, 관방장관, 경제산업상이 보여준 거의 동일한 취지의 발언들은 순전한 안전보장상의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 논리상 불필요하고 상이한 외교문제를 억지로 접목시킨 구조를 띄고 있어 이번 ‘수출규제’ 조치 자
체의 설명으로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웠다. 바로 그 때문에 한국측에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논리구성 방식
이야 말로 일본측의 ‘속내’가 드러난 지점이라 생각한 것도 당연했다. 따지고 보면 일본측에서도 방송국 ‘
정보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가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전 징용공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 보도
했으니, 한국측이 동일하게 이해한 것이 신기한 일은 아니다.
그 결과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는 두 가지 감정, 즉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과 일
본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그 수출이 지탱하
고 있으며, 이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달한다고도 한다. 따라서 혹여 일본측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반도체 제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라도 하면 한국경제 전체에 일정한 영향이 나타날 것은 분
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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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의 크기에 달할 것인지, 아울러 그 전제로서 일본의
관련 생산품 수출이 얼마나 멈출 것인지가 현단계에는 전적으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측의
향후 경제상태에 대한 이같은 ‘불안’의 원인은 거듭되는 번복 속에서 징용공 문제 등에 관한 여러 ‘잡음’
이 섞여 표출되고 있는 일본측 ‘언설’이 제공하고 있다. “단순한 안전보장 상의 조치여서 큰 영향은 없다”
는 경제산업성 관계자 발언부터, 앞서 소개한 요미우리 신문의 “사실 상의 금수조치” 보도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둘러싼 일본국내의 ‘언설’은 의도성의 유무와는 별개로 명백히 혼란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측
은 이에 휘둘려야 하는 형세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사태가 한국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각종 조사기관 등이 내놓는 추산도 대략적인 계산에 그치고 있다.
한국사람들의 이러한 ‘불안’ 상황은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분명한 점으로, 문재인의 지지율
이 7월 들어 요동쳤다. 정확히 보자면, 일본측 조치가 발표된 7월 1일부터 잠시 동안은 문재인 지지율
이 상승했다. 그 배경은 직전인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개최된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거기서의 문재인
의 역할을 환영하는 동향이며, 이 시점에는 일본측 ‘수출규제’ 조치가 문재인의 지지율에 마이너스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4일이 되어 문재인 지지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조사기관은 그 이유를 일본측 ‘수출규제’ 조
치가 미치게 될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전에도 밝힌 바가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 위안부문제나 징용공문제와 같은 한일관계 관련 상황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이전 양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평소
는 한일관계에 관심이 없던 한국 사람들도 사태가 경제문제에 직결되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 생각되면 그 ‘불안’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우, 실업률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부진이 지지율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요동치는 일도 드문 일이어서, 사람들의 ‘불안’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요컨대 한일관계는, 양국관계 관련 문제에 대한 여론이 비교적 평
온함을 유지하던 시대가 한동안 지속되어왔지만, 이제 해당문제가 경제문제와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단
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이 사람들을 어떤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7월 10일이 되자, 문재
인 지지율은 반전을 보이며 상승세로 향했다. 조사기관은 반전의 이유로, 한국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정부에 특사를 파견한 것, 한국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한다고 시사한 일본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한국정부가 반박하고 나선 일 등을 들었다.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의 전개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여론조사의 숫자가 보여주는 바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로 일본정부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환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한국의 여론이 대일 강경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측 ‘수출규제’ 조치를 대하는 한국여론의 반응과 관련해 보다 직접적인 여론조사도 이루어졌다. 앞의
조사와 같은 주체인 리얼미터가 7월 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측 조치에 대하여 WTO제소를
포함한 국제법적 대응을 요구한 사람이 46%, 일본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 등을 요구한 사람이 24%,
일본에 대한 양보 가능성을 포함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 사람은 불과 22%에 그쳤다. 특히 문재인 정권
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중 ‘외교적 해결’을 요구한 사람은 불과 5%에 지나지 않으니, 정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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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이 일본에 대해 얼마나 강경한 입장인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외교적 해결’에는 앞
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가 거부당한 징용공 문제 관련 ‘재단 안’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
외교적 해결’이 일본측에서 바라는 조건 아래 한국 측이 전면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아 리얼미터는 이 문제에 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다음 주인 7월 10일에
는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참여 의지도 물었다. 이 조사에서는 48%의 사람
들이 불매운동에 “이미 참가하고 있다”고 답했고, “앞으로 참가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67%에 달했다. 한
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역사인식문제나 영토문제 등이 격화될 때 부수적인 형태로 일본제품 불
매운동이 전개되었다가 매번 구호에 그치며 끝난 바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앞으로의 불매운동이 어디까
지 확대될 지를 가늠해주지는 않는다.
불매운동의 배경에는 당연히 대일감정의 악화와 ‘분노’의 고조가 있다. 다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7
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12%로,
1991년에 이 기관이 동일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대
통령을 지지하는가 여부를 묻는 범주가 따로 없이 20%를 밑돌고 있는 것이어서, 현재 한국인들 사이에
서 당파를 초월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를 통해, 현재의 한국상황과 관련해 다른 중요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 조사에
서 한일 양국간 ‘분쟁’에 대한 책임이 한일 어느 정부에 있는지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7%, 이에 대해 61%가 “일본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으며, “양
측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13%였다. 문제는 이 숫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책임’ 숫자가 아니라, ‘한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숫자다. 예를 들어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이래, 원래부터 문재인 정권에 적대적이던 한국의 보수
언론과 야당은 사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격렬하게 추궁했다. 그런 상황은 언뜻
보기에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정권이 급속하게 궁지에 몰림으로써
일본에 대한 양보로 내몰릴 것처럼 비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이나 야당의 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중요한 지점은 보수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정권 비판의 대부분이 애당초 문재인 정권으로 하여금 일본
에 양보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의 비난은 사태가 여기에 이
를 때까지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요한 전략물자의 대일의존 상
황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의 ‘무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측 ‘수출규제’ 조치에 대
한 구체적 대응책의 결여를 문제 삼고 있다. 달리 말하면, 비난의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 일본측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가져온 ‘한일관계의 악화’가 아니며, 이 악화를 전제로 두고 정부의 준비부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의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한일양국 간 ‘분쟁’ 자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은 수치에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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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나타났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책임이 한국정부, 즉,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17%이며, 이 수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 안에서도 32%밖에 되지 않았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이 높아지기는 해도 사태가 발생한 책임은 일본측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태를 초래한 일본에 대해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여야 정치권 입장에서 내릴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며 일본에 대한
유화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과의 대결자세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한국 정치인의 발언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7월 10일 문재인은 일본측에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국민의 단합된 힘
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표명했다. 문재인은 아
울러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차는
일본측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같은 날 한국의 최대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한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
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즉각 철
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황교안은 “위기적 상황에서 정치지도자가 머리를 맞대는 모
습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일본측이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때, 한국정부와 여론도 보다 강경한 자세로 모아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기업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어 규모의 차이
속에서도 경제타격은 확대된다. 그러한 한일관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한일 양국의 대립 배
경에는 정부간 대립 이전에 양국 여론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한국측 여론이 올해 7월 일본측의 ‘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크게 나빠졌듯이 한국에 대한 일본측 여론은 작년 10월 말에 나온 징용공 문제
판결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악화되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여론의 감정악화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반응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일본정부의 조치가 타
당하다는 사람은 56%에 달하고, 반대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은 21%에 그쳤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일본측과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사태를 방치하는 한국측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한국 내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난 번 청와대 회
담 자리에 조국 민정수석이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서적을 가지고 들어가 화제를 모은 데에 나타나듯이
한국 내에서는 이를 아베 ‘극우’정권의 시책의 결과로 보고, 따라서 아베 정권만 퇴진한다면 문제는 해결
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적 관측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을 대하는 논조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지금부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5년에 아사히 신문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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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6-1
일본정부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민당과 공명당 같은 여당 지지자만이 아니라, 당시의 민주당과 공
산당, 나아가 사민당 같은 야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과반수를 크게 넘어섰다. 즉, 만일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역사인식 문제 등에 관한 일본정부의 자세가 이러한 국민 목소리에 반
하는 형태로 변화되리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실은 한일 양국에서 유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적 곤경에 빠진 한국이 일방적으로 굴복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한 그 기대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는 야당세력에 대해 일방적인 ‘기대’가 향하고 있다. 즉, 문재인 정권을 곤경에
빠뜨려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기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리라는 ‘기대’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수출
규제’는 한국 국내를 대일 강경노선으로 통합시키게 되어 ‘기대’는 ‘현실’로부터 더욱 멀어져만 가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일이 한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수출규제’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일본제품과 일본여행 불
매(boycott)를 비롯한 대항조치를 외치고 있으며, 이 목소리가 ‘수출규제’를 주도하는 아베 정권의 붕괴
와 약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 국
내의 반발을 더욱 높여 아베 정권의 집권기반을 굳히고,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만 하는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징용공 문제 등에 수반되는 역
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고, 그와 관련해, 한일 양국 사법당국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는 사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위법론’에 입각
해 징용공 출신자 등에 대한 ‘위자료’ 발생 논의를 제시했는데, 그 법적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논리상
당시의 일본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취한 시책은 모두 위법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이 지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즉 당시의 한반도를 살았던 2,000만 명을 넘는 이들의 ‘위자
료’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민법상 위자료는 상속의 대상이므로 이는 사실상 그 후
예에 해당하는 현재의 한국을 사는 5,000만의 사람들, 나아가 남북한과 재일한국인 등 ‘해외동포’를 포함
하는 7,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위자료’ 청구권을 지니게 된다. 일본정부나 기업은 당연히 일본국내의
사법부 판단에도 동시에 묶여 있는 상태이니,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불에 응하게 되면 국민대표소
송이나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과거에 한국측이 제시한 ‘재단 안’과 같은 형태의 미봉책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특히 일본측에서는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한국측 조치에 따
라 일방적으로 해산에 몰린 일에 대한 불신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정치적으
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로서, 청구권협정 자체의 규정에 따라,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기구를 활용해 한
일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법적 해석의 차이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본래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
쟁해결 절차나 국제사법재판소의 존재는 분쟁 당사국 간에 특정한 국제조약 등에 관한 해석 차이가 발생
했을 경우를 대비해 설치된 것이기도 하니, 이를 ‘자국의 사법 판단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것
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차나 기구에 의한 조정은 다름아닌 서로의 사법 판단을 조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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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이야기를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측은 안전보장상의 이유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측은 정치적 이
유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WTO 제소로 이끌고 가려 하고 있다. 어느 특정한 무역상의 조치에
대해 관계국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기능을 가진 국제기구에 중재를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바로 그런 이유로 한국정부는 WTO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는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 당연한 방법이자 모범답변적 선택이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은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문제를 포함하는 모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한 국제
기구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좋다. 만일 한국정부가 무역문제를 WTO에 회부하면서도 청구권협정
관련 문제는 회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백한 이중잣대 적용이 된다. 동북아의 선진국이자 민주주의국
가인 한일 양국이 스스로 안고 있는 국제분쟁을 국제사법의 힘을 믿고 냉철하게 해결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는 모범적 해결 방법이자 내셔널리스틱한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효과적
시책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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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6-1
The Efficacy and Limitation of the Regime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KIMURA Kan
Professor, Kobe Universit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announced its decision to impose
“trade restrictions” on Korea regarding some semiconductor parts on July 1st. Restrictions
are mainly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is excluding three materials: a) etching gas, used
to mark circuits on the surface of silicon wafers; b) photoresist, used to print circuits; and
c) fluorinated polyimide, used in OLED panels, from the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providing streamlined export processes, and requiring these materials to be exported under the Separate Export License system instead. Due to such measures, Korean companies will have to wait four to five weeks to gain permission for new imports of the above
materials, or at the longest, 90 days according to the law. This measure, which is likely to
delay the manufacturing timeline of Korean companies, has been implemented on the 4th
of July.
The second measure was reassessing the scope in which Korea fits in with regards to Japan’s export management. Japan began its opinion hearing processes to oust Korea from
the shortlist of countries under Exhibit 3 of the Export Trade Control Decree of the Foreign
Exchange Law (more commonly known as the “whitelist countries”). Opinion hearing was
conducted with the possibility of such reassessment of the whitelist in mind, which basically was a de-facto announcement to Korea that it will face more trade restrictions down
the road.
Obviously, such announcement led to a fierce backlash in Korea. This paper will first summarize Korea’s response against the announcement of such restrictive measures.
What needs to be of focus here is the great interest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have been showing on this matter. As a matter of fact, Japan is officially declaring that this
measure is for security reasons. According to that logic, the export of the relevant materials may be carried out in an ordinary manner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s long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manufacturers have the right systems in place. There seem to be
some misunderstanding; even prior to the said restrictions, not all relevant Korean manufacturers were granted the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and some still export under
the Separate Export License, meaning that the restrictions have no impact on such manufacturers. Also, the EU and many other countries do not grant the Comprehensive Export
License to Korea, so the team in charge of imports in such manufacturers just need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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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paperwork for Japan as well; they do not need to prepare a whole new process
just for Japan.
In that respect, this measure will not have a big impact on Korean firms and the Korean
economy at large, as a source from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said. The reason why Korea finds this situation grave, however, is because it does not believe the official explanation provided by the ministry. The reason to that is that the words
of Japan regarding this matter was in fact quite confusing.
For instance, when the announcement was first made, the Yomiuri Shimbun reported Japan’s measure “a de-facto embargo”. This goes without saying that Japan’s measures are
not just to tighten processes, but that they aim to stop exporting said materials regardless
of Korea’s response measures. It is well known that the Yomiuri Shimbun is on good terms
with the Abe administration, and this was in fact reaffirmed when I was interviewing a
source from the Yomiuri Shimbun. The fact that such government-friendly media used the
phrase, “a de-facto embargo”, which diverges from the ministry’s official explanation, has
naturally led Korea to believe that the measure was not an administrative one for security
reasons, but rather a retaliatory one to get back at Korea on the forced labor issue.
Such understanding from Korea’s side was further solidified as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linked the trade restrictions with the issue of forced labor. On the 2nd of July, while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denied the restrictions a “countermeasure” to the
issue of wartime forced labor, he also commented that, “there have been negative moves
on Korea’s side which went against the friendly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enjoying, and there has not been a satisfactory resolution (regarding the issue of forced
labor) until the convening of G20; so we have to say that the trust relations have been
substantially damaged.” He basically commented that the reason behind trade restrictions
had to do with the thorny issue of forced labor.
Japan’s Trade Minister Hiroshige Seko made an effort to reaffirm Suga’s words in writing by
tweeting on the 3rd of July that one of the reasons behind the measure was that, “negative
moves on Korea’s side have continued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which goes against
the long-standing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ince the wartime
forced labor issue have not come to a satisfactory resolution by the convention of G20, the
relevant ministries had no other way but come to a conclusion that the bilateral trust relations have substantially been damaged.” Since Minister Seko said similar words at a press
conference on the 2nd of July, it seems that his tweet is substantiated.
On the 7th of July, Prime Minister Abe himself appeared on Fuji Television and sai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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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w clear that promise between countries is not upheld; it is only natural to believe
the same applies to trade management,” making clear that the reason behind the trade
restrictions is the fraying bilateral relations due to the forced labor issues, etc. Such similar
comments provided by the Prime Minister, Chief Cabinet Secretary and Trade Minister had
irrelevant diplomatic issues forcefully weaved into the logic of security issues regarding
trade management, which made the explanation for trade restriction very unnatural. That
is exactly why Korea felt that this unnatural flow of logic was where Japan’s actual intention
lied. It was therefore not odd that Korea understood the situation a certain way, as most
of the informative programs on TV and other media outlets all reported the news of trade
restrictions in relation to the forced mobilization issue.
As a result, two sentiments prevail in Korea with regards to Japan’s measures. Anxiety
about the future of its economy, and anger against Japan. As a matter of fact, the Korean
economy is founded atop semiconductors and exports of semiconductors; they comprise
a whopping 6% of Korea’s GDP. If Japan’s trade restrictions deal a blow to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hen it is only obvious that the impact will spill over to the economy at large.
What’s important is that it is unclear at the moment how big an impact the restrictions will
be, and how much of the relevant materials export will be halted. The anxiety Korea feels
about the future of its economy is brought about by the conflicting words of Japan that
have their roots in the issue of forced labor. The words vary from “there will be no sizable
impact as these restrictions are simply for security reasons” by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o a “de-facto embargo” by Yomiuri Shimbun. Such conflicting explanations, regardless of underlying intentions, are causing confusion; and Korea
is just swayed by the different explanations, hands-tied. Such circumstances prevent any
clear forecast of th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nd any projections by various institutes are at best only guesses.
Such anxiety is reflected on the polls. President Moon’s approval ratings fluctuated in July.
More accurately speaking, from a short period from the 1st of July when Japan announced
its restrictions, his approval rate shot up. The reason being that the Korean people approved
of his role in the 3rd US-North Korea Summit held at Panmunjom on the 30th of June,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Japan’s announcement. At this time Japan’s announcement did
not yet have a negative impact on Moon’s approval ratings.
However, Moon’s approval began to plunge on the 4th of July. Research institution analyzed that the reason for the fall was the anxiety around trade restrictions’ possible impact
on the economy. As it is known from history that approval ratings of Korean presidents
have not been swayed by changes in Korea-Japan relations, such as comfort wome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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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s or forced labor issues, this is something new. This means that Korean people, once
uninterested in Korea-Japan relations, change their views about presidents or parties due
to anxiety when the plunging relations seem t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economy and,
ultimately, on their live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for the Moon administration because
Korea’s sluggish economy, with its historically high unemployment rate, is affecting his
approval rate greatly. It is also rare for the approval rating to fluctuate so widely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 case in point that people’s anxiety is widely permeating. In short,
there has been quite a status quo for some time regarding Korea-Japan relations, but now
the issue has turned a corner as economic issues kicked in.
The real issue here is where this anxiety is leading people to. On the 10th of July, approval
ratings for President Moon made a turn and shot up. Research institutes cited the reasons
for this to be: a) the government dispatching a special envoy to the US regarding this issue; and b) rebutting the claim of a Japanese government official that Korea is smuggling
strategic assets to North Korea. The continued instability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how
things will fold out going forward, but the polls show that Koreans are welcoming Moon’s
strong stance toward Tokyo on this issue, and that the sentiments are building up for a
hard-liner stance towards Japan.
A more direct opinion poll regarding the response to Japan’s trade restrictions was also
conducted. According to Realmeter, which also conducted the aforementioned approval
rating poll, conducted an opinion poll on the 3rd of July regarding Japan’s measures. About
46% of respondents requested airing its complaints to the WTO and to have internationally
concerted countermeasures, and 24% asked for economic countermeasures, while only
22% spoke of a diplomatic solution including possible concessions on Korea’s side. Only
5% of supporters of the Minjoo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ruling party, asked for a
diplomatic solution, showcasing how firm their stance is against Japan. One thing to make
clear is that this “diplomatic solution” included the proposal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he former forced laborers that Seoul suggested to Tokyo to no avail,
meaning that this solution is not a total concession on Korea’s side under Japan’s terms.
After seeing that people were greatly interested in its recent polls, Realmeter conducted,
on the 10th of July, another poll on this issue and asked people’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boycott against Japanese products. Forty-eight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y are already taking part, and a whopping 67% said that they will be
participating. There were a few short-lived boycotts against Japanese products in Korea
whenever issues of diverging historical perceptions or territorial issues intensified, but this
does not tell anything about how the current boycott will fold out go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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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the boycott of course is the deteriorating sentiments towards Japan and the escalating anger of the Korean people. According to another survey conducted from the 9th to
11th of July by Gallup Korea, those who responded to “feel positively about Japan” were
a mere 12%, a historic low since the surveyor started this survey in 1991. This number,
below 20%, did not even include whether the respondent supports the current president,
which illustrates how the negative sentiment towards Japan is so widespread, irrelevant
of political tendencies.
These findings by Gallup Korea tell us more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e same
survey also asked whose fault it is regarding this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turned out that 17% replied that “the fault is on the Korean government”, 61%
responded that “the fault was o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13% replied that “both
governments are at fault”. Here we must focus on how to analyze these numbers.
What’s important here is not the number of votes casted for the fault of Japan, but the
votes for the fault of Korea. For instance, since Japan’s announcement of its trade restrictions, the conservative media and the opposing party, already hostile against the Moon
administration, fiercely held the Moon administration responsible for such crisis. This does
actually seem as if Japan’s measures will raise more criticism against the Moon administration, put it in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and leave it to have no choice but to
concede to Japan.
However, things are not as they look from the outside if we look deeper into the logic of
such conservative media or the opposing party. First and most importantly, most of the
criticisms raised by the conservative media or the opposing party is not shaped in a way to
nudge the Moon administration to concede to Japan. They are criticizing the government
for its inaction in the escalation of conflicts, more specifically its lack of plan B measures to
put in place when being cut off from critical strategic assets, of which Korea is highly reliant
on Japan, and the lack of countermeasures to the trade restrictions going forward. In other
words, the object of criticism is not the deteriorat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at led to Japan’s trade restrictions, but the lack of readiness or effective counter-policies
on Korea’s side, under the precondition that relations have worsened.
This showcased in Gallup Korea’s opinion polls where it asked for who to take accountable
for the conflict itself. Despite criticism from the opposing party, Korean people who believe
that the fault of this crisis lies in the Moon administration was only 17%, and the number
was just 32% even amongst those who did not support the president.
This means that while anxiety is rising in the Korean society regarding Japan’s trad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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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ions, people believe that Tokyo is at fault, which in turn is leading to escalated anger
against Japan. In that respect, the politically reasonable decision for the political circles of
Korea to make is not to go against such sentiments and adopt a conciliatory approach, but
to take a hard-liner stance to Japan and live up to people’s expectations.
And this is what we are already hearing from politicians of Korea. While President Moon,
on the 10th of July called for a diplomatic resolution to Japan, he showed his firm stance
by commenting that, “while our companies may temporarily have a hard time, we will be
able to get over this as we have many times done so in the past with our concerted effort.”
He furthermore stated that, “the shaken trust with Japan regarding our manufacturing cooperation will work as an opportunity for Korean manufacturers to break away from their
reliance on Japan for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diversify our import origins or even
localize production,” adding that Japan will be incurring a larger loss than does Korea.
Chief of South Korea’s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Kyo-ahn Hwang, also commented on the same day that, “it is clear that the economic retaliation Japan is committing
is unacceptable and wrong,” and added that “[he] sternly renounces such economic retaliations and strongly calls for an immediate withdrawal of the measures.” Hwang also went on
to ask for an all-party support pronouncing, “political leaders coming together at the time
of crisis in and of itself will encourage the Korean people.”
It is thus apparent that while Japan is strengthening its posture against Korea,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are also converging into a hard-liner posture. In the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ms are struck and a negative impact on the economy,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size, is inevitable. Such bilateral relations are likely to
last for some time.
Then how are we suppose to deal with the current situation? It is clear that behind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 opinions of the two
countries. While the Koreans’ sentiments towards Japan sharply deteriorated from this July
with Japan’s imposition of trade restrictions, Japanese’ sentiments toward Korea plunged
substantially last October with the Korea Supreme Court’s verdict on wartime forced labor.
Japan’s worsening sentiments toward Korea is also showcased by its people’s reaction to
the recent trade restrictions. According to an opinion poll conducted by the Asahi Shimbun,
56% of respondents said that Japan’s measures were reasonable, while only 21% replied
that they were not. Underneath such numbers lies Japanese’ anger towards Korea for not
acceding to negotiate and leaving the situation unattended.
Korea, however, does not seem to well understand the gravity of the current situ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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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 the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Cho Kuk garnered much popular interest,
stepping into the last summit with the book “The Real Face of Japanese Meetings” in his
hand. As this incident showcases, the popular and rosy Korean belief repeatedly shown is
that the recent measure was a decision made by the far-right Abe regime, and that the end
of the Abe regime will fix everything.
The atmosphere in Japan is not like that. Going back five years in time, according to a joint
opinion poll conducted by the Asahi Shimbun and the Dong-a Ilbo in 2015, those who wer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with regards to the comfort women issue were not only supporters of the ruling parties like Liberal Democratic Party or Komeito, but also a big majority
of the supporters of opposition parties such as the Democratic Party, Japanese Communist Party and eve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his means, that even with a turnover of
political power, Tokyo’s stance regarding thorny issues such as historical perceptions is
highly unlikely to flip to stand against the majority opinion.
This actually means that similar situations are taking place in both two countries. Japan is
hoping that Korea, in an economic plight due to the trade restrictions, will fully concede to
Japan; and that the opposition parties that stand in confrontation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will help this dream come true. In other words, it’s a hope that a turnover of political
power resulting from the struggling Moon administration will fix everything. To Japan’s
dismay, trade restrictions are actually gluing Korea into one gigantic group of hard-liners,
causing Japan’s hope to drift even farther away from reality.
It’s not so different in Korea. Faced with such trade restrictions, Korea is now calling for
countermeasures including a boycott against Japanese products and travels, and hopes
that such actions will lead to a weakened, and eventually the collapse of the, Abe administration. Such countermeasures, however, actually does just the opposite; they solidify the
foundation of the Abe administration by fueling Japanese (including the opposition party)
anger towards Korea.
Then what can and should be done? Behind this scene are the diverging historical perceptions leading to the forced labor issue; and we cannot let the judicial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keep holding different views on the agreement on claim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former forced laborers, etc. have the right to claim for compensation
based on the “illegality of Japanese colonial rule”. Application of this legal theory implies
that all measures taken by the then-colonial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re illegal, and that all those under colonialist rule, over 20 million people
living on the peninsula at the time, are vested the right to claim for compensation. As the
Korean Civil Law prescribes that compensation is inherited, this means that the off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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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ll those people, 50 million Korean people living in Korea now, as well as an extra 20
million Koreans living in North Korea, Japan and other countries, all attain this right to claim
for compensation. A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ompanies are also subject to the
rulings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when the Japanese judiciary agrees with the verdict
of the Korea Supreme Court, additional claims for compensation may be filed via citizen or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Under such circumstances, a temporary remedy like the proposal by Seoul to establish
a foundation cannot put an end to the situation. Since the Japan-funded foundation established in December of 2015 under the agree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was
dissolved unilaterally by Korea, the resulting distrust makes it politically difficult for Japan
to accept such an offer.
Then the only viable option left is to follow the provisions of the claims agreement or bring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djust the discrepancies in legal interpretation on historical percep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and
the utilization of the ICJ under the claims agreement are included in case discrepancies
arise in the interpretation of certain international treaties between the relevant nations; so
it is not adequate to avoid the process with an excuse that one cannot overturn the decision of its supreme court. Such processes and settlement through the ICJ are indeed in
place to help adjust the judicial decisions of both countries.
The same can be applied to the recent trade restrictions imposed by Japan. While Japan
claims that the measures are reasonable measures for security reasons, Korea wants to
take the issue to the WTO, saying that the measures are unreasonable and for political
reasons. It is only a matter of course that when there are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regarding trade measures, the relevant countries take the matter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ttlement; and that is exactly why Korea is taking the matter to the WTO. This
is an expected course in an international conflict, and indeed the correct way to go.
It is thus only logical that the two countries eagerly take all issues including the issue
around claim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CJ. If Seoul takes the trade issues to the WTO but avoids take the claims issue to an international court, then this is but
double standards. I believe the two advanced and democratic nations of Northeast Asia
rationally resolving conflicts via relying on the power of international justice is the exemplary resolution that brings peace to the region as well as an effective measure to calm the
nationalistic sentiments going overboard. I would like to hear some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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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정
NAM Kijeong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남기정 박사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
이다. 일본 도후쿠 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했으며, 국민대 교수로
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직했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 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정치적 표상과 생활
세계의 실상>(공저)와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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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로의 이행과 한일관계 재구축: 지정학과 역사의 교차점에서
남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1. 2017년에서 2019년으로

