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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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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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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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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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Forum 2019
DMZ,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to the Symbol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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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FORUM
2019
Opening
Ceremony
개회식

개회식 Opening Ceremony

이재명
LEE Jaemyeong
경기도지사
Governor, Gyeonggi Province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가난으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 후 소년공 생활을 이어갔다.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쪽 팔을 다쳐 장애인 판장을 받았지만,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였다. 28회 사법시
험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지만, 시민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직접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정치
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민선5기와 6기(2010~2018년) 성남시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되었으며 2018년 7월 민선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 후 공정, 평화, 복지를 중심으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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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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Opening Ceremony

정동채
CHUNG Dongchea
Let’s DMZ 조직위원회 위원장 / 전 문화부장관
Chief Executive Officer, Let’s DMZ Organizing Committee / Former Minister of Culture ＆ Tourism

정동채 조직위원장은 언론인이자 정치인이다. 1976년 합동통신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980년 신군부에 맞서 투
쟁하다 해직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망명생활에 함께 했으며 1988년 귀국하여 한겨레신문 정치부차장, 논설위원으로 활동한다.
1996년 정계에 진출하여 15, 16, 17대 국회의원과 2004년 문화부장관을 역임한다.

Mr. CHUNG Dongchea He is a journalist and a politician. He began his career as a journalist in 1976, but was dismissed
after fighting against the new military in 1980. When Kim Daejung was in exile in the United States, he was with Kim
Daejung. After returning to Korea in 1988, he served as deputy head of the political desk and editorial writer for the
Hankyoreh newspaper. He entered politics in 1996 and served as the 15th, 16th and 17th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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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완상
HAN Wansang
전 부총리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한완상 전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사회학자이다. 1984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 재직 중 박
정희 정부 시기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여 감옥살이를 했다. 1993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1999년 상지대학교 총장, 2001년 부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4년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지냈다. 그의 책, 『지식인과 허위의식(1977)』 『민중과 지식인(1988)』
등은 ‘지허’, ‘민지’ 등의 약자로 불리면서 7-80년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지표를 제공했다.

Mr. HAN Wansang is a progressive sociologist who represents Korea. From 1984 to 1993 he was a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his tenure as a professor, he participate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during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1993 he served as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Unification, President of Sangji
University in 1999, and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in 2001. In 2004, he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Red Cross. His books, 『Intellectuals and False Consciousness (1977)』, 『Minjung and
Intellectuals (1988)』, provided ideological indicators of the Korean democratic movement in the 70s and 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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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FORUM
2019
Keynote
Speech
기조연설

기조연설 Keynote Speech

이재명
LEE Jaemyeong
경기도지사
Governor, Gyeonggi Province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가난으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 후 소년공 생활을 이어갔다.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왼쪽 팔을 다쳐 장애인 판장을 받았지만,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학교 법대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였다. 28회 사법시
험에 합격하고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였지만, 시민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직접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정치
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민선5기와 6기(2010~2018년) 성남시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에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되었으며 2018년 7월 민선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 후 공정, 평화, 복지를 중심으로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를 만들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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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note Speech

판티킴푹
PHAN THI Kim Phúc
킴 국제재단 이사장 /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
Head, The Kim Foundation International / UNESCO Goodwill Ambass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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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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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2016년에는 에이미 리차드와 함께 VICELAND 채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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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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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

이재명 / LEE Jaemyeong
경기도지사 / Governor, Gyeonggi Province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후대에 물려주고자 한다. DMZ는 우리의 숨통
을 조이고, 상상력과 인식의 지평을 가두는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우리는 더디지만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해
왔다. 긴 안목으로 보아 남북관계는 보다 성숙해졌고 평화와 번영의 기초는 보다 튼튼해졌다. DMZ 포럼은 평화와 번
영으로 나아가는 길의 이정표와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경기도는 세 가지 방향에서 경기도형 남북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남북교류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를 준비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새로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평화경제의 심장이자 유라시아로 향하는 동북아 철도공동체의 출발지가 될 수
있다. 중국의 동북3성과 산둥반도,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철도와 해운, 항공, 물류로 연결되면 그 자체로 인구
4억 명 이상의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한중일은 아시아 패러독스를 벗어나 경제교역뿐만 아니라 정
치·문화면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나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듯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지정학적 운명과 분단의
현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주저
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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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Peace is the answer. Peace is the way.

이재명 / LEE Jaemyeong
경기도지사 / Governor,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e seeks to end the history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and pass on a new country of
peace and prosperity to the next generation. The DMZ has been closing in on us and acting as a barrier limiting our horizons of imagination and perception. Although slowly, we have been trying to break
through this situation. Looking at the long history from a distance, inter-Korean relations have matured,
and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has solidified. The DMZ Forum is an occasion to revisit our
milestones and direction toward peace and prosperity and search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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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we
will open an era of inter-Korean exchanges that co-ope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we will
prepare for inter-Korean exchange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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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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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the three countries could move away from the Asian paradox and cooperate
more closely not only in economic trade, but also in politics and culture. We would be able to welcome
a whole new world.
Just as we cannot leave our fate in the hands of others, we ourselves need to pioneer the way forward
that we want to take. Even if our geopolitical fate and division are holding us down, it is our job to keep
pushing forward, undaunted and steadfast. The role of Gyeonggi Province is to continue the journey
without hesitation or turn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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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전쟁보다도 더 강력한 힘

판티킴푹 / PHAN THI Kim Phúc
킴 국제재단 이사장 /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
Head, The Kim Foundation International / UNESCO Goodwill Ambassado

1972년 6월 8일 PHAN THI Kim Phúc는 ‘소이탄’의 폭발로 옷과 피부가 타서 녹아든 채 소리 지르며 발가벗은 채
달려가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의 주인공으로,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국제적 아이콘이 되었습니
다. 이 사진은 플리쳐 상을 받게 되었고, 베트남 전쟁 종식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사진 한 장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에 따른 원하지 않던 수치스런 유명세는 그녀를 쓰라림, 증오, 분노로 내
면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게 했었을 것입니다.
십대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몸부림치며 해답을 찾으려 했고,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 낼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9세가 되던 해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면서 내면적 갈등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는 그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묵묵히 자신의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
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품에 안기로 한 그녀의 결단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 끔찍한 자기 모습을 담
은 그 사진이 자신에게 미칠 통제의 공포를 계속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캐나다로 망명하여 그 사진으로부터 자신
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 다시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고, 그 사진이 대변하고 있는 현실과 부딪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Kim Phuc는 자신의 사진을 좋은 일에 사용하고, 용서까지 가게 된 자신의 경로를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97년 그녀는 전쟁의 희생물이 된 어린이들을 돕는 비영리 기구인 ‘킴 국제재단’을 설
립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그녀는 루마니아, 우간다, 케냐 등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어오고 있습니다. 같
은 해에 그녀는 평화문화의 유네스코 친선대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평화
지지자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Kim Phuc 여사는 사랑과 화해로의 긴 여정을 통해 자신이 배웠던 중요한 교훈들과,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화평과 용서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지를 나눌 것입니다 .
* 키워드: 국제분쟁, 전쟁, 파괴, 이산가족, 쓰라림, 증오, 두려움, 용서, 사랑, 평화, 화해, 되돌려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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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More Powerful than War

판티킴푹 / PHAN THI Kim Phúc
킴 국제재단 이사장 / 유네스코 평화문화 친선대사
Head, The Kim Foundation International / UNESCO Goodwill Ambassado

On June 8, 1972, PHAN THI Kim Phúc became an international icon of the harsh realities of war when a
picture was taken of her running away from an explosion, screaming and naked, having her skinned seared
by napalm.
This picture would go on to win a Pulitzer prize and become a factor in ending the Vietnam War, but to Ms.
Kim Phuc, it remained a painful reminder of her suffering. Her life would continue to be negatively affected by
this picture and the unwanted fame that came with it, causing her to struggle with bitterness, hate, and anger.
Through her teen years, she struggled to find a way to deal with her physical pain but more importantly, her
emotional and mental pain. At the age of 19, she entered into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and realized
that in order to be free from her internal conflict, she would need to forgive those who had cause her pain and
move on from her past.
While her decision to embrace love and forgiveness healed her heart, she continued to fear the ontrol her
picture had on her. She eventually defected to Canada, hoping to hide from that picture. However, she was
found again and was forced to face the reality that the picture represented.
Kim Phuc realized that she could use that picture for good and and share the story of her path to forgiveness
with others who were hurting.
In 1997, she founded the Kim Foundation Int.,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assists children who are victims
of war. Through this foundation, she has been able to impact the lives of children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Romania, Uganda, and Kenya.
That same year, she also became a UNESCO goodwill ambassador for the culture of peace.
Since then, she has been traveling around the world as an advocate for peace, both on a global and individual
level.
Ms. Kim Phuc will be sharing important lessons she has learned on her journey to love and reconciliation,
how she and others around the world have been able to achieve peace in their own lives, and the power of
forgiveness.
* Keywords: Internal conflict, war, destruction, separation, bitterness, hatred, fear, forgiveness, love, peace,

reconciliation, giving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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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DMZ를 넘어: 한국전쟁의 종식을 향한
초국가적 여성운동

글로리아 스타이넘 / Gloria STEINEM
저술가, 여성 및 정치운동가
/ Writer, Political Activist, Feminist Organizer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여성 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이다. 그녀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성 평화운동가 29인과 만나 동
일한 신념을 공유하고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의 여성을 만난 후, 다시 DMZ를 넘어 남한의 여성을 만난 2015년 그 날
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전쟁의 종식이 왜 한미 안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세계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지를 설명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을 모두 수차례 방문한 바 있는 스타이넘은 북한 여성들이 감수해야 하는 제재와 미군기지 부근에 거주
하는 남한 여성이 겪는 폭력 등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속되는 전
쟁과 한반도 군사화가 어떻게 제주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지를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참여가 평화협정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며, 페미니스트 조직의 글로벌화
작업에서부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 제공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
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할 것이다.
* 키워드: DMZ, 페미니스트 ,한국전쟁, 북한제재, 여성에 대한 범죄, 미군기지, 군사화, 제주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26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Keynote Speech
Crossing the DMZ: Transnational Feminist
Organizing to End the Korean War

글로리아 스타이넘 / Gloria STEINEM
저술가, 여성 및 정치운동가
/ Writer, Political Activist, Feminist Organizer

As a feminist author and activist, Gloria STEINEM will share her reflections on the 2015 women’s DMZ crossing when she and 29 other women peacemakers from around the globe put their bodies where their beliefs
are by meeting with women in North Korea, crossing the DMZ, and meeting with women in South Korea.
She will discuss why ending the Korean War is the greatest assurance for Korean and American security, and
could be a harbinger of global peace.
Ms. STEINEM has been on several trips to South Korea and to North Korea. She will discuss the impact of
the unresolved war on Korean women’s lives, from the sanctions on North Korean women to the violence
committed against South Korean women living around US bases. She will share her reflections on why the
unresolved war and ongoing milit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reatening communities and the world’s
ecosystems, such as on Jeju Island.
Ms. STEINEM will share the precedents that show peace agreements to be more successful when women
take part in them, and why women must be involved in the peace process, from transnational feminist organizing, to creating holistic solutions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Keywords: DMZ, Feminist, Korean War, North Korea sanctions, Violence against women, US bases, Milita-

rization, Jeju Island, Peace agreement, Korea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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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기원과 평화지대화 방안
The Origin of DMZ and Plan to Transform it into a Peace Zone
냉전시대 전쟁과 분단의 산물인 DMZ의 기원과 의미
를 살펴보고, DMZ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과정과 그 의
미를 분석한다. 이러한 DMZ가 냉전의 산물에서 평화
의 상징으로 그리고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대
안을 제시한다. 또한 DMZ에 대한 내외국인의 인식과
이미지를 조사하여 평화의 상징으로서 DMZ의 브랜드
가치를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deep dive into
the origin and meaning of the Demilitarized Zone
as an unfortunate product of the cold war and
division and to analyz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process and meaning behind DMZ. It is also
to look for policy alternatives to transform DMZ
from a product of the cold war into a symbol and
zone standing for peace. This session also includes a survey conducted on locals and internationals to assess the awareness of DMZ in order
to present the brand value of DMZ as a symbol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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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Chair

발제 / Presenter

김유경
KIM Youkyung

스캇 스나이더
Scott SNYDER

한국외국어대학 교수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김유경 교수는 현재 한국외대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
니케이션학부 교수, 공공브랜드연구센터장이며 서울
시 도시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미국 시라큐
스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부총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
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Nation
branding>, <City Branding> 등이 있다.

스캇 스나이더는 미국 외교위원회의 한미 정책프로그
램 책임자이며 한국학 연구 선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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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있다.

Dr. KIM Youkyung is currently a professor of media communications at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 graduated from Syracuse University with a Ph.D. in mass communications.
He served as vice president of external affair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nior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Major publications are <Nation branding>, <City Branding> etc.

Mr. Scott SNYDER is a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nd director of the program on U.S.-Korea policy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Snyder received an MA from the regional
studies East Asia program at Harvard University.
Snyder was a senior associate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program of the Asia Foundation, where
he served as the Asia Foundation’s representative in Korea (2000–2004). His major publications
are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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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Presenter

발제 / Presenter

문성묵
MOON Seongmook

구자룡
KOO Jaryong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Chief of Unification Strategy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밸류바인 대표 컨설턴트
Chief Consultant, Valuevine

문성묵 박사는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
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1992년 경북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국제정치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남북철
도도로 연결 등 DMZ의 평화적 이용 등의 임무를 수
행한 후 2009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그의 주요
저서는 <통일을 향한 한미동맹과 국제협력>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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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MOON Seongmook is currently the Chief of
Unification Strategy Center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He received his
Ph. D. degree in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politic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1992. He was the chief delegate for the inter-Korean military working-level talks and carried out
projects for peaceful use of the DMZ such as inter-Korean railways. In 2009, he was discharged
as an army brigadier general.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ROK-US Alli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Unification>.

Dr. KOO Jaryong established a consulting institute ‘VALUEVINE’ in 2004. As the chief consultant of the VALUEVINE, he worked several
city branding project such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waseong-si, Anseong-si.
Also, he has been a advisor of the Seoul Brand
Committee since 2016. He received his Ph. D.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Sangmyung University in 2003 as a brand. His major publications
are <A Study on Evaluation and Indexation of City
Brand Equ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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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마이클 브린
Michael BREEN

로날드 애블러
Ronald ABLER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 CEO
CEO, Insight Communications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
Professo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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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조선일보, 닛케이 아시안 리뷰,
코리아타임즈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로날드 애블러 박사는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지리학과
의 명예교수이다. 그는 전 세계지리학연합 회장을 역임
하였고, 세계지리학연합의 부회장, 사무총장 겸 재무
를 역임하였다. 그는 1989년~2002년 동안 미국지리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과학재단의 지리학 및 지
역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했다. 통신기술의 발달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미치는 영향 등의 분야에서 다수
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Mr. Michael BREEN is the CEO of Insight Communications, a Seoul-based consultancy.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Edinburgh, he came
to Korea in 1982 as a foreign correspondent. He
wrote for The Washington Times, The Guardian
and The Times (of London). Michael is the author of <The New Koreans>, <Kim Jong-il: North
Korea’s Dear Leader>and a columnist in the daily
Chosun Ilbo, Nikkei Asian Review and The Korea
Times.

Dr. Ronald ABLER is a Professor Emeritus of Geography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He is a
Past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GU). He was Executive Director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G)
from 1989 through 2002. His research explored
the ways societies used intercommunications
technologies at different times and places. He
has written numerous research articles and is
co-author or editor of several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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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
CHO Hanbum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조한범 박사는 현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의 남북교류협력센터 소장을 역
임하였다. 그는 1994년 상트-페테르부르그대학에서 사
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과 추진방안>,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그리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기본구상> 등이 있다.

Dr. CHO Hanbum is working a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KINU). He graduated as Ph. D. in the field
of sociology at 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1994. His major publications are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The Cost and Benefit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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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서 DMZ의 의의

스캇 스나이더 / 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 Senior Research Fellow,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
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으며 역사적인 일로 대서특필 되었다. 2018년 4
월과5월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회담에 이어 2년 만에 세 번째로 비무장지대가 국가 정
상 외교의 장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회동을 통해 국가 정상이 남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사실과 비무
장지대 그 자체는 1948년 이래로 분단과 적대의 분위기로 점철되어 온 한반도의 풀리지 않는 긴장 관계가 해소되기
시작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문제는 이 정치적 상징성이 가시적인 절차를 수반하여 평화 수립과 긴
장 완화에 대한 염원이 현실화 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다.
지난 1년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남북한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
야합의서’를 채택한 것으로, 이는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 공존을 위한 조건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동 합의서와 이에 따른 남북한과 미국의 향후 조치는 한반도 긴장과 관련된
남북한, 역내, 세계 문제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핵 담론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가 갈등
의 전초기지가 아닌 동북아시아 협력의 중심지로 변화하는 계기이다. 하지만 관련국과 국가 정상들이 상호 불신을
제쳐두고, 역내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여 현존하는 불신의 분위기를 협력과 교류의 물결로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비무장지대를 국제적인 분단선에서 평범한 국경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
와 단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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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ternational Politics

스캇 스나이더 / Scott SNYDER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 Senior Research Fellow,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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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symbolized a possible breach in the atmosphere of division and hostility that has characterized frozen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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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which the two Koreas agreed
to symbolic measures designed to reduce tensions and establish conditions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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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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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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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기원과 평화지대화 방안

문성묵 / MOON Seongmook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Chief of Unification Strategy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2019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6주년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분단과 6.25전쟁의 산물인 DMZ의 안보적 의
미를 살펴보고, DMZ를 평화의 상징인 평화지대로 전환할 필요성과 제한사항,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 6.25전쟁 발발 직후 공산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참전함으로써 한반도는 국제전장화 되었다. 3년여간 전쟁 끝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전쟁
을 멈춰 놓은 군사협정이다. 쌍방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충돌 방지조치로서 군사분계선과 DMZ를 설치했으나.
이후 DMZ는 중무장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제2의 6.25를 방지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역할 수행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는 불완전한 평화상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19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DMZ 평화적 이용에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2000년 6.15공동선언에 따라 DMZ 일부 개방, 철도도로 연결
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이 실현되기도 했다. 이는 DMZ 평화적 이용의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는 DMZ생태평화공원을 추진했지만 북핵 실험 등 안보상황의 악화로 실현되지 못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및 평양선언을 통해 DMZ내 GP 일부 파괴 및 JSA비무장화 등 DMZ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위한 시범 조치가 추진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답보상태이다. 지금까지 DMZ의 평화지대화 방안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북한의 소극적 자세
로 그 실현은 제한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DMZ의 평화지대화 이행 부진은 방안의 부재가 아니라 의지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해결,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
요하다. 동 사안은 정전협정 규정과 남북간 기 합의에 따라 GP의 완전철수, JSA 자유왕래,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여러 제한사항으로 인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 단계적 추진을 기조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시행하면서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이 바
람직하다. DMZ의 평화지대화 노력을 지속하되, 긴 안목과 호흡 필요하다.
* 키워드 : 비무장지대, 정전협정, 평화지대화, 북한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9.19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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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1-1
DMZ Origin and Ways to Transform it
into a Peace Zone

문성묵 / MOON Seongmook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Chief of Unification Strategy Cente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The year 2019 marks the 66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continuously pushed for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n aim to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replacing the present state of armistice into a solid state of peace.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e DMZ
– a product of the division and the Korean War – for security and the importance, limits, policy direction and detailed
tasks for transforming the DMZ into a peace zone, a symbol of peace.
The Korean War began when North Korean troops pushed into South Korea on June 25, 1950. This war turned the
Korean Peninsula into an international battlefield when the western bloc led by the US jumped in to prevent the
spread of communism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war dragged on for three years until
the parties agreed to sign an armistice agreement, the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to temporarily cease fire.
Afterwards, the DMZ a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re established as a measure to separate the military
forces of the two Koreas and prevent military confrontations, only to become heavily fortified. Nevertheless, the
Armistice Agreement did play a crucial role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stopped the second Korean
War from breaking out. Yet, the Korean peninsula currently maintains unstable peace.
There have been recurrent efforts between the two Koreas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rmanent
peace. The two parties signed the Basic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the peaceful use of the
DMZ but failed to fully implement it. With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the two Koreas agreed to
open up some parts of the DMZ and connect railways for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ourism program to North
Korea’s Mount Kumgang, the very first case demonstrating the peaceful use of the DMZ. Lat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lso pushed for a transformation of the DMZ into an ecology peace park only to fail amidst unfavorable
security environment exacerbated by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Moreover,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nd Pyongyang Joint Declaration in 2018 laid the groundwork for measures to demilitarize the DMZ area by removing a certain number of Guard Posts in the DMZ and demilitarizing the JSA. The measures have been frustrated by
the continued stalemate. Up to date, there have been numerous proposals to transform the DMZ to a Peace Zone,
whose implementation were often discouraged by the North’s passive attitudes.
The pur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als to transform DMZ into a peace zone is attributable to the absence of
determination, rather than an absence of measures. Thus,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s, military
confidence-building and other necessary tasks must precede the implementation. It should also accompany further
efforts to encourage North Korea to display more commitment. Transforming DMZ into a peace zone requires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well as the measures agreed by the two sides - including complete
removal of Guard Posts, free movement in the JSA, joint excavation of war remains, and joint use of the estuary of
the Han River. The process, however, could be time-consuming due to several restrictio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take gradual and phased approach by starting with measures that can be completed unilaterally and later, expand
the spectrum. What we need is far-sighted vision and commitment while persevering with efforts to transform the
DMZ into a peace zone.
* Keywords : DMZ, Armistice Agreement, Transforming DMZ into a peace zon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September 19th Militar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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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1
DMZ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구자룡 / KOO Jaryong
밸류바인 대표 컨설턴트 / Chief Consultant, Valuevine

한반도 DMZ(비무장지대)의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 그리고 정체성을 파악하고 전 세계 주요 접경지역 다섯 곳의
브랜드자산을 비교 평가하여 DMZ의 경쟁력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했다. 그리고 ‘DMZ’ 키
워드로 트렌드를 분석하여 DMZ가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지 검토했다.
서베이 결과 DMZ에 대한 최초의 연상 키워드는 ‘북한’, ‘휴전선’, ‘남북분단’, 그리고 ‘지뢰’, ‘평화’, ‘전쟁’ 등으로 나타
났다. 중국인과 독일인 응답자들이 DMZ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시기는 2015년, 2017년, 2018년이 높게 나타나
대체로 최근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글 트렌드 분석에서 ‘DMZ’에 대해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과 ‘DMZ 내 목함지뢰 폭발’, ‘펜스 미부통령 DMZ
방문’과 ‘북한군인 판문점 귀순’이 많이 언급되었다. 다음 소프트의 빅데이터 분석에서 DMZ의 연관어로 판문점, 안보,
개방, 자유, 관광 등이 언급되었으며, 감성 분석의 결과로는 ‘걱정’, ‘괴롭다’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었다.
DMZ의 브랜드 자산을 평가한 결과 ‘독특하다’, ‘친환경적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등의 측정 지표에서 자산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빨리 떠올릴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브랜드 자산의 차원별 평가에서 ‘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차원에 비해 약간 높은 반면, ‘브랜드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유사 접경지역
과 브랜드 자산을 비교한 결과 동서독 접경지역인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DMZ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DMZ에 대한 가치 요소로 ‘분단 상징’과 ‘생태 자원’, ‘전쟁 상징’ 등이 높게 나타났으
며, ‘경제 자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DMZ 브랜딩을 위해 평화, 자연, 자유 등 정체성 요소를 유지(강화)하고, 분단, 위험, 걱정 등의 정체성 요소를 제거하
고, 희망, 생태, 개방 등의 정체성 요소를 보완(추가)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 키워드 : DMZ,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가치, 브랜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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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Image and Brand Value

구자룡 / KOO Jaryong
밸류바인 대표 컨설턴트 / Chief Consultant, Valuevin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DMZ(Korean Demilitarized Zone)’s competitiveness and
value by comparative evaluating brand equity of about 5 main border areas around the world and understanding brand image, awareness and identity of DMZ. To examine how much DMZ is receiving attention,
we analysed trend by using DMZ’s keyword.
The survey showed that the first associated keywords of DMZ were ‘North Korea’, ‘Military Demarcation
Line’, ‘Division’, ‘Landmine’, ‘Peace’ and ‘War’, etc. The majority of Chinese and German respondents chose
2015, 2017, and 2018 for the answer ‘when you first recognize the DMZ’. It means that they have mostly
recognized it recently.
In the Google Trends analysis, ‘Trump-Kim Jong-un’s Meeting in Panmunjom’, ‘DMZ’s wooden-box land
mine explosion’, ‘Mike Pence, the vice president’s DMZ visiting, ‘Defected North Korean soldier at Panmunjom’ were mentioned.
In Daum’s big data analysis, ‘Panmunjom’, ‘Security’, ‘Opening’, ‘Freedom’ and ‘Tourism’ were mentioned
as related words of DMZ. As a result of sentiment analysis, negative keywords like ‘Worry’ and ‘Suffering’
were mentioned a lot.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brand equity of DMZ, ‘Unique’, ‘Eco-friendly’, and ‘Easy to Distinguish’ have high
brand equity. However, ‘I can think quickly’ was relatively low. In the dimensional evaluation of brand equity,
‘brand image’ is slightly higher than other dimensions, while ‘brand awareness’ is relatively low. Also, DMZ’s
brand equity was compared with similar border areas in other countries. The Grünes Band, border of East
and West Germany was highest. The DMZ received relatively low brand equity. As a value factor for the
DMZ, ‘Symbol of Division’, ‘Ecological Resources’, and ‘Symbol of War’ were high, but ‘Economic Resources’
was relatively low.
For the DMZ’s branding, it is need to maintain (or enhance) identification factor such as ‘Peace’, ‘Nature’,
‘Freedom’ and to remove ‘Division’, ‘Danger’, ‘Worry’ and to supplement (or add) ‘Hope’, ‘Ecology’, ‘Opening’.
* Keywords : Korean Demilitarized Zone, Brand Image, Brand Value, Br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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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2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기획세션 Parallel Session 1-2

DMZ 분단의 복원과 생활권 잇기
DMZ, Restoration from Division and Connecting the Living Space
DMZ의 분단 이전 역사를 추적하여 옛 마을과 건축물
의 복원을 시도한다. 또한 DMZ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교류를 통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어온 외국 접경지대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DMZ가 분단과 갈등의 지
역을 넘어 남북 생활권을 이어나가고 분단 이전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track back to
the pre-division history of DMZ in an attempt to
restore old villages and structures. It is also to
refer to and learn from overseas border region
examples that formed connected living space
through continuous exchanges going beyond the
obstacle of national boundary. Consequently, the
session will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DMZ
to move away from division and conflict with
an aim of connecting living spac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ultimately restoring the pre-divisio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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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Chair

발제 / Presenter

로날드 애블러
Ronald ABLER

마이클 브린
Michael BREEN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
Professo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 CEO
CEO, Insight Communications

로날드 애블러 박사는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지리학과
의 명예교수이다. 그는 전 세계지리학연합 회장을 역임
하였고, 세계지리학연합의 부회장, 사무총장 겸 재무
를 역임하였다. 그는 1989년~2002년 동안 미국지리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과학재단의 지리학 및 지
역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했다. 통신기술의 발달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미치는 영향 등의 분야에서 다수
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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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며, 조선일보, 닛케이 아시안 리뷰,
코리아타임즈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Dr. Ronald ABLER is a Professor Emeritus of Geography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He is a
Past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GU). He was Executive Director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G)
from 1989 through 2002. His research explored
the ways societies used intercommunications
technologies at different times and places. He
has written numerous research articles and is
co-author or editor of several books.

Mr. Michael BREEN is the CEO of Insight Communications, a Seoul-based consultancy.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Edinburgh, he came
to Korea in 1982 as a foreign correspondent. He
wrote for The Washington Times, The Guardian
and The Times (of London). Michael is the author of <The New Koreans>, <Kim Jong-il: North
Korea’s Dear Leader>and a columnist in the daily
Chosun Ilbo, Nikkei Asian Review and 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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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아트우드
Alexander ATTWOOD

안창모
AHN Changmo

전 북아일랜드 사회환경부 장관
Social Affairs and Environment in the Northern Ireland

경기대학교 교수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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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시
의회와 국회에서 대화를 통한 분쟁 협상으로 아일랜
드의 새로운 정치체제 정착과 불안정 요인 해소에 기
여하였다.

안창모 박사는 경기대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로 한
국 근대건축의 역사와 이론을 연구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건축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건축역사학회 부회
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현대건축50년>, <
평양건축가이드북> 등이 있다.

Mr. Alexander ATTWOOD was an elected politician for three decades (1985-2017) on Belfast
City Council and then at Northern Ireland Parliamentary level. He was twice a Government
Minister (Social Affairs and Environment 20102013). For over 30 years he has contributed
through dialogue – in private, in conflict negotiations, in elected Councils and Parliamentary
Assemblies, as a Government Minister and as a
member of institution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and people of Ireland
– in bringing about a new politics and resolution
of issues that cause instability.

Dr. AHN Changmo is working as a professor
of architectural design and head of the Historic
Preservation Program at Kyonggi University. He
graduated as Doct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the Chair of DOCOMOMO Korea and commissioner of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His publications include <50 Years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Architectural
and Cultural Guide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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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양보경
YANG Bokyung

정근식
JUNG Keunsik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Presid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양보경 박사는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이며,
2018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다. 서
울대학교에서 역사지리학으로 박사학위(1987)를 취
득하였다. 그녀는 대한지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의 고지도와 지리지, Historical GIS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해 왔다. 주요 연구로 <서울의 옛 지도> <백두산
고지도집> 등이 있다.

정근식 박사는 1985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2003년
부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1991
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과 평의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전쟁 포로연구, 비무장지대
접경의 전략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On the Ruins:
Forgetting and Awakening Korean War Memories
at Cheorwon>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Dr. YANG Bokyung is working as a professor and
as a president at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She graduated as Ph. D.
in the field of Historical Geography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She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She
led research projects in the field of old maps and
historical GIS, border areas of northeast Asia.
Her major publications are <Windows to Mountain Baekdu>, <Old maps of Korea>.

Dr. JUNG Keunsik is working as a professor at
the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graduated as Ph. 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NU 2016-18.
Nowadays, he is interested in the POW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strategic villages in the
division border area. He published <On the Ruins:
Forgetting and Awakening Korean War Memories at Cheorwon> 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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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갑
GANG Jingab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
President, Institute for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강진갑 박사는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 경기학회장이다. 그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
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기대학교 교
수와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인문콘텐츠학회장
을 역임하였다. 경기지역사,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유
학의 현대화, 지역문화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경기천년의 문화사>, <유라시아 대륙
열차 횡단의 의미와 과제> 등이 있다.

Dr. GANG Jingab is working as the president of
Institute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nts and
Gyeonggi Research Association. He graduated
as Ph.D. of Arts in the field of History at Hanyang
University. He served as a professor of Kyonggi
University. a Director of Culture and Art Promotion Headquarters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His major publications are <Millennium
Cultural History of Gyeonggi>,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Trans-Eurasian Continental trai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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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2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려면
먼저 두 한국을 나누고 있는
보이지 않는 DMZ를 해체해야 하지 않을까?

마이클 브린 / Michael BREEN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 CEO
/ CEO, insight Communications

한국전쟁은 내전으로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고, 이 전쟁을 겪은 세대 한국인들은, 일제점령시대를 벗어나면
서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서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동유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하였다.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동유대는 신화에 불과했다. 새로운 적(敵)은 ‘내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한국인이었다. 두 한
국간의 접촉이 거의 제로인 채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전에는 하나였으나 이제는 둘로 갈라진 완전히 다른 두 나라
가 되고 말았다. 이 두 한국이 영원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한국역사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통
일에 대한 약속이다. 이 때문에 국가적인 유대가 다시 등장하였다. 국가라는 신화는 지남철과 같은 인력을 가지고 있
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잡아당겨서 DMZ라는 맥락에서 평화와 통합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DMZ가 지금 두 한국
을 하나가 되도록 끌어 당기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 발표에서, ‘우리는 평화를 기원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원은 DMZ가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DMZ는 평화 온다면 없어질 운명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의 의도가 선량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평화구축에 기여할
DMZ에 대해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DMZ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와 반대이다. 평화가 먼저 오면 그 다음에 DMZ가 바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을 진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진짜 장벽은 보이지 않는 DMZ이다. 그 보이지 않는 DMZ가
남한과 북한을 갈라 놓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대화와 협력을 통환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
우리가 계획하는 “한반도를 위한 신경제 개념’, DMZ ‘평화 벨트’는 보이지 않는 DMZ를 제거하도록 북한을 유도하고
평화와 궁극적인 통합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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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1-2
To Make the DMZ a Peace Zone
Should We Not First Dismantle
the Invisible DMZ that Separates the Two Koreas?

마이클 브린 / Michael BREEN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 CEO
/ CEO, insight Communications

The Koreans War was as bloody as a civil war can be and the generation that experienced it learned that
what common bonds they thought they shared as Koreans, emerging from colonial occupation, were ripped
to shreds. In fact, the idea of such bonds was a myth. The new enemy was the “other” Korean. Almost 70
years later, with almost zero contact between them, a people rent in two parts have formed completely
distinct countries. What prevents them from drifting off forever in different directions is a competing claim
to Korean history and a commitment to re-unification, each on its own terms. With this, the idea of national
bonds has come back. The myth of nation has a magnetic pull. It pulls on us today as we consider peace
and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the DMZ. Is it now pulling the two Koreas together?
This presentation argues that, in wishing for peace, our wish is actually that the DMZ disappear. The DMZ
is, if peace is to ever come, destined to die. Despite our good intentions, we should avoid the idea that
there is something we can do now with the DMZ that will itself contribute to building peace. Change in the
DMZ will not lead to peace. It’s the other way around. Peace must come first and then the DMZ changes.
Our work should focus on the real barrier that is to be removed. That is the invisible DMZ. It is that which
separates North and South Korea. Actually, we know this. Our talk of a “new era of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our plans for a “New Economic Map Initiative for the Korean Peninsula”
that include a “peace belt” at the DMZ are actually an attempt to entice North Korea to remove that invisible
DMZ and take steps towards peace and eventu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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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기획세션 1-2
끝나지 않은 아일랜드의 여정
- 분단에서 협력으로

알렉산더 아트우드 / Alexander ATTWOOD
전 북아일랜드 사회환경부 장관
/ Social Affairs and Environment in the Northern Ireland

아일랜드섬의 분리
1922년까지 아일랜드 섬은 경제. 행정, 정치적인 면에서 영국정부의 한 행정단위였다. 그해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일
어났고 이어진 아일랜드와 영국정부 대표간 평화 협상 이후 아일랜드섬은 둘로 나뉘었다.
분리, 아일랜드섬 안에 두 나라
분리 (the Partition)란 아일랜드 32개 카운티 중 6개는 북아일랜드로 영국에 남아있고, 다른 26개는 독립국가가 되
었음을 뜻한다. 이로써 1922년부터 아일랜드에는 두 개 관할구역, 두 정부가 있게 되었다. 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북과 남을 나누는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특히 국경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본 발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일랜드 국경 1922 ~ 1968: 영향과 운영
분리는 닫혀진 국경이 아니라 사람, 서비스, 특히 상품 (아일랜드의 최대 산업은 농업이다)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한
이 있음을 뜻한다. 본 발표는 분리가 국경지역 사회에 무엇을 뜻하는가, 아일랜드가 지난 수십년간 북과 남 사이에
겪은 “냉전”, 북아일랜드 정부와 남쪽의 아일랜드공화국이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아일랜드섬 국경 양쪽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양쪽의 관계를 지속하고 협력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
가를 평가하였다.
아일랜드 국경 1968 ~ 1998 폭력적인 갈등의 시기: 30년 동안 (1968 ~ 1998)북아일랜드에는 폭력적인 갈등이 있
었다. 이 글은 이런 갈등이 국경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예를 들어 안보, 이동의 자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적대적인 시기 동안 폭력 갈등이 이 국경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국가가 서서히 개입해 왔
음을 살펴보았다.
아일랜드 국경 1998 ~ 2018 : 평화, 협정, 새로운 삶의 방법 : 1998년 (성금요일 협정) 한 정치적인 협정이 북아일
랜드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당과 영국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간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들의 관계와 국경/국경을 넘는 활동을 발전 시키기 위한 조직과 정책이었다. 이 발표는 조직과 정책들 (예를 들
어 상업, 관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특히 국경지역 사람들을 위한 정책, 서비스, 경제발전, 지방정치와 공동체 수준
의 공동작업, 재정지원, 외부로부터의 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아일랜드에는 국경을 넘는 화합, 협력, 통합을 위한 150여개 정책들이 있다.
결론 : 국경과 미래 : 이 글은 3가지 건강한 경고를 담고 있다. 첫째, 아일랜드의 갈등은 수세기 동안 계속된 것이고 풀
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지정학과 국경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복잡하다. 둘째, 아일랜드의 제도적
인 장치, 기타 실천들이 국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왔고, 국경을 넘는 여러 활동들은 100년
이 넘는 기간 동안 발전되어 온 것이고 최근 20여년 빠른 변화를 겪었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브렉시트 (북아일랜드는 이제 더 이상 EU국가가 아니나, 아일랜드는 EU에 남아 있다)가 경제 정치, 안보 면에
변화를 가져왔고, 남 북간 새로운 “굳은 국경”이 출현, 국경과 관련된 문제에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좋은 쪽으로 변화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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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1-2
An Unfinished Irish Journey
- from division to co-operation

알렉산더 아트우드 / Alexander ATTWOOD
전 북아일랜드 사회환경부 장관
/ Social Affairs and Environment in the Northern Ireland

THE PARTITION OF THE ISLAND OF IRELAND - In economic and political terms the island of Ireland was administered
as a single unit by the British Government in London up to 1922. In that year, following an Irish War of Independence
and subsequent peace negotiations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Ireland and the British Government, the island
was partitioned.
PARTITION, a BORDER with TWO JURISDICTIONS IN IRELAND -The Partition meant sovereignty for 6 of Irelands 32
counties/administrative districts known as “Northern Ireland” remained with Britain. The other 26 counties became an
independent state. From 1922 there have been two jurisdictions and two governments in Ireland. There has been a
border in law and in practice between Northern Ireland and the rest of the island. This had many consequences particularly for the people who lived in border communities. My paper examines what this meant in three phases.
THE IRISH BORDER 1922-1968 : its impact and management - Partition did not mean a closed border but there were
limitations on the free movement of people, services and particularly goods (noting that agriculture is the biggest industry in Ireland). The paper examines what this meant for border communities, how Ireland had for decades its own “Cold
War”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how limited were the actions of the governments in Northern Ireland and
in the rest of Ireland r to ease restrictions. The paper further assesses how in other, non-government ways people and
communities on both sides of the border attempted to maintain a level of relationship and ways of working together.
THE IRISH BORDER 1968- 1998 : at a time of violent conflict - For 30 years (1968-1998) there was a violent conflict
in Northern Ireland. The paper considers how this impacted on border communities (such as security and freedom of
movement.) The paper also considers interventions slowly undertaken locally and nationally to reduce the impacts on
border communities during this hostile period.
THE IRISH BORDER 1998 – 2018 : peace, agreement and a new way of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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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entral plank in the Agreement was structures and policies
to develop border/cross-border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and the rest of
the islands. The paper considers these developments (such as trade and tourism) including in particular arrangements
for the people who live in border reg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services, economic development, joint work at local
political and community levels with access to funds and support from external agencies.
There are now around 150 areas of policy where there is either harmonisation, co-operation or integration of policy and
practice across the border in and across the island of Ireland. i
CONCLUSION : The Border Tomorrow - The paper comes with 3 health warnings. First the conflict in Ireland endured
for centuries and appeared intractable but our geo-politics and our significant border issues are less complex than in
other places. Second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other practices to successfully manage the lives of border
communities and cross border activities in Ireland have evolved over 100 years, accelerated over the last 20 and should
be assessed in that context.
Third Brexit (Northern Ireland no longer in the European Union with Ireland in the EU), changed economic/political/
security challenges and even a new “Hard Border” between the two parts of Ireland mean that how border issues are
managed in Ireland may be about to change. And may be not for the better.
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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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1-2
DMZ내 사라진 마을 복원을 위한 시론:
장단역-장단면사무소 일원을 중심으로

안창모 / AHN Changmo
경기대학교 교수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전개된 6.25전쟁으로 한반도는 분단이 고
착화되고 분단의 경계에서 많은 삶의 터전이 사라졌다. 전쟁이 마을이나 도시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기는 했지만,
마을이나 도시를 지상에서 소멸시킨 것은 전쟁 중 입은 물리적 피해가 아닌 전쟁이후 남과 북 사이의 분단과 대립구
조의 결과인 DMZ(Demilitarized Zone)이다. DMZ는 임진강에서 동해안 까지 약 240km에 군사분계선(MDL)을
설정한 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범위에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되었다. 이
로인해 DMZ 내에 존재했던 마을주민들은 DMZ밖으로 소개되었으며, DMZ내에는 남측에는 대성동 , 북측에는 기
정동에 각각 하나씩 마을이 존재한다. 전쟁 중 물리적 소멸보다 전쟁이후의 냉전체제가 마을과 도시의 소멸을 가져
온 셈이다. 정전협정이후 냉전체제가 70년 가깝게 유지되면서 사람이 떠난 마을과 도시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
는 시간을 넘어섰다. 마을을 떠난 1세대는 거의 세상을 하직했으며, 전쟁 중에 마을의 삶과 역사가 물리적으로 훼손
된 데다 이주민 1세대에 관한 기록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남과 북 사이에 평화협력 체제구
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에 전쟁으로 잃어버린 마을과 도시를 복원하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는 다양한
시도 중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본 연구는 열전과 냉전으로 사라진 마을을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며, 경기
도 장단군 장단면을 중심으로 복원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다. 마을의 복원은 물리적인 터전의 복원과 삶의 복원
으로 나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전쟁으로 사라지기전 마을의 흔적에 대한 연구다. 현재 장단군 장단면에는 타
지역과 달리 장단면사무소가 골조상태로 남아있으며, 근처의 장단역지와 장단역 주변에 철로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남아있다. 2000년 7월 31일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합의한 이후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과정
에서 장단역을 중심으로 한 장단면 구시가 일대의 원 모습 중 일부가 영구히 멸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0여년
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 논의는 정치와 경제가 주도했으나, 동서독의 통일은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이 우선이라는 교
훈을 주었다. 그렇지만 통일은 필연적으로 물리적 경계를 없애고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때
DMZ 내 마을 복원은 잊혀진 삶의 현장을 복원함과 동시에 평화협력시대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남과 북의 삶의 현
장을 잇는 사업이 될 것이다.
마을 복원에는 옛 지도 외에 행정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제작된 지적도 그리고 동시대 삶의 단편이 실린 각종 신문 그
리고 구글위성사진과 현장 조사사진을 사용했다. 연구 대상이 된 장단면의 경우 분단 후 70년이 흘렀지만 옛길과 물
길의 흔적이 위성사진과 지적지도에서 일부 확인되었으며, 1912년에 제작된 지적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지적지도
를 통해 장단역의 원 시가지의 위치와 마을의 흔적을 중심으로 장단면이 일제강점기에 성장하는 모습을 추적할 수
있었다. 자료의 한계로 촘촘한 시간대의 복원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장단면을 떠난 마을 주민의 인터뷰와 폐쇄지적
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현장조사가 진행될 경우 전쟁으로 사라진 마을의 복원에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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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1-2
Restoring the Vanished Villages in the DMZ:
with a Focus on Jangdanyoek Station-Jangdanmyeon Office Area