(1) 신한반도체제와 한일관계
신한반도체제란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무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무대로 변화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
서다. 이를 위해 동북아에 전쟁의 논리를 강요하는 두 개의 전후를 극복해야 한다.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와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한국전쟁 전후가 한반도에서 중첩되어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켰던 것. 그것이 2017년 위기의 본질이다.
2018년은 ‘두 개의 전후’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한 해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냉전
체제 위에 성립한 한일 1965년 체제 해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4월의 판문점회담과 10월의 대법원 판
결은 불가분의 하나이다. 신한반도체제에 조응하는 한일관계 구축이 과제로 부상했다. 동북아 냉전과 한
반도 정전을 보증하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하위동맹으로 존재하던 한일관계는 신한반도체제에 더 이
상 어울리지 않는다. 1965년 체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길은 차단되었다. 동북아 냉
전과 한반도 정전을 극복하는 남북일 3각 평화협력의 밑변으로 재구축된 한일관계가 신한반도체제 시대
의 한일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이면에서 한일관계는 2018년에 위기를 맞이했다. 한국은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켜 온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종식시키려 했다. 일본은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전제로 성립한 동
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이것이 한일 사이에 지정학의 전선을 형성했고, 정전과 냉전
을 해석하는 역사적 층위가 어긋나면서 상호불신을 증폭시켰다. 이것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의 배경이다.
(2) 일본의 안보구상과 한국
한국의 외교 노력과 미국의 중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이다.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 일방주의 외교의 전형이다. 주장하는 외교에서 행동하는 외교로 나선 것
이다. 일본도 ‘전후’에 결별을 선택했다. 이러한 일본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미일동맹을 재구축한다」
는 제목으로 2017년 9월에 나온 전략보고서가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 내린 그 결론은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2015년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 때문에 한일관계가
냉각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화해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함께 일본
이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결론이다. 이번 수출규제 무역전쟁 도발에 아베 총리와 그 주변
이 공유하는 대일인식이 거칠게 반영되어 있다.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561

기획세션 6-1
이쯤되면 아베가 추구하는 역사수정주의가 지정학과 만나 바야흐로 정책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그 주변이 구상하는 일본의 재기는 메이지유신의 일본이나 대동아공영권의 지도국 일본의
부활이 아니다. 그 정도로 몽상가는 아니다.
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1920년대 일본의 외교를 모델로 한 것이다. 제국주의 열
강의 협조에 불과했던 국제협조주의의 기치 하에 국제연맹을 이끌었던 영광의 일본 외교가 그 모델이
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원이 여기에 있고, 100년 만에 다시 일본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의 기수
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도발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에 나온 것은 일본이 바라보는 1919년이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었다. 우리가 윌슨의 민족자결에서 기회를 본 이면
에서 일본은 안정적인 조선 지배에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파리강화회담에 대한 정반대의 인식이 2019
년에 재현된 것이다.
일본이 먼저 주장하고 미국이 받아들인 모양새로 전개되는 인도태평양 전략도 재기하는 일본 구상의 일
환이다. 트럼프의 미국을 상대로, 한편으로는 미일동맹에 미국을 묶어 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일본을 버릴 때를 대비한 이중의 포석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일본은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갖는 미국과
전략적 이익을 선점하여 공유하는 한편,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빠져 나갔을 때를 대비하여 이 지역에 돌아
오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과의 관계를 정력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과거 이 지역, 즉 아프리카 동부에서 인도를 거쳐 인도차이나에 이르는 이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
지였다는 점을, 그리고 1920년대 영광의 일본 외교가 이들과의 협조외교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기 바란
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옹호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Priority Poli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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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개발협력 중점과제: 아시아대양주, 아프리카

○ 인도태평양전략과 일영/일불 협력

2.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
(1) 조치의 내용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뒤 한 달 만인 지난 8월 2일,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더 이상 화이트국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수출허가절차 관리와 관련한 국가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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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했다. 종전 화이트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그룹A로 범주화하고, 비 화이트국가들은 그룹B, 그
룹C, 그룹D로 구분했다.
한국은 그룹B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
리아그룹,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일반 무기 및 첨단 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
나르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들이다. 그룹B에 속한 국가든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룹A 국가보다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가 복잡하다. 게다가 일본정부가 군
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한국 경제에 결정
적 의미를 지니는 산업 분야를 겨눠 일본 정부가 생사여탈권을 갖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위
협의 수위는 여전하다.
그 수위는 WTO 규정들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회색지대에서 ‘저강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복
합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서 일본의 의도를 ‘저강도 복합전
술’로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조치 또한 복합전술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1.17. 수소경제 선언, 수소경제를 위해 필요한 탄소섬유는 전량 일본에 의존), AI, 로봇, 의료,
우주산업 등 4차 산업, 태양광 관련 산업을 조준할 가능성에 주목할 있다.
한편 경제 조치에 정치적 압박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대북 재제 유지를 요구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국제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선동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파탄시킬 수도 있다.
(2) 조치의 배경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의 공식 설명은 안보상의 신뢰를 이유로 무역관리체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규제로 인해 자국 수출기업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와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교란함으로써 예
상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한 일본의 조치가 단지 ‘무역관리체제의 검토’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사
람은 없다. 그래서 일본의 의도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크게 두 가지 배경과 두 가지 원인이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민 정서라는 배경이다. 일본에서 지
난 10여 년 동안 군불처럼 달아오르던 혐한 논리가 조선멸시로 번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BTS와 트
와이스 등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로 표현되는 제3차 한류 속에서 비록 대중 수준에서는 잦아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베 총리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재화한 조선멸시 정서가 한국 특수론의 형태를 빌어 여과 없
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멸시의 핵심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이지유신으로 서구적 근대화에 먼저 성공한 일본
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약속 체계인 만국공법의 선생이 되어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믿음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조선이 먼저 교화의 대상이 되었다.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
도조약은 실천의 장이었다. 이후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약속 파기로 문제 삼아 야금야금 침탈해 들
어온 것이 한반도-일본 관계의 근현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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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구조적 배경으로, 국력의 수렴이라는 현실이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의 1인당
GDP 차이는 9배에 달했다.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이 제공한 무상 3억 달러는 당시 한국 정부예산 31억 달
러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일본은 1964년 이미 OECD 가입을 마친 상태였고, 1968년에는 독일
을 제치고 GDP규모 세계 2위 국가로 올라 선 반면, 한국은 1960년대 내내 1인당 GNP에서 세계 60위
권을 맴돌았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것은 일본에 32년 뒤진 1996년의 일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
본 제품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으려면 30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한국이 2000년대에 들어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일본이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분
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선두 주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이 강세를 보이던 소재 부품산업에서도 점차 격
차가 좁혀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이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급증으로 재정 적자
와 제로 성장이 만성화되었다. 현재는 한국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긴 하지만, 이 조차도 한·일의 수평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저울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경제산업성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액면 그대로 ‘무역전쟁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3) 조치의 의도
위의 두 가지가 최근 10여년의 긴 변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면 아래의 두 가지는 지난 2018년의 한 해
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 것들이다. 먼저 지난 한 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개시
로 정전체제 종식의 역사가 시작된 한 해였다. 이에 일본은 시종 무대의 언저리에서 맴돌며 평화프로세
스를 방해했다. 평창올림픽의 개막을 축하하러 온 아베 총리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요구하며, 세계의
평화 축전을 배경으로 막 시작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반도 질서의 전통적 이해당
사자 의식이 부활하는 장면이었다.
미국 워싱턴의 주류인 미·일동맹주의자들을 동원해서 이에 저항하던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
담이 개최되자 갑자기 북·일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나섰다. 납치 일본인 문제가 가시가 되어 북·일 정상
회담의 진행이 난망하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지분을 주장하며 일본이 내 놓은 압박카드가 이번 수출
규제조치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며 내 놓은 근거로 북한으로 전략물자
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예시했으며,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의 규제를 강화한
다는 논리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10월 30일의 대법원 판결이야말로 일본의 도발 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후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협정 2조 위반이라며 여러 경로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고, 청구
권 협정 3조에 따른 외교 협의와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
하는 것이라고 하여 거부해 왔고, 피해자들은 일본의 가해 기업을 상대로 재산 압류와 현금화 절차를 진
행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적 허가로 바뀌게 되면서 걸리는 시간이
대략 90일이다. 압류 재산의 현금화에 걸리는 시간이 또한 그 정도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일본의 조치가 이 시점을 노린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오히려 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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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이번 수출제한조치가 안 그래도 WTO 위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상
황에서 이에 정치적 이유를 달 수 없는 입장이다. 그 경우엔 명백한 WTO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그
연관성을 애써 부정하고 있을 뿐, 일본의 속내는 한국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에 있다.

3. 한국의 대응 움직임
(1) 장기전에 대한 대비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일까? 피해자 몇 사람의 배상액이 문
제라면 이렇게까지 도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한·일 기본조약과 배상 원칙을 비켜서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1965년 체제’에 있다. ‘강제동
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판결이, 역사적 층위와 지정학의 전선을 모두 건드리면서 한·일관계의 시
공간을 총체적으로 변경하게 되는 임계점에 한국과 일본이 도달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 주었던 것이
다. 바야흐로 ‘1965년 체제’ 종식의 역사가 개시된 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한·일관계의 변화 양상으로 인
한 동아시아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늠질하며 이에 극력 저항해 나온 것이다.
다만 일단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 입장에서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명백한
WTO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저강도의 위기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와 기
업이 그물망 같은 소통과 협조로 움직이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소재 부품 산업 분
야에서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대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생태계로 개편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
간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저팬 보이콧’의 움직임을 조직화하고 있는 시민사회도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호응하고 나섰다.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부근에서 시민사회단체 600여 곳의 연합행사로 열린 ‘아베 규탄 시민행동’ 3차
촛불 문화제에는 열대야에도 주최 측 추산으로 1만 5,000명이 모여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결의를 다
졌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올해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주장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우리
국민이 꿰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제법 위반’ 논쟁
한국 정부가 앞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일은, ‘국제법 위반’을 둘러싼 법리 싸움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번지고 있는 조선멸시의 배경에 ‘국제법 위반’이라는 딱지 붙이기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
동안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 오지 않은 정부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그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집중해 있던 상황에서 투입 가능한 외교력의 한계가 있었을 수 있고,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부담스
러웠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대해 적극 반격해야 할 시점이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1905년부터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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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의 대한제국과 일본의 모든 협약 및 조약을 원천 무효로 해석하고 있는 1965년 기본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동안 이 조약에 대해 ‘합의할 수 없음에 합의’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과 이를 용인한 관습법에 따라서도 국제법 위반일 수 없다.
일본이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논리 가운데, 국내법에 대한 조약의 우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사법부
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음을 들어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 판례로도 주목받는 사건으로
‘光華寮事件’가 있다. 국가 간 관계의 범위 밖에 사인 또는 비국가조직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
본의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일본 외무성 ‘국제법과’의 판단과 설명도 스스로 해석하는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개인청구권을 부정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일본의 해석은 개인청구권은 있으나, 소권
이 없다는 것인데, 소권이 없다는 것은 개인이 재판소에 청구할 권리는 있으나 ‘출구’가 없다는 것이다. 이
는 결국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아가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이
또한 국제법 위반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배상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청구에 응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야 말로 일본이 부정한 외교보호권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권 협정 2조 위반
으로, 일본의 논리에 따르면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이 저지르고 있는 국제법 위반의 결정적 사례는 A급 전범의 야스쿠니 합사 문제다. 일본은 극동국제
군사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전후 일본 국가 존립의 대전제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A급 전범에 대한 사면은 국제사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국제사회는 A급 전범을 사면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조
항을 무력화하고 국내법에 따라 이미 사면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상태이다.
한편 일본 측의 요청은 청구권 협정 밖에서 일어난 일을 청구권 협정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태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청구권
협정 해석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협의의 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확인하건대, 대법원 판결은 전시에 조선인을 강제동원해서 노역시킨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인 바, 이런 판단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
라서 기본조약에 대한 해석에서는 1910년 조약의 원천 무효라는 입장에 입각해 있다. 한편, 청구권 협정
에 대해서는 해석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기본조약에 대한 해석에 문제를 제
기하여 시정하고, 청구권 협정에 대해 엇갈린 양국의 해석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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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6-1
4. 일본의 정치지형과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
(1) 일본 우경화 프레임의 한계
한편 장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우경화하는
지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려와 전략이 필요하다. 문제는 ‘일본 우경화’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태도다. 이를 위하여 아래 <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우경화란 동맹에 대한 태도(자주/동맹)와 헌법에 대한 태도(호헌/개헌)의 교차로 만들어진 매트릭
스에서, <1. 호헌/자주국방>과 <2. 호헌/미일동맹>의 쟁투에서 <2>의 승리로 ‘전후사’가 종결되는 90년
대 이후 개시되어, <2. 호헌/미일동맹>과 <3. 개헌/미일동맹>의 쟁투에서 <3>의 승리가 가시화되는 과정
을 거쳐 <3. 개헌/미일동맹>과 <4.개헌/자주국방>의 쟁투로 대립전선이 이행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정치지형>
1.호헌/자주국방

4.개헌/자주국방

사회민주주의자

국가주의적 개조론자

제도적 자유주의자

정치적 현실주의자

2.호헌/미일동맹

3.개헌/미일동맹

‘국가주의’의 대두로서 우경화는 이 스펙트럼상에서 <4>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력에 <4>보다 왼쪽에 있
는 영역이 <4>의 방향으로 이끌려오는 현상이다. 그런데 <3>과 <4>의 영역 사이에는 사실은 건너기 어려
운 간극이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는 근대 ‘국가’가 호명하는 낭만적 요소와의 사상적 결투 속에서 나온 정
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3>의 영역에서는 <4>와 대결하면서 <1>과 <2>의 영역을 이끌어오려는 힘이
발생한다. 이러한 힘이 이끌어내는 변화는 우경화와 구별되는 ‘보수화’로 이해되는 현상이다.
보수화는 외교 안보정책이 기원하는 국제질서관이 자유주의(liberalism)에서 현실주의(realism)로 크
게 이동하고, 현실주의의 영역 안에서 중상주의적 현실주의(Mercantilism)에서 권력정치적 현실주의
(Realpolitik)로 이동한 뒤, 다시 권력정치적 현실주의의 영역 안에서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에서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변동을 외교안보
정책의 보수화로 개념화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보수화’란 ‘평화의 이상’보다
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일동맹의 심화 및 강화를 추동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위안부와 관련한 2015년 합의는 일본 국내적으로는 제도적 자유주의자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
의 타협의 산물이다. 합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 <4> 등 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며, 합의에 찬성
하는 사람들은 <2>와 <3>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은 2015년 합의를 불충분한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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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정하는 입장이며, 한국에서 합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들
은 결코 다수가 아니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대신 아사히신문이나 마이니치신문, 도쿄
신문이 주장하는 ‘합의 인정-보완’의 방식이 일본의 리버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방식이다. 그
이유는 <2>의 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강대국 현실주의가 주조하는 ‘힘의 국제정치’ 보다는 자유주의가 만
들어내는 ‘법에 기초한 국제정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즉 전후 평화국가의 존재가 ‘합의는 합의로서 지
켜져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3>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
요성에서 2015년 합의를 수용한 사람들이다.
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가 <2>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하면, 위
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제3의 해법을 목표로
제시하여, 역사화해와 평화구축의 로드맵을 <2>의 영역의 일본 시민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
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딱지 붙이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공을 펼쳐야 하는 이유이다.
(2) 2019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정치지형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7월 21일 실시되었다. 참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
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을 확보했다. 둘째, 정부 여당을 포함해서 개헌파 의원 의석이 개헌 발
의가 가능한 3분의 2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셋째, 야당의 아베 비판이 조직적으로 표출되어 교두보를 확
보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전을 치루는 동안 ‘안정이냐 혼란이냐’는 선택지를 던졌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에 과반
의 의석을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 일본 국민은 아베에 신임을 보내 안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라는 대답을 내 놓아 균형을 잡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점에서 특기
할 만하다. 먼저, 지난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파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했었다는 것과 대조해서, 이번에
는 일본 국민이 이러한 참의원 구성을 부정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주목할 것은 이번 참의원 선거가 중
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아베가 주도한 선거에서 처음으로 개헌을 정면에서 다룬 선거였다는 점이다. 개헌
을 화두로 던진 선거에서 이를 견제하는 국민의 의사가 표출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미 중의원에서 개
헌파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의원에서 이를 저지했다는 것은 일본 국민이 다시 절
묘한 균형을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 번째 결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1인에서 6인까지 선출하
는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매우 복잡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1인 선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32개 1인 선거구에서 야당들은 통일후보를 내세워 여야 격돌 구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는 22대 10으로 여당의 승리였지만, 그 내용에 주목하면 아베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아베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서 반대가 조직화되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오키나와(沖縄)와
니가타(新潟), 그리고 아키타(秋田)현이다. 각각 미군기지 이전, 원전 재가동, 이지스 어쇼어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확실한 전선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모두 야당 후보들이 이겼다. 개헌에 제동이 걸린 것까지
함께 고려하면 아베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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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야당 가운데 아베 비판을 가장 선명하게 보인 일본공산당과 입헌민주당이 선전했다는 사실도 주
목할 일이다. TV에서는 입헌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베의 이번 보복적 조치에 대해 논리가 지리멸렬하다고
몰아세우는 장면도 있었다. 넷우익이 장악한 인터넷 여론은 입헌민주당의 이러한 태도에 뭇매를 가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입헌민주당은 의석수를 늘리는 성과를 올렸다. 레이와 신선조의 등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명백히 메이지유신(아베 자민당)과 헤이세이유신(유신의 회)에 반대하는 전선
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이 한국 때리기를 수습 국면으로 가져가려는 일본 정부의 고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
의 궁색함이나 초조함은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해결 시한을 넘긴 18일에서 투표일인 21일 사이에 보인
어정쩡한 태도에서 읽을 수 있다. 아베의 한국 때리기가 보수우익 결집을 위한 참의원 선거용이었다면 추
가조치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에서 그러
한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나온 반응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인 것이었다. 종래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바로 가져가겠다는 입장도 나오지 않
았다. 오히려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협의나 중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여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
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바로 그날 고노 외상이 남관표 대사를 불러서 대놓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결
례는, 대응의 수위를 고민하는 일본의 초조감이 거칠게 나타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서 표출된 일본 국민의 의사와 일본의 정치지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아베
의 일본을 상대하는 맞춤형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아베를 악마화하여 모든 것을 음모와 술수로 파악하면
일본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 아베에 대한 과잉 독해를 경계하자. 그로부터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강
제동원 문제에 명예로운 새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5.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과제들
(1) 북한 비핵화와 북일 국교정상화
그렇다면 당장의 위기 국면에서, 아베의 일본을 상대로 신한반도체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실천할 것인가?
신한반도체제 하에서 남북일 평화삼각형의 밑변으로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큰 전략
과 궁극의 목표 설정 없이 한일관계는 관리되지도 않을뿐더러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재구축도 불가능하
다. 그래서 다시 큰 전략과 궁극의 목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당면 위기도 이러한 장기적 과제의 해
결 속에서 그 돌파구가 모색될 수 있다.
세 가지 목표와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당면 과제, 과거사 문제 풀이, 그리고 미래 구축을 위한
한일협력이다. 현재의 당면 과제를 풀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 구축을 위한 한일협력은 한반도 비핵화
에서 일본의 역할을 견인해 내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역사적
연원은 1988년 7.7선언에 있다.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은 한소 한중 국교정상화로 만들어진 불리한 국제
환경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려면 북미간 협상의 진전과 동시에
북일 국교정상화가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을 건너뛰려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북일 사이에 자리를
잡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동북아 평화체제의 공공재로 삼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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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조약
이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조약의 창출이라는 동아시아의 미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이어지는 고리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은 동아시아에 다자적 안보협력체를 건설하는 데에서 마련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핵 없는 북한’, ‘핵 없는 한반도’, ‘핵 없는 동북아’를 연계하여 기회의 상승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북아에는 비핵무기지대 조약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의외로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에
서는 한국이 일본의 비핵3원칙을 평가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비핵평화의 가치를 공유했다. 2002년의 북
일공동선언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한다는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북일 양자 사이에서도
비핵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세 변의 양자 사이에서 확인된 비핵 평화주의를 남북일 공동의 인식으로 엮어내는 것으로 동북아
시아에 비핵무기지대를 창출해 낼 수 있다. 비핵평화는 아베 조차도 쉽게 부인하지 못화는 일본의 국시
이며, 일본의 시민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이다.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일본에서 반전 비핵평
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재조직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고민
이 필요하다.
(3) 새로운 100년을 위한 남북일 공동선언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사 청산의 한일협력이다. 신한반도체제에 어울리는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
가? 1876년 이래 진행되어 온 비정상적 한반도-일본 관계를 어떻게 총괄하여 극복할 것인가? 무역전쟁
도발이라는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반전시키는 노력이 여기에서 경주되어야 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한일관계의 원인은 다름 아닌 1965년 체제 그 자체이다. 1965년
체제란 그 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했음에도, 이들 조약과 협정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 때문에 그 기초가 늘 흔들려 왔던 것을 표현하는 용어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식민
지 지배의 불법성 문제이다.
한일기본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해석에 입각해 있다.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오랜 교섭 끝에 한국과 일
본은 ‘합의할 수 없음에 합의’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접었던 것이다. 이후 양국은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한
일관계의 기초가 흔들릴 때마다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문제를 봉합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대법원 판결
이 나온 이상 이제 더 이상 한일관계가 봉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봉합이 아니라 근본
적인 원인치료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1965년 조약과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을 일치시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이 있을 수 있다. 아베의 일본을 상대로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1965년 체제의 한계에 주목하면 비
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19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 온 역사에 주목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희망
의 물꼬를 튼 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조직된 우리 시민사회였다. 민주화를 이룬 영역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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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한 시민사회가 우리 정부를 움직여 일본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일본의 역사인식이 조금씩 진보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고, 1995년 무라야마담
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는 한국 국민
을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고, 2010년 간 나오토 담화에 이르러
서는 식민지 지배가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식민지 지배의 불
법성을 확인할 논거가 될 만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문서화하여 한국과 일본
이 공유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를 징검다리 삼아 북한과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기본 인식으로 공유한다면, 2002년
북일공동선언에서 일본이 약속한 경제협력은 배상의 명목으로 전환되어 북일국교정상화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일과 북일 양자 사이에 공유된 인식을 삼자 사이에서 확인하여 남북일 공동선언
으로 엮어 낸다면 한반도-일본의 과거사를 총괄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6.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이중과제
일본의 이번 일방주의적 조치는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일 불평등조약 체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었다. 우리는 강화도조약이라는 불평등조약을 개정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로부터 해방되어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확실히 불식하
지 못했다. 일본에 의해 불평등한 방식으로 근대 국제체제에 편입된 이래 한반도는 전쟁과 대립의 무대가
되어 왔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무대로 한 세 차례의 동북아전쟁들이었다.
한국전쟁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유제 극복과 근대화의 방법론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이 전쟁으로 귀
결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근대화가 왜곡된 것은 청일전쟁이, 조선이 식민화의 길에 들어선 것은 러
일전쟁의 결과였다. 한국전쟁의 뿌리가 한반도 근대사에 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은 한국전
쟁의 후방기지 국가로 전쟁에 깊숙이 관여했다.
한국전쟁이 남긴 정전체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근대이래 세 차례의 동북
아전쟁을 총괄해서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무대로 전락하게 된 최
초의 원인제공이 강화도조약이었다고 하면 신한반도체제 구축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총괄해서 정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일 1965년 체제 극복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함께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이중과제로서 필수과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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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Towards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Rebuilding South Korea-Japan Relations:
At the Crossroad of Geopolitics and History