안창모 / AHN Changmo
경기대학교 교수 /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The Korean war, which began on June 25th, 1950 and lasted until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July
27th, 1953, left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and uprooted and dislodged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The
war obviously did physical harm to villages and cities, reducing them to ashes, but it was the Demilitarized Zone
(DMZ) – the product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 not the physical damage that truly
put them out of existence. Afte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drawn to run across the Korean Peninsula,
stretching more than 240km from Imjin River to East Sea, the DMZ was set 2km apart from each side of MDL
to serves as a buffer to any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sides. This resulted in driving out the villagers
who lived inside of the DMZ. On the southern side of the DMZ, there is a village called Daeseong-dong, while
the northern part is home to a village called Gijeong-dong. The villages and cities were destructed not because
of the hot war that caused physical demolition but because of the Cold War that lasted for 70 years after the war.
With time, the villages and cities that were abandoned by their people lost the power to regenerate. The first
generation who left the town passed away with almost no records of their lives, while the history and livings of
those villages vanished into thin air. Although it is challenging to specify a time frame, I believe that restoring the
war-ravaged villages and cities is the most fundamental part of addressing the division as we are witnessing an
ever-increasing discussion on cooperation and peace building.
This paper discusses how to restore the villages that disappeared during the hot and cold war as we walk into
the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and analyzes the feasibility of restoration with a focus on Jangdan-myon area of
Jangdan-gun, Gyeonggi Province. While the restoration of a village could refer to either a restoration of the physical shelter or a restoration of the livelihood, this paper studies the traces of the villages that existed before they
disappeared. Unlike any other regions, Jangdan-myon of Jangdan-gun has remains: the district office remains
in a framework structure and there is a bridge across the railway near Jangdan Station area. The construction
of Gyeongui railway and road, which was agreed in the ministeria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in July 31st of
2000, is believed to have permanently destroyed a certain part of the original old downtown of Jangdan-myon
centering around the Jangdan Station area. Over the past 70 years, the dialogues on reunification have been
led by politics and economy. Yet, the unification of Germany taught us that social integration is the top priority.
As reunification inevitabl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move physical boundaries and bridge the gap between
the two, the restoration of the DMZ will serve as a project that revives the forgotten lives in the villages while
connecting the livelihoods of the North and the South, which is believed to be of utmost importance in the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Restoring the village involved the old map, the cadastral map which was made during the process of building
administrative system, a number of news articles that captured the livelihood of people, Google satellite images
and photos from field survey. 7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division, but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traces of
old roads and waterways from the satellite images and cadastral map. Also, the cadastral map, remade with the
cadastral map from 1912, was the primary source to confirm the location of the original downtown of Jangdan
Station and the traces of the village, from which we learned how Jangdan-myon develop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Limited resources kept us from pinpointing the accurate timing but broader on-site investigations
including the interviews of residents who left the village or closed cadastral map are believed to give more confidence to the resto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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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Parallel Session 2-1

DMZ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증진
Promotion of DMZ Ecosystem Service Value
생태계 보호 정책이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증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분단으로 보호된 DMZ의 생
태적 가치를 살펴본다. 자연보호를 넘어 남과 북의 평
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가치도 부여되고 있다. DMZ
의 생태적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DMZ의 생태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DMZ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시
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누
가 무엇을 할 것인가?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study the ecological value of DMZ, which has been protected
by division, in light of the ecosystem policy shift
from conservation to service value promotion.
The value of DMZ goes beyond ecosystem preservation symbolizing peace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session is also expected to provid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kind
of ecological values does DMZ hold? What is the
ecological value of DMZ? What measures can
be implemented to promote ecological values of
DMZ, who needs to take lead and what needs
to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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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Chair

발제 / Presenter

마르코 노이베르트
Marco NEUBERT

나일 무어스
Nial MOORES

라이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enior Scientist,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새와 생명의 터 대표
Director, Birds Korea

마르코 노이베르트 박사는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라이
프찌히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에 19년 간 근무해
온 선임과학자다. 캐나다 벤쿠버와 독일 드레스덴에서
지리정보 등을 연구했고, 2007년부터는 국내와 국제적
인 기후변화적응과 그린인프라 프로젝트들을 리드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구원(KEI)과 함께
DMZ 연구에도 참여했다. 지리정보, 경관생태, 기후와
환경 평가에 대한 학술지 논문만 해도 13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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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Marco NEUBERT has worked as a senior scientist at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resden, Germany
for 19 years. He studied geographic information
in Vancouver, Canada and Dresde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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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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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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2-1
발제 / Presenter

토론 / Discussant

김충기
KIM Choongki

이동근
LEE Dongku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충기 박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자연
환경실장이다. 생태관광, 기후변화적응, 해양재생에
너지 그리고 생태계서비스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InVEST 모델링, 자연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주 전문 영역
이다. 최근에는 환경부 국책과제인 생태계 서비스 연구
에 주력하고 있다.

이동근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
역시스템공학부에서 조경학을 강의하고 있다. 오랫동
안 우리니라 환경부의 생태계 정책과 국토부의 녹지 정
책을 자문해왔다. 2013년부터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
위원장을, 2019년부터는 한국기후변화학회장을 역임
하고 있다. 2004년에는 책 <경관생태학>을 저술했다.

Dr. KIM Choongki heads the Division for Natural
Environment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His research focuses on ecotourism, climate
change adaptation, marine renewable energy
and ecosystem services. His areas of expertise
are InVEST modeling and measuring benefits
from nature. He has recently concentrated on
ecosystem services research, a national project
pursu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r. LEE Dongkun teaches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served as an advisor for ecological
policy and green policy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pectively, for a long time. He has
chaired the Work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Climate Change since 2013
and the Korean Society for Climate Change Research since 2019. He wrote a book titled <Landscape Ecology>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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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권혁수
KWON Hyuksoo

문태훈
MOON Taehoon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중앙대학교 교수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권혁수 박사는 국립생태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20112015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근무했다. 생태계 서비스
에 대해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생태계서비스 지역 평가 및 매핑(mapping), 생태계서비스 시민참여평가를 통한 지역생물다
양성전략계획 적용,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자원총량제
(자연침해조정제도) 제도화이다. 생태계 서비스 분야와
환경평가에 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문태훈 교수는 서울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
을 거쳐 1995년부터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에서 환경정책 및 계획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며 경기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다. 환경과 도시 정
책 분야를 연구하며 특히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높다.
1997년에 책 ‘환경정책론’을 출간했고, 이 외에도 6건의
서적과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Dr. KWON Hyuksoo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In 2011-2015,
he work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His works focus on academic
and policy research on ecosystem services: specifically, assessment and mapping of ecosystem
services regions, application of regional biodiversity strategy plans through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involving public particip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a natural resource offset
policy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in the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Dr. MOON Taehoon has taught urban environment planning at Chung-Ang University since
1995. He co-chairs the Gyeonggi-do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hair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is field of research is
environment and urban policy, and h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sustainable development. Professor Moon published his book Environmental
Policy in 1997, and published six other books
together with multipl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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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1
분단과 통일로 인한 경관 개발
- 독일 내부국경 사례

마르코 노이베르트 / Marco NEUBERT
라이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Senior Scientist,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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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노이베르트 / Marco NEUBERT
라이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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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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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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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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1
DMZ지역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제안

나일 무어스 / Nial MOORES
새와 생명의 터 대표 / Director, Birds Korea

한국과 북한 사이에 사실은 중무장지대인 비무장지대 (DMZ : Demilitarized Zone)가 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
한 연구는 미미했지만, DMZ는 이미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저지대와 해안지역이
이미 인간 활동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인구밀집지역이 되었지만, DMZ는 살아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보존되
어 있으며, 이 지역은 야생동물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60여년 동안 자연적인 재생이 일어나고 있는 다
양한 생태계가 그 안에 있다. DMZ는 높은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이 공히
DMZ의 생태학적인 가치를 알고 또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비무장지대의 상징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양측 국민들의 이해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또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최근 남한
은 DMZ를 평화 프로세스의 한 부분으로 보고, DMZ 미래 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제안들이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고 남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또한 북한이 이런 제안을 환영하는지 필요하다면
수정할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불신을 줄이고 이해당사자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지금은 DMZ 어떤 부분에든 영향을 미칠 일방적인
개발제안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남한은 그 기술적인 능력 경제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DMZ
와 맞닿아 있는 민통선 지역과 국경지대와 가까운 지역의 땅을 사들이고 그 지역 농민들은 지원해야 한다. 농부들과
땅 주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하고 투자를 하여, 그들이 이들 지역과 수자원을 관리하는 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존 증대시키고 자연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민통
선 지역을 현명하게 이용하려는 시도’에는 적절한 보호지역 지정, 람사르조약에 따른 습지지역 지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남한 북한 전 지역에서 유기농, 기후친화적, 야생동물 친화적인 농업에 도움이 될 새로운 종류의 쌀 재배, 수산
물 생산을 위한 실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통선과 DMZ 가까운 지역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
램을 확대 운영하여 각 각의 노력이 남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를 상대방인 북한과 나
눌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남.북한이 협력하는 지역공동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새로운 품종의 쌀 재배, 두루미 (국제적 희귀종으로 천연기념물 202호) 등 핵심
적인 종류의 관리보존에 집중했다가, 이 초기 연구를 향상시키고 양측의 필요와 공동 목적에 대한 이해를 좀더 세밀
하게 다듬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관리방법 개발에 성공을 거두면, 남한과 북한의 민통
선 안에 있는 관리지역 교환방문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댜. 이때 주안점은 양측의 자연자원 향상에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 모두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더 잘 성취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관리기술 개발, 정보 공유 확대, 남한과 북한 간의 신뢰와 지원을 구축하는 데는 십 년 또
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단한 기초가 마련되면, 전한국 평화 프로세스 (all –Korea
peace process)의 한 부분으로, 보다 나은 많은 정보에 입각한, 진정으로 DMZ 및 국경지대 부근 지역의 지속가능
한 보존계획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화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 대화의 결과는 남북한 양측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에
확고하게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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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2-1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the DMZ
as Part of the Solution

나일 무어스 / Nial MOORES
새와 생명의 터 대표 / Director, Birds Korea

The heavily militarized Korean DMZ lies within the inner border area of Kore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DPRK. Although poorly researched, the DMZ is already known to have high ecological importance.
Set within a densely populated region where most lowland and coastal areas have already been profoundly degraded by human activities, the DMZ preserves a living archive of biodiversity; it contains internationally important
areas for wildlife; and it includes diverse ecosystems which have been undergoing natural regeneration for six
decades. The DMZ also has a high symbolic and cultural value. Although the DMZ’s ecological values can potentially be learned and benefitted from more or less equally by the ROK and the DPRK, its symbolic and cultural
meaning is likely to be perceived differently by people in either nation. These differences need to be understood
and addressed. Currently, however, there is enormous interest in the ROK on planning for the future of the DMZ
as part of the peace process, with many unilateral development proposals being made. The ecological impacts of
these proposals are poorly understood and it is unclear whether or not they have sufficient popular understanding
and support yet in the ROK either. Moreover,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DPRK welcomes these proposals or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modify them if needed. In the interests of reducing mistrust and winning support
from more stakeholders, it would seem wise at this time to avoid making any unilateral development proposals
which might affect any part of the DMZ. Instead, the ROK should take immediate advantage of its substantial
technical and economic capacity to buy up land and to support farmers in the Civilian Control Zone (CCZ) which
borders the DMZ and in other areas close to the inner border of Korea. Through providing proper compensation
payments and investment, farmers and landowners could and deserve to benefit economically from managing
these lands and waters in ways which maintain and increase biodiversity and enhance their natural ecosystem
services. This “Wise Use of the CCZ” approach should also include the appropriat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and Ramsar sites, and the testing of new strains of rice and fishery practices which might be helpful in moving
toward organic, climate-friendly and wildlife-friendly agriculture throughout the ROK and the DPRK. Monitoring
programs throughout the CCZ and inner border area should also be expanded to measure the success of each
management approach with the results being made public in the ROK and also shared with counterpart agencies
in the DPRK. Over time, as conditions allow, coordinated inter-Korean and regional joint projects, initially focused
on e.g. rice-strains and key species like the Red-crowned Crane could then be conducted to improve upon this
initial research and to help refine understanding of shared needs and shared goals. Once success has been
attained in the development of management approaches, exchange visits to managed areas in both the ROK’s
CCZ and in the DPRK itself could be organized, with the focus throughout on enhancement of shared natural
resources so that both nations can better attain the U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erhaps a decade or
more will be needed to develop appropriate management skills; improve information-sharing; and to build trust
and support, within the ROK and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and regional partners. Based on this kind of
firm foundation, however, better-informed discussions could then take place, aimed at developing a genuinely
sustainable conservation plan for the DMZ and inner border area as part of the all-Korea peace process, firmly
integrated into both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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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1
평화를 위한 DMZ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

김충기 / KIM Choongk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환경실장
/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DMZ와 접경지역은 인간에게는 분단의 한이 서린 곳이지만, 자연에게는 축복의 공간이다. 군사적 이유로 인해 약 65
년 동안 보호되어 수많은 야생 동·식물의 낙원이 되고 있다. 오염되지 않은 평야와 원시 하구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하고, 산림, 하천, 습지 생태계는 수질정화, 홍수방지, 질병예방, 기후조절 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준다.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문화 유적은 생태관광 및 교육기회를 제공한
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DMZ 발전계획이 중앙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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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궐하고 산림이 황폐화되어 홍수·가뭄 및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해 지고 있다. 분
단의 아픔으로 시작된 DMZ를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한반도의 생태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원시 생
태계가 잘 보존된 DMZ는 미래 통일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생명의 핵심공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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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2-1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DMZ Ecosystem Services to Ensure Peace

김충기 / KIM Choongk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환경실장
/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DMZ and its border area represent the division of Korea that left a deep wound on Koreans, but is
also a land blessed with rich nature. The area is a natural paradise populated by wild life, as it has been
left untouched for 65 years for military reasons. The unpolluted plains and pristine estuaries provide critical
nursery habitats for an array of organisms, while forests, rivers and wetlands ensure human safety and
health by purifying water, preventing floods and diseases, and controlling the climate. The border region is
not only home to a diversity of lush landscapes, but also to a diversity of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from
the pre-historic world to the modern era, thereby offering opportunities for ecotourism and education. With
a mood of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have recently
been discussing plans to develop the DMZ area. However, as the plans mostly focus on development and
use, the environment and ecology are not taken into account. Some areas of the DMZ and the borderland have already become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droughts and landslides due to
outbreaks of forest fires and pests, as well as deforestation. The DMZ, which still bears scars of division,
should be designated as an Absolute Preservation Area, and be used as Korea’s ecological base. As the
DMZ preserves its primitive ecosystem, it must become the core space of peace, prosperity and life in an
unified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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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Parallel Session 2-2

DMZ 생물의 다양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serve Biodiversity in DMZ
두루미는 DMZ를 넘나든다. 철새는 다른 나라에서 잘
보호해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면 멸종한다. DMZ의
생물다양성을 위해서는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 밖에
서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DMZ를 국제적인 보호조치
인 생물권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필
요하다. 남과 북이 DMZ라는 생태적 공유자원을 어떻
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제시한다. 남과 북 그리고
국제 사회가 DMZ의 생물다양성을 위해 누가 어떤 부
분을 협력해야 하는지를 강구한다.

Red-crowned cranes fly in and out of DMZ.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migratory birds is shared
by all countries, including Korea. Otherwise the
species will become extinct.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biodiversity in DMZ, cooperation within and beyond countries is essential. One way
to do so is to nominate and manage DMZ as a
Biosphere Reserve, which is an area internationally recognized for the purpos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present ideas of how South and North Korea can
utilize shared eco-resources of DMZ. It is also to
explore roles and areas for cooperation among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whole to preserve biodiversity in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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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라 리찌
Daniela RIZZI

로버트 비베르
Robert BIWER

이클레이 유럽사무소 전문위원
Natural Based Solution Project Expert,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유럽지역위원회 수석부회장
First Vice Chair, The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다니엘라 리찌는 브라질 상파올루 대학 건축도시학부
를 졸업하고 뮌헨공과대에서 도시경관 및 계획 박사학
위를 취득한 건축/도시/경관 전문가이다. ICLEI유럽사
무소의 지속가능한 자원, 기후, 회복력 팀에서 그린 인
프라와 자연기반의 해결(Nature-based Solution)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백만 유로가 투자되는 자연에 기
초한 문제해결 방식이 기후변화 적응, 건강과 웰빙, 사
회 결속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실험과 적용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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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DANIELA Rizzi is an expert in architecture,
urban design and landscape. S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Urban Studies
at University of São Paulo, and received her Ph. D.
in urban landscape and planning at 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 She currently deals with green
infrastructure and nature-based solutions as part
of the Sustainable Resources, Climate & Resilience Team at ICLEI Europe. Her focus is on experiments and applied research on the impact of
nature-based problem-solving approaches, which
involve millions of euros in investment, on not only
climate change adaptation, health and well-being
and social cohesion but also sustainable economy.

Mr. Robert BIWER is the First Vice Chair of Commission for the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Energy of the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a body representing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within the European Union. He was a rapporteur for
the contribution of EU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to the 14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COP14). He currently serves as a rapporteur for the
post-2020 EU Biodiversity Strategy. He is also a
member of Bettembourg Municipal Council, Luxembourg and the representative of Nature and the
Environment, the largest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in Luxem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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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2-2
발제 / Presenter

토론 / Discussant

김승호
KIM Seungho

박연희
PARK Yeonhee

DMZ 생태연구소 소장
President,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Director, ICLEI Korea Office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김승호 소장은 DMZ생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
리나라 DMZ 현장의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셈이다.
2007년에 <DMZ 일원의 습지와 생명들>을 발간하였고
2010년에는 <DMZ의 생태자원>을 발간하는 등 2007
년부터 2018년까지 15건에 달하는 DMZ 일원의 생태
계 조사서를 저술하였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DMZ의 보호와 현명한 활용 프로그램이 주요 관
심사이다.

박연희 소장은 도시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세계 최대 네
트워크인 이클레이(ICLEI-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의 한국사무소 소장이다. 2001년부터
도시 지속가능발전 현장에서 일하고 왔다. 특히, 지방
정부와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에 기초하고, 국제사회와
지역을 연계하는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국내
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세계의 지방정부
들과 교류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이슈를 포
함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Mr. KIM Seungho is a researcher and an activist at
the DMZ. He heads the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He had written around 15 investigation papers dealing with the ecosystem in the DMZ zone
from 2007 and 2008, including <Wetlands and Life
in the DMZ zone> and <DMZ’s Ecological Resources> published in 2007 and 2010, respectively. His
recent interest is on programs focusing on th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the DMZ zone together
with local residents.

Ms. PARK Yeonhee is a Director of ICLEI Korea
Offce which is a leading world largest local governments network specialized in Sustainability.
She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stakeholders for local sustainability since 2001. After joining ICLEI Korea as the
Director in 2012, she has been making efforts to
accelerate local actions toward global sustainability
by introducing global initiatives and tools on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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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김오석
KIM Ohseok

전성우
JEON Seongwo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고려대학교 교수
Professor, Korea University

김오석 연구위원은 한반도 DMZ 분야의 전문가로, 최
근에는 외국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왔다. 특히 독일 정부출연연구기
관인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Development (IOER)과의 공동연구에서 김 부
연구위원은 한반도 DMZ를 세계적인 환경복구 성공사
례인 독일그뤼네스반트와 비교ㆍ검토함으로써 미래지
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DMZ의 브랜드 가치를 국제적
으로 크게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성우 교수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학부 교수이다. 고
려대학교로 오기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
여년간 국토 생태계를 조사하고 정보를 구축, 분석, 관
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우리나라 생태계 분야
정보의 구축과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
년 환경부 국책과제인 ‘자연자원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등 최근 5년간의 책임 연구보고서만 해도 20여 건에
이른다.

Dr. KIM Ohseok is an expert o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and favors spatial analysis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His pioneering
work, collaborated with the German research institute, entitled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has provided valuable
insights to the DMZ. The research compares the
landscape of DMZ to that of Germany’s Green Belt
(Grünes Band Deutschland). As the Green Belt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uccessful environmental restoration cases in the world, the research
takes advantage of the German case study to benefit future DMZ.