NAM Kijeong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 From 2017 to 2019
(1)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South Korea-Japan relations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s a new order created as the Korean Peninsula transforms from a setting for warfare and confrontation to one of peace and cooperation. This
will necessitate overcoming two “postwar eras” that have imposed a warfare rationale upon
Northeast Asia. The threat of war became intensified on the peninsula in the past as the
post-World War II era, persisting in the form of the Cold War, combined with the post-Korean War era, which has survived as the armistice system. That was the essence of the
2017 crisis.
The year 2018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se two postwar regimes. As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moved forward, a movement arose to bring an end to the
1965 regime establishe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s part of the Cold War order.
The Panmunjom summit of April 2018 and the Supreme Court judgment the following October were inextricably linked.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to
suit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emerged as a matter in need of being addressed.
The two sides’ past relationship as a subordinate alliance ami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to ensure the perpetuation of the Northeast Asian Cold War order and the
Korean War armistice no longer fits with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The restructured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e based on the trilateral peace cooperation of the
two Koreas and Japan that overcome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and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shall be the new bilateral rela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that befit
the era of New Korean Peninsula System.
On the other side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 has encountered a crisis in 2018. South Korea has sought to bring an end to the
Korean Peninsula armistice regime, which has functioned to amplify the threat of war.
Japan has sought to maintain a strategic balance in Northeast Asia that is predicated on
the armistice regime’s continuation. This has shaped the geopolitical fro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exacerbating mutual trust amid conflicting historical layers in th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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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ation of the armistice and Cold War. Such is the backdrop for Japan’s export restrictions
on South Korea in 2019.
(2) Japan’s security plan and South Korea
Japan is the party that excluded South Korea from its list of countries receiving favorable
treatment in terms of export procedures, shrugging off diplomatic efforts by Seoul and
mediation by Washington. It is a clear-cut case of unilateral diplomacy – just one without
the mobilization of military force. In essence, Tokyo shifted from a diplomatic approach of
“argument” to one of “action.” Japan also made the choice to say goodbye to the postwar
era. How should we view its actions? A hint can be found in “Rebuilding the US-Japan
Alliance,” a Japanese strategy report published in September 2017. That report produced
some shocking conclusions with regard to South Korea. One was that Tokyo should continue demanding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nforce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regardless of the pall this might cast on bilateral
relations. Another was that Japan should join the US in checking the Moon administration if
it became too conciliatory toward North Korea. These attitudes toward South Korea, which
are shared by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the figures who surround him, are coarsely
embodied in the latest provocations involving the use of export controls for trade warfare.
Here, the historical revisionism that Abe is pursuing appears to be combining with geopolitics and manifesting as policy. But the Japanese “revival” that Abe and his cohorts envision does not mean a return to the Meiji Restoration or leadership of a Greater East Asian
Co-Prosperity Sphere. They are not that deluded.
Political realists, they are pursuing something modeled on the Japanese diplomacy of the
1920s. Their model is the Japanese approach to diplomacy that spearheaded an international alliance under a doctrin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t actually amounted only
to cooperation by imperial powers. Their aim is for Japan to return a century later as flag
bearers for upholding the liberal global order.
The fact that Japan’s latest provocations are coming in the same year as the centennial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learly shows how differently the year 1919 is viewed by
Japan compared to South Korea. Where Koreans saw an opportunity in Wilson’s idea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Japan gained a sense of confidence over its stable government of Korea. Their diametrically opposed perspectives on the Paris Peace Conference are
now manifesting again in 2019.
The Indo-Pacific strategy – which has played out under an approach were Japan pro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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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which are then accepted by the US – is another part of Japan’s envisioned revival.
That strategy adopts a two-pronged approach toward Trump’s America: binding the US to
the bilateral alliance on one hand, while preparing at the same time for the possibility of the
US forsaking Japan. While Japan preemptively moves to share strategic interests with the
US – which has its own interest in the Indo-Pacific region – it is also anticipating the US’
departure from East Asia by making spirited efforts to develop relationships with the UK,
France, and other countries that are returning to the region.
Perhaps we should recall that this region – the one stretching from eastern Africa across
India and into Indochina – was colonized by the UK and France in the past, and that the
“glorious” Japanese diplomacy of the 1920s was based in cooperation with those powers.
We might gain some sense of what it signifies for Japan to be moving to defend a rulebased liberal global order in this region.

<Priority Poli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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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task for Japan’s development cooperation: Asia-Pacific, Africa

○ Indo-Pacific Strategy and Japan-UK/Japan-France Cooperation
2. Japan’s unilateral export restrictions
(1) Details of the restrictions
On August 2nd, just a month after Japan’s announcement of export curbs on three core
semiconductor parts, Japan held a Cabinet meeting and decided to remove South Korea
from its “whitelist” of preferred trading partners. At the same time, Japan stated that it
will no longer use the name, “whitelist,” and restructured the country groups related to the
export approval process. It categorized countries grouped under “white country” a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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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d categorized “non-white country” as “Group B, C and D.”
South Korea was moved to Group B, which are countries with certain conditions of parties that have signed to four systems - nuclear supply group related to nuclear material,
Australia group related to chemical/biological weapons, missile technology control system
related to missile/non-manned drone and Wassenar agreement related to general weapons and advanced materials. Countries categorized as Group B can be subject to special
comprehensive approval, but the number of targeted products is lower while the process
is much more complex compared to those within Group A. Furthermore, these countries
need to receive individual approval for product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onsiders
to have military concerns. Such measures target the industry areas that have the most
decisive significance on South Korean economy, which is no different than the Japanese
government’s declaration to have control of the South Korean economy’s survival, posing
great threat to its Asian neighbor.
The measures will be carried out with “low intensity” under grey area if they do not go
against WTO regulations. As they are have comprehensive purposes, they can be carried
out for long-term, and thus we need to perceive Japan’s intentions as “low-intensity comprehensive strategy.” There is also possibility that they can be unfolded as follow-up measures or comprehensive tactics. Considering Moon Jae-in administration’s flagship policy
of hydrogen economy (declared on Jan. 17, South Korea needs to rely completely on Japan
for carbon fiber that is necessary for hydrogen economy), there’s also the possibility that
Japan’s measures could be aimed at AI, robot, healthcare, space industry and other fourth
industrial sectors as well as solar power-related industries.
Meanwhile, the economic measures could be paralleled with political pressure measures,
which we need to be ready for. For instance, Japan could request maintain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build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that conta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resumption of Geumgang-san Mountain tour. As a result, it could
further break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by heightening tension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2) Background of measures
Japan’s official explanation for the latest measures is that it aims to review its trade management system, citing reasons related to security credibility. However, there is no one
who believes that Japan’s measures that risk the possible indirect damages expected to
be incurred by its own export companies resulting from disturbing the global value chain as
well as direct damages are purely for “review of its trade management system.”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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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great controversies over the analysis of Japan’s intentions.
There can be two backgrounds and two reasons. First, there is the background of public
sentiment. During the past decade or so, the anti-South Korean sentiments that flamed
like fire is being spread to looking down on Joseon. While the sentiment is becoming less
intensive among the public with the third Korean Wave being expressed as wild support
for BTS and Twice, such sentiment is being portrayed by Prime Minister Abe and his surrounding people.
The essence of looking down on Joseon is the fact of “not keeping the promise.” This was
the rhetoric for Japan to justify itself to become a preacher for surrounding Asian countries for the public law of all nations, which is the system of promise for West imperialistic
countries, as Japan was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succeeded in achieving western modernization through the Meiji Restoration. South Korea became the first subject for education. The Treaty of Ganghwa Island in 1876 was the stage of implementation. Afterwards,
Japan’s gradual invasion in South Korea starting from its claim that Korea broke the promise
of exerting justifiable sovereignty began the modern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Secondly, there is the structural background, which is the reality of convergence of state
power. When South Korea and Japan establishe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ties in 1965,
the per capita GDP for Japan was 9 times that of Korea. The 300 million U.S. dollars that
Japan gave South Korea based on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mounted to 10% of Korean government’s 3.1 billion dollar budget. Japan already
joined the OECD in 1964. In 1968, Japan’s GDP was world’s second largest, surpassing
Germany. On the contrary, the per capital GNP for South Korea hovered around top 60 in
the world in 1960s. South Korea joined the OECD in 1996, 32 years after Japan did so. Until
then, Japanese products were perceived as subjects of aspiration, and people said it takes
30 years for South Korea to catch up with Japan.
In the 2000s, South Korea began to emerge as a leading player surpassing Japan in areas
that Japan had a competitive edge for a long period of time including steel, shipbuilding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The gap in material parts industry, in which Japan was good
at, is also decreasing. On the other hand, Japan became a super-aged society, and it had
to ponder upon the chronic zero growth rate and financial deficit following the rapid increase of social cost. While South Korea is also faced with similar concerns in the present,
this itself also became a scale that attempts to confirm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s said to have had
great influence over the latest export curbs. If so, such measures can be perceived as

578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provocations for a possible trade war.”
(3) Intentions behind measures
While the above backgrounds were based on the long changes witnessed during the recent decade, the following two are based on the rapid changes that unfold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just last year. First of all, the year 2018 was a year during which history that
aims to terminate the Cold War regime unfolded with the beginning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Japan aimed to disturb the Peace Process by standing at
the periphery of such a stage. Prime Minister Abe who visited South Korea to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requested the resumption of joint military drill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pouring cold water on the peaceful ambia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was when the consciousness of traditional stakeholder of
the Korean Peninsula order began to revive.
Japan that attempted to resist against this by mobilizing supporters of the U.S.-Japan
alliance, who were the mainstream in Washington, suddenly began planning North Korea-Japan summit as the historic North Korea-U.S. summit was being held in Singapore.
Encountering difficulties in organizing a North-Japan summit with disagreement in Japan’s
abductee issue, the latest export regulations enforced by Japan are the pressure cards that
it laid out while insisting its stake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Japan
raised the possibility that strategic goods could have flown into North Korea, when it insisted that it will remove South Korea from its “whitelist,” and it also elaborated that it will
intensify regulations on the export of strategic goods that can damage its security stability.
Lastly, South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n October 30, 2018, is in fact the most direct reason behind Japan’s latest provocations. The Japanese government reques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spond, citing that such ruling is a violation of Article 2 of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It also requested mediation and diplomatic discussion
based on Article 2 of the Agreement. To th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pressed
strong objection, saying that such a move is an intervention in the decision made by the
judicial branch. Victims of forced labor are also carrying out the seize of assets and liquidation process for Japanese companies.
It takes approximately 90 days to process exports to South Korea, as comprehensive approval is changed into individual approval following Tokyo’s removal of South Korea from its
“whitelinst.” Similar time frame is also imposed for liquidizing the seized assets. Considering this, it is very clear that Japan’s measures are aimed at such time frame. Rather, it
can be seen as Japan’s explicit expression. Nevertheless, Japan cannot back up its 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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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s as political against the backdrop that they are at the boundaries of violating WTO
regulations. As they will be a clear WTO regulation violation, Japan is trying its utmost to
deny such relevance. But Japan’s internal intentions have become incapacitated with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s verdict.
3. South Korea’s responses
(1) Preparing for long-term battle
Then why is Japan strongly resisting against the rulings by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If it objects to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several victims, this cannot be a
reason for such fierce provocation. The problem lies in the “1965 regime” that is based on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that was signed away from the compensation principles
and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at failed to ultimately
confirm the illegality of colonization.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forced labor” has
confirmed the fact that proved South Korea and Japan stood at the verge of changing the
overall time structure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 by touching upon the layers of history and geopolitical war fronts. This can be perceived as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to
terminate the “1965 regime.” With such changes in the bilateral relations, Japan has begun
to strongly resist towards this by estimating its status and role within Northeast Asia.
However, it will not be easy for Japan to carry out additional provocations at a time when
Japan has ousted South Korea from its “whitelist,” as they could violate WTO regulations.
Preparing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he low intensity crisis could be prolonged, we need
to carry out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Specially, we should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reform the current conglomerate-centered industry ecosystem into an ecosystem of harmony b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by nurturing SMEs within the material parts industry. The Moon administration
is also laying out directions that it will strongly carry ou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eanwhile,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is also supporting the government’s strong responses by organizing “boycott Japan” movement. The third candle vigilance condemning
the Abe administration that was carried out jointly by 600 civil groups near the girl statue in
front of the former Japanese embassy was participated by some 15,000 people according
to the estimates of the host, despite the scorching heat. The participants renewed their
resolves to counteract against Japan’s economic provocation. We should focus on the voice
that calls for a new South Korea-Japan relations based on Japan’s genuine apologies. This
is a statement that reminds of the fact that this year is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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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e can find out that our public is well aware of the essence of
the latest measures.
(2) Controversy ove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proactively handle going forward is a legal battle
on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e shall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labeling the spreading sentiment within Japan that looks down on Joseon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Problems also lie in the past administrations that have failed
to address the matter in a proactive manner. 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cused o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could have been limitations
of diplomatic resources, and confronting against Japan could have been seen as a great
burden. However,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counterattack proactively.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s verdict is not only in line with the nation’s Constitution
that sees Japan’s colonial rule as illegal. Furthermore, it is also in lin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basic stance on the 1965 basic treaty that interprets all treaties and agreements between the Korean Empire and Japan from 1905 to 1910 as basically invalid. It is
also no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to the common law which admitted
our basic stance of the treaty as “an agreement that was made on something that cannot
be agreed upon.”
While Japan criticizes that such ruling is in violation with the international law, we shall
also raise objections by raising a similar judicial precedent in Japan. There is the “case of
Koka-ryo” in Japan, which also lies at the center of limelight as an international judicial
precedent. This was a case in which the Japan’s judicial branch unilaterally concluded that
there could be reasons beyond the boundaries of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or that
there could be relations between non-state organizations.
This could also be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at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s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aw made such consideration based on its own interpretation
and explanation of international law. Japan has never denied the individual rights to claim
officially. Nevertheless, Japan interprets that there is the individual rights to claim, while
there is no right to bring such action to the court. This means that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make the claim at the court, but has no “exit.” This is no different from denying the
rights to claim itself.
Moreover, Japan’s statements that seem to deny the three branches of power within South
Korea can be seen as an interruption in state affairs, which is also a violation of interna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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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law.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s call on the Japanese corporations that
are subject to compensation claims not to react to such claim by holding an information
session is indeed a violation against Article 2 of the Claims Agreement, as Japan is carrying
out diplomatic protection that itself has denied. According to the logics of Japan, this is
indeed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highlight of Japan’s breach of international law is the worship of the Yasukuni Shrine
which honors Class A war criminals. Japan has embraced the ruling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nd return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is is the underlying principle of its existence that it has promis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fter the war.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ruled that the amnesty for Class A war criminals shall be decid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not yet granted amnesty to Class A war
criminals. Nevertheless, the Japan tries to incapacitate such ruling and “interprets” that
they have been granted with amnesty. This is a grav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Meanwhile, Japan insists that what happened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Claims Agreement to be handled with the Agreement. Therefore, we cannot embrace Japan’s statement
that the status quo is indeed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ather, we need to initiate
negotiations for the matter by raising the fact that it is caused from the discor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greement.
Just for the sake of emphasis,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calls for Japanese
corporations to pay compensation for Korean forced laborers, and the underlying principle
is that the colonial rule over the country was illegal. Theref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basic agreement is based on the stance that the Treaty made in 1910 is invalid. In one
hand, it also raises the problem that there is a disagreement in interpretation on the Claims
Agreement. We need to revise what is wrong by raising questions on Japan’s interpretation on the basic treaty, and to align the interpretations of the two neighbors on the Claims
Agreement.
4. Japan’s political ground and possibility of South Korea-Japan people coalition
(1) Limitations of Japan’s rightist frame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South Korea-Japan people coalition
to resolve the long-term issue. To this end, we need to devise strategies based on practical considerations on how this can be established against the backdrop of Japan’s political
ground that is moving rightist. The issue at hand is the attitude to explain everything within
the framework of “Japan’s rightist frame.” To this, we need to refer to the below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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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rightist can be understood within the matrix of its attitude on alliance (independence/alliance) and its attitude on the Constitution (support/revision). This was first initiated after the 90s when the post-war society ceased to exist with the victory of <2> following the fierce battle of <1. support Constitution/independence national defense>, moved
through the process where the victory of <3> was visualized in the fierce battle of <2. support Constitution/U.S.-Japan alliance> and <3.Constitutional reform/U.S.-Japan alliance>,
and a trend of implementing a confrontational front of battle between <3. Constitutional
reform/U.S.-Japan alliance> and <4. Constitutional reform/independent national defense>.
<Japan’s political ground>
4. Constitutional reform / independent
1.Support Constitution / indepennational defense
dent national defense
Advocate of nationalistic renovation theSocial democrat
ory
Institutional liberalist

Political realist

2.Support Constitution / U.S.-Japan 3. Constitutional reform / U.S.-Japan alalliance
liance

Rightist which is the prominent movement of “nationalism” is the phenomenon for the
people standing in the area located in the left of <4> of the spectrum to move towards <4>.
However, there is a wide gap that cannot be easily crossed between the areas of <3> and
<4>. This is because political realism is a political stance that is born within the ideological
battle with the romantic factors that is called by a modern “state.” In other words, there is a
force within area <3> that pulls <1> and <2> while confronting against <4>. The changes that
are initiated is the phenomenon that is largely understood as “conservatization” in constrast
to rightist.
Conservatization is the phenomenon where one’s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order that
is the origin of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moves from liberalism to realism, and then
from Mercantilism to Realpolitik within the framework of realism, and then once again
moves from defensive realism to offensive realism within the area of realism based on
political authority. We need to understand such series of changes as the conservatization of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In other words, the “conservatization” of Japan’s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ies is changes to the stance that emphasizes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over “the ideal of peace.”
Domestically in Japan, the 2015 agreement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s the byproduct of the compromise between liberals and political realists. Those who oppo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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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are those who stand within areas <1> and <4> of the matrix above, while those
who support the agreement are those who are located in <2> and <3>. Area <1> is the stance
that denies the 2015 Agreement as insufficient apologies, which is the closest to those
who oppose to the Agreement within Korea. However, they do not constitute a majority
in Japan, and the problem lies in their small number. Rather, the method of “acknowledgement of the Agreement-supplementation” that is insisted by Asahi Shimbun, Mainichi Simbun and Tokyo Shimbun is most widely accepted among Japanese liberals. This is
because those within the area <2> put more emphasi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law” that is created by liberalism rather than “international politics of power” that is led by
the realism of superpowers. This i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existence of a peace state
is based on “securing agreements with agreements.” On one hand, people within area
<3> are those who have embraced the 2015 agreement based on the necessity of securit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support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come from those within area <2>, we need to think about the possible strategy of
sharing a road map of historic reconciliation and peace establishment with Japanese people within area <2> by proposing a third alternative as its goal that is focused on the victims
while at the same time not requiring the termination or renegotiation of the agreement on
Comfort women. This is the method put forth by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situation
is similar with the issue of forced labor as well. This is why we need to put in place more
effective reaction and counterattack of labeling it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2) Japan’s political ground following 2019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The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was carried out on July 21st, the results of
which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the coalition ruling party
of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Clean Government Party secured a majority. Secondly,
the number of lawmakers who support the Constitutional reform including those from the
ruling party failed to secure the necessary seats of 2/3. Thirdly, the opposition party’s criticism against Abe was expressed institutionally, securing a effective bridgehead.
During the campaigns leading up to the election, Prime Minister Abe raised the option of
“stability vs. chaos.” To this, the Japanese public chose security by expressing credibility in
Abe, as seen from the fact that the ruling party secured a majority seat in the Diet. However, they balanced out by voicing out that it is not the right timing for Constitutional reform. Such result has significance in two aspects. Firstly, in comparison to the fact that the
lawmakers who support the Constitutional reform accounted for 2/3 of the Diet during the
previous elections, the Japanese public has denied composing such a House of Council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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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ime. Furthermore, we should be attentive of the fact that this election was the first
election including the elections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uring which Abe discussed Constitutional reform up front.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public’s opinion was
voiced out as a check and balance during the election that dealt with the issue for the very
first time. Considering the fact that lawmakers who support Constitutional reform account
for 2/3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is means that the Japanese public was able to
strike a balance once again by preventing the reform.
In this aspect, the third result has more significance. Th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is very complex in that it is a mixtur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single-member
seats where 1 individual elects up to 6 lawmakers. Here, we need to focus our eyes on
the individual election precinct. The opposition parties formed a rival structure by putting at
the forefront candidates for unification for 32 of the individual election precinct. While this
resulted in the victory of the ruling party with 22 to 10, we can figure out that the unilateral
drive by Abe was put to halt by the public. This is because there was an organized view
of opposition within the core policies carried out by Abe. We should focus on Okinawa,
Nigata and Akita prefectures. Each of them has a clear front centering around the issues of
U.S. base, reoperation of nuclear plant and the deployment of Aegis Ashore,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halt in his drive for Consitutional reform, Abe has to yield great burden on
state affairs, following the latest elections.
Moreover, the fact that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and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of Japan that have lashed out the most criticism on Abe among other opposition
parties, did well also deserves attention. TV broadcasters also portrayed images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of Japan lashing out at Abe that his
latest retaliatory measures are groundless. The on-line public opinion dominated by the
rightists criticized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but it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number of seats. We should also focus on the emergence of the Reiwa
Shinsegumi Party. This refers to the establishment of a front that goes clearly goes against
the Meiji Restoration (Abe’s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the Heisei Restoration (Japan
Restoration Party).
All the above are being expres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ponderation on handling
its slamming against South Korea. The nervousness and lame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can be expressed from its unclear attitude that have been expressed during
the days in between the 18th, when the deadline for solution based on Article 3 of Claims
Agreement was passed and the 21st, the day of the elections. While Abe’s slamming on
South Korea was for the sake of the latest election to gather the power of the conservative
rights, there could have been no better opportunity than this to escalate the ambianc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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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measures. However, Japan did not put forth such measures. Its official response
was very fundamental, claiming that South Korea needs to correct it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Contrary to what it had announced originally, it did not elaborate on its stance
that the case needs to be taken immediately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ather,
it is emphasizing diplomatic resolution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negotiation and mediation could be reignited based on Article 3 of the Claims Agreement or in other form. In this
light, the formal diplomatic discourtesy of Japanese Foreign Minister Taro Kono summoning South Korean Ambassador to Japan, Gwan-pyo could be seen as a bold expression of
Japan’s nervousness.
Devising tailored strategies that counter Prime Minister Abe of Japan can be only possible
when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Japanese public sentiment that was expressed from
the latest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and the political grounds of Japan. We cannot find
Japan’s weaknesses when we see the latest developments as conspiracies by demonizing
Abe. We need to be alert of the over comprehension of Abe. When we secure our principles, we may find ways for new graceful solutions to the issue of forced labor.
5. Tasks for rebuilding South Korea-Japan relations
(1)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What sort of new Korean Peninsula regime should we envision and practice in the face
of this behavior by Japan? How should we go about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Japan as the base of a “peace triangle” with North Korea under the new system? Without
establishing a larger strategy and final goals, it becomes impossible not only to manage
bilateral relations but also to rebuild them. For that reason, we need to reexamine our larger
strategy and final goals. This can help South Korea seek a breakthrough for the crisis amid
long-term tasks.
We can conceive of three goals and strategies: South Korea-Japan cooperation to address
current issues, resolve issues of history, and build the future. In terms of cooperation to
address current issues and establish a new future for East Asia, we can set the first task
as being to encourage Japan to play a role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historic origin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lies in the July 7 Declaration in 1988. To Pyongya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offered the only means of
remedying the disadvantageous international environment created by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s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The keys to persuading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are progress on North Korea-US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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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t the same tim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Even though Japan is seeking to circumvent South Korea, therefore, we should
strive to mediate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and to regard the normalization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as a common good for a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2)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Treaty
This can be the linkage that leads to the task of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the new future of East Asia. The sustainability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found in establishing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is process, we need to make use of the opportunity to create opportunities by making
connections to “nuclear-free North Kore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nd “nuclear-free Northeast Asia.”
In last year’s Panmunjom Declaration, South and North Korea both declared their support
for turn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a nuclear-weapon-free zone. In 1998, South Korea
and Japan released a joint statement proclaiming the value of a non-nuclear peace, with
South Korea crediting Japan for its three non-nuclear principles. And in 2002, North Korea
and Japan released a joint statement affirming the principle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which suggests that North Korea and Japan
also share the values of non-nuclear peace.
Since the principle of non-nuclear peace has already been confirmed bilaterally by all three
sides of the “triangle,” weaving those into a position shared by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could help turn Northeast Asia into a nuclear-weapon-free zone. Non-nuclear
peace is a fundament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even Shinzo Abe would
find it difficult to deny, as well as the value most cherished by Japanese civil society. Since
the push began to revise Japan’s “peace” constitution,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ose
NGOS are being realigned around the values of pacifism and non-nuclear peace. We need
to be thinking about how we can cooperate with them.

(3) South Korea-North Korea-Japan joint declaration for a new centur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work together to settle their past
disputes once and for all. How can they go about this in a manner that contributes to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How can we completely normaliz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have been unequal since they signed the Treaty of Gangwha Island
in 1876? That should be the focus of our efforts to turn Japan’s instigation of a trad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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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The reason that South Korea-Japan relations are currently at their worst point since the
two countries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is because of that self-same 1965
regime. My choice of the term “1965 regime” focuses on the constant instability produced
by contradictory interpretations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the treaty settling outstanding claims, the signing of which ostensibly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One of
those basic contradictions concerns the illegality of colonial ru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interpretation of its basic treaty with Japan assumes the
illegality of Japan’s colonial rule, while Japan’s interpretation is grounded in its legality.
When protracted negotiations failed to bridge that gap, South Korea and Japan shelved
the issue by agreeing to disagree. Since then, the two countries have strained to paper
over this issue whenever the foundation of the relations have been undermined by historical issues, but last year’s decision by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means that such
measures are no longer possible. Rather than treating the symptoms, the time has come
to cure the disease.
Steps must now be taken to unify the two countries’ interpretations of their 1965 treaty
and agreement. Some may be skeptical about such a proposition, doubting whether that’s
possible as long as Japan is led by Abe. Pessimism is understandable if we focus on the
limitations of the 1965 regime, but hope is possible if we focus on how those limitations
have been overcome during past decades. That hope derives from South Korea’s civil society, which coalesced around call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The groups that
flourished after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pushed the government to raise that issue
with Japan, leading to a gradual shift in Japan’s attitude toward history.
In a 1993 statement by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d its military’s involvement in the comfort women issue; in a 1995 statement
by Tomiichi Murayama, it expressed remorse and an apology for its colonial rule; in a joint
statement by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Keizo
Obuchi in 1998, it apologized specifically to the Korean people; and in a 2010 statement by
Prime Minister Naoto Kan, it even acknowledged that its colonial rule had been forced on
the Korean people against their will. Even Abe, despite being a historical revisionist, has
been unable to reject or deny those statements, and they can serve as grounds for confirming the illegality of Japan’s colonial occupation. What remains is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produce a document formally affirming the illegality of the colonial occupation.
Furthermore, if North Korea and Japan then use that as a springboard for affirming the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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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ty of the colonial occupation as a basic posi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that Japan
pledged in a 2002 joint statement with North Korea could be reframed as compensation,
forming the foundation for normalizing the two countries’ diplomatic relations. And if the
position shared bilaterally by South Korea and Japan on the one hand and by North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can be integrated into a joint statement by all three countries, it
could lead to the total resolution of the outstanding historical issues betwee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6. Dual tasks of establishing New Korean Peninsula Regime
Japan’s instigation of a trade war could be a signal that the 1965 regime is drawing to a
close and that a new history is unfolding. Japan’s provocation has made us aware that the
“unequal treati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at go back to 1876 remain in place
even today. Before South Korea could rectify the unequal Treaty of Gangwha Island, it
was made a Japanese colony, and that inequality was not definitely rectified even when
the two countries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after Korea was liberated.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the stage of war and confrontation ever since it was included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cheme by Japan unequally. Sino-Japanese, Russo-Japanese
war and the Korean War were three rounds of Northeast Asian wars that broke out as the
Korean Peninsula as their stages.
The Korean War was caused by the ideological conflict surrounding the methodologies to
overcome the remaining colonial system and modernization. It was the Sino-Japanese
war that distorted the modernization of Joseon and it was the Russo-Japanese war that
resulted in Joseon’s colonization. This shows that the roots of the Korean War are in close
contact with the modern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Japan has
been deeply engaged in the Korean War as a rear base natio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aims to overcome the armistice regime,
which is a byproduct of the Korean War, shall aim at overcoming all three wars that broke
out in Northeast Asia in the modern times. While the Treaty of Gangwha Island served as
the initial reason for the Korean Peninsula to be degenerated as a stage for war and confrontation, it is an unavoidable task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without making connections with Japan.
Moving beyond the 1965 regime is an essential stage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as well as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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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KIM Minchul
경희대학교 교수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김민철 박사는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 친
일문제를 비롯하여 강제동원피해자, 일본의 역사왜곡,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청산 문제와 씨름하
면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일하고 있
다. 주요 저서로는 <기억을 둘러싼 투쟁>과 <일기로 구
성한 일제말 전시체제하의 일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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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교육을 위한 공동기구의 가능성
김민철
경희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면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DMZ은 남과 북의 국가, 이념, 가치, 기억, 이산, 그리고 삶의 양식 전체를 분단시
키는 상징적인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대화와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이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DMZ
을 평화의 실제공간이자 가상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발표자는
DMZ(그것이 실재하는 장소이든 상상속의 공간이든 간에)에 남북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비롯
한 일제 식민지배하의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가)남북공동기억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
발표자는 작년에 어느 인터넷신문 칼럼을 통해 남북의 역사인식차를 좁히고 다가올 북일수교1를 대비하
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가)남북공동기억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칼럼에서 제시한 센터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향후 진행될 북일수교를 계기로 삼아 일제하에서 발생했던 인적·물적피해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함
으로써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추진할 수 있다. 관련 자료의 공동 집적과 이용을 통
해 분절된 조사·연구에서 통합된 조사·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분단으로 인해 벌어진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의 기억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념과 체제,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간극은 생각보다 매우 깊다. 이 간극을 메워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이 함께 겪었던
고통과 피해의 역사를 함께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부터 교류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현재의 상
태는 아주 미묘한 상황이다. 북미간에 비핵화를 비롯하여 포괄적인 협정이 체결되어야 근본적인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때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남북 공동조사와 연구는 그런 점에서
효율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이글은 DMZ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DMZ에 남북공동기억센터(가) 건립
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운영의 개략적인 방안,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고
자 한다.

2. 좁힐 수 없는 남북간 역사인식의 차

1

정식 국가이름을 사용하면 조일수교라 해야 할 것이나 이글에서는 편의상 북일수교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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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역사인식차는 이념 차이만큼이나 크다. 1970년대 이후 북에 주체사상이 전일적 지배사상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역사서술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서술되고 교육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북의 현대사는
김일성이 14세 때인 1926년 길림에서 ㅌ·ㄷ(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주체사
상에 기초해서 김일성의 혁명투쟁사를 북의 현대사와 일치시킨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는 남의 역사인
식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검인정 한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은 크게 1897년의 병자수호조약을 근대
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이후의 한국사를 통칭해서 근현대사로 부르고 있다. 현대의 출발을 1945년의 해
방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긴 하나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헌법적 가치의 출현이라는 관점에
서 보면 1919년의 3·1운동과 그 성과로 만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헌장, 즉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
로의 전환에서 현대의 기점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차는 국제무대에서 자주 대립·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0년 12월 도쿄
에서 개최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서였다. 대회가 폐막되기 전날 남과 북만 별도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북측 대표자가 공동성명에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사를 넣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측 참가단은 만일 그 요구를 수용하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도 마땅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응했다. 토론 결과 둘 다 빼고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부
분에 초점을 맞춰 성명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남북간 또는 제3국이 참여한 국제회의에서 이런
류의 갈등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매우 소모적인 논쟁과 시간의 반복이었다. 합의할 수 없는 것을 억지
로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차이는 차이대로 두고 의제에 올리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 그것
이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다.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접근은 매우 유효했다. 일제의 식
민지배로 인한 피해실태를 함께 다루는 문제는 북으로서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의제였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야 일찍부터 국제적인 연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북도 적극 참여한 편이다. 그
러나 이 연대사업은 국제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지 공동 진상규명 사업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그건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다. 남이나 북 모두 피해자의 증언
에 기초를 둔 것을 넘어서는 1차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비해 강제동원 문제의 경우 남북간의 연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연대사업을
진행하려던 시기에 남북간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보수정부가 들어서서는 교류 자체가 중단되어 버렸다.
정권교체와 북미대화 등으로 교류와 연대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 열려진 작은 공간
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왕의 교류와 연대 수준을 뛰어넘는 좀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공동사업을 벌여나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일차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부터 함께 조사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기구로서 (가)남북공동기억센터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3. 강제동원 피해 규모와 남북 비교
1939년부터 1945년 사이 일제에 의해 해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는 일본의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된 수
가 노동자 72만 명(표1), 군인·군속 37만 명(표2)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망자·부상자 수는 노동자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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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만 5천명 사망2, 군인․군속은 최소 2만 2천명 사망3과 최소 5만6천명 부상으로 추정된다.4 피폭자
는 총 7만 명 중 사망자는 4만 명(히로시마 3만 명, 나가사키 1만 명)이며, 살아남은 피폭자 3만 명 중 2
만3천명은 귀국, 3천명은 일본에 잔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계획과 실행수
연도

구분

1940

1941

1942

1943

도항
석탄

금속

토건

85,000

32,081

5,597

12,141

2,578

190

533

3,301

소계

85,000

34,659

5,787

12,674

53,120

일본

88,800

36,865

9,081

7,955

사할린

8,500

1,311

814

814

소계

97,300

38,176

9,081

2,249

2,892

59,398

일본

81,000

39,091

9,414

10,314

2,117

63,866

사할린

1,200

800

南洋

14,800

소계

100,000

39,819

9,416

10,965

3,898

67,098

일본

120,000

74,098

7,632

16,969

13,124

111,823

사할린

6,500

3,985

南洋

3,500

소계

130,000

78,083

7,632

일본

150,000

66,535

13,763

사할린

3,300

1,835

南洋

1,700

일본
1939

동원계획수

사할린

공장 기타

49,819

2,078

1,294

南洋

계

55,979
2,605

651

1,451
1,781

1,960

1,781

5,945
2,083

2,083

18,929

13,209

119,851

30,635

13,353

124,286

976

2,811
1,253

1,253

소계

155,000

68,370

13,763

31,611

14,605

128,350

1944

일본

290,000

82,859

12,442

24,376

157,795

286,432

1945

일본

50,000

797

229

863

8,760

10,622

907,300

342,620

67,350

108,644

206,073

724,787

총계

자료: 1939~44년은 『第86回帝國議會說明資料』, 1945년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 調
査』
2

다케우치 야스토, 『전시 조선인 강제노동 조사자료집-연행처 일람·전국지도·사망자 명부』

3

『조선재적 구 육해군 군인·군속 출신지별 통계표』, 야스쿠니신사합사자 2만1천명

4

중일전쟁 당시 부상율 1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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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군 관계 강제동원 유형별 인원수(2005년 민족문제연구소 조사)
유형

인원수

1938년 ～ 1943년 육군특별지원병

약 17,000명

1944년 징병(제1기)

약 210,000명

학도지원병

4,385명

해군특별지원병 및 해군 동원수

약 22,000명

군속(군관계 징용)

약 150,000명

총계

총 403,385명

자료: 육군 약 25만 7천명, 해군 약 12만 명(朝鮮人戰歿者遺骨問題に 關する件)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를 약 120만 명(노동자 72만 명, 군인․군속 37만 명, 기타)으로 보면, 전체 동원
자 중 남한 주민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당시 인구 구성비상 남북한은 65:35) 200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강제동원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로 파악한 피해 신청 수는 226,583명이며, 이
중 224,835명이 피해자 판정을 받았고, 7,579명이 기각·각하·판정불능 등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남
한만 한정해서 보면, 30%에 훨씬 못 미쳐 진상규명된 상태이다. 신청자 중에는 북 출신도 다수 포함되
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위원회는 도내·도외동원 등으로 국내동원된 피해자도 접수를 받았다. 2012년 4월 현재 국내동원 피
해접수 25,304건 중 피해결정은 23,514건에 이른다. 이 피해자의 남북한 비율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위원회가 현재 소장한 피해자 관계 자료는 과거 한국정부가 조사한 명부와 몇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로부
터 받은 명부, 재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가 제공한 명부, 그리고 위
원회 활동기간 중 피해자가 기증한 자료와 피해 신청 접수를 받아 생산한 자료 등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위원회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강제동원 인명테이터베이스에 신규 자료를 추가해서 전체 피해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북은 현재 이 자료들과 인명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못하다. 북으로서는 강제동
원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위의 명부자료와 테이터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3. 대법원 판결과 후속 조치
1) 청구권협정 문제
한국 대법원은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해석5을 토대로 한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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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년 8월 26일. “① 한
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
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③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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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향후 어
떤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① 새롭게 일본에게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으며 추가 협정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논리적으로
는 가능하나 현실성은 없다.
② 한일기본조약의 ‘이미 무효’에 대한 해석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다. 이 조문을 두고 양국간에 불법
지배냐 합법지배냐는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법적 배상책임이 제기되고 있어 해석을 일치시키
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때 정치적으로 일본이 불법 지배임을 인정하면 한국은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는 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은 받지 않을 것이다.
③ 배상책임 문제는 북일 수교 과정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대신(65년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
는 대신) 한일 청구권협정의 전제 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을 일본에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 2011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위헌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피해구제 협의를 하지 않
은 것을 ‘부작위’라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2015년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졸
속 합의라는 ‘외교적 참사’다.
다시 논리적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인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일 교섭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교
섭하지 않았다. 행정 ‘부작위’인 상태이다. 따라서 이 ‘부작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일본정부
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다. 일본정부가 역으로 ‘중재’를 들고 나왔다. 한국정부가 이
를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협의 테이블에 미해결 과제를 다시 올려놓자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
까. 그것이 양자 협의든 중재든 간에.
2) 대법원 판결과 조일수교
한국 대법원 판결은 향후 북일수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는 어떤 기여를 할 것인
가 또는 해야 하는가.
지난 2002년 북과 일본은 ‘조일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 2항은 청구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2.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
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 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 측에 대하여 국교 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
지 않았다.…… ⑦ 한국정부는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
구해 나가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UN 인권이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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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 밑에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
히 협의하기로 했다.
쌍방은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평양선언에 따르면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내용을 조약문에 넣을지 별도 성명으로 할지는 알 수 없으나 무상자금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식은 한
일협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6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의 성격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북일 청구권 협상 역시 그런 법리적 해석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된 이후의 국가와 일본이 다시 국교수립을 하
면서 상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북일 교섭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준을 뛰
어넘는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북일 양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 세 가지가 될 것이다.
한국 배상× 북한 배상×

2002년 평양선언 유지

남북 법적 형평성 문제, 남의 동의 여
부, 일본의 거부

한국 배상× 북한 배상○
한국 배상× 북한 배상△

과거 답습 비판

배상적 성격의 청구권 협정

별도 성명에서 식민지배 사과

3) ‘65년 체제’의 실질적 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
‘65년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즉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대외적
(대일)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청(유죠은행이 보관한 한국인 노동자 통장, 일본 지자체가 소장한 화장
증명서 등), 원폭피해 실태 조사 협력 요청, 유골 봉환을 위한 협력 촉구, BC급 전범 문제 해결 협
의등

대내적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추가 보상, 추념 사업, 미해결 과제 등을 위한 기구 정비, 현재의 강제동원
지원재단과 과거사지원단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
비 필요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정부에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 일이 필요하며, 유골봉환을 위한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요구와 한일협정 당시 협의하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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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65년 체제’와 ‘95년 체제’를 병합한 형태로 기본조약이 아닌 공동성명에서 사
죄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청구권협정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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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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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급 전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다루는 문제는 과거 국가기구인 위원회의 활동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불철저한 진상규명과 만족스럽지 못한 위로금, 보수정부 하에서 중단된 과거청산
의 후속조치의 부재 또는 미흡’으로 요약해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중단된 과거청산을 재개하여 미완
의 해결과제를 수행하고 기왕의 성과를 ‘사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 유형
별로 과제를 세분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7
① 진상규명 :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들, 수집하지 않은/못한 피해 자료들(통장, 과거장 등)
② 피해회복의 지연 : 사할린 동포, 시베리아 억류자, 피폭 1~2세 문제(진상규명조차 부재) 등
③ 추모시설의 제도적 정비 필요 : 천안 망향의 동산 정비(무연고 유골, 위패관, 강제동원 묘역 등)
④ 유골 문제 : 돌아오지 못한 유골, 교섭하지 않았던 한국 외교부
⑤ 기억투쟁 : 군함도 등 유네스코 산업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 감시와 강제
노동 부정론 국제여론 차단 등
⑥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단과 역사관(제도의 취약함, 취약한 재정, 조사·연구의 부재, 전문가 없는 역
사관, 위원회의 자료 이관 못한 껍데기뿐인 재단 등), ‘지원’에 속박된 행안부 과거사 지원단 등 관련 기
구의 정비
4. 남북 공동의 역사인식·집단기억을 만드는 길
앞서 발표자는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실태를 남북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는
(가)남북공동기억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1차는 인적 피해 중 남북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제동원 피
해 문제를 함께 풀어내고, 2차는 식민지배 하에서의 인권 침해와 재정과 물자 수탈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7

상세한 내용은 김민철, 2019, [강제동원 문제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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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북 공동기억센터’ 설립안
1. 목적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실태를 남북 공동으로 조사·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1) 향
후 진행될 조일수교에서 제기될 식민지배 배상 문제의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2) 분단으로 인한 역사 이해의 차이
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기억을 만들과 확산시켜 나가며, 3) 국제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부터 교류를 실현시
켜 나가고자 한다.
2. 방식
- 개성 또는 도라산(왕래를 고려)에 센터를 설립한다.
- 남과 북이 기초자료와 조사 내용, 강제동원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유하여 인적·물적 피해 실태를 공동으
로 조사한다.
- 민관공동위원회/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한국과 일본의 관련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향후 중국을 비롯
하여 동아시아 피해국과들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기를 전후로 하여 제국주의의 식민지·점령지배하의 피
해를 밝히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동아시아공동기억센터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을 갖는다.
- 공동추진단 : 인적 피해 조사실, 물적 피해(재정·물자) 조사실, 행정지원팀, 기록관리팀(총 100명, 남북)
※ 인적 피해 중 강제동원 피해문제부터 공동조사한다.
- 참여 구성
정부·공공기관 : 통일부(주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훈처, 민화협 등
시민사회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강제연행진상조사단, 강제동원네트워크 등
- 기초자료
조선총독부 관보, 신문, 기관지·잡지, 강제동원 명부, 판결문, 통계자료 등