Dr. JEON Seongwoo teaches environmental ecology at Korea University. Prior to joining Korea University, he worked at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for over 20 years where he investigated the
national ecosystem and also constructed, analyzed
and managed related information. He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Korean ecosystem. For
the past 5 years, Professor Jeon has written around
20 papers as the lead researcher including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atural resource offset policy, which is a 2018 national project pursu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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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2-2
생물다양성 보호와 보전에 관한 EU의 관점

로버트 비베르 / Robert BIWER
유럽지역위원회 수석부회장
/ First Vice Chair, The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유럽연합위원회 (the Committee of the Regions)는 자문기구이고, 유럽연합의 여러 기구 중에 하나로 유럽 수준
에서 법률제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유럽의 정책결정에서 도시 지역의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다.
Roby Biwer는 유럽연합회의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위원단 (the Commission for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Energy)의 수석부회장이고, 유럽연합의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을 위한 국내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 논
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식과 재정지원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보전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요소
이다. 지역, 지방정부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도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연구, 혁신 해결책, 혁신적인 제품, 모
범 사례 등을 제시하고 나누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유럽연합은 지역 및 지방정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세 가지 프로그램 INTERREG 시리즈; LIFE 프로그램; BEST Initiative이 있다. 예로 들면, 국경을 넘는
각각의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설명하였다.
이런 예는 생물다양성 보존, 보전을 위한 국내, 국제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자연을 기
반으로 한 문제해결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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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2-2
The European Union Perspective
on Cross-border Cooperation Towards
Biodiversity Protection and Conservation

로버트 비베르 / Robert BIWER
유럽지역위원회 수석부회장
/ First Vice Chair, The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is a consultative body and it is one of the fiv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that work on the legislation at European level. The role of the Committee is to provide the perspective of
cities and regions to the European policymaking process.
Roby Biwer - first Vice-Chair of the Commission for Environment, Climate change and Energy at the
European Committee of the Regions –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ab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iological diversity by presenting examples from the European Union.
Knowledge and financial support are two key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successful projects aimed at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implement and share new research and
innovation solutions, innovative products and best practice in response to societal challenges facing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To this end, the European Union offers different tools to financially support local and
sub-national authorities (as well as other stakeholders).
Three programmes and initiatives are presented: the INTERREG series of programmes; the LIFE programme; and the BEST Initiative. For each of them, the speaker provides some examples to show the
successful results obtainable via cross-border cooperation projects.
These examples lead us to conclude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conversation of biodiversity is possible, and necessary. The implement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is
a good mean to thi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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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기획세션 2-2
DMZ생태자원의 남북공동이용 방안

김승호 / KIM Seungho
DMZ 생태연구소 소장
/ President,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남북의 분단은 아시아대륙에서 첨예한 충돌의 지점이자 완충의 공간으로서 66년 작용을 하여왔다. DMZ은 한국전
쟁이후 자연이 스스로 복원되어 접경지 생물권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동서로 연결된 분단의 공간은 분단의 상처를
넘어 생명벨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DMZ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한, 미국정상들이 나란히 서있는 매
우 어색하면서도 눈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 현실적인 상황인데 남북한이 공유할 DMZ의 생태자원은 그 존재만으
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
DMZ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이 적용되는 특이한 공간이며,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생물종의 다양한 서식 공간
으로 휴전 기간동안 멸종위기동식물중 포유류는 남한 천제의 55%, 조류76.5%, 양서류85.7%, 어류44% 등 좁은
DMZ내부에 과도할 정도의 밀도로 서식하고 있어 종다양성이 뛰어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DMZ일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당사자가 있어 북한과의 긴밀한 논의는 DMZ생태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다
행이 북한도 1963년 IUCN가입후 UNESCO, UNDP, IMO관련사업 및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서 국
제협력사업이 활발하고, 2002년부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국제기구협력조총국(GBCIO)대외경제협력 중
심으로 창구변화로 국제기구를 통한 상호협력의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나선, 문덕지구를 람사르 습지로 지
정하는 등 남북한이 동시에 공간적 활용과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교류협력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DMZ생태자원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으로 한강하구 남북동시 람사르 습지로 등재로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의 교
류와 DMZ생태자원의 남북 공동의 관광 상품 및 생태평화 브랜드 개발, 주요생물종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멸종위기종 복원을 통한 남북한 생물자원의 교류협력 추진이 바람직하다.
DMZ일원은 많은 부분이 둠벙을 이용한 농업을 하고 있어, 전통적인 농법이 적용되는 유일한 지역으로 DMZ일원 전
통농법(UN기구 가입) 지구지정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한 전략, DMZ 및 CCZ 생물상 현황 및 종보관의 필요
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즈음에 DMZ자생식물 종자은행(유전자보관소) 공동설립과 한국의 발달한 첨단기술과 생태
자연과 결함한 서비스의 컨텐츠 개발과 수출을 위한 표준화 작업, DMZ내의 가치 높은 생태자원의 3D재현할 컨텐
츠 개발로 다양한게임산업 연계한 상품개발, DMZ내부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로봇 및 첨단 5G 기술을 도입한 영
상제작으로 DMZ IP TV 방송국,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합작형태의 세계적인 자연 다큐멘터리 방송국 건설 등의 새로
운 가치창출이 필요하다.
DMZ의 공간은 단기간의 작은 이익의 얕은 수준의 경협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공간적 활용의 차원에서 미래자원인
DMZ 생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창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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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2-2
How South and North Korea can Share
DMZ Eco-Resources

김승호 / KIM Seungho
DMZ 생태연구소 소장
/ President,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The sepa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a place of bitter conflict and a buffer zone for 66 years.
The DMZ has healed itself since the Korean war ended and now it shows the features of the biosphere in the
bordering area. The divided space, connected from east to west, has overcome the scars of the separation and is
serving as a life belt. The unexpected and unbelievable scenes, such as the U.S.-North Korea summit meeting
taking place at the DMZ and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the U.S, standing together, is the reality of today. In this
reality, the presence of DMZ‘s ecological resources that the two Koreas are going to share are of great importance.
The DMZ is the only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which international law is applied. This unique space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is home to various species. Endangered animals and plants have overpopulated
this small area since the end of the war, including 55% of mammals living in Korea, and 76.5% of birds, 85.7% of
amphibians, and 44% of fish in the South. It is undoubtedly rich in biodiversity.
There are different stakeholders within the DMZ and its adjoining areas. Therefore, the destiny of the ecology in the
DMZ areas will be shaped through close discussion with the North. Fortunately, North Korea has been taking part in
UNESCO, UNDP and IMO related projects and conventions, since it joined the IUCN in 1963, and is actively carrying
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 the environment sector. The North changed its window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2002 from the CPEEC to the General Bureau f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GBCIO) and has since increased mutual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t also designated
Mundok and Rason as Ramsar wetlands in 2018, meaning that the two Koreas are both ready to make the use of
its space and jo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mutual cooperation and exchanges.
Ways to grow DMZ‘s ecological resources into a global brand may include the two Korea’s joint designation of the
estuaries of Hangang River as Ramsar wetlands, and, as a result, increasing exchanges between the two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joint tourism packages themed on DMZ‘s ecological
resources and a eco-peace brand, the development of special program dedicated to key species, and facilitat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on ecological resources through the restoration of endangered species.
Irrigation ponds are widely used in the DMZ areas for agricultural purposes, making the DMZ areas the only place
where traditional agricultural techniques are applied. There is growing need for having irrigation pond designated as
traditional agricultural method (by joining the UN’s agency) along with an associated strategy for the registration on
UNESCO World Heritage, as well as the identification of biota in the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Zone(CCZ) and the
preservation of the species.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create new values by the following: jointly
creating a seed bank (or a gene bank) for DMZ‘s native plants; standardization activities related to contents development and export for service created by combining Korea’s state-of-the-art technologies with ecology and nature;
contents development to represent DMZ‘s invaluable ecological resources in 3D and related product development
with a link to various game industries; video production using robots or cutting-edge 5G technologies, featuring
the unspoiled nature in the DMZ, and the creation of the world-class nature documentary TV networks through the
collaboration between DMZ IPTV and National Geographic.
The DMZ areas should go beyond narrow, short-term economic cooperation with less benefits. The ecology in the
DMZ is our future resources tha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o creat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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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Parallel Session 3-1

남북접경지역의 공간협력과 지역개발
Border Region Coop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신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남북접경지역 개
발의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외의 주요 접경지역
개발사례 등을 기초로 향후 납북접경지역 개발 전망
과 비전을 토의한다. 또한 납북접경지역 개발의 한계와
해결과제, 향후 개발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
하며, 현 시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 등을 도출한다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discuss main
issues surrounding South and North Korea border region development in light of the New Economic plan of the Korean Peninsula announced
by the incumbent government.
It is also to set out development prospects and
vision of the border region in reference to exemplary overseas border region development
cases. This session also aims to identify and exchange ideas in regard to the limit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border region development,
challenges to overcome,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and tasks to implement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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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Chair

발제 / Presenter

김현수
KIM Hyunsoo

박세영
PARK Saeyoung

단국대학교 교수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새중앙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President, SJA Urban Research Institute

김현수 교수는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이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북한의 도시계획과 접경지역, DMZ에 대하여 오
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체제전환을 경험한 구사회주의
도시(Post-socialist Cities)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
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최
근에는 평양대도시권연구, 평화경제특구, 철도공동체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박세영 박사는 새중앙 도시환경연구소 소장이며, (사)평
화한국 평화사업소의 도시개발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
다. 그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연변 과학기술
대학 건설공학부 및 연변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이 기간 연변지역에서 추진한 다수의 건
축, 도시계획 및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청주대학
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최근에는 주로 중국
및 북한 접경도시 계획 및 개발을 통한 동북아시아 및 한
국의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Dr. KIM Hyunsoo is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Studies, Dankook
University and Vice President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He has long worked on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urban planning, border areas,
and the DMZ. His interest lies in post-socialist
cities that experienced a regime change. He
holds a Ph. 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currently engaged in researches dealing with
the Pyongyang metropolitan area, special economic zone of peace and railway community.

Dr. PARK Saeyoung is the president of SJA Urban Research Institute, and an advisor for urban development for the Peace Office at Peace
Corea. He was a professor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t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design at Yanbian University from 1997 to 2018. He holds a
Ph. D. from Cheongju University. He is currently
studying ways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nd Sou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border cities in China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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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3-1
발제 / Presenter

토론 / Discussant

임을출
LIM Eulchul

최주영
CHOI Jooyoung

경남대학교 교수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대진대학교 교수
Professor, Daejin University

임을출 교수는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겸,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의 센터장을 맡고 있
다. 또한 현재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청
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지원재단, 국가인권위
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도 자문활동을 하고 있
다. 과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남북경
협 및 북한경제 분석가로 활동하였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최주영 교수는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이며,
한국도시정책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행정
안전부 접경지역심의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수도권정
비계획위원회 위원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북부발전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기북
부 지역개발 및 DMZ와 관련한 다수의 국가 및 지역 연
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저술로 약 50여 편의 논문과 5권의
저서, 약 100여 개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

Dr. LIM Eulchul is a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and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Development. He
is also an advisory member of the Inter-Korean
Summit Preparation Committee, a policy advisory member of the Blue Hous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a policy advisory membe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e is also an advisor to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He
was an analyst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at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d a visiting scholar at Georgetown University.

Dr. CHOI Jooyoung is a professor of urban reality
engineering at Daejin University and the Vice Chairma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Urban Policies.
He carried out multiple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and the DMZ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while
serving as a member of the Border Reg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 member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Vice Chairman of the Gyeonggi
Province Urban Planning Committee; and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rn Gyeonggi Province Development Policy. He holds a Ph. D. from
Korea University. He has written around 50 papers,
5 books, and 100 research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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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이상준
LEE Sangjun

이상대
LEE Sangdae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
Vice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이상준 박사는 국토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서 한
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연구와 통일
한반도 국토개발 정책 연구로, 2017년 7월부터 2019
년 7월까지는 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독
일 베를린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북한연
구학회 이사,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겸임교수로도 활동
하고 있다.

이상대 박사는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이며 한국지역학
회(KRSA) 회장이다.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안 연
구의 연구책임자로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연구 관심분야는 대도시권 계획,
수도권 정책, 접경지역 개발과 협력 등이다. 서울대학교
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도시지역계획학 전공)를 취득하
였으며, 주요저술로는 <건강도시>와 <메가 수도권 발전
비전과 전략>,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 등이 있다.

Dr. LEE Sangjun is a Senior Fellow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where is served as Vice President from July 2017
to July 2019. Today he works at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Research Center under the
KRIHS.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for North Korea and
national land development policy of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He holds a Ph. D. from the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
Studies and an adjunc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Dr. LEE Sangdae is the Vice President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d Chairman of Korea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As chief researcher for the study on the bill to provide support for
border area in 2000, he played a key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order Area Support Act.
His fields of interest are metropolitan planning,
metropolitan area policy and border area development and cooperation. He holds a F in public
administration with a major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major writings include <Healthy City>, <Vision and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Mega Metropolitan Cities> and <Metropolitan Megatrend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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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3-1
북.중 접경도시의 협력적 발전과정과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의 시사점

박세영 / PARK Saeyoung
새중앙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 President, SJA Urban Research Institute

남북 접경도시의 개발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의 문제를 넘어서 중국,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끌게 한다. 이 문
제는 더 넓게는 일본, 러시아 및 세계가 관심을 끌게 되는 지역이다.
이유는 세계의 평화와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세계의 자국 중심의 경제는 오히려 세계 경제를 어
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접경도시 개발은 막혀있는 세계의 경제와 평화를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적인 구도 속에서 강대국들의 갈등과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동북아 지역발전은 각국이 관심
이 있는 문제다. 동북아 지역협력은 동북아 지역발전의 정확한 전략적 선택이다. 연변 지역은 두만강 지역협력의 ‘창
구’이자 ‘전진’이다. 동북아 지역 각국의 지원과 관심은 ‘일대일로’의 큰 배경 아래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대외 개방은 전
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길림성은 두만강 지역의 협력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연변 지역 또한 경제적 도약을 이룰 기회로 두만강 개발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국가적 이익으로도 중요
한 구현이다. 연변은 북·중 접경도시로서 새로운 협력 개발에서 플랫폼과 교량 역할을 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 발전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중 접경도시 개발 과정은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을 계획하고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 키워드 : 남북 접경도시, 일대일로, 동북아, 두만강 지역 개발, 장지투, 연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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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3-1
The Cooperative Development Process of
Cities on North Korea-China Border Line and
Implications on South Korea-North Korea
Borderland Development

박세영 / PARK Saeyoung
새중앙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 President, SJA Urban Research Institute

The development of the cities along South and North Korea does not simply concern the two Koreas,
but also draws attention from the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the U.S. This matter is also
of interest to Japan, Russia and beyond, as it impacts global peace and economy.
Moreover, at a time when the resurgence of nationalism poses a threat to the glob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the South-North Korea border cities is expected to make a breakthrough for global
economy and peace.
Northeast Asia is a region of interacting conflicts and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in the global landscap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s a matter of interest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gional
cooperation is in fact a real strategic choice that can accelerat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Yanbian
stands for the ‘window’ and ‘progress’ of Tumen River regional cooperation.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has brought unprecedente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which opened doors under the support and interest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Jilinsheng is
actively engaged in the Tumen River development project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e development
project also holds strategic importance as it not only offers Yanbian an opportunity to make an economic
leap forward, but also serve national interests. Yanbian is a China-North Korea border city that will serve as
a platform and bridge in the cooperative development initiative, and play a defining role in Northeast Asia’s
regional cooperation. The China-North Korea border city development, which is taking place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regional development, ha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 border
regions.
* Keywords : South-North Korea border cities, One Belt and One Road, Northeast Asia,
Tumen River development project, Chang-Ji-Tu, Yanb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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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3-1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접경지역개발

임을출 / LIM Eulchul
경남대학교 교수
/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접경지역개발, 즉 평화벨트 조성 방안을 논의하
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DMZ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4.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가장 빠르게 변신을 거듭해왔다. 판문점 선언 제1조는 비무장지대 등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고, 제1항에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이행,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실제 이
합의에 따라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다른 교류협력을 견인하는 모양새를 보
이고 있다. 바야흐로 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정책의 실행에 대한 뒷받침
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비전과 핵심 정책을 살펴본 뒤 접경지역 평화벨
트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 다양한 구상들을 논의하고,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의 평화지대화 시도는 분단된 국토를 통합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
지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기도 하다. 실제 DMZ의 평
화지대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토의 공동이용에 대한 체계
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간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
장과 충돌로 인해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와 귀중한 역사적인 유산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고, 상습적인 수해로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이제는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에 따라 이런 문제들도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가능한 남북간 긴장완화 및 상호신뢰 구
축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당면한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북미간 비핵화 협
상이 진전되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평화협상 등이 추진된다면 남
북한 공동의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DMZ·접경지역
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초기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환서해, 환동해경제벨트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은 한반도에서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관광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 연결
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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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3-1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ment of the Border Region

임을출 / LIM Eulchul
경남대학교 교수
/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border region – Peace Belt – as part
of efforts to implement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one of the key promises pledged
by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Demilitarized Zone has fast transformed itself in line with the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and its annex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In Article 1 of Panmunjom Declaration, the two sides agreed to cease military hostilities in regions of
confrontation such as the DMZ and in its Section 1, the two sides agreed to adopt and implement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as an annex to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o actively take practical measures to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into a
zone of permanent peace. With the agreement in place,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witnessing rapid progress with the measures to defuse military tensions, followed by other form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ll of these are eventually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a discussion to begin on preserving and using
the border area. It is high time that we provide support for national policy with practical and concrete research
o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border area and the building of Peace Belt. Therefore, the paper
first reviews the vision and key agendas of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then discusses
the direction forward and various ideas regarding the creation of Peace Belt and lastly, proposes specific strategies for phased implementation.
The attempt to create Peace Belt in the Demilitarized Zone not only symbolizes integration of the divided nation
but also offers opportunity to reflect upon how to preserve and use the peace zone. There has been substantial progress in an effort to create peace zone in the DMZ, which has been also accompanied by elaborate
preparations and discussions on institutional supports to use the national territory jointly to establish peace in
the border are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two Koreas have had their fair share of problems with
inter-Korean political tensions and military confrontations severely damaging the natural ecosystem and the
invaluable historical assets in the Demilitarized Zone, while having suffered from repeated flooding in the area.
However, the thawing inter-Korean relations are now finally laying a foundation for the two sides to unitedly
resolve the issues.
Yet, further progress i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at the border area requires a sustainable détente and mutual trust as well as peaceful resolution of the tensions surroun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ce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kes further strides and
accordingl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lifted, and peace negotiation is initiated to declare end of war
and conclude peace accord, dialogues and detailed steps for the preservation and use of the DMZ border area
shared by two Koreas will gain speed.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border area will serve as the driving force
of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in its initial stage, giving a push to Pan East Sea and Pan
Yellow Sea Economic Belt as well. The preservation and use of the border area, as it will help establish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oost tourism industry, are also expected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Korea’s economy. With the simultaneous push for infrastructure such as connecting railroads, the border area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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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Parallel Session 3-2

한강하구의 남북 평화적 활용
Peaceful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by South and North Korea
남북접경지역과 한강이 접하고 있는 한강하구지역의
현 상황과 개발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평화적, 상생발전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예비적으로 검토되어 온
한강하구 개발방안에 대한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
고, 현 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 과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This session i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the
Han River estuary area, which meets with both
South and North Korea border region and Han
River, and share awareness of the development
potential it holds.
It is also to discuss peaceful and mutually beneficial utilization ideas of the Han River estuary area, in preparation of the soon-to-come
peaceful cooperation era of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this session will focus on reviewing
the possibility and viability of Han River estuary
development, which at this moment has undergone preliminary review.
It also aims to exchange ideas o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hat can be implemented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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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Chair

발제 / Presenter

이한주
LEE Hanjoo

남정호
NAM Jungho

경기연구원 원장
Presiden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이한주 박사는 현재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 정책, 공정한 경제 생태계 확립, 좋은 일
자리 확충,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등의 정책 대안 제시에 힘
쓰고 있다. 그는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
원장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으
며 현안정책을 연구하고 국정과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4년부
터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경영대학원장, 부
총장을 역임하였다.

남정호 박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996년부터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그는 연안통합관리, 기후변
화적응, 해양생태계보호, 해양환경관리, 갈등관리, 초국경협
력, 공적개발원조, 해양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였
다. 국내 정책연구와 함께 육상기인오염원, 해양쓰레기, 초국
경해양보호, 해양공간계획 등에 대해 PEMSEA, COBSEA,
NOWPAP, YSLME와 국제협력사업도 수행하였고, 현재 해
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Dr. LEE Hanjoo, as president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 strives to come up with policy alternatives
to strengthen Gyeonggi province’s competitiveness
and improve its quality of life, establish a fair economic ecosystem, increase quality jobs, and build a new
welfare model. In 2017, he headed the First Economic
Division of the National Planning Advisory Committee and chaired the Economic Affairs Division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Policy Planning, in which
he studied pending policies and coordinated national
affairs. He received his doctorate degre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as been a professor of economics at Gachon University since 2004, serving as
the dean and vice presid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r. NAM Jungho has worked for the Korea Maritime
Institute since 1996, carrying out policy research on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climate change adaptation,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cross-border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to domestic policy research, he has also conduc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ith PEMSEA,
COBSEA, NOWPAP and YSLME on land-based pollution, marine litter, cross-border marine conservation,
and marine spatial planning. Today he also serves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Marin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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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3-2
발제 / Presenter

토론 / Discussant

강태호
KANG Taeho

추장민
CHU Jangmin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코리아 편집위원장
Chief Editor, LeMonde Diplomatique Kore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 Institute

강태호 위원은 현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위원
장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한겨레신문통일팀장, 남북관계 선임기자(부장, 통일-외교
부 출입)로 20년 이상을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
으며, 한겨레 평화연구소장도 역임하였다. 주요저술로 <북방
루트 리포트-환동해 네트워크와 대륙철도>와 <천안함을 묻
는다> 등이 있다.

추장민 박사는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제·북한
협력연구실 북한환경정보센터장이며, 2017년 12월부터 2019
년 2월까지 부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9년 2월부터 국무
총리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과학·국제협력분과위원
회 위원, 5월부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
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북경대학
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방안 연구>, <북한지역
하천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등 다수의 북한 환
경 및 남북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다.

Mr. KANG Taeho is the Chief editor of the Korean edition of Le Monde Diplomatique and an expert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After gradu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degree in economics, he dealt with
issu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for more than 20 years. Starting
with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he served
as the Chief of the Unification Team at The Hankyoreh,
senior journalist for inter-Korean relations with access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Director of the Hankyoreh Peace Research
Institute. He is the co-author of <The Northern Route
Report: The Pan East Sea Network and Continental
Railway> and <compiler of Looking into the Cheonan
Warship>.

Dr. CHU Jangmin currently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North Korea Environmental Information Center under
the Office for International and North Korea Cooperatio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He was the Deputy
Director of the KEI from December 2017 to February
2019. He has been a member of the Sub-Committee
on Scientif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Fine Dust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an expert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Council on Climate and Air Quality since February and May of
2019, respectively. He received his Ph. D. from Peking
University in 2002. He has carried out multiple studies
on North Korea’s environmental issues and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wrote related papers
like <Study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Diagnosis and Improvement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Problems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Study on the Condition of North Korea’s Rivers and Their
Sustainabl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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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인
LEE Kyuin
아주대학교 교수
Professor, Ajou University

이규인 교수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 중이며, 한국도시설계학회 연구부회장이자 북한도시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
고 있다. 그는 1993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서 12년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하며, 지속가능한 정주지, 친환경 건축을 연구하였다. 현재까지 지속가능한 도시주거, 친환경 건축재료 및 성능, 친환경건축 인
증제도 등에 관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저널에 발표하였다. 주요저술로는 <하쿠나마타타 아프리카>와 <생태도시, 생태주거
> 등 약 20여 편의 저서가 있다.