센터는 남북이 함께 민관공동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여기에 일본과 중국 등의 관련 연
구자와 시민단체도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차원에서 ‘식민주의 극복과 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 국제연대
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또한 남북 공동기억의 공간에서 동아시아 공동기억의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다루자는 주장이 단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큰 주
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들이 있다. 먼저 2017년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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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
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
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과 북미대화의 재개를 계기로 2018년 8월 대일과거사 단체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대
북사업단체 등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단체를 결성하였다. 강제동원공동행동은 북미대화를 계기로 동북아에 새로운 정세가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세변화를 시민사회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결성된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북미간의 대화가 진전된다면 북일간의 대화 또한 급물살을 타게 되고 종국에는 수교로 이어지게 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대일 과거사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이 때 남·북·일
사이에 다양한 차원에서 연대를 통해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제동원공
동행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결성된 것이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결성식에 북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아래와 같은 연대사를 보내왔다.
“민족화해협의회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과거죄악을 청산하려는 민족적 의분과 자주의 정신을 안고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한 민주로총과 한국로총,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불교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비롯한 남녘의 각계층 단체, 인사들에게
굳은 련대적 인사를 보냅니다. … 우리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일본의
과거죄악을 청산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며 판문점선언의 기치밑에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봉적 역할을 다해나가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2018.8.9.)
그러나 북미간의 교섭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당장에 남북이 공동 조사사업 등의 연대를 진행할 수는 없
다. 공동사업을 하는 시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부터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하
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식민지배기의 인적․물적 피해 실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드는 일을 생
각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식민지배기의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보고서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중단되었던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회복과 기념․기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조직 정비도 필요하다. 북의 피폭자에게 의약품을 보내는 인도적 차원의 사업들처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미리 미리 준비하고 시작해서 나쁠 일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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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Founding a Joint Body by the two Koreas for Education
and Investigation on Damages from Forced Mobilization
KIM Minchul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Introduction
For over 70 years the DMZ has functioned as a symbol of the divide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the nation itself, ideologies, values, memories, families as well as lifestyles. It is of utmost importance that we turn this symbol of division and war into an actual
and virtual space of peace, in order to advance into a new era of dialogue and peace. To this
end, I would like to propose that we establish a Joint Memory Center (name TBD) located
in the DMZ area (whether it be a physical space or virtual) to allow the two Koreas to jointly
investigate the damages and losses incurred from Japanese occupation, including those
from the thorny forced mobilization issue.
Last year in my e-news column, I hav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Memory Center (name TBD) as a mean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two Koreas’ historical perceptions, as well as to prepare for the upcoming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Japan diplomatic ties1. In this column I have summarized the objectives of the Center
as follows:
First,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Japan diplomatic ties, the two Koreas can jointly investigate the human and physical losses incurred
under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reby pursuing a holistic probe to clear the past with
Japan. The two Koreas can pool and utilize relevant data, which will lay the foundation for
a consolidated approach in place of a siloed one;
Second, the two Koreas can overcome the discrepancies in perception of past
events that have only diverged since their separation, and begin to build common memories. Different ideologies, political systems and lifestyles have led to gaps that have grown
deeper than expected. In order to close this gap, it is most effective that we start off from
assessing together the history of suffering and losses that both Koreas had to endure;
Third, starting off from areas not subject to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th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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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Koreas can begin their exchanges. The current situation is indeed quite sensitive.
North Korea and the US need to reach a comprehensive agreement that includes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to give a green light to exchanges and mutual cooperation, but we cannot sit around until this happens. In this respect, joint research by the two Koreas is a very
appropriate area to begin from.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founding of a Joint Memory Center (name TBD)
in DMZ as a means to turn DMZ into a symbol of peace; outline the background and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body; and assess issues regarding forced mobilization.
Diverging Gap in Historical Perceptions of the Two Koreas
The gap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their historical perceptions is as wide as their
ideological differences. Since the 1970s, the Juche ideology became the predominant ideology of North Korea; history is written based on the Juche ideas and education is provided
in the same manner. The contemporary history of North Korea begins in 1926 when Ilsung Kim, 14 at the time, organized the Anti-Imperialist Alliance in Guilin. In short, North
Korea aligned its contemporary history with Kim Il-sung’s revolutionary history, based on
his Juche ideology. This stands in stark contrast with the South’s historical perceptions.
Certified history textbooks of South Korea view the Japan-Korea Treaty of 1897 as the
starting point of its modern history, and the times since are together called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While it is the majority view that the beginning of contemporary
history is Korea’s liberation in 1945, there are some differing opinions as well. For inst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ime of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and the resulting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charter can be
seen to mark the beginning of contemporary history, as the “occupied” nation transformed
into a “democracy”.
Such diverging perceptions have repeatedly brought conflicts and confronta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One case in point was dur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uit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Tokyo in December of 2000. The day before closing, the
two Koreas convened for a working-level meeting to announce a joint statement. At this
meeting, the North Korean representative strongly demanded that Il-sung Kim’s history of
armed struggle towards Japan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The South Korean representatives argued that if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tatement, so should the histor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liberation movement be. After a fierce debate, the
two sides agreed to exclude both side’s history and focus only on the damages incurred
from Japanese occupation. Conflicts like these were nothing new in international meetings between the two Koreas or in even those with third parties. Wasteful political st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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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ed itself. The most realistic solution was to not try to agree on the non-agreeable,
and keep thorny issues out of the agenda. This was the only way out of the wasteful strife,
and personally speaking I found this approach to be quite effective. Jointly responding to
the damages brought about by Japanese occupation was not a sensitive agenda to North
Korea and there was also a realistic need.
The comfort women issue has long been raised by a coalition of nations; the North has also
been quite active in this arena. The thing, however, is that this coalition focused only on
raising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issue, and did not lead to a joint probe into the issue.
This is partly because of the lack of data regarding the comfort women issue. All the two
Koreas have are data based on testimonies of the victims; they cannot or were not able to
get their hands on any primary sources. Still, there were som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this matter, while the same was not the case for the forced mobilization
issue. The reason is that when the cooperation was about to beg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began to fray, and the recent conservative administration put a total end to
any further exchanges. Now with a change of political power and the ongoing US-North
Korea dialogues, there is a chance for resumption of exchanges and coalitions. We need to
fully leverage this small opening to embark on a more foundational and long-termed joint
projects that go beyond exchanges and coalitions. That is why I proposed first, to jointly
investigate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and second, to found a Joint Memory Center
(name TBD) to this very end.
Size of Damage from Forced Mobilization and Comparison between the Two Koreas
According the official data presented by Japan, victims who were forcefully mobilized abroad under Japanese occupation from 1939 to 1945 amount to 720,000 (Table 1)
laborers and 370,000 (Table 2) soldiers and civilian components. Casualties are estimated
at minimum of 15,000 fatalities2 of laborers, 22,000 fatalities3 and 56,000 injuries4 of soldiers and civilian components. Of a total of 70,000 exposed to radiation, it is presumed that
40,000 died (30,000 from the Hiroshima bombing and 10,000 from the Nagasaki bombing),
while 23,000 of the 30,000 who survived the radiation made it back home and 3,000 remained in Japan.
2

Takeuchi Yasuto, “Compilation of Data on Wartime Forced Mobilization of Joseon People-Draft
Destination, National map, Casualties”

3

21,000 enshrined in the Yasukuni Shrine, “Statistics on the Solders and Civilian Components of
Joseon by Place of Birth”

4

Applied an injury rate of 14% as per the China-Jap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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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n and Execution of Forced Mobilization of Joseon Laborers
Year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Total

Destination

Planned
Number

Japan

85,000

Sakhalin

Coal

Metal

Voyage for:
Civil Engineering

Factories,
etc.

Total

32,081

5,597

12,141

49,819

2,578

190

533

3,301
53,120

Total

85,000

34,659

5,787

12,674

Japan

88,800

36,865

9,081

7,955

Sakhalin

8,500

1,311

1,294

Nanyang
Total

97,300

38,176

9,081

2,249

Japan

81,000

39,091

9,414

10,314

Sakhalin

1,200

800

Nanyang

14,800

Total

100,000

39,819

9,416

Japan

120,000

74,098

7,632

Sakhalin

6,500

3,985

Nanyang

3,500

Total

130,000

78,083

7,632

Japan

150,000

66,535

13,763

Sakhalin

3,300

1,835

Nanyang

1,700

Total

155,000

68,370

13,763

Japan
Japan

290,000
50,000
907,300

82,859
797
342,620

12,442
229
67,350

2,078
814
2,892
2,117

651

55,979
2,605
814
59,398
63,866
1,451

1,781

1,781

10,965

3,898

67,098

16,969

13,124

111,823

1,960

5,945
2,083

2,083

18,929

13,209

119,851

30,635

13,353

124,286

976

2,811
1,253

1,253

31,611

14,605

128,350

24,376
863
108,644

157,795
8,760
206,073

286,432
10,622
724,787

Source: 『第86回帝國議會說明資料』 for data from 1939 to 1944,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
史的 調査 for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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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Forced Military Mobilization per Type (research by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in 2005)
Type

Headcounts

1938 to 1943 Special Volunteer Army

Approx. 17,000

1944 Draft (1st batch)

Approx. 210,000

Student Volunteers

4,385

Special Volunteer Navy and Navy Mobilization

Approx. 22,000

Civilian Components (drafted for clerk jobs)

Approx. 150,000

Total

Total 403,385

Source: approx. 257,000 in the army and 120,000 in the Navy (朝鮮人戰歿者遺骨問題に 關す
る件)
If we assume that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to overseas is 1.2 million (720,000
laborers, 370,000 soldiers and civilian components, etc.), then South Korean victims must
account for around 780,000 (the ratio of popul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as
65:35 then). The number of victims estimated by the sum of those that applied for compensation to the Forced Mobilization Committee and those acknowledged through investigation from 2005 to May of 2012 was 226,583; 224,835 of those were adjudged as victims
while 7,579 were not due to reasons of objection, dismissal or inability to adjudicate. If we
just look at South Korean victims, only less than 30% went through a viable inquiry, since
those originally from North Korea are also included in the applicants.
The committee also accepted application from those mobilized to other regions of
Korea. As of April of 2012, 23,514 out of 25,304 applicants were adjudicated as victims.
The ratio of North to South Koreans is yet to be determined.
Relevant data that the committee currently holds include: a list compi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the past; lists received from Tokyo; those donated by victims when
working for the committee; and data extracted and produced from applications, etc. The
committee adds any new data to the victims database provid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o complete the database for damages. North Korea does not have access to such
data or the victims database, and in order for the North to conduct a probe into this issue
it will need such data and documents.
Verdict of the Supreme Court and Follow-up Measures
1) The Settlement Agreemen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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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5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on the basis of interpretation5 by the
“Private-Public Joint Committee to Deal with the Disclosure of Documents Related to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the Japan-Korea Treaty did not provide for
compensation. Then where can this decision lead to going forward?
① Korea can claim for compensation regarding Japan’s colonial rule and request to sign an
additional treaty, which is logically possible but not viable.
② Korea can request for an amendment of interpretation of the “invalidity” of the Korea-Japan treaty. There are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regarding the legality of
Japan’s colonial rule, which is exactly what’s leading to the compensation controversy. Korea can propose to align the interpretation and offer to no longer ask for compensation as
long as Japan politically acknowledges the illegality of its colonial rule. It is however unlikely
that Tokyo will accept this proposal.
③ Another method is to leave the compensation issue to be resolved during the establishment of Japan-North Korea diplomatic ties (not denying the 65-year regime itself), while
bringing up issues that remain unresolved on the premise of the Japan-Korea Settlement
Agre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in 2011, during the suit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mobilizing comfort women, that the Korean government’s lack of attempt to
negotiate with the Tokyo for compensation regarding this matter is “omission/negligence
on the Korean government”. This ruling has led to a diplomatic mess where Korea and Japan hastily came to an agreement in 2015 on the comfort women issue.
To sum this up, Seoul, as per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still is obliged to
bargain with Tokyo to request compensation for losses incurred from the illegal crimes
against the humanity committed by the Japanese. However, Seoul did not bargain with Tokyo on any matter excluding the comfort women issue; it is still in the phase of “omission/
5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n the “Private-Public Joint Committee to Deal with the Disclosure of Documents Related to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Japan” held on August 26, 2005, a) the Korea-Japan Settlement
Agreement was not intended for compensation fo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was intended to resolve fiscal and civil debt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pursuant on Article
4 of the San Francisco Treaty; b) illegal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including the draft of comfort women, are not deemed as resolved by
the settlement agree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bears legal responsibility; c)Koreans in Sakhalin and those who were bombed were not included as subjects of the settlement
agreement, … g)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search for diplomatic solutions for
illegal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Japanese during wartime, and will continue to
raise the issue of comfort women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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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igence”. Seoul should start talking with Tokyo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is phase,
but things are folding out the other way: Tokyo proposed for arbitration. There is no reason
why Seoul should refuse to play this game. It should welcome this proposal and put all
the unresolved issues on the table to start with. Whether its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r arbitration is not what’s important.
2)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Japan-North Korea Diplomatic Ties
How will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play out in the upcoming efforts to establish Japan-North Korea diplomatic ties? How and should Seoul contribute?
North Korea and Japan announced the Japan-North Korea Pyongyang Declaration
in 2002. Paragraph 2 of the declaration, regarding the compensation issue, is as follows:
“2. The Japanese side regards, in a spirit of humility, the facts of history that Japan
caused tremendous damage and suffering to the people of Korea through its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expressed deep remorse and heartfelt apology.
Both sides shared the recognition that, providing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normalization by the Japanese side to the DPRK side, including grant aids, long-term loans
with low interest rates and such assistances as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ver a period of time deemed appropriate by both sides, and providing
other loans and credits by such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supporting private economic activities,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is Declaration, and decided that they would sincerely discuss the specific scales and content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malization talks.
Both sides, pursuant to the basic principle that when the bilateral relationship is
normalized both Japan and the DPRK would mutually waive all their property and claims
and those of their nationals that had arisen from causes which occurred before August 15,
1945, decided that they would discuss this issue of property and claims concretely in the
normalization talks.”
This declaration basically says that the issue will be resolved as per the 1965 Japan-Korea Treaty. Whether an apology regarding colonial rule will be included in the treaty
or be under a separate statement is unclear, but it implies that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grant aids will be provided as per the Japan-Korea Treaty6. As the Korean Suprem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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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uled that the settlement agreement is not a provision for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the same legal principle can be applied for property and claims negotiat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en how will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be provided? Whether this issue will
be symbolically resolved by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between Japan and a unified Korea, or by agreeing on an agreement more advanced than the 1965 settlement agreement
in the upcoming Japan-North Korea negotiation really hinges on the attitude of Pyongyang
and Tokyo. Three possible scenarios are as follows:
Compensation
to
South×
Compensation to North×
Compensation to South
Compensation to North ○

×

Compensation to South
Compensation to North △

×

Keep to the 2002 Pyongyang
Declaration

Criticism on sticking to the old
way
Issue of equity between the
two Koreas; issue of consent;
Japan’s refusal

A settlement agreement with
a compensatory nature

Apology for colonial rule in a
separate statement

3) Follow-up Measures to Practically Resolve the 65-year Regime
Under the premise that we acknowledge the 65-year regime, in other words, under the premise that we do not request for compensation, what will be some issues to be
resolved internally and externally?

Externally
(with Japan)

Request for data for the probe (bankbooks of Korean laborers kept by the Japan
Post bank, cremation certificates held by self-governing entities of Japan, etc.),
request for cooperation on a probe into damages/sufferings incurred by the bombings, call for cooperation on returning the ashes of the deceased, negotiate to
resolve the issue of level BC war criminals, etc.

Internally

Continuing probe and additional compensation, memorial projects, realigning organizations to clear unresolved agenda, realigning the system so that redundancies
among the Foundation fo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Colonialism and Support Group for Past Events Related Works can be eliminated and
practical follow-up business can be conducted

To be resolved externally are, not diverging from past efforts, requesting Japan for
additional data, asking for return of ashes of the deceased, and negotiating with Japan to
resolve the issue of level BC war criminals, the issue of which failed to come to an agre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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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during the Japan-Korea Treaty.
Internally speaking, agenda to be resolved are intricately linked to the assessment
of performances of the committee, which once was a governmental body. Assessment of
the committee’s performance can be boiled down to “a lack of thorough fact-finding, unsatisfactory consolation benefits, a lack of, or insufficient, follow-up measures to clear the
past, once halted by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It is thus important that the halted
follow-up measures are resumed to clear the unresolved agenda, and that we comprehensively realign policies and bodies to “promote” such achievements. What we need to do
can be broken down as the following7:
① Fact-finding probe: victims who did not file, data not recovered (bankbooks,
register of the dead, etc.);
② Delay in damage recovery: Koreans in Sakhalin, those detained in Siberia, the
offspring of those who were bombed (lack of fact-finding), etc.;
③ Need to realign the system of memorial facilities (ashes of those without surviving families or friends, memorial tablets, graveyard for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④ Issue of ashes: unreturned ashes, inaction of the foreign ministry of Korea to
negotiate;
⑤ Fighting to be unforgotten: checking on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by the UNESCO committee regarding industrial heritage such as the Hashima Island,
and to rebut any denials of forced labor;
⑥ Realigning relevant bodies that are not functioning to its full capacities such
as: foundations and history halls (insufficient systems and fiscal power, lack of research
and investigations, lack of experts, foundation without data from the committee, etc.) and
support groups that cap its functions at only providing “support”.
4. Fostering Shared History Percep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for the Two Korea
I have aforementioned my proposal to establish a Joint Memory Center (name
TBD) between the two Koreas to jointly investigate and research the realities of human and
physical damages/losses incurred under Japanese colonialism. The first step is to jointly
delve into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which is a topic that both Koreas will be willin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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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iscuss. The second step is to advance dialogues into other issue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confiscation of money and materials during colonial rule.
Proposal for the Founding of the Joint Memory Center (name TBD)
1. Objective
To found an institution by the two Koreas to jointly investigate and research the realities of human
and physical damages/losses incurr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ereby a) gathering foundational data for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which will inevitably be brought up in the efforts to
establish Japan-North Korea diplomatic ties, b) forming and diffusing shared memories between
the two Koreas to overcome the gap regarding views on past events that have diverged since division, and c) beginning exchanges in areas not subject to international sanctions.
2. Methodologies
- Found the center in Gaesung or Dorasan (for convenience)
- The two Koreas share primary sources, investigation reports and databases on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thereby jointly probing into the human and physical damages/losses
-Organize and run private-public joint committees/joint work groups in which Korean and Japanese civic groups also participate. Through exchanges with China and other victimized East Asian
nations, the center has the potential to develop into an East Asian Joint Memory Center that
probes into the damages/losses of imperialist rule around the Asia-Pacific War era, and ultimately
resolves such issues.
-Joint work group: investigation team for human losses/damages, investigation team for physical
losses/damages (fiscal/material), administration team, records management team (total of 100
people from South and North)
※ Among human damages/losses,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is first to be jointly investigated.
- Participants
Government, government-run bodies: Ministry of Unification (Chief),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etc.
Civic groups: Committee between Historians of North and South Korea,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Investigation Group for Forced Mobilization, Network on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etc.
- Primary sources
Gazettes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newspapers, organization news/magazines, list of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court judgments, statistics, etc.

The South and North will together organize a private-public joint committee and a
working group, and run the Center. If researchers and civic groups of Japan, China, etc. can
also take part, then this center could be the foundation for a private-public international
coalition for “overcoming the imperialist era and realizing regional peace”. This means that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609

Parallel Session 6-2
the center for joint memory among the Koreas can be further developed into a space for
joint memory among East Asia at large.
There are some recent signs that prove that the proposal for the two Koreas to
jointly deal with the forced mobilization issue is actually a viable option. First, President
Moon’s words during the August 15 congratulatory speech in 2017 were as follows:
“The sufferings from force mobiliz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continue even
onto this day when more than 70 years have passed since our liberation. Parts of the realities of forced mobilization has surfaced, but the entirety of the suffering has not been fully
accounted for. What has been surfaced needs to be dealt with, and what hasn’t needs to
be resolved through private-public cooperation. When inter-Korean relations thaw going
forward, I will also assess the possibility of a joint fact-finding probe by the two Koreas into
the damages/losses incurred from forced mobilization.”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resumption of the US-North Korea dialogue, history groups, labor groups, North Korea project groups, etc. got together to organize a coalition group called “Joint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Forced Mobilization and
Past-Clearing of Japan and Korea”(Joint Action for Forced Mobilization for short). This Joint
Action group was formed because the resumption of the US-North Korea dialogue has
changed the geopolitic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which is something for the civic society to fully leverage on. There will be trials and errors, but the development of US-North
Korea dialogue can usher in the Japan-North Korea dialogue,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n this process,
various issues regarding Japanese colonization, including forced mobilization, will inevitably
surface. The North, South and Japan must coalesce in various aspects to overcome the
past colonial times. The Joint Action for Forced Mobilization was organized by the civic
society to this very end.
The Committee on National Reconciliation in North Korea provided a solidarity
speech to be delivered at the organization ceremony of the Joint Action for Forced Mobilization. Below is an excerpt from the speech:
“The Committee on National Reconciliation would like to show its firm solidarity
with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Movement for One Korea,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Office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by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other groups and persons in
the South who have organized the Joint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Forced Mobilization
and Past-Clearing of Japan and Korea to clear the past wrongdoings of Japan on ou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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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thos of national decency and self-reliance. … We are confident that the Joint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Forced Mobilization and Past-Clearing of Japan and Korea will
lead the efforts in clearing the past wrongdoing of Japan, uphold our national dignity and
sovereignty, and help usher in a rosy unified future under the principles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ugust 9, 2018)
However, due to some difficulties in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 coali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cluding a joint probe is not yet possible at this very
time. We will have to wait for some time until we can begin our joint projects. What we can
do, however, is to start on things that can be done on our side. For instance, we can draft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realities of human and physical damages/loss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We can also realign bodies that can conduct fact-finding probes into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and implement damage rescues and memorial projects.
Providing medication to those in the North who were exposed to radiation during wartime
could also be a viable project to consider. Preparing in advance can never do any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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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道의 추구 - 동아시아의 인도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위하여
라종일
가천대학교 교수

이번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라는 주제로 하는 역사적인 제1차 비무장지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며 동시에 보람과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겸양이나 인사 치례
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적어도 이 회의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그저 학술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흔한
국제적인 행사의 하나 이외의 특별한 의미와 사명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행사의
일부로, 모두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지만 별 의미도 없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약간의 논란
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이 영광
이며 동시에 보람과 도전이라고 한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뜻과 관련해서 저는 이 기조 연설의 벽두에 오래 전 한국에 살았던 학자 한분이 남긴 말씀을 인용하려고 합니
다. 남병철(南秉哲)은 19세기 전반에 살았던 학자이며 또한 높은 관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시대의 학자로서 드물
게 이 분은 그 당시 모든 다른 학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유학자(儒學者)이면서도 또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이기도 하
였습니다. 학문의 영역 이외에도 그는 바둑을 두는 것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둑에 관하여 매우 좋은 경구를
남겼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어째서 실제로 바둑판 위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바둑판 밖에서 관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우월한 것인가?”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 합니다: “그 이유는, 관전자의 마음이 바둑판 위에서의 ‘승’
‘부’의 전망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더 명확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대부분 이런 학술회의가 처음이 아니고 유사한 경험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의 공통된 경험은 우리들이 학자이건 혹은 언론인이나 외교관이건 간에 이런 국제회의에서는 대체로 일정한 입장,
즉 자기 나라나 혹은 자신이 속한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의견을 되풀이 하거나 그런 입장을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반드시 나쁘다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번 회의만
은 어떤 특정한 입장, 즉 국적이나 이념적인 신념 등을 떠나서, 말하자면 바둑판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의 관전
자 같은 자세로 현안의 토의에 임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와 생
각을 같이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세상을 모르는 백면서생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더 나쁘게 어
떤 이면의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구나 한번 정도는 만하임
(Karl Mannheim)이 “신분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지식인(freischwebende Intelligenz)”이라고 부른 경우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생각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은 근세 이전에 이 지역 지식인들 사이에 국경
과 신분을 넘어 이성적인 대화와 깊은 우정이 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1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러
지식인들 사이에 이런 이성적 대화나 우정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인 비무장 지대 (Demilitarized Zone)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비무장 지대는
반세기가 넘게 끝나지 않은 전쟁과 한반도에서 단절과 분쟁 그리고 때로는 무력 충돌과 새로운 위험의 상징으로 남

1

임형택, 실학자 이야기 - 홍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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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의도로 혹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서 이 지역을 넘나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무장 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이 양측에 전개되어 있는 곳이
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반도를 양분하는 폭 4km에 이르는 이 지역은 사람의 흔적이 없이 개발과 오염에서 자유로운
자연의 청정 상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반세기가 넘게 계속되어 오는 현실적인 전쟁상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이 끝난지 오래인 현재까지
도 이 지역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를 넘는 기간 동안 이 지역은 대체
로 큰 무력의 충돌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비록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 지
역의 가까운 과거를 돌아보면 적어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가까운 과거를 되돌
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를 전쟁과 갈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면에서 이 지역을 살펴본다면 그 전반기와 후반기가 거의 대칭적이
라고 할만한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전반기에 이 지역은 전화에 휘말렸습니다. 이 지역에 일찍이 근대화를 이
룩한 패자로 새롭게 등장한 일본이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주변에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연이어 전화
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 일본과 중국과의 전쟁, 일본과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일본의 중국 침
략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일찌감치 무력으로 병합이 된 한국은 제일 먼저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한국
과 일본 사이의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급기야는 세
계 전쟁의 일부로 발전해서 태평양 전체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난 후에도 중국 본
토에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 내전이 겨우 막을 내린 후 바로 그다음 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
은 빠르게 세계의 모든 강대국이 참여하는 “세계 소 전쟁”2으로 되었습니다. 3년간에 걸친 참혹한 전쟁으로 한 반도
는 엄청난 인적인 물적인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휴전을 끝으로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에는 미흡
하나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선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 외에도 군국주의를 청산하고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 굴지의 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국민
의 사회 보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되었습니
다. 일본에 이어서 다른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한국의 문맹률은 78 퍼
센트, 초등학교 등록은 50 퍼센트 미만, 유아 사망률은 11 퍼센트였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인
의 개인 소득은 67 달라였습니다. 아마 일본을 제외하면 이 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
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유아 사망률은 0.4 퍼센트로 미국보다 낮습
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은 3만3천불을 넘어섰고 정치적으로도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정치를 하고 있
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특히 중국도 러시아
도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서 빠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대와 해방 그리고 한국 전쟁 등을 경험한 저같은 사람들에게 지난 세기 후반에 이 지역에서 일
어난 변화는 믿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근래에 해외를 여행하노라면 이 지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관광을 다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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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물론 지난 세기 전반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이 이 지역
의 새 세대 사람들에게는 별 다른 의미가 없겠지만 저처럼 인생의 반을 전쟁과 궁핍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아 온 사
람에게는 감동적이기도 한 경험입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
면서 다소 시끄러운 소리로 떠드는 것을 보면 저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상관없이 매우 흐뭇한 느낌을 즐깁니다.
그러나 20 세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세기의 초반부터 이 지역은 다시 불안과 위기 그리고 전쟁의 공포까지 경험을 하
고 있습니다. 위기는 단지 지난 세기 후반 개혁과 개방에 뒤쳐진 북한이 늦게라도 개혁과 개방의 길에 나서는 대신
에 군사 위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 때문 만은 아닙니다. 지난 세기 말엽 이 지
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연구 주제 중의 하나는 지역 공동체였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개
방되고 인적인 물적인 여러 면에서 교류가 활발해지는 동아시아에서 대전 이후 유럽에서와 같이 지역 공동체를 이
룩하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치, 문화 등의 여러 영역에서 경제적인 활력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권하고 있는 정부
가, 적어도 반세기 넘게 국민에게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주던 평화주의 헌법을 바꾸어서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
라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한 때 과거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교류 그리고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
영을 기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주었던, 햇볕정책도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특히 이 지역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나 군사적인 면에서도 갈등과 긴장에 휩싸여 있습니
다. 나라들 사이에서는 특히 강대국들과 그 주변국들 사이에 영토 분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이
른바 “항해의 자유”를 둘러 싼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큰 고통과 희생을 가져다
준 20 세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지난 세기 초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일본의 한국 침략이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인 안중근은 일본의 침략
이 한국의 희생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침략 노선이 용인이 되면 결국 동아시아 전
체의 인민들이 말할 수 없는 참화에 처하게 되리라고 내어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정의로운 정신을 갖고 있는 열혈
남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닥칠 재앙을 팔짱을 끼고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그는 남긴 유고에서 이 지역의 나라들
이 자원을 공유하면서 협력하여 서방의 제국주의적인 침탈에 대비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후일 유럽
연합의 이론적인 기반이 된 기능주의라 알려진 미트라니(David Mitrany)의 접근보다 한 세대 가량 앞선 것으로 주
목할만 합니다. 결국은 그의 경고대로 이 지역의 “억조 창생”이 참혹한 전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참혹한 피해자들 중
에는 물론 그 나라의 권력자들이 이끄는대로 충성스럽게 따른 일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의 지도자들 중에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의 시신도 아직 행
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중근의 뒤를 이어 손문(孫文)도 이 지역의 앞날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1924년 11월 오랜 기
간 일본 체류를 끝내고 중국으로 귀환하면서 고베(神戶)에서 행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서구라파의 뒤를 쫓아 패도(覇道)의 길을 추구하겠는가 아니면 올바른 왕도(王道)의 성지가 되겠는가하는 선택을 하
여야 한다.” 이것은 그 후 이 지역의 명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질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세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우
리에게 큰 화두를 던져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이 지역에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진지하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라면 100년 전 손문이 일본에게 제기한 문제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하는 숙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패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패도란 이제까지 우리가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현실적으로 당연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617

특별세션 III
한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비난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언
어가 아닌 서양 언어로 번역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왕도”는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 어떻
게 하는 것이 왕도의 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국제정치 특히 제국주의적인 국가들의 각축에서는 왕
도를 빙지한 패도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가 아니겠습니까?3 그러나 정작 왕도는 이제까지 개념으로만 존재
하였을 뿐 실은 한 번도 실현이 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번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역을 한다면 본래
의 뜻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저에게는 이 오래된 개념을 현재의 현실에 적실한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개인적인 숙제
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읽은 책에서 매우 좋은 번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도주의적인 권위(humane
authority”였습니다.*4
저의 일본 지인들 가운데는 지난 세기 전반 시기에 일본이 한 것은 근세를 통하여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단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만이 다르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런 생각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대 서양의 역사는 일면으로 이성과 계몽 그리고 사람의 해방을 추구하면서
다른 면으로는 국가의 세력 확장과 패권의 추구를 위하여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을 안겨왔습니다. 이들이 야기한 재
난은 두 차례나 유럽을 벗어나서 전 세계를 살육과 파괴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지도층도 주변의 약소국
들을 그런 식으로 병탄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겠지요. 바로 이 점을 안중근이나 손문 같은 인사들이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근세 역사란 어느 한편이 파괴와 살육의 역사에 불과했고 한 때 일본의 지도층은 이
런 것을 근대화 혹은 발전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단지 두 차례나 스스로 만든 엄청난 재난을 격고 나서 서 유
럽은 과거 국제관계의 유형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앞에서 제가 우려한 바와 마
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근대 유럽의 국제 관계의 유형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중근이나 손
문의 경고는 다시 한 번 바로 우리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일련의 소식들을 매일매일 접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태를 별 관심 없이 혹은 자국의 지도층이 혹은 전문가나 언론이 알려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는 20세기 초엽 전쟁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어서 장군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특히 중요한 것은 국익 그리고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
합니다. 이 세상에는 존경할만한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흔히 자기기 이끌고 있는 나라의 이해관계,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생각이 자신이나 자신의
집단적인 권력 위상이나 유지가 국익이나 국가의 안보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은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국
가의 이해관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화는 일반 인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익이나 안보에 관하여 올바른 결정만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는 역사에서 수없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5
3

擧王道之旗 行覇道之術, 초대 만철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말이라고 함.

4

* Yan Xuetung, Ancient Chinese Thought, Modern Chinese Power에서 인용.

5

수많은 예 중에 아래 자료를 추천합니다. Eri Hota, Japan 1941: Countdown to Infamy; Christopher
Clark,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David Halberstam, The Best and
the Brightest

618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제가 이 지역의 현대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침략으로 많은 희생을 당한 중국의 지도
자들이 전쟁이 끝이 났을 때 이제까지 일본의 침략은 소수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잘못이며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책
임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중국 지도자들의 이런 자세는 현재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보다 훨씬 앞서 지난 세기 초 안중근은 그에게 포로가 된 일본군 병사들을 놓아 준 일
도 있습니다. 안중근은 이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군국주의적인 제국주의 희생이 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국가가
아닌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근대 국가는 역사상 어느 정치 체제보다 더 강력한 충성을 국민에게 요구하였고 또 그만
큼 국민들의 충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충성을 일부 권력자들이 그릇된 애국심, 어리석은 국
익 등의 구실로 국민을 희생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역사상 가장 큰 범죄자이기도 한 셈
이었습니다.
2천 500년 전 중국의 성현 공자는 좋은 정치의 목표로 백성의 신뢰(民信)와 복지(福祉, 足食)를 우선적으로 말하였
습니다. 군사 혹은 안보(足兵)는 국가의 목표 중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이건
간에 일반 백성들이 국경이나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정도의 차이가 있
을지라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왕도란 실은 쉬운 우리들 눈앞에 있는 진리가 아닌가 합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되지 않을지라도, 많
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이어가는 일상의 생활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여가를 즐기고, 관광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왕도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사방에 자기의 동상을 세우
고 국민들에게 자기를 찬양하게 하며 피묻은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패도입니다. 적어도 지난 세기 전반부
의 잔혹한 참사를 몸으로 마음으로 겪은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떤 명석한 학자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의 말씀
보다 훨씬 더 자명한 진리입니다.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의 지적대로 전쟁은 최후의 이성(ultima ratio)이 아닌
최후의 비이성(ultima irratio)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전쟁을 하는 군비에 국민의 복지에 가야 할 자원을 낭비
하고 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제 정치의 영역에서 전쟁이나 무력의 사용에 관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
도한 대전 후 서 유럽이나 혹은 일본의 예는 좋은 시사를 줍니다.
이 장황한 연설을 끝내면서 나는 두 가지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대전이 끝난 후 이 지역은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과거의 실패에 관하여 제
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라들 사이에서 혹은 한 나라 안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
다. 이 문제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직후 중국의 지도자들이 가장 명쾌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종전은 이 지역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승리였고 잘못된 정치, 패도의 패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
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날을 함께 기념하며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현재 이 지역의 여러나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로 종전을 기억합니다. 일본은 이 날을 그저 전쟁이 끝난,
“종전”의 날로 기억합니다. 남한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의 “조선 혁명군”에게 국내로 “총 진격”하라
는 명령을 내려 한국을 해방시킨 날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따로 9월3일을 “전승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이유로 이날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도 한동안 나라들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우선 이 지역의 국민들이 공통의 의미로 이 날을 함께 기념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전쟁이 끝난 날을 가칭 “VIP Day (Victory in the Pacific Day - 태평양에서 승리의 날)” 혹은 “VOP Day(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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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ace Day – 평화의 승리 날)” 같은 명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 기념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국민이 아니고, 잘못된 이념과 정책, 군국주의적 제국주의 팟시즘이고 승리
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거창한 행사를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통신을
통하여 혹은 가상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다른 제안입니다. 이 지역의 현재와 앞날을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연대하여서 의견을 주고받거나 혹은
일정한 제안을 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의 이름을 마침 오늘의 학술 행사를 기념하여 “비무장 지대
모임 (DMZ Club)”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무장 지대”란 원래의 고유 명사와는 달리 반 전 평화의 뜻을 새기
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저의 지루한 말씀 생각을 같이 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고 특히 마지막의 두 가지 제안은 비현실적인 터
무니 없는 말이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경우 그저 책상물림 백면서생의 두서없는 말이지만
이 지역의 심각한 문제들을 생각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정도로 여겨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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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suit of the Royal Road
- for the Humanitarian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RA Jongyil
Professor, Gachon University

I am greatly honored to be a key-note speaker at the First DMZ Conference held historically
under the theme of “The DMZ: From the Legacy of Cold War to a Symbol of Peace.” Being
a key-note speaker here is also a worthwhile challenge for me. I am not saying this simply
for modesty or as a greeting. I wish this conference is a momentum for all participants to
get a special meaning and a sense of mission, not just one of the academic gatherings or
frequently held international events. At this gathering, I may say some words that all can
accept with ease but with little meaning. On the other hand, I may suggest something that
may make people think, though it may be controversial. That’s why I said that it is my honor
and worthwhile challenge for me to serve as a key-note speaker.
In relation to this, let me start this key-note speech with quoting some words left by one
scholar who lived in Korea for a long time ago. He is Byong-cheul Nahm who lived in the
first part of the 19th century. He was a scholar and also a high-ranking public officer. Unlike
other scholars of that time, he was a Confucianism Philosopher, an astronomer, and also
a mathematician. In addition to academic fields, he seemed to enjoy playing ‘Go.’ He left
a very good epigram on the ‘Go.’ He asked: “Why do the thoughts of those watching the
game outside the ’Go Board’ excel the thoughts of those playing the ‘Go’ actually?” Then
he answered: “The reason is that the mind of the watchers can observe the moves more
clearly without being influenced by the outlook of ‘to win’ or ‘to lose.’
I believe this academic gathering may not be the first one for the participants of today’s
event. Rather you may have many experiences of this kind. The following is our common
experience we have frequently at this kind of international conference, whether we are
scholars, journalists, or diplomats: Generally, some fixed stances based on the stake of the
country or an organization we belong to are repeated, justified or protected.
I do not mean that such opinions are surly bad or meaningless. What I want to suggest
is that, I wish you join the discussions on pending issues with a position of a watcher of
the ‘Go’ game unfolded on the Go Board at least at this conference while forgetting about
a specific stance, that is, the nationality or ideological belief. Many of you here may not
agree to my thought. You may think that I am talking a story of a novice, or I may have
another political purpose behind. Nevertheless, let me invite you to a different thought at
least one time, with such a mind-set as the one called “Freischwebende Intelligen” by K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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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heim, which means “a free intellectual with no status lock-in.” To tell the truth, there
are records on ideal dialogues and deep friendship transcending national borders and social
status by the intellectuals in this region before the modern timess1 From the end of the 19th
to the 20th century, however, such ideal dialogues and deep friendship among intellectuals
have become impossible.
Let me start my words with the Demilitarized Zone,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The
DMZ has been left over half a century as a symbol of never-ending war, disconnection and
conflic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metimes military collisions and a new danger. Now
and then, some people used to cross the region with hostile intention or to find chances
for a new life. On the other hand, this is the place where the strongest military powers in
the world are unfolded on both sides while putting the name DMZ to shame. On the contrary, this 4km-wide area, cutt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is the region free from
development and pollution without human touch, and hence, its natural ecosystem is well
preserved as a crystal clear state.
The real state of war continued over half a century on the Korean Peninsula has remained
as an important pending issue in this region still up to present, despite the Cold War at
international level was over long time ago. For over half a century after the Korean War,
peace has been maintained here without big military collisions. Looking back the recent
history of this region, it can be considered as something fortunate, though not satisfactory
enough. Here, let’s stop for a moment, and look back our recent history.
When we review this region in the perspective of war and conflict as well as peace and
prosperity in the last 20th century, its first half period and its second half period are contrastive enough to be symmetrical. During its first half period, this region was engulfed with
flames of war consecutively in the process of power expansion to neighboring countries by
the loser Japan, surged newly as an early modernized power in order to construct its great
empire. What followed were Japan’s invasion to Korean Peninsula, the War between Japan
and China, the War between Japan and Russia, and Japan’s invasion to China. In particular,
Korea, annexed to Japan early by force had experienced severe hardship first. The present
difficult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lies in such a historical fact. Such situations
at last had been escalated into a part of the world war, causing the entire region of the
Pacific Ocean became entangled with wars. Even after this war was over, the mainland
China was still under the civil wars. The next year just after this civil war was over, a wa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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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 out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became “a small world war” fast in that all the
world super powers participated.2
Due to the miserable 3-year war, the Korean Peninsula suffered from tremendous human
and material damages. With the truce in the Korean Peninsula, a new age, though not
satisfactory enough, was open on the East Asia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First
of all, Japan gave up the war and began to start newly with the pacifism as its base. In
addition, Japan ended militarism and realized an exemplary free democracy. Economically, Japan has grown fast as one of the super powers in the world. Japan is also a country
equipped with the best social security for its people in the world, and a country giving a lot
of aids to developing nations.
Following Japan, other countries have also grown fast economically. When Korea was liberated, the illiteracy rate was 78%, elementary school entering rate was less than 50%, and
the enfant death rate was 11%. In 1953 when the Korean War was over, Korean’s personal
income was 67 dollars. Except Japan, most counties in this region might be under the
similar condition. Presently, Korea is one of the nations in terms of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e enfant death rate is 0.4%, which is lower than that of USA. Korean’s personal
income now is over 33,000 dollars. Politically, Korea is under democratic politics, overcoming the authoritarian system of the past. Taiwan has also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even China and Russia have achieved
fast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innovation and open policy.
To those like me who have experienced Japanese Colonial Rule, Liberation, and Korean
War, the changes happened in this region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are
just unbelievable. While traveling overseas recently, I have often seen group tourists from
this region, which we had never dreamed of in the past and even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last century. Such a scene may give no more special meaning to the new generation
of this region, but it is a very much touching experience for people like me who have spent
half their lives under wars, poverty and fear. When watching a group of people looking
similar to me talk loud on the street of a certain city in Europe, I feel pleased, regardless of
near-by people’s wits.
Passing the 20th century, however, this region began to experience again uneasiness, crisis, and even the fear of war from the early part of the new century. The crisis is not just
because of North Korea’s start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pursu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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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oriented line instead of taking the course toward innovation and open policy even
though it may be late for the retarded North Korea to do so.
At the end of the last century, one of the popular research themes for intellectuals in this
region was ‘Regional Community.’ It was expected that, if a regional community, like the
one formed in Europe after the War, can be created in East Asia where materials and peoples are actively and openly exchanged along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positive
contributions on various domains such as culture and politics would be made at the global
level which equals to the economic vigor.
The reality, however, seems to go the other way round. The Japanese ruling government
tries to move to make Japan a country which can wage wars now by changing the Pacifist
Constitution which guaranteed people’s safety and peace at least for over half a century.
The Sunshine Policy, once giving a grand hope that the hostile relationship of the past
i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cleared out, and peace and prosperity can be promoted
through reconciliations, exchanges, and cooperations, is stalled now. The relationship between USA and China, the world economic giants, has particularly led this region to be
engulfed with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and tensions, let alone economic ones. The
territorial conflicts between super powers and their neighboring countries still remain. At
the Southeast Sea of China, a military tension continues surrounding the so-called “Freedom for Navigation.” Are we going back again to the 20th century which gave us great pains
and sacrifices?
Let’s go back to the early part of the past century again. It was the time when Japan began
to invade Korea. One Korean man named Ahn Jung-geun foresaw that the Japanese invasion would not stop at the sacrifice of only Koreans. He foresaw that, if such an aggressive
course is permitted, the entire peoples in East Asia would ultimately fall into indescribable
calamity.
“How can a man of justice and passion just sit and watch the disasters flushing into the
entire East Asia with his arms folded?” In his posthumous work, he proposed that countries
in this region should take preparatory measures against the imperialistic plunders of the
West by mutual resource sharing and cooperation.
This proposal is worth noting in that it precedes about one generation ahead David Mitrany’s approach known as Functionalism, and served as a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later
European Union. At last, as Ahn’s warning, “the multitude of people” in this region were
to suffer from harsh war damages. Some miserable victims were even Japanese who just
followed faithfully what those in power led. There were, however, few among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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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at that time who paid attention to his warning. Ahn was executed and we still do
not know where his dead body is.
Following Ahn Jung-geun, Sun Tat Sen also left precious words regarding the future of
this region at his lecture held in Kobe in November, 1924, just before he was on his way
to China after a long stay in Japan: “ In the future, Japan must choose whether it pursues
The Rule of Might following the Western Europe or it becomes the holy ground for The Rule
of Right.” It was a good question judging the destiny of this region. Even now after one
century later, this is a big topic for us to ponder. In other words, if we are people who think
seriously about stability, peace and prosperity in this region, we must admit what Sun Tat
Sen raised to Japan 100 years ago as our homework to be taken seriously.
It is easy for all of us to understand ‘The Rule of Might.’ ‘The Rule of Might’ is a concept that
something we consider wrong is accepted as a natural realistic matter, and that something
we criticize becomes an object of envy. That much, this concept is even easy to translate
into English, not the language of this region. The concept “The Rule of Right” or “The Royal
Road,” however, can be assumed vaguely but not clear enough in reality for practic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especially in the heated competition among imperialistic nations,
the general behavior is to perform ‘The Rule of Might’ under the pretext of “The Rule of
Right,” isn’t it?3
In true sense, however, “The Rule of Right” or “the Royal Road” may have been existed
only as a concept without its realization even once. That much, it is difficult to translate this
concept. If it is translated word by word, its original meaning can be easily distorted. It has
been my homework to translate this time-honored concept to the terms just suitable to
the present reality. I saw a very good translation in the book I read recently. It was “humane
authority.”*4
Some of my Japanese acquaintances say that what Japan did for the first half of the last
century is the same as what the super powers in Europe, so-called the advanced nations
in modern times, did. They say that what makes Japan differ from the European super
powers is that Japan was defeated at wars. Such a thought has also its root. The modern
history of the Western Europe shows that they have brought tremendous disasters to
Mankind for the expansion of national powers and the pursuit of hegemony on one hand,
while pursuing rationality, enlightenment and human lib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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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s they caused transcended Europe twice and made the entire world a scene of
killing and destroying. The Japanese leaders also might think that it was natural to annex
its neighboring small and weak states.
Leaders like Ahn Jung-geun and Sun Tat Sen warned this point. The modern history of
the West was just the one-sided history of destruction and slaughter, and the Japanese
leaders might think such brutal actions as modernization or development. Only after experiencing the two self-made tremendous disasters, the Western Europe seems to implement a new experiment moving away from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 of
the past.
On the other hand, as I expressed my concerns previously, the pattern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unfolded in the modern Europe is still repeated in this region, sin’t it? Don’t you
think that the warnings by Ahn Jung-geun and Sun Tat Sen are pointing us once more?
We are faced with a series of news like these everyday, but we accept what the leaders,
experts or the press of our own country tell us without paying any special attention on such
situations, don’t we?
In early part of the 20th century, Georges Clemenceau said that the war was so important
that he could not leave that matter to the hands of the generals. Sometimes, I think that
politics is too important to leave it only to the hands of politicians.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we cannot leave the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assurance only to politicians. In
the world, there are many respectful great political leaders. But all are not great and honorable. To some political leaders, their own thoughts on the stake and security assurance of
the nation they lead, or the status maintenance of their own collective power become key
factors in 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That happens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hey confuse the stake of the group the belong to or of their own interest with
that of the nation they rule. The result is that the calamity is pouring on the general public.
Sometimes, not only military leaders but also politicians make some wrong judgements
on the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Numberless cases on the wrong judgements can be
found in our history.5
There is one fact I value high in the modern history of this region. That is what the leaders of China, which encountered so many sacrifices due to the Japanese invasion, said
when the war was over. They said that the Japanese invasion so far was the wrong-doin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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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d by a small number of wrong leaders, and it was not the responsibility of most
general Japanese people. Such an attitude of Chinese leaders gives precious lessens to us
who are presently exerting efforts for stability and peace in this region. In fact, at the early
part of the last century, Ahn Jung-geun once released Japanese soldiers prisoned by him.
Ahn Jung-geun also saw them as victims of militaristic imperialism. He saw not the nation
but the people.
Modern nations have requested ever stronger royalty from the general public than any
other political system in human history. Modern nations have been the target demanding
people’s royalty that much. But in most cases, some leaders in power transformed this
royalty into a distorted patriotism or a stupid national interest, driving the general public
into the road of sacrifices. In that sense, the nation itself can be considered as a biggest
criminal in history.
Confucius, one of the Chinese sages, said 2,500 years ago that the goals of a good politics
are to maintain people’s trust and their welfare, while considering military power or security
as the least important one. I believe such words can be shared by all people at any time
transcending the national borders and ideologies. On the other hand, though there may be
some differences in degree, leaders of many nations, except some, do not put these words
into practice.
“The Rule of Right,” or “The Royal Road” which seems difficult to understand, may be the
easy truth unfolded in front of our eyes. It is unfolded amid the daily life of many people,
though not reported on the newspapers. To make the common people lead their common
life as they choose, enjoy their leisure time and travel for tour is “The Rule of Right.” When
a great leader orders to set up his statue here and there in the entire nation, enforces his
people to praise him, and leaves his name on the blood-stained history, that is “The Rule
of Might,” At least to the general public who have experienced physically and mentally the
cruel calamity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last century, this is a far more self-evident truth
than any other words spoken by smart scholars or by great leaders. As Prime Minister Willy
Brandt pointed out, a war is not the ultima ratio but the ultima irratio. Nevertheless, we
frequently waste resources for people’s welfare by spending them for armaments. We are
even proud of such spending. In that sense, some cases of the post-war Western Europe
or Japan on the new approaches concerning the use of wars or military force can give us
good implications.
By ending my long-winded speech, let me offer you two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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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s about the settlement of the past affairs. In contrast to the European case, the failure
issue of the past in this region has not been cleaned up properly after the War. This can
be a seed of conflicts among nations or even in one nation. Now is the time to clean up
this matter. Just after the War, Chinese leaders gave the most clear-cut definition on this
issue. The termination of the War was the victory of peace-loving peoples in this region,
and the failure of wrong politics, “The Rule of Might.” In that sense, I wish all the peoples
in this region can celebrate the War Termination Day together, thinking deeply about its
significance.
At present, many countries in this region remember the War Termination Day in different
ways with different meanings. Japan remembers this day just a day for “termination of
war.” For South Korea, it is the day of “liberation.” For North Korea, it is the day of liberating
South Korea when North Korea’s Kim Il-seong ordered “North Korean Revolutionary Army”
to advance all together to South Korea for their liberation. China commemorates September 3 as “the Anniversary of Victory.” The meaning of this day differs in each nation with
different reasons. My observation is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on this
matter for a while among the nations concerned. In the mean time, how about celebrating
the War Termination Day with all the peoples in this region under the names containing
its common meaning such as “VIP Day (Victory in the Pacific Day)” or “VOP Day(Victory of
Peace Day),” in various ways. What was defeated is not a certain nation nor a specific people, but the wrong ideology and policy, and militaristic imperialism and fascism. What was
victorious is the peace common people pursue. We don’t have to hold any high-sounding
event. People sharing the idea can do something meaningful by internet or through virtual
reality.
Another suggestion relating to this. The intellectuals in this region who think about its
present and future can band together to exchange opinions or to form a gathering for
regular proposal making. In commemoration of today’s meeting, we may name it the DMZ
Club. Unlike its proper noun, DMZ can be reborn as a new name reflecting the meaning of
anti-war and peace.
Here there may be some participants who do not agree to my long thought, considering
my two suggestions mentioned in the last part of my speech something unrealistic and
absurd. Even if so, I hope you can consider my random utterances something helpful to
deal with such a serious problem in this region.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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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리 요시노리
KATORI Yoshinori
前 인도네시아 대사
Former Indonesian Ambassador of Japan