Dr. LEE Kyuin teaches at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jou University and serves as the Vice Chairman of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and Chairman of the North Korea Urban Research Committee. After receiving his Ph. D.
in architectur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3, he worked for 12 years as a senior researcher at the Land &
Housing Institute dealing with sustainable settlements and eco-friendly architecture. To date, he has written more
than 100 papers on sustainable urban housing, eco-friendly building materials and performance, and eco-friendly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for journals at home and abroad. He has also published about 20 books including
<Hakuna Matata Africa> and <Ecological City, Ecological Housing>.

94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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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기획세션 3-2
한강하구-서해접경해역
지속가능발전 남북 협력 방안

남정호 / NAM Jungh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한반도 서해접경해역은 남북한 간 경계획정 및 관련 정치경제학적 현안이 핵심으로 제기되는 지역이다. 해상경계를
둘러싼 남북한 간 이견은 3회의 해상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해 남한 사회 내부에 대한 이견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남북한 간
장기간 정치군사적 긴장은 이 해역과 한강하구지역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이용기회를 제한하여 해양 및 연안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한의 서해 대부분의 하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해양생태계와 환경이 훼손되었
지만, 한반도 최대 공유 하구역인 한강은 이용개발에 의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다.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생태적 가치가 가장 높은 역설적 상황에서 2002년 이후 남북관계는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통
해 개선되고 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정치군사적 긴장과 잠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
다. 서해평화협특별지대 구상에 대한 합의는 이 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징 의제가 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남북관계는 2002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했다. 2007년 남북정상선언을 승계한 2018년 남북정상선언은 이전의
정상선언에 비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정상선언의 합의사항 중 한강하구 공동조사, 포문폐쇄 등 일부 사
항은 이행되었다.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고착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 변화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구체적인 접근에 기초한 발전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발표에서 서해접경수역과 한강하구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 키워드 : 서해, 초국경협력, 한강하구역, 서해특별평화협력지대, 경계획정, 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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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3-2
Sustainable Development of Han River Estuary
and Transboundary Marine Area

남정호 / NAM Jungh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The west sea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 hot spot in terms of boundary demarcation and its
related political economy issues between two Koreas. Sea boundary issue had driven several military
collisions including three gunfights, contributed to exacerbation of inter-Korean relation. Pros and cons
on improvement of the relation is still dominating RO Korean society, which often have made progress
of the relation retarded. Paradoxically, long standing politico-military tension between two Koreas has
functioned as advantage to protect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in the west sea, by strictly limiting
access to the area. Representatively, the Han River estuary, the largest estuary shared by two Koreas
in the west, has undergone the least physical modification, while ecosystems of other estuaries in the
west coast have been degraded by such as dike construction and coastal reclamation.
Under the above paradoxical condition, Inter-Korean relation has been improved through several Inter-Korean Summit Talks since 2002. The 2nd Summit Talk in 2007 provided a firm base on how to
resolve politico-military conflicts. Establishment of Special Peace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coast
of the Peninsula can be symbolic and practical agenda in tackling complicated issues in the area.
However, the Korean society has not undergone improvement in the Inter-Korean relation from 2008
to 2017. The relation heavily exacerbated during the period, and went back to before 2002. New administration was proactive to improve the relation. The 3rd and 4th Summit Talks in 2018 paved the
road to peace-building process, and is contributing to making the relation progress irreversible. Two
declarations in 2018, a succession of 2007 Declaration, provided more detailed and concrete agreements. Some of the agreements are being implemented such as closure of cannon holes, and joint
survey on Han River Estuary.
Recent change of the relation is very positive signal in terms of anticipatory Korean communities even
though we are witnessing staggering situation in Inter-Korean and DPR Korea-US relations. Accordingly, more delicate and detailed approach to Inter-Korean co-development need to be arranged for
achieving practical outputs. This research aims to re-architect transboundary cooperation initi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West Sea of the Peninsula and Han River Estuary ecologically linked
to the Sea.
* Keywords : West Sea, transboundary cooperation, Han river estuary, special peace cooperation zone,
boundary demar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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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트레일 155마일
155mile DMZ Trail
경기도 구간 DMZ 트레일 현황 및 사례 등을 살펴보
고, DMZ 트레일의 거점과 루트 강화 방안을 실질적
으로 제시함으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look into the
status and examples of DMZ trails of Gyeonggi
Province section and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to strengthen DMZ trail hubs and routes and
draw poli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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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4-1
좌장 / Chair

발제 / Presenter

이희찬
LEE Heechan

강영애
KANG Youngae

세종대학교 교수
Professor, Sejong University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Expert Member, Korean Tourism Organization

이희찬 교수는 2000년부터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
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호텔관광대학 학장과 관광
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기획예산처 기금평가단 위원
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중장기계획수립추진단 위
원장, 호텔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9
년 미국 Michigan State Univ. 에서 박사(자원 및 관광
경제) 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관광 및 환경자
원에 대한 가치평가를 포함 관광수요와 관련된 미시경
제분야이다.

강영애 박사는 2017년부터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한국
관광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코리아둘
레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2015년에 한양대
학교에서 관광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과 장소성 분야 연구에 관심이 많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관광개발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
를 수행하였다.

Dr. LEE Heechan has taught at the Department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Sejong University since 2000. He currently heads the College
of Hospitality and Tourism and the Graduate School
of Tourism. He previously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Fund Evalu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Chairman of the Middle
and Long-term Planning Steering Committee for
Tourism Promotion under the wing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chief editor
of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He
earned a doctorate in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
economy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1999. His
fields of research include tourism-demand-related
microeconomics, such as value evaluation on tourism and environmental resources.

Dr. KANG Youngae is working as a functional
expert at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Gangwon, Korea, starting from 2017. Since 2017
she is in charge of the Korea Trail project. She
graduated as Ph. D. in the field of tourism at the
Hanyang University of Seoul 2015. She is interested in the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rea and placeness. She has performed several
research projects of Tourism Development areas
si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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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Discussant

신정섭
SHIN Jeungseub

한상협
HAN Sanghyub

한국생태문화연구소 소장
Research Director, Korea Institute for Ecology and Culture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Head of Operations,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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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협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의 사업본부장이다.
2003년부터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 목적지 마케팅 분
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경기도 DMZ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와 관광인프라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5년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Dr. SHIN Jeungseub is the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of Ecology and Culture. He holds a Ph.
D. in botany and ecology from Konkuk University.
He has conducted a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ecological investigation on wetlands, ecotourism,
activities of the Korean Trails and Culture Foundation, and ecological culture.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Going the Han River> and <Forests:
War and Peace>.

Mr. HAN Sanghyub is working as a head of operations of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GTO), Republic of Korea. Since 2003, he has been
extensive experience in destination marketing
management in Gyoenggi Tourism Organization,
which is th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in specialized in tourism. In order to vitalize the
trans-boundary regions in Gyeonggi Province in
aspect of tourism, he is in charge of a variety of
the events regarding De-Militarized Zone and
the tourism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in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In recognition
of his service, he was awarded commendations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1 and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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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안희자
AN Heeja

이수진
LEE Soojin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Research Fellow, Korean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안희자 박사는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
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에
서 근무하고 있다. 2018년 한양대학교 관광학과에서
DMZ 관광을 주제로 관광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관광정책, 관광산업 혁신, 관광숙박업 등
이며, 최근 DMZ 평화관광 정책로드맵 구상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수진 박사는 2009년부터 경기도청 산하 경기연구원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
터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7년 미국 Texas
A&M University RPTS(Recreation. Park & Tourism
Sciences)학과에서 여가관광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주
요 저서로는 <DMZ의 미래 : DMZ 가치의 세계화와 지
속가능발전> 등이 있다.

Dr. AN Heeja has worked at the Tourism Policy
Research Division of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wing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2012. She earned a doctorate in tourism at Hanyang University with a dissertation on
DMZ tourism in 2018. Her main areas of research
include tourism policy, innovation in tourism industry and tourist accommodation business. Her
recent study was on building policy roadmap for
DMZ peace tourism.

Dr. LEE Soojin has worked a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the think-tank of Gyeonggi Province,
since 2009. She is currently a researcher of
the Center for Local Studies in the Division of
Co-prosperity and Balanced Development. She
acquired a doctorate in Recreation, Park and
Tourism Sciences at Texas A&M University in
2007. Ms. Lee wrote the book <The Future of the
Korean DMZ: Global Understan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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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4-1
코리아둘레길 사업 추진 과정
및 주요 이슈

강영애 / KANG Youngae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Expert Member, Korean Tourism Organization

본 원고는 코리아둘레길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코리아둘레길 사업 과정에서 등장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경기도 걷기여행길(DMZ 트레일) 사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코리아둘레길 사업(20172019)은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북쪽의 DMZ 접경지역까지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을 구축하는 사
업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7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으로 남해안 일부를 코리아둘레길 최종
노선(안)으로 설정하였다. 2018년에는 남해안 구간 노선과 서해안 구간의 최종노선(안) 설정을 마무리하였고, 2019
년 올해는 코리아둘레길 북부구간을 ‘DMZ 평화의 길’로 명명하고, 최종노선(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해안길 전체
길이는 약 1,804km로 이 중 경기구간 코스 수는 10개, 길이는 약 162km 정도 된다. DMZ 평화의 길 경기도 구간
은 경기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자체를 포함하고 있다. 2019년 7월 현재 1차 후보노선 조사를 완료하고 관
계기관 협의를 진행중이다.
코리아둘레길 사업이 지닌 이슈는 상당히 다양하나 본 원고에서는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구
축 및 홍보마케팅,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구조에 대한 4가지 주요 이슈를 논의사항으로 제기하
였다.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걷기 좋은 길’의 조건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다양성, 지역특수성
을 강조하였다. 모든 걷기여행길이 그렇듯 평화누리길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경기둘레길 및 평화누리길 등 경기 걷
기여행길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코리아둘레길 브랜드 구축 및 홍보마케팅’ 이슈에서는 한국관광공사(KTO)의 홍보마케팅 목표와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았다. 코리아둘레길 인지도 제고와 장거리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두루누비’ SNS 채널을 통한 코리아둘
레길 대표코스 홍보, 장거리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한 종주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걷기여행 행
사·이벤트를 탈피하고 걷기여행의 다양한 모텔 제시하기 위하여 남파랑길 테마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과 TV
프로그램 제작, 방송 등을 준비중이다. 경기도는 KTO의 홍보마케팅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는 전략도 필요하
다. 지역경제와의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코리아둘레길이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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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운
영 전담부서 지정, 걷기여행길 관리운영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키워드 : 코리아둘레길, 노선 설정,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관리운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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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es & Major Issues of the
Korea Dulle-gil Project

강영애 / KANG Youngae
한국관광공사 전문위원
/Expert Member, Korean Tourism Organization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Gyeonggi-do Walking Travel Trail (DMZ Trail) project by
examining the progresses of the Korea Dulle-gil (meaning “Korea perimeter trail” in English) project and discussing certain issues that emerged in the course of this project. Korea Dulle-gil (2017-2019) is a project
that seeks to build an ultra-distance walking travel trail along the eastern coast, southern coast, and western
coast of Korea, as well as along the northern DMZ border. The master plan was established in 2017 when the
project began in earnest, and the final routing (plan) for part of the southern coast trail was developed on a trial
basis. Final routings (plan) for the remaining southern coast trail and for the western coast trail were developed
in 2018, and this year, plans are to complete the final routing (plan) for the northern border trail named “DMZ
Peace Trail.” The western coast trail spans over approximately 1,804 km with 10 walking tracks of about 162
km in length in Gyeonggi Province. The DMZ Peace Trail crosses over the four city governments of Gimpo,
Goyang, Paju, and Yeoncheon in Gyeonggi Province. As for July 2019, the preliminary candidate route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consultations with related agencies are currently ongoing. The issues surrounding
Korea Dulle-gil vary considerably, but this paper raises four major issues for discussion: establishment of the
Korea Dulle-gil routing; brand-building, PR, and marketing of Korea Dulle-gil; its connection with regional
tourism; and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structure. Touching upon the issue of establishing Korea
Dulle-gil routing, the criteria of a beautiful natural scenery, diversit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stressed
as the conditions of a “pleasant walking trail”. Just like any walking travel trail, the routing of Pyeonghwa Nurigil (meaning “enjoyable peace trail”) continues to chang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sider these conditions
of a “pleasant walking trail” when carrying out walking travel trail projects, such as Gyeonggi-do Dulle-gil and
Pyeonghwa Nuri-gil. Concerning the issue of building, promoting and marketing the Korea Dulle-gil brand, the
PR and marketing goals and ongoing projects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were reviewed. KTO is
promoting main walking tracks of Korea Dulle-gil on its SNS channel “Korea Mobility (@durunubi)” and organizing various walking tour events,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Korea Dulle-gil and encourage long-distance
walking trips. Furthermore, KTO is arranging a contest for themed programs that can support Namparang-gil
(southern coast trail) and preparing for the production and broadcast of a TV program, in order to present
various walking trips that break away from the existing standardized walking tour events. Gyeonggi Province
would also need to strategize to actively use and spread KTO’s PR/market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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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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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entity is growing, but the role
of government ministries is also important for managing the entire trail when a long-distance walking travel
trail spans over one metropolitan area to another. In addition, the need to designate a department in charge of
maintaining and operating walking travel trails within Gyeonggi Province, and the need for enacting ordinances
to foster and support organizations for maintaining and operating walking travel trails were mentioned.
* Keywords : Korea Dulle-gil (perimeter trail), routing, PR/marketing, regional tourism, management/oper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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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4-1
경기DMZ트레일
- 평화와 상생의 길

신정섭 / SHIN Jeungseub
한국생태문화연구소 소장
/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Ecology and Culture

길은 사람의 흔적을 따르고, 사람은 길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난다. 경기DMZ트레일은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따라
만들어진 비무장지대와 나란히 걷는 길이다. 한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겨울이면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며, 군사시설
로 보전되어온 DMZ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아 있는 생태와 자연과 조화
를 이루는 역사문화를 만날 수 있다. 경기DMZ트레일은 한반도 DMZ트레일 중 경기도 구간에 조성된 길로, 거리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의 문수산성 남문에서 출발해 연천군 신서면의 신탄리역까지의 170㎞(약106마일)이다. 경기
DMZ트레일은 평화누길길 2코스에서 12코스의 구간을 주축으로 해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년에 노선의
조사 및 설정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경기도순환둘레길의 북부접경지역코스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새로운
DMZ트레일을 선정해 생기는 길 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노선의 통일을 통한 사업의 집중효과를 얻
기 위함이다. 경기DMZ트레일의 효율적인 걷기여행을 위해 거점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거점은 길의 시점과 종점,
그리고 김포시 4곳, 고양시 1곳, 파주시 4곳, 연천군 4곳 등 13개의 거점을 선정하고 1개 거점후보를 선정하였다. 경
기DMZ트레일의 자원은 문화자원과 생태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자원은 문화재로 등록된 자원을 중심으로 하
며, 등록되지 않은 문화자원도 향후 길관련 프로그램개발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DMZ트레일 구간의
4개 지자체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단위위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과 시단위 문화재를 합친 11가지의 문화재자원
이 193개 있었다. 이중 탐방로 200m 범위 내에 있는 문화재는 화석정, 반구정, 자유의 다리, 숭의전지 등 12곳이었
다. 생태자원은 모두 43개로 문화자원에 비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숫자는 적은 편이다. 시가지가 발달한 김포시와 고
양시는 생태자원이 적고, 두시에 비해 개발이 덜된 파주시와 연천군이 각 14개의 생태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생태자
원은 농경지가 있어 철새나 생물다양성이 높은 들이나 한강하구와 임진강 주변에 분포하는 습지와 자연경관이 많다.
경기DMZ트레일은 접경지역의 마을들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다. 길을 매개로 걷기 여행객이 꾸준
히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경기DMZ트레일은 경기도의
자연과 인간이 행복한 공존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키워드 : 경기DMZ트레일, 한강, 임진강, 철새, 생태, 문화, 생태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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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4-1
Gyeonggi DMZ Trail
- A Road to Peace and Coexistence

신정섭 / SHIN Jeungseub
한국생태문화연구소 소장
/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Ecology and Culture

A road follows traces of men, and men come across a new history on the road. The Gyeonggi DMZ Trail
is a hiking route that runs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home to
countless migratory birds who flock to Hangang River and Imjingang River during winter months and
to various plants and animals living i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which has been preserved as a
military installations. The walk along the trail takes us to the history and culture that live in harmony with
environment and nature. Stretching 170km (or 106 miles or so), the Gyeonggi DMZ Trail, situated in
Gyeonggi-do along the DMZ Peace Trail, starts from the South gate of Munsusanseong Fortress, Wolgot-myeon, Gimpo-si and ends at Sintanri Station, Sinseo-myeon, Yeoncheon-gun. The main course
of the Gyeonggi trail should run along the Pyeonghwanuri Road between course 2 and course 12. Once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ourse is completed in 2019, the route should follow the northern
border area of the Gyeonggi-do loop trail. It is to prevent duplication of effort and resources in opening
the Gyeonggi trail while maximizing the outcome by ensuring the two routes are matched. The Gyeonggi
DMZ Trail needs key destinations in between to make the walk efficient. A total of 13 locations have been
designated as key destinations, including the start and end points of the trail, 4 locations in Gimpo-si, 1 in
Goyang-si, 4 in Paju-si and 4 in Yeoncheon-gun, and a candidate for the key destination has also been
selected. The Gyeonggi DMZ Trail holds both cultural and ecological resources. The cultural resources are
mostly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but other unregistered resources can also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rail-related program or for tourism. Four local governments sitting along the Gyeonggi trail
have 193 cultural properties of 11 different types, including treasures, historic sites, natural monuments
and places of scenic beauty on the national level, and other cultural properties on the local level. Twelve
cultural properties out of them are located 200 meters from the trail, including Hwaseokjeong Pavilion,
Bangujeong Pavilion, Bridge of Freedom and Sunguijeonji. Ecological resources are relatively less than
cultural resources, 43 in total, as they occupy a wider area. There are not much resources in Gimpo-si
and Goyang-si, which are more developed cities than Paju-si and Yeoncheon-gun, while the latter two
cities hold 14 ecological resources. Most common ecological resources include farmland or fields that
are home to migratory birds and biodiversity, as well as wetlands and natural landscapes near Imjingang
River and the mouth of Hangang River. The Gyeonggi DMZ Trail is a good way to make neighboring
towns sustainable. The trail can invite hikers to come and walk around and promote eco tourism linked
with local environment and nature. The Gyeonggi DMZ Trail is a shortcut to happiness and coexistence
for nature and people living in Gyeonggi-do.
* Keywords : Gyeonggi DMZ Trail, Hangang River, Imjingang River, migratory birds, ecology, culture, eco-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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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Parallel Session 4-2

DMZ 관광과 북한관광
Tourism in DMZ and North Korea
본 기획세션에서는 DMZ 관광 및 남북 관광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통해 보다 실질적 정책 제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타 접경지역 사례를 통해서 초국경
관광협력에 대한 고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This session is expect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DMZ tour and tourism in SouthNorth Korea in order to come up with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It is also to deep-dive into
cross-border tourism cooperation and learn from
oversea border region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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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4-2
좌장 / Chair

발제 / Presenter

서원석
SEO Wonseok

하이옌 송
Haiyan SONG

경희대학교 교수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홍콩 폴리텍대학교 교수
Professor,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서원석 박사는 2001년부터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사)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
분과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호텔경영학 박사를 취
득하였고, 주요 연구 분야는 복합 리조트 분야 및 관광
수용태세 등이다.

하이옌 송 박사는 홍콩 폴리텍 대학교 호텔관광경영 학
과의 학과장이며, 경제학에 풍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관광, 와인 그리고 경제가
포함되며, Song 박사는 호텔, 레스토랑 및 기관 교육에
관한 국제 협의회에서 수여하는 <John Wiley & Sons
Lifetime Research Achievement Award> 상을 수상
했다.

Dr. SEO Wonseok has taught at the College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since 2001. He heads the Hospitality and Foodservice Division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He earned a doctorate in hotel management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 2000. His fields of research include
integrated resorts and tourism preparedness.

Dr. Haiyan SONG is an associate dean and chair
professor, at School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He has a strong background in Economics.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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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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4-2
발제 / Presenter

토론 / Discussant

최철호
CUI Zhehao

전효재
JOUN Hyojae

연변대학교 교수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Research Fellow,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최철호 박사는 중국 연변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이
다. 주요 저서로는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
연변관광발전보고서> 등이며, <두만강지역 한국관광시
장구성과 관광행위에 관한 연구>, <북한원산-금강산 국
제관광특구개발 현황과 투자전망> 등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두만강 지역관광개발과
협력, 북한관광, 연변지역 민족관광 등이다.

전효재 박사는 200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산업연
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5년 한양대학교대학원
에서 경영학 박사(경영정보시스템)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관광산업, 접경지역 및 DMZ 관광자원화 등
지역관광개발, 관광자원개발, 관광정보서비스 등이다.

Dr. CUI Zhehao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at Yanbian University.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Special
Economic Zones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in North Korea> and <Yanbian Tourism Development Report>. He has also published more
than 20 papers, some of which are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Korean Tourism Market and
Tourism Behavior in the Tumen River Area> and
<Development Status and Investment Outlook of
the Wonsan-Kumgangsan International Tourism
Zone in North Korea>. Dr. Cui’s main areas of research are Tumen River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orth Korea tourism, and ethnic
tourism in the Yanbian region.

Dr. JOUN Hyojae has worked at the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wing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2002 and currently heads
the Tourism Industry Research Division. Dr. Joun
earned a doctor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business information system) at Hanyang University in 2005. His fields of research include
the tourism industry;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such as utilizing the bordering areas and
the DMZ as tourism resources;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tourism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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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4-2
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정진영
CHUNG Jinyoung

김재호
KIM Jaeho

인천대학교 교수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Professor, Inha Technical College

정진영 교수는 현재 국립인천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이며, 한국관광학회 남북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0년 텍사스 A&M대학에서 관광학 박사 학
위를 받은 후 남북관광을 포함한 국제관광을 주로 연
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30편 이상의 논
문을 발표하였다.

김재호 박사는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에서 관광
학 박사를 취득(2009년)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디이파트너스,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2013년부터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학과에 재직하
고 있다. DMZ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접경지역 심의위
원 및 DMZ 통일의길 국민자문단, 문화체육관광부 한반
도 생태평화벨트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Dr. CHUNG Jinyoung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U), Incheon,
South Korea, starting from 2015. Before joining
the INU, he wa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La Crosse, USA. He
graduated as Ph. D. in tourism science at the
Texas A&M University 2010. He currently serves
on the South-North Korean tourism committee
of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as a
vice chair. His research interests primarily focus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of tourism. He
has published over 30 papers in internationally
reputed journals.

Dr. KIM Jaeho earned a Ph.D. in tourism from the
Department of Leisure and Tourism Development
at Kyonggi University in 2009. He worked for th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DePartners Inc.,
and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He has taught
tourism management at Inha Technical College
since 2013. His career related to the DMZ include
serving as a member of the Border Reg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member of the civil advisory panel group
on the Way of Unification of DMZ, and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for Eco-Peace Belt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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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4-2
광동-홍콩-마카오 사례를 통해서 본 초국
경 관광협력의 발전과정과 남북한의 관광
협력 과제

하이옌 송 / Hiayan Song
홍콩 폴리텍대학교 교수
/Professor,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국경지대 관광은 지역경제 사회 발전에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본토와 홍콩
의 관광산업발전에 대해 두 지역간의 국경지역 관광협력을 중심으로, 또한 관광산업 및 지역사회 협력의 이점과 잠
재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남북한 관광협력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홍콩 간 관광협력은 초기에는 상당히 불균형이었다. 1980년대 초, 중국의 개발정책 덕분에 특히 홍콩으로부
터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업무상 여행이 늘어났고, 이는 다시 교통 숙박시설 등 관광산
업 기간시설을 개발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관광산업 성장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그러나 이때 중국
과 홍콩의 관광협력은 상당부분 일방적인 것이었다. 홍콩이 중국에게 주요 투자자, 관광산업에 대한 지식 전달자였
고 중국의 관광업을 발전시켰다. 중국이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하면서 한쪽 방향이던 협력은 점차 양방향이 되어 갔
다. 2003년 개인방문계획 (IVS)가 만들진 후 홍콩에서 중국 방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이렇듯 지
난 수년간 중국과 홍콩 간 관광산업이 꽃을 피우는 융성기를 이루고 있지만, 높은 인구밀도, 경제적 불균형,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정보기반시설, 연결성 부족 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간 관광협력의 새 장을 맞
으면서 중국정부는 2018년 GBA (Guangdong – Hong Kong- Macao Greater Bay Area, GBA)를 제안하였다.
GBA는 양 지역간 관광산업을 넘어서 산업 , 기술, 인력, 지역 통합을 위해 제안된 것이고 이는 이는 지역내 및 지역
간 이동성 증가, 관광산업 발전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국경지대 관광협력은 국경지역 양측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을 때 더욱 거대한 경제적인 수익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 관광협력과 관련하여 DMZ는 상징적인 국경지대관광지가 될 수 있고, 협력적 목적지 마케
팅 (destination marketing)에서 장소수식어 (destination modifie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정
부는 국경지역 관광이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가 무엇일 지를 잘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 모
든 것 중 정치적인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환경은 국경지대 관광 발전의 방향과 성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
소이다.
* 키워드 : 국경지대 관광, 중국본토, 홍콩, 남북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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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4-2
Cross-border Tourism Collaboration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 A Lesson for Inter-Korean
Tourism Collaboration

하이옌 송 / Hiayan Song
홍콩 폴리텍대학교 교수
/Professor,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ross-border tourism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tivit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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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xplores the benefits and potential challenges led by
this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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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fitted from the opening-up policy of China, a large volume of foreign
business flowed into China, especially from Hong Kong. The increasing volume of business travellers called
for a need of development in tourism infrastructures 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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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portion of Chinese visitors in Hong Kong breaks 50%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Visit Scheme in 2003. While the tourism activity between mainland
China and Hong Kong is blooming through the years, some problems also emerge, such as increasing
density and inequality, insufficient infrastructure, infostructure, and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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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plan for GBA facilitates the intra- and inter-regional mobilities
as well as spillovers of tourism flows.
To conclude, huge economic benefits and potential synergies could be exploit from the cross-border tourism collaborations, especially when differences exist between two sides of the border. Regarding inter-Korean tourism collaboration, Korean Demilitarized Zone would serve as a symbolic attraction of cross-border
tourism and function as a destination modifier in collaborative destination marketing. However, local authorities from both sides should be aware of and be prepare to the potential challenges that cross-border
tourism may cause. The political environment is also a crucial factor that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the
potential of the cross-border tourism development.
* Keywords : cross-border tourism, mainland China, Hong Kong, inter-Korean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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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4-2
중국-북한 접경지역
관광협력 실태와 과제

최철호 / CUI Zhehao
연변대학교 교수 /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중국과 북한의 관광협력은 단동과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변경관광형식으로 시작되였다. 단동지역의 관광협력은 8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였고 연변지역은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였다. 2009년 전 까지 중북 접경지역 북한 변경도시 관
광이 활성화 되였으며 2009년 10월 중국 온가보 전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총리 간에 체결된 양국 간의
관광협력을 위해 양해각서 교환을 통하여 중국은 북한을 주요 관광목적지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양해각서에 근
거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협력이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주요 관광목적지는 변경지역으로부터 평양,
금강산, 묘향산, 개성, 판문점 등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되였다. 2012년 중국인 북한 방문객수가 23.74만명으로 최
고를 이루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강상태를 보여주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완화되
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도 급속히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중북 접경지역을 통한 관광도 활력을 받게 되였다.
올해는 북한 방문 중국인수가 2012년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관광협
력과 영향 요인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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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4-2
China-North Korea
Border Tourism Cooperation
: Present Status and Challenges

최철호 / CUI Zhehao
연변대학교 교수 / Professor, Yanbian University

The tourism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started out in the form of border zone tourism centered around the Dandong and Yanbian regions. Tourism cooperation in the Dandong and Yanbian
regions began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respectively. Until 2009, tourism flourished in the China-North Korea border cities, and with former Chinese Premier Wen Jiabao’s visit to North Korea in October, 2009, the two countries signed an MOU on tourism cooperation and China designated North Korea as
a major tourist destination country. Based on this MOU, the tourism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egan in earnest since 2010. Tourist destinations expanded into all regions of North Korea including
Pyongyang, Mount Kumgang, Mount Myohyang, Kaesong, and Panmunjeom from border cities. The number of Chinese visitors to North Korea reached its highest in 2012 with 237,400 visitors, and remained flat
between 2013 and 2017. Thanks to the 2018 PyeongChang Olympics, the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d,
which in turn softened the Sino-North Korea relations as well. This gave a boost in the border zone tourism.
The number of Chinese visitors to North Korea this year is expected to surpass the 2012 figure. This paper
aims to assess the China-North Korea border zone tourism cooperati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operation, and further provide the future outlook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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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는 여성들: DMZ와 여성평화운동
Women Crossing Borders: DMZ and Women’s Peace Movement
여성들은 경계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이루고 있다.
1991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여성들이 판문점을 거
쳐 남북을 방문하면서 민간 교류의 물꼬를 열었다. 이
어 분단 70주년인 201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국제
여성평화활동가 30여명이 평화협정 체결,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외치며 평양
에서 개성을 거쳐 판문점을 통과하였다. 이는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글로벌 캠페인으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풀뿌
리로 부터 시작된 경계를 넘는 여성들의 평화운동과 국
제연대, 글로벌 캠페인 사례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고 연대의 중요성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Women are going beyond borders for he purpose of peace building. In 1991, for the first
time since division, women of South and North
Korea together crossed Panmunjeom, the Joint
Security Area, to visit both Koreas paving way to
civilian exchange. In 2015, in commemorat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division, an approximately 30-person-group of Nobel laureates and
international female peace activists marched
from Pyeongyang to Kaesong and crossed the
Panmunjeom area urg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eace Treaty conclusion, military tension alleviation and peace building, which
later developed into a global campaign of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War”and
remains influential up to the present day.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discuss women’s role in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confirm the significance of solidarity and
seek out future directions by learning from grass
root peace building movement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of women that crossed borders and
developed into a global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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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CHO Youngmi

크리스틴 안
Christine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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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민크로스 DMZ 임원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새롭게 설립된 여성평화운동네크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의 조영미 집행위원장은
글로벌 캠페인 ‘Korea Peace Now!“의 한국 조직위원
으로도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
학원에서 사회문제,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同)대학원 산하 산학협력그룹 소속 연구자
이다. 정부, 시민단체 및 기타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관
계구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위민크로스 DMZ(WCD) 2015 한국 조직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한
반도 전쟁종식을 촉구하며 DMZ를 넘기도 했다.

크리스틴 안은 한국전 종전, 이산가족 상봉, 평화수립
을 위한 여성 리더십 확보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여성운동단체, 위민크로스DMZ의 설립자이자 대표
이다. 미시간 대학에서 수여한 <트윙크 페리 사회정
의활동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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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의리
더상(Social Justice Leader)>, 위민스 미디어 센터
(Women’s Media Center)의 프로그레시브 <위민
즈 보이스(Progressive Women’s Voices)상>을 수
상하였다.

Dr. CHO Youngmi is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newly formed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and the Korea National Organizer of
the ‘Korea Peace Now!’ global campaign. She
is a lecturer, teaching Social Problems,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in the School of
social welfare and a researcher at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Republic of Korea. she is an
expert in building relationships and partnerships
with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other organizations. She was also one of the Korean organizing staff members of the WCD 2015, crossed
the DMZ, calling for an end to the wa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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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KIM Jeongsoo

아키바야시 코즈에
AKIBAYASHI Kozue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도시샤대학교 교수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상임대표인 김정수는 지난
30년간 여성평화운동을 실천해 왔으며, 대한민국 영
부인 수석비서관 자격으로 2007년에 열린 제2차 남
북정상회담에 참석하였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 통일부(남북교류협력기금),
외교부(여성과함께하는평화, Action with Women
and Peace), 경기도(평화협력정책)에서 민간 자문위
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키바야시 코즈에는 페미니스트 연구자이자 운동가로 평
화와 안보, 안보의 비무장화와 탈식민지화와 같은 주제를 다
루고 있다. 1915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평
화 국제기구인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WILPF,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의 100
주년 기념 총회에서 국제회장으로 선출되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재직했으며, 현재는 정회원으로 활발히 활
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민크로스 DMZ(Women Cross
DMZ), 여성국제평화자유연맹(WLPF), 노벨여성이니셔티
브(Nobel Women’s Initiative)가 한국여성평화운동(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과 함께 조직한 한
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활동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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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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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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아 스타이넘
Gloria STEINEM
저술가, 여성 및 정치운동가
Writer, Poitical Activist, Feminist Organizer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작가이자 정치 활동가, 여성 운동가이다. 그녀는 잡지 <뉴욕(New York)>과 미국의 진보 페미니즘 매거
진인 <미스 매거진(Ms. maganize)>을 창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 <길 위의 인생>, <말을 넘어선 행동, 안으로부터의 혁명<, <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마치 여성이 중요한 것처럼> 등이 있다. 그녀는 또한 <여성 정치 연맹(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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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고 HBO 방송에서 <Multiple Personalities: The Search for Deadly Memories>라는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에미상
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3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2016년에는 에이미 리차드와 함께
VICELAND 채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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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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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리
Hyunchong LEE

이정아
LEE Junga

위민크로스 DMZ 미국 조직위원
US National Organizer, Women Cross DMZ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Standing Representative, Gyeonggi Women’s
Association United

이현정은 위민크로스DMZ와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의 조직위원
이자,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기사를 게재하는 온라인 매체, 주민코리아(ZoominKorea)의 에디터이다. 한국정책연구소(Korea
Policy Institute)의 연구원으로 주기적으로 연사로
초청받아 국내외 컨퍼런스를 비롯하여 웨비나, 공공
세미나 등에 참가했다. 그녀의 기고문들은 지금까지
포커스(Focus), 아시아퍼시픽 저널(Asia-Pacific
Journal), 뉴 레프트 프로젝트(New Left Project)의
외교정책 섹션에 실렸다.

2016년부터 매해 DMZ 위민피스워크(DMZ WOMEN
PEACE WALK)의 집행위원장으로 여성평화운동을 주
도하며 경험을 쌓았다. 또한 경기도의회 정책심의위원
회, 경기여성평등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등 다수의 민
관위원회에 참여하여 양성평등 관련 정책개발 및 확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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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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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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여정 2020년 까지

크리스틴 안 / Christine AHN
위민크로스 DMZ 임원
/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크리스틴 안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 여성 연대 단체인 위민 크로스 DMZ (Women Cross DMZ)의 창립
자이자 대표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2015년 30명의 여성 평화활동가가 평양과 서울에서 여성 평화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만 여명의 한국 여성들과 함께 DMZ를 통과하여 걸었던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인 DMZ
걷기에서부터 “Korea Peace Now!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 행동(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기 위
해 초국가적 페미니스트 평화 운동에서 기용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 키워드 : DMZ, 한국 평화, 여성과 평화,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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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5
A Feminist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by 2020

크리스틴 안 / Christine AHN
위민크로스 DMZ 임원
/ Executive Director, Women Cross DMZ

Christine Ahn is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Women Cross DMZ, a global movement of women mobilizing for peace in Korea. She will discuss the journey from the 2015 DMZ crossing where the
30 women peacemakers held women’s peace symposiums in Pyongyang and Seoul and walked with
10,000 Korean women on both sides of the DMZ. She will share the strategies the feminist peace movement is using to create the political space for peace to prevail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historic
DMZ crossing to the launch of the global feminist transnational campaign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 Keywords : DMZ, Korea peace, women and peace, femi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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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5
한반도 평화체제와 성평등한 한반도

김정수 / KIM Jeongsoo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 Standing Representative, Women Making Peace

1. 한반도 평화체제 성평등한 한반도의 의미
2018년 이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북미비핵화협상과 한반도 평화과정
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독일통일이후 가장 큰 피해 집단이 되었던 동독 여성들의 경험을 볼 때, 남북여성들
이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2등 시민이 되지 않아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음. 이는 No One Leave Behind를 지향하
고 있는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상응함. 따라서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남북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실질적 성 평등이 이뤄져야 함.
2. 한반도 평화 과정에 의미 있는 여성참여 모델 발굴의 과제가 제기됨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대한민국 제2기 국가행동계획(2018~2020)]은 ’참여‘ 부분
에 “평화, 안보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 및 양성평등 도모”를 목표(5번)로 하여 “국방, 통일, 외
교 분야 의사절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5.1)를 세부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분야에 실질적 참여가 미
비한 현실임. 국방, 통일, 외교 분야의 여성참여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안보 개념 확대, 여성의 실질적 삶의 질 개
선을 위한 의제 설정, 세부 목표 실행을 위한 예산 배정과 실질적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법적, 제도적 측
면의 개선이 필요함.
3.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과 남북여성 경제역량 형성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성평등의 구체적 내용은 남북여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평등의 실현임.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2018.4.27.) 1조 ⑥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음.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이라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목표와 기조에 “성 평등을 통한 평화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 기조, 목표도 포함되어야 함.
4.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여성협력, 국제연대 협력 과제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캠페인에 남한의 여성평화운동 단체들이 적극 참여하
여 한반도 이슈의 국제적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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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5
Peace Process and Gender-Equal
Korean Peninsula

김정수 / KIM Jeongsoo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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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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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5
동북아시아 다자안보노력, 여성,
그리고 일본

아키바야시 코즈에 / AKIBAYASHI Kozue
도시샤대학교 교수
/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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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바야시 코즈에 / AKIBAYASHI Kozue
도시샤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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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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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기획세션 5
왜 여성인가? DMZ 이전과 이후

글로리아 스타이넘 / Gloria STEINEM
저술가, 여성 및 정치운동가
/ Writer, Poitical Activist, Feminist Organizer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페미니스트 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이다. 그녀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여성 평화운동가 29인과
만나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고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의 여성을 만난 후, 다시 DMZ를 넘어 남한의 여성을 만난 2015
년 그 날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전쟁의 종식이 왜 한미 안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세계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지를 설명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을 모두 수차례 방문한 바 있는 스타이넘은 북한 여성들이 감수해야 하는 제재와 미군기지 부근에 거주
하는 남한 여성이 겪는 폭력 등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속되는 전
쟁과 한반도 군사화가 어떻게 제주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지를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참여가 평화협정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며, 페미니스트 조직의 글로벌화
작업에서부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 제공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성이 평화 프로세스
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할 것이다.

* 키워드 : DMZ, 페미니스트 ,한국전쟁, 북한제재, 여성에 대한 범죄, 미군기지, 군사화, 제주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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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5
Why women?
Before & After the DMZ

글로리아 스타이넘 / Gloria STEINEM
저술가, 여성 및 정치운동가
/ Writer, Poitical Activist, Feminist Organizer

As a feminist author and activist, Gloria Steinem will share her reflections on the 2015 women’s DMZ
crossing when she and 29 other women peacemakers from around the globe put their bodies where
their beliefs are by meeting with women in North Korea, crossing the DMZ, and meeting with women
in South Korea. She will discuss why ending the Korean War is the greatest assurance for Korean and
American security, and could be a harbinger of global peace.
Ms. Steinem has been on several trips to South Korea and to North Korea. She will discuss the impact of
the unresolved war on Korean women’s lives, from the sanctions on North Korean women to the violence
committed against South Korean women living around US bases. She will share her reflections on why
the unresolved war and ongoing milit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reatening communities and
the world’s ecosystems, such as on Jeju Island.
Ms. Steinem will share the precedents that show peace agreements to be more successful when women take part in them, and why women must be involved in the peace process, from transnational feminist
organizing, to creating holistic solutions for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Keywords : DMZ, Feminist, Korean War, North Korea sanctions, Violence against women, US bases,
Militarization, Jeju Island, Peace agreement, Korea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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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5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내 운동