카토리 요시노리 대사는 1973년 히토츠바시 대학 경
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외무성에 입부하였다. 1974
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의 프레이버그 대학에서 수학
한 다음 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미
일안보조약 국장과 언론홍보국장을 지냈으며 1997년
독일 뮌헨의 총영사로 재직했다. 2000년부터 2002년
까지 한국주재 일본대사관에서 공사로 재직하였고 이
후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 대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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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KATORI Yoshinori graduated from the Faculty of Economics of Hitotsubashi University in
March 1973 and enter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fter studying at the University of Freiburg Germany between 1974 to 1976 started his
diplomatic career in Bonn Germany. He served
as Director of Japan US Security Treaty Division
and Director of Press Affaires Division and was
send to Munich Germany as Consul General in
1997. From 2000 to 2002 he served at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Korea as Minister. He
served as the Japanese Ambassador in Israel
from 2006 to 2008 as well as in Indonesia from
2011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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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의 중요성
카토리 요시노리
전 인도네시아 대사

1. 한반도 상황
2016년과 2017년 북한과 미국이 도발적인 언행을 주고 받으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트럼프 대통령의‘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과‘모든 방법을 동
원하겠다(all options are open)’는 강경한 어조가 반복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종국에는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안게 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결과, 2018년 4
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이 11년만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1 동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고,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
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 엄숙히 천명하였다’(전문).
2018년 6월 12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12일 발표된 공동합의문 전문에
서‘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 안보 보장을 약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그의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상기 두 정상회담은 최소한 당분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데 일조하였다. 2018년 3월 25일-28일 베
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은 두 정상회담의 토대를 닦
는데 기여하였다.
2. 남북 ·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발전상황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은 역내 주요 당사자들간 대화를 가속화하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공헌하였다.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다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평양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
다. 평양 공동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5번 항).’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7일~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본
정상회담은 양측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전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동
정상회담이 과대평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6월 30일에 잠시 이루어진 두 정상의 판문점 회동(두 정상
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중계)은, 양국 간 화해분위
기를 한층 무르익게 하였다.
1 이전의 남북정상회담:
①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② 2007년 10월 2~4일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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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경우, 2018년 3월 이래로 2018년 5월 7~8일 다련에서, 그리고 2018년 6월 19~20일
및 2019년 1월 7~10일 베이징에서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후 2019년 6월 20~2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는 국가주석으로서 시진핑 주석의 첫 방문이자 2005년 후진타오 전 주
석의 방북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중국 최고지도자 방문이었다.
한편 북한의 대러 관계와 관련해, 2019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
틴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2011년 이후 양국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정상회담이었다.2
3. 변화하는 북한의 이미지
2018년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국가 정상들 간 회담이 개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가
변화되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가장 베일에 감춰진 지도자로 평
가되어 왔다. 사실, 김 위원장은 2012년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이후 외교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폐쇄
된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여기에 2013년 12월 13일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처형이 집행되고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제 김정남이 암살된 소식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북한의 폐쇄적 이미지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심화되었다.
2018년,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및 4월에 이루어진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은 핵무기와 관련한 ‘교착상태’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세계 정치 무대 데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폴 제 1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해 해외 언론보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
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심층 보도되면서 김정은 위
원장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즉,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정 수준 변화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것이다. 많은 비평
가들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비핵화 프로세스는 관련국의 모두의 인내심과 노력
을 요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주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상호 신뢰가 증대되어야 한다.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는 전문의 문구는 2018년 6월 12일
발표된 북미 공동 합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 일 것이다. 비록 일시적일지 모르나 긴장이 완화
된 최근의 상황을 활용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4. DMZ 포럼
DMZ 포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DMZ 포럼은 개최 이래 소중한 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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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산을 축적해왔으며, 각국의 시민들이 ‘DMZ의 고유한 생태, 문화 자원을 보존하여, DMZ를 전쟁과
분단의 상징에서 사람들간의 혹은 사람과 자연 간의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는 것’과 같이 본 포럼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환경 보호, 농업, 양식업, 관광, 보건,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과 논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경기
도 지방에 정기적인 문화 그리고/또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DMZ 지역을 국제사회, 특히 젊은 세
대들에게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본 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층
의 교류와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DMZ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우정과 안정을 모색하는데 있어 어떠한 도전과제와 기회가 있는지 이해의 폭이 깊
어질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DMZ 지역에 더욱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
라 생각한다.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있어 각국의 시민들은 각각 자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헌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중국과 같은 이웃국가들은 한반도와의 유구한 역사적 관계 및 물리적 인접성을 고
려했을 때 보다 특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례로, 한국과 일본에는160개 이상의
자매 도시/지방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놀라운 풀뿌리의 힘이 발휘될
것이다.
5. 한일 관계
한일 관계를 살펴보면, 고대부터 양국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키히토 천황(현 상왕)은
2001년 12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카무 천황(781~806 통치)의 생모가 백제3 무령왕(501~523)의 자
손이었다는 속일본기(797년에 완성된 역사서) 기록에서 한국과의 유대감을 느낀다. 무령왕은 일본과 굳
건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오경(유교 경전) 박사가 유교를 설파하기 위해 잇따라 일본을 방문한 것도 무
령왕 시절부터였다.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인물도 무령왕의 아들 성왕(523~554 통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고대 시대부터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과거의 친밀한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종종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다. 2011년에‘위안부’문제가 다시 쟁점화 되고 2011년 12월 18일 노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간에 이루어진 교토 회담이 특히 한국측에 씁쓸한 감정을 남기며 마무리된 이래로, 양국 관계는 다시 경
색되었다. 게다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상황이 개선
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언론에서는 양국 관계가 1965년 한일관계 정상화 이후 최악의 수
준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최근의 신문기사나 TV 토론 프로그램을 접해보면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
게 것이다. 안타깝고도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양국관계를 극복해야 한다. 비
록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견해이지만, 오늘날 양국의 국민들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넓고 장기적

3

백제는 한국의 고대 삼국 중 하나이다. 18 B.C에 세워져 660 A.D.에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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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편협한 시각, 또는 단편적인 정보나 과장된
미사여구 및 주장에 기반한 독선적 논쟁에 흔들리지 말고,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특히
상대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6. 두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
본 챕터에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며 양국의 이익과 지역 안정을 도모를 위한 우리의 노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존중과 공감에 기반한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좋은 기록이 있다.
돌이켜보면, 때때로 부침은 있었지만(통상 역사 인식과 관련한 이유로 관계 긴장), 1965년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이래 양국 관계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존중과 공감
에 기반한 우호적이고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일 친선관계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전두환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관계
1982년 11월 27일 일본 총리로 취임한 나카소네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83년 1월 11~12
일 한국을 방문했다. 일본 국무총리가 한국을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한 것은 첫 사례였다. 1982년 나카
소네 총리 방문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일본 교육과학부의 교과서 검정제가
국내외,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 중일 관계가 심각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었다.4 한국은 나카소네 총리의 방문에 우호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의 강력
한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 공헌하였다. 나카소네 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전두환 대통령과 친밀하고 가까
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관계
1998년 10월 8일,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 한일 새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또
한 양 정상은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광범위한 협력 분야를 포함하는 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이 공동선
언은 양국 간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토대가 되었
다. 양국 시민이 넓은 의미에서 보다 긴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 이 공동선언 덕분이었다고 평가
해도 실로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관계
2001년 4월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일본의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재임 기간 동안 2001년 일본 역
사 교과서 검정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과 같이 양국 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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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6월 25일, 일본의 교육과학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포함해 회계연도 1983년부터 사용될 학
교 교과서를 승인하였다. 다음날 일본 언론은 이 주제와 관련해, 전쟁 또는 식민통치와 관련한 저자의 다양한
표현이 교과부 승인과정에서 희석되거나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이 있었다. 이 두 사건이 한일관계에 방해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은 이를 극복하고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두 국가는 2002년 FIFA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간 문화, 인적 교류가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중가요나 TV 드라마 같은 한국문화가 일본에서 큰 호응
을 받았다. 2004년 7월 21~22일 제주도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노
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역사 문제를 쟁점화 할 의도가 없다고 고이즈미 총리에게 밝혔다5.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오 야스다 총리의 관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 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 참
석 차 서울을 방문한 후쿠다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후쿠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을 연 외국 정상이었다. 이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셔틀외교(양국 정상이 수시로 회담 개최)를 복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20~21일 일본을 방문하였다. 건설적인 회담이 종료된 후 ‘한
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양국 정상의 결의가 담긴 공동 언론발표가 이루어졌다.
➁ 양국 시민의 대다수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신뢰하고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지지한다
2012년에 양국의 한일 상호 공감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1999년(헤이세이 시대
11년)에 한국에 공감을 느끼는 일본 국민이 그렇지 않은 일본인보다 많았다. 이 같은 추세는 2011년(헤
이세이 시대 23년)까지 지속되었다. 2009년(헤이세이 시대 21년), 한국에 공감하는 일본인 응답자는 전
체의 63.1%에 달했다.

Sympathy towards Korea (Survey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2017)

5

200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현이‘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 노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
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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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겐론 NPO와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이 2013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한 한일상호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상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되나,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추세가 우세했다.
다음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최신 조사 결과이다.6 조사 결과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최근 몇
개월 간 양국 간에 부정적 사태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이 확실하다.
일본인 응답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2013년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반면, 한국
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일부 개선되었다.

일본인과 한국인 응답자의 60% 이상이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일본인 응답자의 63.5%가
양국관계가‘좋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의 40.6%에서23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동
일하게 답변한 한국인은 전년도 54.8%에서 11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66.1%를 기록했다. 양국 관계가
‘좋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일본인의 6.1%, 한국인의 3.7%에 그쳤다.
한국인의 70% 이상이 두 국가의‘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동일하게 느끼
고 있는 일본인은 40%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본인 응답자의 대다수가‘대립을 피해야 한다’혹은‘미래지
향적인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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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조사와 관련한 사실정보와 분석은 겐론 NPO의 ‘2019 한일 공동 여론조사’정보에 기반하고 있다.
http://www.genron-npo.net/en/opinion_polls/archives/54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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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84.4%가 한일 관계를‘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동일한 답변을 한 일본인은 전체 응답자의
50.9%에 불과해,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우려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본에는 한일 관계가 가장 중요

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한국을 가깝게 생각하는 핵심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때로는 양국
정서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
지만,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균형 감각과 지혜가 이를 앞서고 양국이 상호 이해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7. 일부 긍정적인 발전사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는 한국에 공감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믿는 핵심 집단이 존재한다.
일례로, 재팬 타임스는 올해 8월 6일자 보도에서 ‘도쿄의 주요 한인타운인 신오쿠보, K-pop 음악과 한
국 음식, 화장품과 다양한 상품을 찾는 수많은 일본인들로 지난주 영업 이상 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8월 8일, NHK 오전 뉴스에서는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현대 소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했다. 이 중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지난해 12월 번역된 이래 특히 일본 여성
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카와데 쇼보에서 발매한 문예
계간지 ‘분게이’ 가을호는‘한국・페미니즘・일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한국 문학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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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한국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이처럼 문화계에서는 최근 고무적인 발전이 눈에 띈다.

양국 시민들은 서로 신뢰를 지속하고 상호 이해, 특히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
정치적 대립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서로의 문화에 지속
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상호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8. DMZ 포럼과 일본
‘DMZ의 고유한 생태, 문화 자원을 보존하여, DMZ를 전쟁과 분단의 상징에서 사람들간의 혹은 사람과
자연 간의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DMZ 포럼의 목적이 계속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는 중
요한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 믿는다. 일본은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
일 관계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의 상황은 그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이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야 할 때이다. DMZ 포럼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협력과 논의를 계속한다면 양국 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638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KATORI Yoshinori
Former Indonesian Ambassador of Japan

1.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very tense especially in the years 2016 and
2017 aggravated by the exchanges of provocative words and ac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North Korea continued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arsenal and the repeated strong statements of “maximum pressure” and “all options are
open” by President Trump caused serious concern in many countries of an eventual outbreak of a war. But the patient and consist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could lead
to the North-South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Chairman of the States
Affairs Commission Kim Jong Un on April 27, 2018 in Panmunjom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1. On that meeting,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issued and both leaders “solemnly declared・・・that there will
be no more war and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on the Korean Peninsula” (preamble).
On June 12, 2018, the first US-North Korea Summit meeting took place in Singapore.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the same day stated in the preamble that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meetings broke at least for the time being the impasse. The meeting between the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of China and Chairman Kim Jong Un on March 25~28, 2018
in Beijing have also contributed in paving the way for the outcome of these two meetings.
2. Development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2018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in June of the
same year accelerated dialogs among the key players in the region which further contributed in reducing the tension on the Peninsula.
1 Previous Inter-Korean Summit meetings:
① June 13~15, 2000 in Pyongyang between President Kim Dae-jung and General Secretary Kim
Jong-il
② October 2~4, 2007 in Pyongyang between President Roh Moo-hyun and General Secretary Kim
Jo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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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South and North, a summit meeting was held again on September 18 to 20,
2018 in Pyongyang and the two sides agreed o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In this
declaration, “The two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turned into
a land of peace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s, and that substantial progress towards this end must be made in a prompt manner”(point 5).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 second summit meeting was held on February 27~28,
2019 in Hanoi. Though this meeting seemed not to have met the expectations of both
sides, the intense coverage of the international media nevertheless had the effect in playing up the meeting. And the brief encounter between the two leaders in Panmunjom
on June 30－the media showing repeatedly the pictures of the two leaders chatting in a
friendly manner and walking together across the Demarcation Line－further promoted the
atmosphere of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since March 2018, summit meetings were held on May
7~8, 2018 in Dalian, on June 19~20, 2018 as well as on January 7~10, 2019 in Beijing. And
on June 20~21, 2019,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visited Pyongyang. It was his first visit
as General Secretary and the first visit of a Chinese Head of State to Pyongyang since the
visit of Hu Jintao in 2005.
Regarding the DPRK’s relations with Russia, Chairman Kim Jong Un met President Vladimir
Putin on April 25, 2019, in Vladivostok. It was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20112.
3. The changing image of North Korea
The meetings of Kim Jong Un with various heads of the states since 2018 had changed
the image of Nor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til recently, Kim Jong Un wa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veiled leaders of one of the most secluded countries. In fact,
Kim Jong Un didn’t appear on the diplomatic scene since he succeeded his father in 2012
and the closed image of North Korea was strengthened by its ongoing efforts to further
develop nuclear weapons and long range missiles including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image of North Korea further suffered and the concern of the unpredictability of North Korea further deepened by the media reports of his uncle Jang Seong-taek’s
execution on Dec 13, 2013 and of the assassination of Kim Jong-nam, the half-brother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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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Un at the airport of Kuala Lumpur Malaysia in February 2017.
The situation started to change in 2018. The visit of Chairman Kim Jong Un to China
in March 2018 and the Inter-Korean Summit on the following month in Panmunjom not
only brought a kind of a breakthrough in the “stalemate” situation with regard to nuclear
weapons but served as an important debut of Chairman Kim Jong Un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age. Through the repeated appearances in the media worldwide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Summit Meet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 Singapore, and the
continued intensive media coverage of the summit meetings wi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e American President Donald Trump, the Chinese Secretary General Xi Jiping and
the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Chairman Kim Jong
Un has established his position as one of the most often seen personalities in East Asia.
Certainly, we should not lose sight of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concrete progress
towards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yet. In other words, the general mood may have
changed a certain degree but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substance. These are valid
points that many critics emphasize. At the same time,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process towards denuclearization requires patient efforts by all the countries involved. The
interests of the key players are complex. Mutual trust must be strengthened. The wordings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eamble are probably one of the most crucial phrases of the
US-DPRK Joint Statement of June 12, 2018. It is important for us, taking advantage of the
recent developments where tension has lessened at least for the moment, to continue our
efforts for increased confidence building, towards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DMZ Forum
The DMZ Forum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The DMZ Forum has accumulated valuable intellectual asset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there are certainly many areas where citizens of all our countries can be engaged in
promoting the mission of this Forum, i.e. to “support conservation of the unique biolog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Korea’s DMZ, transforming it from a symbol of war and separation
to a place of peace among humans and between humans and nature.”
The areas of cooperation and discussion can cover among others environment protection,
agriculture, aquaculture, tourism, healthcare and sport. It is also very useful to make the
DMZ area better known to many peop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o the
younger generation by organizing regular cultural and/or sport event in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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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also further encourage the exchange of youths and involvement of volunteers to
support the mission of the Forum. By continuing these efforts, more and more people will
get to know this area, would understand better the challenges and chances in promoting
friendship and stability and, what I believe is most important, would feel personally closer
connected to this region.
In promoting various project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citizens of many countries can
contribute by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Neighboring countries like Japan and China can play a special role because of the proximity to this
region and the long historical relations with the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there are
over 160 sister-cities/provinces between Japan and Korea. If these connections could be
actively mobilized, it would be of impressive grassroots power.
5. The Japan-Korea relations
If we look at Japan-Korea relations, we can find out our close contacts since the ancient times. In the press conference on Dec. 18, 2001, Emperor Akihito (present Emperor
Emeritus) mentioned among others that he feels “a certain kinship with Korea, given the
fact that it is recorded in the Shoku Nihongi (Chronicles of Japan compiled in 797), that
the mother of Emperor Kammu (reign 781~806) was of the line of King Muryong (reign
501~523) of the Kingdom of Paekche3. King Muryong had strong relations with Japan,
and it was from his time that masters of the Five Chinese Classics (books compiling the
teaching of Confucianism) were invited to Japan one after another to teach Confucianism.
King Song Myong (reign 523~554), son of King Muryong, is recognized as the one who
introduced Buddhism to Japan.”
As pointed out in this press conference, Japan and Korea had close contacts and exchanges from the ancient times.
But in spite of the intensive and friendly relations in the past, we are often confronted
with difficulties in our relations. And since 2011, when the issue of the “comfort women”
reemerged and when the meeting between PM Noda and President Lee Myung-bak on
December 18, 2011 in Kyoto left an unpleasant aftertaste especially on the Korean side, our
bilateral relations became stressed again. And the recent developments are making matters worse. At present, we don’t see any promising prospects for improvement. According
to comments of some media, 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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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kche is one of the three kingdoms of ancient Korea. It is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18
B.C. and perished in 660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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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iorated to their worst level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ir relations in 1965. If you
read some of the newspaper articles these days and watch the debates on TV, you might
tend to agree to these kind of comments. The situation is unfortunate and unhealthy. We
have to overcome the present stalemate in our bilateral relations. I can only talk from the
standpoint of a private citizen. But I believe that today the citizens of both countries are
called upon to maintain the sense of balance, maintain broad and longtime perspectives
and contribute for the future-oriented relations of our two countries. The citizens of our
two countries must maintain the trust towards each other and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especially mutual understanding towards the other’s feelings, not to be confused
by narrow-minded perspectives, self-righteous arguments often based on fragmented
information, or grandstanding rhetoric or arguments.
6. Two aspects to be kept in mind
In this Chapter, I want to share with you two points, which we should not lose sight of and
on which basis we can continue to make efforts for the good of our two countries and for
the stability of this region.
① Japan and Korea have good records of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sympathy
If we look back, we will notice that though there were occasional ups and downs (the reason for tension was almost always questions related to history recognition), our bilateral
relations developed in principle in a positive way after the normalization of our relations in
1965.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good records of friendly and intensive cooperative relation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sympathy. Let me refer to some examples of
cordial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Relations between PM Yasuhiro Nakasone and President Chun Doo-hwan
Mr. Nakasone who assumed the post of Prime Minister of Japan on November 27, 1982
stressed the importance of Japan Korea relations and paid a visit to Korea on January
11~12, 1983. It was the first time that a Japanese Prime Minister chose Korea for his first
official foreign visit. The visit of Mr. Nakasone took place at an important timing since in
1982, Japanese-Korean relations as well as Japanese-Chinese relations have suffered a
serious backlash when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n Japan became the focus of criticism at home and abroad, especially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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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ina4. The visit of Mr. Nakasone was warmly received in Korea and this visit contributed in consolidating the strong bond between Japan and Korea. Also personally, Prime
Minister Nakasone maintained close and friendly relations with President Chun Doo Hwan.
Relations between PM Keizo Obuchi and President Kim Dae-jung
On October 8, 1998, PM Obuchi and President Kim Dae-jung issued the “Japan-Republic of Korea Joint Declaration –A new Japan-Republic of Korea Partnership towards the
Twenty-first Century”. The two leaders also agreed on an action plan annexed to this Joint
declaration covering wide range of areas of cooperation. This Joint Declar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uments between our two countries. This Joint Declaration paved
the way for intensive cultural and people to people exchange between Japan and Korea.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was this document that enabled the citizens of our two
countries become close and intimate on a broad basis.
Relations between PM Koizumi and President Kim Dae-jung as well as President Roh
Moo-hyun
On April 26, 2001, Mr. Junichiro Koizumi became the Prime Minister of Japan. During his
tenure, there were challenges in the bilateral relations such as the question of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authorized in 2001 and the annual visits of PM Koizumi to the Yasukuni Shrine. Though these two issues were impediments to our bilateral relations, both
countries made their utmost efforts to contain the damage and to move forward. Both
countries successfully co-hosted the FIFA World Cup in 2002 and cultural exchange as
well as exchange of people increased between Japan and Korea. The Korean culture such
as pop music or TV dramas were enthusiastically received in Japan. On July 21~22, 2004,
a Summit Meeting was held in Jeju Island between PM Koizumi and President Roh Moohyun and at that meeting, President Roh told PM Koizumi that he has no intention to raise
the question of history during his tenure5.
Relations between PM Yasuo Fukuda and President Lee Myung-bak

4

On June 25, 1982,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authorized school textbooks
for the use starting in FY 1983 including history textbooks for the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On the following day, the Japanese media reported on this subject by commenting
that various original expressions of the authors regarding the war or the colonial rule have been
watered down or changed in the course of the authorization process.