현정 리 / Hyunchong LEE
위민크로스 DMZ 미국 조직위원
/ US National Organizer, Women Cross DMZ

6.25 전쟁은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라 불린다. 미국인 대다수는 6.25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
르고 있으며, 미국이 6.25 전쟁의 주요 당사국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위민 크로스DMZ(Women Cross DMZ )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 행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반도 종전
운동을 미국에서 발족했다. 본 운동의 중요한 목표는 비핵화에만 치중하는 미국 정부의 관심을 한반도 종전으로 돌
리는 것이다.
본 발표는 미국 정책입안가에게 한반도 종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미국 정부의 담론을 공식적인 한반도 종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세대에 걸친 한국계 미국인과 미국의 평화활동가 및 반전운동가가 어떻게 협
업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 키워드 : 북미관계, 한반도 종전, 여성 및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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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5
US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현정 리 / Hyunchong LEE
위민크로스 DMZ 미국 조직위원
/ US National Organizer, Women Cross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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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 do they know that the US was—and still is—a main party to the
Korean War.
As part of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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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esentation will discuss how multi-generational Korean Americans and peace/anti-war activists in
the US are working together to educate members of the US Congress and shift the discussion in Washington to support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 Keywords : US-DPRK relations, Ending Korean War, women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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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5
분단, DMZ,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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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남/북 평화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경기도 평화정책방향에 젠더관점의 평화
의제가 담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됨.
남과 북, 분단의 역사는 세대를 이어오며 우리의 DNA에 강력한 좌우이데올로기를 심어놓음. 삶의 전반을 관통하며 끊임
없이 편을 나누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데 익숙한 문화를 만들어냄. 이는 전시상황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있음. 전쟁=평
화=안보=남성이라는 허구의 틀은 강력한 남성연대의 틀을 구축한 토대가 되었으며 여성들 또한 여기에 포섭되어 받아들
여져 옴. 이러한 삶의 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성별분리는 당연히 성차별에 익숙한 문화를 강화해옴. 이 연대의 틀에 균
열을 내고 여성이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자함.
‘누가 결정하고 실행하는가’ ; 평화정책, 제도 밖의 여성들..
- 2015년 미완의 women cross DMZ 이후 여성평화운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열망은 2016~18년까지 여성평화걷기로
이어짐. 이는 경기도 여성풀뿌리 운동조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하지만 DMZ를 통해 평화와 통
일을 여성의 언어로 설명하고, 의제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점은 찾지 못함. 지난 25년여 간 진행되어온 남/북간 여성
들의 축적된 평화적인 교류방식 또한 경기도 내 여성운동과 연결 짓는 동력이 되지못함.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배제되는 이
유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보의제를 공동의 실천과제로 인식하는 것,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함. 이에 경기지역 여성평화운동의 주요 의제로서 남북여성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통로를 발굴하고 이
를 경기도가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본 포럼에서 찾아보고자 함.
그 과정에서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운영/공동방역/옥류관 지점 경기도 유치를 위한 북측과 경기도 협의체구성/
평남일대 10억원 상당의 밀가루 1651톤과 산림복구를 위한 5억원 상당의 묘목 지원... 경기도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중 일부임. 이러한 정책과 남/북간 교류는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남성중심의 정치와 경제
중심의 교류로부터 소외된 남북한 여성들의 삶이 담긴 실천적 교류가 어느 축을 뚫고 들어가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인가 질문하려 함.
- 경기도는 민선10기를 시작하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수백억 증액과 더불어 31개 시/군 등에서도 평화와 통일관련 정책
들을 시행중에 있음. 이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 여성, 성평등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
련 요구와 겨우 11%정도에 그치고 있는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 즉 여성대표성 확대에 관한 문제 또한 짚고자 함.
- 여성이 정치적 발화자로 사회적 주체로 서고자 하는 것, 평등과 탈 분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의 위치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지점임. 또한 군사주의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해
야 하는 여성들에게 평화와 여성을 연결 짓도록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음. 그리하여 여성을 둘러싼 온갖 사회적인 조건
들은 여성이 평화와 통일, 안보를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주문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일상의 폭력적인 사회구조에서
폭력의 피해는 여성에게 익숙한 경험이고 그 끔찍함은 전쟁과 연결 지었을 때 바로 배가되어 상상 가능한 경험인식으로 돌
아오는 것임. 경기도에서의 여성들의 삶, 특히 일본군 위안부에서 미군위안부로 이어진 전시여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적극
적으로 수면위로 올려놓아야 함. 이를 위해 국제연대와 여성/평화/안보 영역의 제도를 포함한 이행 기반 강화에 이 의제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확대해 나가고자 함.
이번 포럼이 이러한 질문과 변화요구 등의 공론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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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5
Life of women living in division, DMZ
and Gyeonggi-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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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resentation is made in hopes of including peace from gender perspectives in the peace policies of Gyeonggi
Province, through proposals for policies in response to inter-Korean peace issues.
The history of divi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left Koreans firmly divided between leftist and rightist
camps throughout generations, creating a deep-rooted culture of division and binary classification. This is strikingly
similar to what goes on in wartime. The fictional framework that equates war with peace, security and male, has
become the foundation for strong male bonding, and even women had long accepted this as the norm. The gender
separation clearly revealed by this way of life has strengthened the sexist culture. The presentation seeks to upend
the conventional framework of male bonding and create a new wave of ‘peace’ through women.
‘Who decides and implements policies?’; peace policies, and women outside the system
- Since the Women Cross DMZ in 2015, which was left unfinished, the enthusiasm to continue women’s peace
campaign has translated into Women Cross DMZ in 2016-2018, thanks to active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of
grassroot activist organizations composed of women. However, it did not serve as an opportunity to connect the dots
to explain peace and reunification into women’s language and turn them into an agenda through DMZ. The peaceful
exchange between inter-Korean women, which had continued for the last 25 years, could not connect the dots in
women’s movement in Gyeonggi Province. Yet, we still anticipate that women will be able to overcome obstacles to
their social exclusion, recognize peace and security as joint initiatives, and also establish governance to drive change
in socio-cultural mindset. Thus, we seek to discover various channels of female bonding, including inter-Korean
women exchange as a key agenda of Gyeonggi-based women’s peace campaign, and hope that Gyeonggi Province
will be the driver behind the campaign.
Gyeonggi Province is currently running, or planning, such projects as Smart Farm Trial Project, Joint Disinfection Project, Ongnyugwan Branch Establishment Project, as well as initiatives for establishing a consultative body between
North Korea and Gyeonggi Province, donation of KRW 1 trillion worth of wheat flour(1,651 tons) to Pyeongnam Province as well as KRW 500million worth of seedlings to address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Then, who determines
and participates in such projects, and how?
I would like raise a question over how women from North and South Korea, isolated from male-dominated politics
and economic exchange, can overcome the hurdles and make their voice heard.
- Gyeonggi Province, starting its tenth term in popular election, has raised its budget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und, and is implementing peace and reunification-related policies in 31 cities and counties. I would
also like to share updates on Gyeonggi Province and demand legal grounds to create funding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 Also, I wish to raise issue with the proportion of women participation in relevant committees, which stands
at merely 11% now, thus the issue of lack of female representation.
- Women in their own rights are entitled to be a social actor, e.g. political speaker, and talk about equality and
post-division. Moreover, it is only natural that the malaise of militarism on the Korean society has led women, who
have to lead their lives by relying on sexism, connect with peace.
Thus, all social conditions surrounding women constantly encourage them to continue talking about peace, reunification and security. That is because the damage from violence in the abusive social structure is a familiar experience
for women, the horridity of which, when linked to war, may multiply and come back as an imaginable experience.
Gyeonggi Province needs to highlight the lives of women, particularly, the issue of wartime violence on women,
inflicted upon Korean women by Japanese and American soldiers during wartime. To this end, we seek to expand
the grounds to include the agenda in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women/peace/security laws and regulations.
I hope that the forum will be a chance to formally discuss such questions and demand for change.
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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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Parallel Session 6-1

일제 식민지 지배청산의 과제
The Tasks of Rectifying the Vestiges of Japanese Colonial Rule
최근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대법원 판
결이후 고조되고 있는 한일갈등의 상황과 대책, 북일수
교시 북측과 우리의 경험 공유방안을 살펴보고 책임문
제를 분명히 함으로써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모색하고자 한다.

To assess the ever rising Korea-Japan conflict post to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forced Korean laborers in Japan, explore solutions and share experience of South and North
Korea in light of North Korea-Japan diplomatic
relations and clarify accountability to pave way
towards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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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6-1
좌장 / Chair

사회 / Presider

김도형
KIM Dohyung

이관형
RHIE Kwanhyung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President,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Gyeonggi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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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형 박사는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다. 문화정책과
보편적 기본소득이 주요 관심사이다. 주요저술로는 <
경기도 정체성 및 도민의 자긍심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2019)>(공저)와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2019)>(공저) 등이 있다.

Dr. KIM Dohyung served as chairman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and is a
representative scholar in the fields of enlightenment movements, righteous army activities, and
political ideas of the modern Korean. He worked
as a professor of History Department at Yonsei
University, and took office as the 5th president of
the NAHF in November 2017. His major writings
include <Study of Political Ideas of the Korean
Empire>and <Transformation and Reformation of
Modern Korea>, etc.

Dr. RHIE Kwanhyung is a Research Fellow of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He concerns
Cultural Policy and Universal Basic Income. His
major writings include <Study for Gyeonggi-Do
Identity and ways to strengthen ‘Self-Respect(2019)>(co-author) and <Recent Trends
of Universal Basic Income and Challenges by
Gyeonggi-do(2019)>(co-autho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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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6-1
발제 / Presenter

발제 / Presenter

유의상
YOO Euysang

기무라 칸
KIMURA Kan

동아시아 평화번영연구소 소장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고베대학교 교수
Professor, Kob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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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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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YOO Euysang had been in diplomatic service
for 37 years until he retired in December 2018.
His last job as a career diplomat was Ambassador-at-large for Geographic Naming. He had
worked as Director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I, handling Japan and Deputy Director-General of the Special Task Force for North Korea
Nuclear Issues. His Major writings include <Justification and Interests of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Japan>, <Negotiation with Japan for 13
years and 8 months>, etc.

Dr. KIMURA Kan is a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Kobe University. He holds posts concurrently as a
President of Pan-Pacific Forum as well as an Executive Chief researcher at Asia Pacific Institute
Research. His major writings include <The Burden of the Past: Problems of Historical Perception in Japan-Korea Relations>and <Discovery of
Disputes: Collective Memories on Textbooks and
Japanese–South Korean Rel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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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6-1
발제 / Presenter

토론 / Discussant

남기정
NAM Kijeong

장부승
CHANG Booseung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간사이외국어대학 교수
Professor, Kansai Gai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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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승 박사는 한국 외교부에서 15년간 재직했다. 퇴
직 전에는 북한과 중국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그는 한
국 6자회담 협상 팀에 두 번 근무하였다. 2017년부터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술로는 <한국에 더 이상 국방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포브스 기고문> 등이 있다.

Dr. NAM Kijeong currently serves as Humanities
Korea (HK)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e work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nd tenure professor at Tohoku University from 2001 to 2005, and also at Kookmin
Unviersity from 2005 to 2009. His major writings
include <Structural Changes and Conservative
Wave in Japanese Politics: Political Representatives and Reality in Everyday Life>(co-author)
and <The birth of a base-state: Japan’s Korean
War>, etc.

Dr. CHANG Booseung worked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service for 15 years mostly working on North Korea and China. He served twice
on the South Korean negotiation team for the
Six-Party Talks. Since Fall 2017, he has been
teach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at Kansai Gaidai University in Osaka, Japan. His
major writings include <South Korea Shouldn’t
Be Forced To Pay More For Its Defense, The
Forb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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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6-1
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길윤형
GIL Yunhyeong

조시현
CHO Sihyun

한겨레신문 기자
Reporter, Hangyoreh Media Group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길윤형 기자는 2001년부터 한겨레 미디어그룹 기자로
재직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3년 반 동안 도쿄 특
파원으로 일했다. <한겨레21> 편집장, <한겨레신문>
의 국제뉴스팀장 등을 거쳐 현재는 한겨레노동조합 조
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과 <아베는 누구인가(2017)> 등이 있다.

조시현 박사는 2016년부터 민족문제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1996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성신여자대학교와 건국대
학교 법과대학에서 부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저술은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된다>와 <군함도, 끝
나지 않은 전쟁>(공저) 등이다.

Mr. GIL Yunhyeong is a staff reporter of Hangyoreh
Media Group in Seoul, Korea since 2001. From
October of 2013 to April of 2017, he has worked
as a Tokyo correspondent of Hangyoreh Media
Group. After that, he had worked as an editor-in-chief of weekly <Hangyoreh21> and a
team leader of foreign news team of Hangyoreh
Media Group. He is now leader of labor union of
Hangyoreh Media Group. His major writings include <I’am a Korean Kamikaze> and <Who is Abe
Shinzo>, etc.

Dr. CHO Sihyun is working a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Seoul, Korea, starting from 2016. He graduated as Ph.D. in international law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6. From 1997 to 2015 he
had been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law faculties of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the Konkuk University. His major writings includ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should not
be left as it is>(co-author) and <Gunham-do: A
War unend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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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6-1
일제 식민지배 청산의 과제

김도형 / KIM Dohyung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President,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최근 한일관계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대 난관에 처해 있다. 한일 간의 경색은, 일본의 거듭된 ‘부정’과 말 바꾸기에
도 불구하고,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 피해 보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분쟁의
근저에는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역사 문제가 있다.
한일협정 당시에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사죄’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조문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 봉합해 버렸다. 일본은 식민지배의 합법성 위에서, 한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근거하였다.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문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논리적 출발도 여기에 있다.
한일협정 이후 50여년이 지나면서 세계정세는 물론 사람의 의식도 크게 변하였다. 냉전적인 체제와 인식이 소멸하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가치―가령 인권, 여성, 자유무역, 평화 등―가 제기되었다.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도 이
런 변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식민지배의 불법성 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가정체성, 그리고 불분명한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 문제,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유무상 5억불의 성격 여하(경제협력자금, 건국축하금 혹은 배보상)
가 판결의 중요한 논리였다.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몇몇의 일본 총리는 이
런 점을 천명하였다. 물론 식민지배 합법성 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식민지배 기간 중에 일어난 억압과 피해에 초점을
둔 ‘사과’였다. 그러나 지금의 아베총리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베가 우리를 향해 지적한 ‘약속 위반’은 오히려 역
대 총리가 국제사회를 향해 천명했던 ‘사과’ 조차 인정하지 않는 아베의 ‘약속 위반’이다.
1965년 한일협정은 냉전 구조 속에서 나왔다. 새로운 국제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이념을 담아 ‘65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어 가는 가운데 새로운 강자 중국이 부상하였다.
이는 큰 틀 속에서 한일 문제에 접근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미 그런 지향을 담은 한일의 ‘구상’은 출범하였다. 남과 북, 중국, 일본을 포함한 새로운 동북아 평화체제의 출발을
지향한 것이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1998. 10. 8)이다.
식민지 지배 청산 문제는 북일 수교 때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일본은 물론 65년 한일협정 틀 안에서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김정일-고이즈미 평양선언’에서 대략적인 방향은 나와 있다. 한국이 한일협정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과거
사 문제’를 북한이 일본과 수교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과 일본 양국에 일정한 역
할을 해야 할 것이다. 북일 수교가 동북아평화체제의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를 향해 같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민지 과거사를 넘어서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미래지향
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역사화해’이다. 화해를 통해야 냉전체제를 넘어 동북아지역의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 남은 냉전의 산물이자 상징인 DMZ에서 역사화해와 새로운 한일관계,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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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6-1
The Tasks of Rectifying the Vestiges
of Japanese Colonial Rule

김도형 / KIM Dohyung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President,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recently at its biggest impasse since the 1965 Korea-Japan Treaty. Straine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due to Japan’s “retaliation” against the 2018 South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to compensate forced laborers, regardless of Japan’s repeated “denial” and flip-flopping. And at the root of the dispute lies the historical
issue of “removing the vestiges of the colonial rule.”
The illegality of the colonial rule and the issue of “apology” were not fully addressed when the Korea-Japan Treaty was signed.
Despit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se were simply covered up and sealed away. Japan’s
interpretation was based on the legality of the colonial rule, while South Korea’s was based on its illegality. This is where the
issue of the 2015 Agreement on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 logical trigger of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both begin.
With 50 years of time after the Korea-Japan Treaty, not only global situations but also people’s awareness have changed greatly.
As the Cold War regime and perceptions ceased, new values―human rights, women, free trade, peace, etc.―have been raised.
The 2012 and 2018 Supreme Court rulings reflect these changes, an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identity both grounded on the illegality of the colonial rule, as well as the issue of a vague “apology for the colonial rule”
from Japan, and the nature of the 500 million USD (economic cooperation fund, national foundation contribution of congratulations, or compensation) in grants and loans stipulated i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re important rationales behind the rulings.
Obviously, Japan’s “apology of the colonial rule” is the starting line for building a new South Korea-Japan relations. A few Japanese prime ministers have stated an apology to date. Although the “apology” was based on the legality of the colonial rule, it
stressed the oppression and damage that occurred during the colonial rule. But the now prime minister Abe does not even
acknowledge these aspects. The “breach of promise” Abe is pointing out at us is rather Abe’s “breach of promise” of refusing to
acknowledge the “apology” previous prime ministers have declar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1965 Korea-Japan Treaty was concluded amid the Cold War struc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new South Korea-Japan relations that reflects the new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new ideologies and that transcends the “1965
regime.” As the Cold War is drawing to a close, a new powerful China has emerged. This means that the South Korea-Japan
issue should be approached from a larger perspective and that a new regime should be established for peace and co-prosperity
in East Asia. South Korea and Japan have already launched their “concepts” on this aspiration. Hopes for a new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two Koreas, China, and Japan, are expressed in “Dae-jung and Obuchi’s Japan-Republic of Korea
Partnership Declaration” (Oct. 8, 1998).
Removing the vestiges of the colonial rule will persist as an issue when North Korea and Japan establish diplomatic ties. Japan
will naturally try to approach i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1965 Korea-Japan Treaty. A rough direction has already been outlined
in “KIM Jong-il and Koizumi’s Japan-DPKR Pyongyang Declaration.” Hopes are that the “historical issues” South Korea failed to
complete with regard to the Korea-Japan Treaty will be neatly resolved when North Korea establishes diplomatic ties with Japan.
In the process, South Korea will have to play a role in both North Korea and Japan. This is because diplomatic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is an important link to the Northeast Asian peace regime.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head together toward the future, they must first and foremost overcome their colonial past. “Historical reconciliation” is about solving past history in a future-oriented manner. Reconciliation is the way to overcoming the Cold
War regime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My hope is to reconcile history, build a new South Korea-Japan
relations, and establish a new Southeast Asian peace regime in the DMZ, which is the only remaining product and symbol of
the Cold War.
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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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6-1
강제동원 대법원판결과 청구권 문제,
그리고 북·일수교의 과제

유의상 / YOO Euysang
동아시아 평화번영연구소 소장
/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최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불법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끔찍한 조
건 하에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징용했던 불법적 처우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악화일로로 치
닫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양국 간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강제 징용 관련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54년 전 양국 간 국교 정상화로 이어졌던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여 첫째,
한국이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로 야기된 문제를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할 수 없었던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
보고, 둘째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개인청구권이 양국 간
협상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외교문서 기록은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협상 내용에 포
함되었던 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법원은 당시의 협상 과정에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안을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문 말미에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협상을 해야 하는 북한이 한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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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6-1
The Supreme Court Ruling on Forced
Mobilization and Claims Issue, Challenges
of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유의상 / YOO Euysang
동아시아 평화번영연구소 소장
/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s been severely deteriorated by
conflicts surrounding the final judge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f October 30, 2018 that Japanese
companies who forced labourers from Korea, which was under the illegal Japanese colonization, to work
under horrible conditions during the war time should pay them indemnification for the illegal treatments.
The Japanese government’s counter-argument is that all issues related to the forced laborers were completely resolved through the Claims Agreement concluded in 1965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ical facts written in the diplomatic records of the Korea-Japan Talks, which
led two countries to normalize their diplomatic relations 54 years ago, about firstly, the background and
reasons why Korea could not settled the issues caused by the Japanese illegal colonization though the
Claims Agreement, secondly, whether the compensation issues of forced labourers were resolved by
the Claims Agreement or not, and thirdly, how ‘personal claims’ were handled during the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cords show that issues of the compensation for the forced labourers
had been included in the negotiation, while the Supreme Court looked at the issue differently because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the illegality of the colonization were not on the premise.
At the last part of the paper, it will be discussed that what kind of lessons North Korea, who has to negotiate with Japan fo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ould get from the South Korea’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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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6-1
한일기본조약 체제의 효용과 한계

기무라 칸 / KIMURA Kan
고베대학교 교수 / Professor, Kobe University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태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2013년이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성립되고 일본측에 위안부 문제로 양보를 요구하며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등 한일관계가 악화했을 때
의 일이다. 그 전 해에는 이명박의 다케시마/독도 상륙과 ‘천황’ 사죄 요구 발언이 이루어져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감
정이 급속하게 악화되던 즈음이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라 한 이 표현은 그 후에도 쓰이게 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2018년 후반 이후 한국에
서 역사인식 문제에 관련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자 이로 인해 일본여론이 크게 자극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새삼 언급할 것도 없이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내려진 전 징용공 문제에 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이른바 ‘식민지지배 위법론’의 입장에서 전시하 한반도 노동자 동원의 ‘위법성’을 인
정하고, 이 ‘위법성’을 근거로 징용공 출신자 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1965년의 한일기본
조약 및 부속협정을 체결하기까지 외교협상에서 일본정부는 스스로의 식민지지배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이 협상의 결과로 체결된 ‘청구권협정’에는 식민지지배의 위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위자료 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청구권협정’과 그것이 뒷받침하는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을 우회하는 논의이
다 보니, 파괴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한 귀결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고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은 대단히 느렸고, 마침내
2019년 7월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에는 한국 국내
에서 대일 감정을 악화시키게 되어 한국 내에서는 일본제품과 일본여행에 대한 대규모 불매(boycott)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은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까? 이 보고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일관계에 대해 주로 90
년대 이후의 장기적 변화와 2018년 이후의 단기적 변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152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Parallel Session 6-1
The Efficacy and Limitation of the
Regime of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기무라 칸 / KIMURA Kan
고베대학교 교수 / Professor, Kobe University

According to the Asahi Shimbun, the phrase “S.Korea-Japan bilateral relations at its historical worst” was
first used in its news in 2013. This was when President Park Geun-hye took office and shunned away
from summits requesting for some concession on Japan’s side regarding the longstanding comfort women issue, letting bilateral relations to fray. The year before, President Lee Myung-bak’s landing on Takeshima/Dokdo island, as well as his request for an apology from the Emperor of Japan, have led to worsened
Japanese sentiments towards Korea.
However, things did not end there and “S.Korea-Japan bilateral relations at its historical worst” have come
up again in the news. The plausible reason being that the Japanese media reacted angrily since the end of
2018, as issues regarding diverging historical perceptions have repeatedly come up in Korea. What added
oil to the fire is the rulings of the Korea Supreme Court on October 30th, 2018, on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The Korea Supreme Court in its ruling decided that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under
Japanese Rule was “illegal” under the condition of “illegality of imperialist rule”, and ruled for former forced
laborers to have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rom Japa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dmit to illegality of imperialist rule until the signing of the 1965 treaty and its
attached agreements, which as a result excluded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rom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s the right is vested only under the condition of illegality of imperialist
rule. As the verdict violated the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nd the 1965 treaty and
attached agreements that build on that, it inevitably had an explosive effect.
It only naturally followed that Japan’s sentiments toward Korea worsened, leading Japan to repeatedly
request Korea to respond to this issue. Howev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extremely slow at
trying to resolve this issue, and the Japanese government finally imposes trade restrictions on Korea in
July, 2019. Such move by Japan led to plummeting Korean sentiments toward Japan, resulting in a massive boycott against Japanese products and travels to Japan.
What must have led to this severe Seoul-Tokyo rel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break the explanation
down into two parts: a) the long-term changes in the bilateral relations since the 90s, and b) the shortterm changes si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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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6-1
신한반도체제로의 이행과 한일관계 재구축
: 지정학과 역사의 교차점에서

남기정 / NAM Kijeong
서울대학교 교수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 한국은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반면, 일본은 휴전협
정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 역내 힘의 균형을 깨지 않기를 희망한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체제에 기
반을 둔 한-일 관계’를 끝맺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역내 자국의 지위와 역할을 평가하며 이러
한 변화에 저항하고 있다.
피해자의 보상액이 문제가 되더라도,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
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서명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못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에 있다. 즉, ‘1965년 체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
며 ‘1965년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다.
일본은 냉전의 법적 토대가 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바탕으로 설립된 ‘1965년 체제’를 유지하길 희망한다. ‘1965
년 체제’는 일본이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규칙에 기초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부이다. 일본이 최근 주창한 자유롭고 열
린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부르는 개념의 선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일
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위배하며 현 상황의 변화에 대
한 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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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6-1
Moving Towards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Rebuilding South Korea-Japan Relations
: At the Crossroad of Geopolitics and History

남기정 / NAM Kijeong
서울대학교 교수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started in 2018, South Korea wanted to replace the
armistice with a peace treaty. Japan, however, wanted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wer in East Asia,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an armistice agreement. Moreover, South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in 2018 marked the beginning of a history of ending the ‘1965 regime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 Japan has resisted these changes by assessing its status and role in East Asia.
If the compensation amount of some of the victims is problematic, it cannot be a reason for Japan to take
such a hard-line stance. The question lies in the maintenance of the Korea-Japan Basic Treaty and the
Claims Agreement signed in defiance of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which failed to finally confirm the
illegality of colonial rule. In other words, the problem is the ‘1965 regime.’ The ruling, “reward for victims
of forced labor,” presupposes the illegality of colonial rule, revealing the limitations of the ‘1965 regime’.
Japan wants to maintain the ‘1965 regime’ that was established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ystem, which has been the legal basis of the Cold War. The ’1965 regims’ forms a part of the rule-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at Japan wants to maintain. As recently shown in its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Japan seeks to become a leader as an advocate of what it calls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
Japan’s view,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on reparations for forced labor runs counter to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provides a reason for changing the status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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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Parallel Session 6-2

식민과 냉전의 종식 장소로서의 DMZ
DMZ, the Ending Place of the Cold War and Colonization
분단은 영토만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기억으로서의 역
사도 분열시켰다. 남북의 화해와 공존, 나아가 통일을
위한 예비작업으로서 남북 공동의 역사를 되살리기 위
한 방안으로 식민지 피해조사를 위한 공동기구의 가능
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독일의 경험을 듣고, 정
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Division was not only present in the territory but
in the history of South and North Korea rooted as
a shared memory. This session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joint research body
on the damages from colonization as a preparatory measure for the South-North reconciliation,
coexistence and finally for the Korean peninsular reunification in an attempt to restore its joint
history. It willl also seek to learn from Germany’s
experience and consider the political viabilit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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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6-2
사회 / Presider

발제 / Presenter

한혜인
HAN Hyein

김민철
KIM Minchul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Research Associate,
The Institute of East Asian History in Sungkyunkwan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교수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한혜인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2005년 일제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2006년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주요연구논문으로는 <
총동원체제하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 <한
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
논리 변화> 등이 있다.