5

This position of President Roh changed when Shimane Prefecture (Japan) enacted an ordinance
to establish “The day of Takeshima” on March 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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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 Myung-bak became President of Korea on February 25, 2008. President Lee
met with PM Fukuda on the same day who came to Seoul to attend the inaugural ceremony. PM Fukuda was the first foreign head of state who had a meeting with the new Korean
President. At this meeting, it was agreed to resume the so called shuttle diplomacy (frequent meetings between both heads of states).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Japan
on April 20~21 of the same year. After a constructive meeting, Joint Press Announcement
was issued in which both heads of states confirmed their determination to open a “New
Era of Japan-Korea relations”.
➁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in both of our countries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our
bilateral relations and support further development of our relations
It is unfortunate that the sympathy towards each other has eroded so radically in both
countries in 2012. In 1999(year of Heisei 11), Japanese people who felt sympathy towards Korea exceeded those who did not. This situation lasted until 2011(Heisei 23). In
2009(Heisei 21), the Japanese who felt sympathy towards Korea reached 63.1% high.
Sympathy towards Korea (Survey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2017)

According to the joint survey of the Genron NPO of Japan and the East Asia Institute of
Korea regarding the impression towards each other which started in 2013, we can notice
some kind of improvement in Korea but in Japan negative trend prevailed. Here are some
results of the last survey conducted from May to June this year6. The result is alarming and

6

The facts and analysis regarding this Survey is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Genron NPO
“The Japan-South Korea Joint Public Opinion Poll 2019”.
http://www.genron-npo.net/en/opinion_polls/archives/549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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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has surely worsened in the last few months due to the continued negative
development.
The Japanese respondents’ impression on South Korea has been the worst since the survey begun in 2013, whereas South Koreans’ impression of Japan has shown some improvement.

More than 60% of both Japanese and South Korean respondents believe that the bilateral
relations have deteriorated. 63.5% of the Japanese perceive the bilateral relations as “bad”,
a 23 percentage-point increase from 40.6% (2018). 66.1% of the South Koreans feel the
same, an 11 percentage-point increase from 54.8% (2018). Only 6.1% of the Japanese and
3.7% of the South Korean think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good”.
While more than 70% of South Koreans think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relationships,” only 40% of Japanese feel the same. Yet, the majority of
Japanese think that both countries should “avoid confrontation” or should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a future-oriented manner.”
While 84.4% of the South Koreans consider Japan-South Korea relations “important”, only
50.9% of Japanese think the same, hitting the lowest point since the survey b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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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quite alarming and serious. But I want to stress that in Japan, there exists a strong core of people who sincerely believes that our bilateral relations
are of utmost importance and who feels close to Korea. We might experience occasional
swings of the general sentiment between our two countries also in the future should we
face political difficulties, but I believe that from the longer perspective, sense of balance
and wisdom will prevail and both countries can further deepen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
7. Some positive developments
As already mentioned above, there exists a core of people in Japan who feels sympathy towards Korea and believes in the importance of our relations. For example, the Japan Times
of August 6, this year reported “At Shin-Okubo, a major Korea Town in downtown Tokyo,
business went as usual last week with many Japanese looking for K-pop music, Korean
food, cosmetics and other merchandise.”
On August 8, NHK morning news reported the new trend in Japan that Korean contemporary novels translated into Japanese are becomming more and more popular. One of the
books getting a lot of attention especially by the Japanese women, and selling very well
since its translation in December last year is “Kim Ji-yeong, born in 83” (83년새김지영) writ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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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by Cho Namju(존남주). And “Bungei”, a literature magazine published by Kawade Syobo,
has focused on Korean new literature in its autumn edition with the title “Korea・Feminism・Japan” and introduced Korean authors and some of their novels. These are encouraging recent developments in the cultural field.

The citizens of our two countries must maintain the trust towards each other and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especially mutual understanding towards the other’s feelings.
We should not be confused by political confrontation and work together for the future-oriented relations of our two countries. Maintaining interest in each other’s culture is an important pillar for strengthening mutual sympathy.
8. The DMZ Forum and Japan
I believe, that the mission of the DMZ Forum, to “support conservation of the unique biolog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Korea’s DMZ, transforming it from a symbol of war and
separation to a place of peace among humans and between humans and nature”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pillar for enhancing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Japan can
play an important role together with other partner countries. 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have been disturbed for too many years and the situation seems to become
even worse at present. It is time to improve the situation. Cooperation and discussions in
the framework of the DMZ Forum can also be a catalyst for strengthening ou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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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닝
LI Ning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 부의장
Executive Vice Chair, 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 Strategic Studies

리닝 장군은 2015년부터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
(CFISS)의 일원으로 현재는 동 기관의 부의장이다. 전
문 분야는 동북아시아 안보, 미중관계, NATO의 역할
등을 주로 연구한다. 리닝 장군은 중국 국방부에서 오
랜 근무경력을 통해 안보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
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EU의 중국 업무에 대한
군사자문으로 공식 임명된 바 있다. 리닝 장군은 소련,
영국, 노르웨이와 말레이시아의 중국대사관에서 근무
하였다. 리닝 장군은 1990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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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nd now he is Executive Vice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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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U.S., ROK, Japan and Europe. His research
fields cover Northeast Asia security issues, Sino-U.S. relations, NATO expansion, etc. Gen. Li
has a long working experience i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C. He was officially appointed
as Military Adviser for the Chinese Mission to the
European Union from 2008 to 2012, an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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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oviet Union, UK, Norway and Malaysia. He
gained his Master degree from John Hop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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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국가 간 다자 협력
리닝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 부의장

질문
A. 양자 간의 협력만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가?
B. 3자(한국, 북한, 미국)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가?
C.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양자 혹은 다자적 접근방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안
A.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B. 중국, 한국과 북한은 공통점이 많다. 협력의 여지가 많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C. 현 상황을 이용해 중국, 한국과 북한은 3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다음을 달성해야 한다.
1. 모든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안전하고 항구적인 평화 메커니즘 구축
2. UN 제재 결의에 포함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있는 조항(reversible provisions)’의 완화를 제고해
남북 협력 촉진
3. 과학, 기술, 교육, 관광, 농업, 역사 등 민감하지 않으며 관련 UN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는 실무 교류부터 시작
D. 상기의 3자 메커니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은 북미간 양자 대화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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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ultinational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LI Ning
Executive Vice Chair, 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 Strategic Studies

Questions
A. Can two parties only creat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B. Is possible for the three parties (ROK, DPRK, and the U.S.) to build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C. What is the possible way, bilateral or multilateral efforts, that can create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Options
A. The chances for the peace still exist but are diminishing. The challenges are seriously arising.
B. China, ROK and DPRK have a lot in common. There is more space for the cooperation, which is the
important base for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C.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esent situation, China, ROK and DPRK should establish a three-party
cooperation mechanism to promote:
1. Establishing stable and lasting peace mechanism which could represent the interests of all parties;
2. Promoting the relaxation of ‘reversible provisions’ of the UN sanctions, so as to create ROK-DPRK
cooperation.
3. Starting the non-sensitive pragmatic exchange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tourism, agriculture, history, which will not violate relevant UN resolutions.
D. Based on the above three-party mechanism, a multi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 for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established, which is inseparably interconnected to the bilateral
dialogue between DPRK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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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루킨
Alexander LUKIN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교수
Professor,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알렉산더 루킨 교수는 미국 경제고등 국립연구대학의
국제관계학과 학과장과 러시아의 MGIMO의 국장이
다. 루킨 교수는 2007년 모스크바의 외교아카데미에
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소련의 외교부
외교관으로 중국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근무하였고 소
련의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서 재직한바 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모스크바 시 위원회에 부국
장으로 선출되었고 지역간 관계 위원회 의장직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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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iet Foreign Ministry, the Soviet Embassy to
the PRC, and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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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1993, he served as an elected deputy of the
Moscow City Soviet (Council) where he ch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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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알렉산더 루킨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교수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자국의 아시아 전략, 특히 2014년 이후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 중시 정책과 별
개로 볼 수 없다. 러시아는 다극화로 옮겨 가고 있는 국제체제를 토대로 대외 전략을 수립했다. 새로운 다극체제에서
러시아는 독자적 유라시아 중심으로서 위상을 갖추고자 하며, 주요 강대국과 건설적이며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내 안보와 안전의 유지는 단지 외교 정책 차원의 목표일 뿐 만 아니라 국내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극동 지역의 개발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야심을 규탄하고, UN 결의안을 지지한다. 러시아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UN 안보리의 모든 제재안을 완전히, 그리고 엄격히 준수한다고 말한다. 한편, 서방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다른 반서
방주의 국가와의 관계가 러시아에게 중요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을 전적으로 비판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역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긴장관계를 이용하
고 있다고도 강력하게 믿기 때문에 반대세력 역시 비난하는 바이다. 러시아 내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북한이 아
닌 중국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반대
했으며, 실제로 양국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계획을 비난했다.
유엔 제재 조건에 관한 협상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완화하려 했다. 하지만 현 상
황에서는 세계가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모든 대상국에 촉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붕
괴가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일부 서방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대다수의 러시아 전문가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적으
로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있어 평화적 해결책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국가와의 대립
에도 불구하고 남북 통일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가의 이해에 따라 통일을 반기지만은 않을 중국과 이 현
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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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Ⅲ
Russia’s Policy on the Korean Problem
Alexander LUKIN
Professor,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Russia’s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 cannot be understood independently of its general Asian strategy, primarily its pivot to Asia, which has practically become an official policy after 2014. Russia’s general
strategy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system is gravitating towards multipolarity. It is trying
to create its own independent Eurasian center of power in the multipolar world of the future and build
constructive and equidistant relations with other major powers. For Russia, the maintenance of security
and stability in East Asia is not only a foreign policy goal, it directly involves the resolution of an internal
strategic problem—the development of its Far Eastern regions.
Moscow continu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for resolving th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it has consistently condemned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ambitions, and
supports the UN position on these issues. Russian diplomats say that Russia strictly and fully observes
all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trictions aimed at stopp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t the same
time, one should not ignore the fact that relations with other anti-Western regimes, no matter what they
are, become increasingly valuable for Moscow amid its confrontations with the West.
Russia is utterly critical of Pyongyang’s actions, but it also lays blame on the opposite side as it strongly
believes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make use of these tensions for achieving its own goals in the
regions. In Russia there is also a widespread opinion that the deployment of the U.S.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aimed not so much against North Korea, but against China. Russia and China jointly
opposed U.S. plans to deploy THAAD missiles in South Korea. Officials of both countries condemned
this plan on many occasions.
In the negotiations on the conditions of the UN sanctions, Russia, like China, usually tried to soften the
sanction regime. In the current situation, Russia urges all of the countries concerned to show restraint
and refrain from actions that could bring the world to the point of no return. Most Russian experts do not
share the opinion of some of their Western colleagues who expect an imminent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On the whole, it is clear that Russia will continue to facilitate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It will have no major objections to reunification and, regardless of its confrontation with the
West, will closely work on this issue with China, which is unlikely to be happy about reunification for its
own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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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I

박순성
PARK Sunsong
동국대학교 교수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박순성 교수는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다. 통일연구
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한바 있고 평화와 협력센터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SPD)의 국
장(Director)을 지냈으며 통일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한바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Paris - X (Nanterre)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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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PARK Sunsong is a Professor,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College of Social Sciences, Donggu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He
also served as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outh Korea,
Director,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PSPD, South Korea and President,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y, United Democratic Party,
South Korea as well. He received his Ph.D. from
University of Paris - X (Nanterre) in Economics
and his B.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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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
아래로부터의 평화, 동맹 없는 평화, 호혜협력에 기초한 평화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 아래로부터의 평화
2017년 겨울부터 시작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2019년 봄부터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정체 상황을 돌
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소위 ‘평창평화프로세스’는 어떻게 시작하였나? 지금 한반도평화프
로세스를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아주 거칠게 답해 보자. 남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평화 행동(한미연합군사
훈련 잠정 중지)이 대화의 계기를 만들었으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본격화되었다. 반면, 평화에 대한 새로운 구상의
실행은 낡고 경직된 안보 전략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두 핵
심 요소를 언급하자면, 남한의 자율적 조치와 올림픽이라는 지구촌의 평화적 시공간(행사)이다. 사실 남한은 한반도 문
제의 핵심 당사자이지만 북-미 갈등 해결을 위해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으며, 또한 안보 논리
가 한반도 문제의 모든 영역을 지배했다. 이러한 분석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정체된 현재 시점에 적용해 본다면, 두
가지 제안을 할 수 있겠다. 하나는 안보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DMZ Forum, 그리고 라종일 교수께서 제안하신 DMZ Club도 이런 관점에서 중요하
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남한이, 더 나아가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 조성 및 구축과 관련하여 더 많은 자율성(예를 들면 남
북경협의 자율적 추진)을 가져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율성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 동맹 없는 평화
한반도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DMZ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중무장화되었다. 전쟁이 멈추었지만, 심
각한 군비 경쟁을 통해 더 큰 전쟁이 준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무력 충돌이 간헐적이
지만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 안팎의 적대관계는 군사동맹체제를 통해 고착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탈
냉전 시기에도 북-미 갈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최
근 미국과 중국의 심화되는 패권경쟁은 냉전 시기 군사동맹체제를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복원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한
편으로는 한반도의 비-평화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비-평화가 한반도의 평화
를 위협한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의 군사훈련, 특히 군사동맹체제에 기초한 훈
련을 중지해야 한다. 훈련을 중지할 수 없다면, 군사훈련 참관이라는 신뢰구축 과정을 서로 제안해야 한다. 최근 심화되
고 있는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심각한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동맹들이 군비 경쟁
을 멈추기 위한 협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05년 9월 9·19공동성명 이후 이견들을 극복하고 2007년 2월 합의되었
던 조치들, 특히 그 중에서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관련한 실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북-미 협상
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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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혜협력에 기초한 평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본격적인 패권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경제 전체를 본
격적인 침체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시장, 기관, 전문가 들로부터 수많은 경고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고 자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이미 보이지 않는다. 경고에 대한 무반응은 위기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가장 위험한 징
조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총체적 갈등이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의 위험을 예
고하고 있다. 역사갈등이 무역갈등으로, 그리고 이제는 안보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촌 경제가 글로벌가
치사슬(Global Value Chain)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
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 특히 가치사슬의 단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지금 당장 경
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과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어
야만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대화는 결코 일방의 양보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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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Perceptions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East Asia:
Peace from the Bottom Up, Peace without Alliance,
Peace Founded on Mutual Cooperation
PARK Sunsong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 Peace from the Bottom Up

The Korean peace process, which was initiated at the end of 2017, has stalemated since early spring
2019. Two questions need to be asked to break the current standoff. How did the so-called ‘PyeongChang peace process’ begin? What are the obstacles to the peace process? Let’s be straightforward.
ROK’s active and leading role in promoting peace (suspension of U.S.-ROK military exercises) opened
up avenues of dialogue, which gained momentum with the inter-Korean talks and the U.S.-North Korea
summit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new peace initiative has been hindered by rigid and outdated security policies. The two core components of the peace process ushered in by the PyeongChang
Olympics are: (1) ROK’s autonomous action and (2) the peaceful time and space (i.e. event) enabled by
the Olympics. In fact, despite being a primary party to th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ROK played
little role as an autonomous actor to defuse the U.S.-North Korea conflict. Meanwhile, relevent parties
of the issue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set the non-security issues aside. Two ideas can be
proposed by applying this approach to the current stalemate. Firs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groups, which are somewhat detached from security issues, should engage in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where the DMZ Forum, and the DMZ Club proposed by Prof. Ra Jongyil comes
in. Second, ROK, or for that matter the two Koreas, should assert more autonomy in the peace 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mean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S. must show patience and support to ensure that such autonomy bring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 Peace without Alliance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July 1953, not just the DMZ area but the entire Korean
peninsula became heavily armed. Although the war has ceased, the spiral of arms race could trigger
a full-scale war. Worse yet, there is some probability of militarized conflict betweem the two Koreas,
although the actual exchange of fire has not been occurred. Internal and external confrontation is now a
constant due to the military alliance. In the post-Cold War world since the early 1990s, the U.S.-North
Korea confrontation has threaten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can be one reason fo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recent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eems
to have fully restored the Cold War order founded by the military alliance in East Asia. On one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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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rontat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eatens peace in East Asia, and vice versa.. To break this vicious
cycle, regional joint military drills-particularly the ones that serve as pillars of military alliances-must end.
If this proves to be impossible, countries should mutually propose military exercise observation as part of
a trust building process.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re in the middle of a serious arms race. All
East Asian countries and members of the alliance must immediately sit at the negotiation table to stop
the arms race. They must resume dialogues about the measures that were agreed in February 2007
after overcoming differences since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In particular, they must rekindle
working-level dialogues on Northeast Asia’s peace and security framework. The region can’t just wait for
North Korea and the U.S. to make all decisions.
■ Peace based on Mutual Cooperati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is shifting to a full-blown hegemonic war. The
ongoing U.S.-China trade war has already damagedthe global economy. Despite warnings from markets, institutions and experts, the two hegemons are remarkably insensitive to the warnings. Nothing in
all the world is more dangerous than no reaction, as it actively encourages unpredictability. In addition to
the U.S.-China conflict,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re casting dark clouds on the Korean
peninsular and East Asia. Historical disagreements have now escalated into trade and security conflicts.
The global economy is undoubtedly linked in global value chains, but the risk of supply chain disruption is
not taken seriously. Countries must shift from competition and conflict to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by holding dialogues. The current stalemate cannot be resolved if unilateral concessions are asked as a
precondition of the negotiations. One-sided requests for dialogues are doomed to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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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I

존 델러리
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교수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존 델러리는 연세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중국전공 교
수이다. 그는 예일 대학에서 역사전공으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중국의 대장정 그
리고 냉전시기 미중관계의 외교와 정보에 관한 역사 등
중국에 대한 다수의 책을 집필하였고,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38 North> 등의 학술지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으며, <Global Asia>의 편
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연세대학교 교수 재
직 전에, 브라운대, 컬럼비아대, 베이징대에서 강의했
고 뉴욕에 있는 미중관계에 대한 아시아 소사이어티 센
터의 부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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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혜자 그리고 최대피해자, 한국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

중국의 급격한 경제·외교·군사적 부상, 강대국 및 역내 국가의 모호한 태도 견지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긴장해소를 위한 다자안보협력체계나 공식적인 대화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양자 차원의 긴장이 고조
되는 추세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초당적, 대중적 지지를 받는 등 미·중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는 미·일, 한·미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북·중 관계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두 정상은 집권 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러 간의 관계개선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작 양국이 경제·군사 분야에서 거둔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누구를 신뢰해
야 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형국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952년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
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가 무엇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체
제가 해체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지정학적 격변기에 놓여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동북아의 정세는 남북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은 이곳
DMZ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대담하고 진정성 있는 평화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
다. 남북이 2018년 9월 공동으로 선언한 위험의 감소(risk reduction), 신뢰구축 프로세스(confidence building
process)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분쟁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고, 미사일·포격 위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동시에, 남북한 전력을 재배치하거나 축소하는 등 담대한 관계회복에 나선다면, 한반
도는 과거처럼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동북아 질서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은 남북화해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내 대화 메커니즘과 평화구축 이니셔티브를 연계하여 동북아
미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국 및 우방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는 수많은 난관이 따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한국의 대담한 리더십과 한국
시민사회의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성공하면 최대의 수혜자가 되겠지만, 실패 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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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Session Ⅲ
South Korea, the Most to Gain from Success
and the Most to Lose from Failure
John DELURY
Professor, Yonsei University

Northeast Asia is going through a period of instability, driven by the seemingly inexorable rise of Chinese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power and uncertain responses of great powers and regional states.
The recent trend is toward increasing tension at the bilateral level, without any 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or even formal dialogue mechanism to work these tensions out. US-China relations are in uncharted waters, as a consensus has formed in Washington with significant support nationally to take a
much harder line against Beijing. The anti-alliance philosophy of President Trump casts a shadow over
US relations with Japan and South Korea. ROK-Japan relations are at their worst point in years, if not
decades. DPRK-China relations seem improved, but it was not long ago that the two leaders of ostensibly allied countries were refusing to meet with one another, though they had been in power for over
5 years. The US fears alignment between China and Russia, but there is little to show in substantive
economic or military terms. No one in the region is quite sure who to trust. The post-1952 ‘San Francisco system’ may be collapsing before our eyes—but no one is sure what would replace it, or whether in
fact the order really is coming apart, as opposed to enduring an anomalous period of geopolitical stress.
Paradoxically, these trends may present an opportunity for the two Koreas to make a breakthrough,
starting here at the DMZ, creating a new foundation for the region through bold, sincere, and sustained
peace-building. If the two Koreas are able to reinvigorate the risk reduction/ confidence building process
they announced in September 2018, and move on to more ambitious items on a rapprochement agenda—such as turning the disputed maritime border in the West Sea into a ‘sea of peace’, capping and
reducing missile/artillery threats, repositioning, thinning out, and scaling down armed forces—the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come a catalyst for positive transformation of the regional order, as opposed
to Korea’s traditional role as a victim of great power competition. In order to support their process of reconciliation, the two Koreas could convene neighbors and friends with a direct stake in the future of the
region, embedding their peace-building initiative in a regional dialogue mechanism.
The challenges to implementing such a vision of daunting. Bold leadership and civic resolve will be required, of South Korea probably more than any other actor. South Koreans have the most to gain from
success, and the most to lose from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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