김민철 박사는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 친
일문제를 비롯하여 강제동원피해자, 일본의 역사왜
곡,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청산 문제와 씨
름하면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일하
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억을 둘러싼 투쟁>과 <일
기로 구성한 일제말 전시체제하의 일상> 등이 있다.

Dr. HAN Hyein has studied Korea-Japan history,
focusing on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related to the Japanese Colonial Era. She
has worked at several government sponsored
organizations. Her major writings include <Act of
Employment under the General Mobilization and
Mobiliza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
etc.

Dr. KIM Minchul is a researcher majoring in
modern Korean history, working as a professor
at Humanitas College, Kyunghee University. As a
historian and civil activist for more than 30 years,
he has worked to realize freedom, equality and
democracy in Korean society through history. His
major writings include <Struggle Over Memory>
and <Daily Life under the Japanese-Japanese
Wartime Diar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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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6-2
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유의상
YOO Euysang

기무라 칸
KIMURA Kan

동아시아 평화번영연구소 소장
President,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고베대학교 교수
Professor, Kob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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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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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YOO Euysang had been in diplomatic service
for 37 years until he retired in December 2018.
His last job as a career diplomat was Ambassador-at-large for Geographic Naming. He had
worked as Director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I, handling Japan and Deputy Director-General of the Special Task Force for North Korea
Nuclear Issues. His Major writings include <Justification and Interests of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Japan>, <Negotiation with Japan for 13
years and 8 months>, etc.

Dr. KIMURA Kan is a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Kobe University. He holds posts concurrently as a
President of Pan-Pacific Forum as well as an Executive Chief researcher at Asia Pacific Institute
Research. His major writings include <The Burden of the Past: Problems of Historical Perception in Japan-Korea Relations>and <Discovery of
Disputes: Collective Memories on Textbooks and
Japanese–South Korean Rel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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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6-2
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남기정
NAM Kijeong

장부승
CHANG Booseung

서울대학교 교수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간사이외국어대학 교수
Professor, Kansai Gai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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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승 박사는 한국 외교부에서 15년간 재직했다. 퇴
직 전에는 북한과 중국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그는 한
국 6자회담 협상 팀에 두 번 근무하였다. 2017년부터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 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술로는 <한국에 더 이상 국방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포브스 기고문> 등이 있다.

Dr. NAM Kijeong currently serves as Humanities
Korea (HK)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e work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nd tenure professor at Tohoku University from 2001 to 2005, and also at Kookmin
Unviersity from 2005 to 2009. His major writings
include <Structural Changes and Conservative
Wave in Japanese Politics: Political Representatives and Reality in Everyday Life>(co-author)
and <The birth of a base-state: Japan’s Korean
War>, etc.

Dr. CHANG Booseung worked for the South Korean foreign service for 15 years mostly working on North Korea and China. He served twice
on the South Korean negotiation team for the
Six-Party Talks. Since Fall 2017, he has been
teaching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at Kansai Gaidai University in Osaka, Japan. His
major writings include <South Korea Shouldn’t
Be Forced To Pay More For Its Defense, The
Forb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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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 Parallel Session 6-2
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길윤형
GIL Yunhyeong

조시현
CHO Sihyun

한겨레신문 기자
Reporter, Hangyoreh Media Group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Senior Research Fellow,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길윤형 기자는 2001년부터 한겨레 미디어그룹 기자로
재직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3년 반 동안 도쿄 특
파원으로 일했다. <한겨레21> 편집장, <한겨레신문>
의 국제뉴스팀장 등을 거쳐 현재는 한겨레노동조합 조
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과 <아베는 누구인가(2017)> 등이 있다.

조시현 박사는 2016년부터 민족문제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1996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성신여자대학교와 건국대
학교 법과대학에서 부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저술은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된다>와 <군함도, 끝
나지 않은 전쟁>(공저) 등이다.

Mr. GIL Yunhyeong is a staff reporter of Hangyoreh
Media Group in Seoul, Korea since 2001. From
October of 2013 to April of 2017, he has worked
as a Tokyo correspondent of Hangyoreh Media
Group. After that, he had worked as an editor-in-chief of weekly <Hangyoreh21> and a
team leader of foreign news team of Hangyoreh
Media Group. He is now leader of labor union of
Hangyoreh Media Group. His major writings include <I’am a Korean Kamikaze> and <Who is Abe
Shinzo>, etc.

Dr. CHO Sihyun is working a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Seoul, Korea, starting from 2016. He graduated as Ph.D. in international law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6. From 1997 to 2015 he
had been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law faculties of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the Konkuk University. His major writings includ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should not
be left as it is>(co-author) and <Gunham-do: A
War unend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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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세션 6-2
남북 공동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교육을 위한 공동기구의 가능성

김민철 / KIM Minchul
경희대학교 교수
/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DMZ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DMZ에 남북의 (가)공동기억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다가올
북일수교 때 제기될 과거청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남북간에 확연하게 다른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그리고 현재의 국제규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식민지기의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피해 실태를 공
동조사하기 위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성과를 이행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서는 장기전으로 갈 일본과의 역사전쟁에 대응하는 한편, 보수정부 하에서 중단된 과거청산 사업을 재개하여 강제동
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기구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가)공동기억센터 설립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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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Session 6-2
Possibility of Founding a Joint Body by the
Two Koreas for Education and Investigation
on Damages from Forced Mobilization

김민철 / KIM Minchul
경희대학교 교수
/ Professor, Kyunghee University

This paper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Memory Center (name TBD) for the Two Koreas in the
DMZ, as a means to turn DMZ into a symbol of peace. Setting up an organization that conducts joint
assessments on damages and losses incurred in the imperialist era, including those from forced mobilization, is of critical need. This is a measure to: find a way out of the current trade restrictions; close the gap
between the two Koreas’ perceptions regarding past events; and jointly respond to the issue of clearing
the past, which will inevitably be brought up in the upcoming efforts to establish North Korea-Japan
diplomatic ties. Furthermore, in order to implement, and carry out follow-up measures to, the verdic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regarding forced mobilization while dealing with the elongating history war
with Japan, pushing forth with relevant policies and realigning organizations are critical in resuming the
past-clearing projects, halted by the prior conservatist government, and to ultimately put a comprehensive
end to the issue of forced mobility. If we take a step-by-step approach to the ultimate goal,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Memory Center (name TBD) will naturally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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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Plenary Session 1

평양 남북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1st Anniversary of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a New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for Koreas

<이 세션은 경기연구원과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기획·
주최하는 행사이다.>
2018년 9월 19일의 평양 남북공동선언은 동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과 함께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을 위한 서막을 열었다. 남북한의 평화와 협력을 향한
지난 한 해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가? 평양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회고하고
남북평화협력시대를 이끌어내고 구축하기 위한 앞으
로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This session is jointly planned and hosted by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Peace
Forum”.>
The Pyongyang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on
September 19, 2018 was a prel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long with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of the
same year. While working towards inter-Korean
peace and cooperation, what were the progress
and limitations of last year? In commemorat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Pyongyang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we will first reflect on the
past year and then discuss future directions and
challenges to enter into an era of inter-Korean
peac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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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 Plenary Session 1
좌장 / Chair

토론 / Discussant

김한정
KIM Hanjung

이종석
LEE Jongseok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Lawmaker,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前 통일부장관
Senior Research Fellow, The Sejong Institute

김한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
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
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정
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미
국 Cornell 대학교 동아시아센터 초청연구원을 지냈
다. 그는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
국 Rutgers 뉴저지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
를 전공하였다.

이종석 박사는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북한 및 남
북한 관계, 북한·중국 관계가 주요 전공이며,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한국 외교안보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다양
한 현장경험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
서로는 <Peace on a Knife’s Edge>, <북한-중국 국
경: 역사와 현장>, <칼날위의 평화>, <한반도평화통일
론> 등이 있다.

Mr. KIM Hanjung is affiliated with The Minjoo
Party of Korea and a memb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e is currently part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pecial Advisor
on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to the
Floor Leader of The Minjoo Party of Korea. After
serving as former President Kim Daejung’s chief
personal secretary, he joined Cornell University’s
East Asia Program as a visiting scholar.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degree in international economics. He also majored
in international politics at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Currently a senior fellow at Sejong Institute, Dr.
LEE Jongseok was Minister of Unification fo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is areas of expertise are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He is also highly interested in East Asia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course of Korea’s diplomacy and security, in
which he has various hands-on experiences.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Peace on a Knife’s
Edge>, <North Korea-China Border: History and
Site> and <The Theory of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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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 Plenary Session 1
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이재정
LEE Jaejung

박지원
PARK Jiewon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Superintendent,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Lawmaker,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제16대 및 제17대
교육감을 맡고 있다. 그는 대한성공회 사제로서 성공회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감사
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통일
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의
길>, <한국교회 운동과 신학적 실천> 등이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안정치연대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김대중 정
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 대
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또한 민주당 정책
위의장 ·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비대위원
장, 국민의당 원내대표 · 당대표, 국회 남북관계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을 역임
하였다.

Mr. LEE Jaejung is the 16th and 17th Superintendent of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s a priest of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he
served as the dean of Sungkonghoe University.
He chaired the Committee for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rrup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e was also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Senior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nd Minister
for Unification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The Roa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hurch
Movement in Korea and Theological Practice>.

As part of the Alternative Politics Solidarity, Mr.
PARK Jiewon i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e was the chief secretary to President
Kim Daejung, and assumed the position of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well as
special envoy for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during his administration. He held various other
positions such as chairman of the policy committee and floor leader for the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and head of the emergency committee for the Democratic United Party, floor leader
and leader for the People’s Party,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Vice Chairman of the
Kim Dae Jung Pea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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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Prospects of Korean Peninsular Denuclearization and Challenges
한반도가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반도의 비핵화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2019년 2월 하
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6월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들 간의 회동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논의 재개가 기대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망과 향후의 과제를 논의한다.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critical component to move towards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The Second North Korea-US Summit held in Hanoi on February 2019
and the Panmunjom meeting among the leaders
of South, North, US have put expectations for
resuming talks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discuss the prospects and future challenges for Korean Peninsular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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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 Plenary Session 2
좌장 / Chair

토론 / Discussant

문정인
MOON Chungin

지그프리드 해커
Siegfried Hecker

연세대학교 교수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Professor,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at Standford University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로서 현재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그는 연세대 국
제학대학원장,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직을 역임하였으
며, 평양 남북정상회담(2000년, 2007년, 2018년)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하였다. 그는 현재까지 60여권의
국/영문 편·저서와 국제 저명 학술지와 각종 논문집에
300여 편의 국/영문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안보협력
센터(CISAC)의 선임연구위원이다. 그는 국제안보협력
센터의 공동소장(2007-2012)과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
구소의 제5대 소장(1986-1997)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
구 분야는 핵무기 정책, 플루토늄 연구, 핵무기 확산 및
핵 테러 위협 대응, 세계 핵에너지 확장에 따른 안전과 안
보 연구 등이다. 그는 북한을 일곱 차례 방문하였으며, 주
요 저서로는 <Doomed to Cooperate>가 있다.

Dr. MOON Chungin is an honorary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and also the special policy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Moon has had a number of varied role.
He was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of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a cabinet-level post. He was a
special delegate to inter-Korean summits in 2000,
2007 and 2018, all of which were held in Pyongyang. He has published over He has edited and
published over 60 books and wrote 300 Korean/
English article for internationally prominent journals,
and various papers.

Dr. Siegfried HECKER is senior fellow emeritus at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CISAC) at Stanford University. Dr. Hecker was
co-director of CISAC from 2007-2012. He served
as the fifth director of the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from 1986-1997. His current professional
interests include nuclear weapons policy, plutonium research, global nuclear risk reduction with
Russia, China, Pakistan, India, North Korea and Iran,
the safety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global
expansion of nuclear energy, and threats of nuclear terrorism. Dr. Hecker has visited North Korea
seven times. He published two edited volumes of
<Doomed to Cooperate> documenting the history
of Russian-U.S. laboratory-to-laboratory nuclear
cooperation sinc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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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 Plenary Session 2
토론 / Discussant

조셉 윤
Joseph YUN
아시아 그룹 수석고문 / 前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Former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조셉 윤 대사는 미국의 대북 및 동아시아 정책에 정
통한 전직 미국 외교관으로서 현재 아시아 그룹(The
Asia Group)과 미국 평화연구소(The U.S. Institute
of Peace)의 선임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미국 국무부
의 대북정책특별대표(2016-2018)를 역임하면서 북
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 구축과 미·북 간의 뉴욕
대화 채널 재개에 기여하였다. 그는 33년 간 미국의 외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주 말레이지아 대사, 동아시아·태
평양 제1부차관보 등을 역임하였다.
Mr. Joseph YUN is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U.S. experts on relations with North Korea,
as well as on broader US-East Asian policy. He
is currently Senior Advisor with The Asia Group
and the U.S. Institute of Peace. His 33-year diplomatic career includes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2016-2018), US Ambassador to Malaysia(2013-2016), and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20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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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Multilateral Cooperation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반도 긴
장완화와 화해분위기의 확산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
서에 기초한 평화와 번영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사의
마지막 냉전대결의 상징이던 DMZ를 동아시아 협력의
디딤돌로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협력,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공동체의 논의를 시작하는
다자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With the expectation of the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lleviation of military tensions and the expansion of
reconciliating ambi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ecome a precursor for peace and prosperity
based on a new order in Northeast Asia. Due to a
temporary stalemate in denuclearization process,
it is time to acquire wisdom from specialists of
our neighboring countries. The DMZ, which was
the symbol of the last Cold War confrontation
in world history, will be utilized as a stepping
stone for cooperation in East Asia. Based o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 cooperation regim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will develop an
idea for the DMZ Forum to begin the discussion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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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 Plenary Session 3
좌장 / Chair

사회 / Presider

라종일
RA Jongyil

이상환
LEE Sanghwan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Professor, Gachon University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라종일 교수는 가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좌교수, 국
방대학교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국제관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2년 경
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국가정보원 1차장과 2차장을 역
임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자문으로 활동한 바 있
으며 영국과 일본의 대사로 활동하였다.

이상환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이
며 학생처장과 산학협력연구단 단장을 역임하였다. 대
통령직속자문위원 그리고 통일부 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
였고 1997년 이후 국립 창원대학에서 교수를 시작하
였다. 현재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
었다.

Dr. RA Jongyil is the university distinguished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Gachon University,
chair professor of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elected honorary fellow of Clare Hall College,
Cambridge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 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rinity College, Cambridge University, UK. He began his career a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Kyunghee University, Seoul in 1972. He served
as the first & second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nior advisor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ambassador to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s well.

Dr. LEE Sanghwan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who was a Dean of Student Affairs and
a President of Research & Industry-University
Foundation. Dr. Lee was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Presidential Office and joined in an
advisory committee of Ministry of Unification. He
received his Ph. D. from Michigan State University, and has taught at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nd HUFS since 1997. Now he is a President-elect of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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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Discussant

카토리 요시노리
KATORI Yoshinori

리닝
LI Ning

전 인도네시아 대사
Former Indonesian Ambassador of Japan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 부의장
Executive Vice Chair, 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
Strateg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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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닝 장군은 2015년부터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CFISS)
의 일원으로 현재는 동 기관의 부의장이다. 전문 분야는
동북아시아 안보, 미중관계, NATO의 역할 등을 주로 연
구한다. 리닝 장군은 중국 국방부에서 오랜 근무경력을
통해 안보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EU의 중국 업무에 대한 군사자문으로 공식
임명된 바 있다. 리닝 장군은 소련, 영국, 노르웨이와 말레
이시아의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 리닝 장군은 1990
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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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LI Ning has joined 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 Strategic Studies (CFISS) since 2015, and
now he is Executive Vice Chairman. In recent a few
years, he has attended many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as the leader of CFISS delegation with
some famous think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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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he had also served in Chinese Embassy to Soviet Union, UK, Norway and Malaysia. He
gained his Master degree from John Hopkins University, U.S. 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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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 Plenary Session 3
토론 / Discussant

토론 / Discussant

알렉산더 루킨
Alexander LUKIN

박순성
PARK Sunsong

모스크바 국립 국제 관계 대학교 교수
Professor,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동국대학교 교수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알렉산더 루킨 교수는 미국 경제고등 국립연구대학의
국제관계학과 학과장과 러시아의 MGIMO의 국장이다.
루킨 교수는 2007년 모스크바의 외교아카데미에서 역
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소련의 외교부 외교
관으로 중국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근무하였고 소련의 과
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에서 재직한바 있다. 1990년
부터 1993년까지 모스크바 시 위원회에 부국장으로 선
출되었고 지역간 관계 위원회 의장직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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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Alexander LUKIN is Head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and Director
of the Centre for East Asian and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tudies at MGIMO University
in Moscow, Russia. He received his doctorate in
history from the Diplomatic Academy in Moscow in
2007. He has worked at the Soviet Foreign Ministry,
the Soviet Embassy to the PRC, and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of the Soviet Academy of Sciences. From 1990 to 1993, he served as an elected
deputy of the Moscow City Soviet (Council) where
he chaired the Sub-Committee for Inter-Reg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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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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델러리
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교수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존 델러리는 연세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중국전공 교수이다. 그는 예일 대학에서 역사전공으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중국의 대장정 그리고 냉전시기 미중관계의 외교와 정보에 관한 역사 등 중국에 대한 다
수의 책을 집필하였고,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38 North> 등의 학술지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
으며, <Global Asia>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연세대학교 교수 재직 전에, 브라운대, 컬럼비아대, 베이
징대에서 강의했고 뉴욕에 있는 미중관계에 대한 아시아 소사이어티 센터의 부원장을 지냈다.

Dr. John DELURY is Associate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Seoul. He is the author, with Orville Schell, of Wealth and Power: China’s Long
March to the Twenty-first Century, and is at work on two book manuscripts—a diplomatic and intelligence history of Sino-US relations in the Cold War, and a political history of North Korea. He contributes
regularly to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and <38 North>, and serves as associate managing editor
of the journal <Global Asia>. He is a senior fellow of the Asia Society and Pacific Century Institute and
member of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and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Before joining Yonsei in 2010, he taught at Brown, Columbia, and Peking
University, and was associate director of the Asia Society Center on US-China Relations in New York.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in history from Ya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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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3
한일 협력의 중요성

카토리 요시노리 / KATORI Yoshinori
전 인도네시아 대사
/ Former Indonesian Ambassador of Japan

2016년과 2017년, 한반도의 긴장이 유독 고조되었지만 2018년 이후 한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적인 정책을 펼
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11년만에 처음으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
최되었다. 2018년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역내 핵심 관계자 간 대화에 속
도가 붙으면서 긴장이 한층 완화되었다. 이제는 신뢰 구축, 역내 평화와 안정 기반 조성,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DMZ 포럼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상기와 같은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근접하며 한
반도와 긴 역사적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령 일본과 한국
의 시•도의 자매결연 체결실적은 160건을 넘어선다. 만약 이러한 결연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풀뿌리 노력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2011년 이후, 특히 12월 18일 노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간의 교토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에 금이 가
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양국 관계는 1965년 관계 정상화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다. 이
러한 상황은 우려스럽고, 또 해롭다.
일본과 한국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즉각 극복해야 한다.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또 개선해야만 하며, 이를 통해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양국은 다음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양국은 1983년 나카소네 총리
와 전두환 대통령 간 회담, 1998년 오부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간 회담, 2004년 고이즈미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 간
회담, 2008년 후쿠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간 회담에서 볼 수 있듯, 오랜 시간 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둘
째, 양국 국민 중 대다수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과 공감대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은 상호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히 상대국의 마음을 헤아
려야 한다. 무엇보다 협소한 견해, 단편적 정보에 기반하는 독선적인 주장, 또는 과시적인 발언이나 태도에 흔들려서
는 안 된다. 양국의 국민은 균형을 잃지 않는 한편 폭 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에 기여해야 한다. 금번 포럼이 일본과 한국으로 하여금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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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카토리 요시노리 / KATORI Yoshinori
전 인도네시아 대사
/ Former Indonesian Ambassador of Japa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very tense especially in the years 2016 and 2017. But in
2018, owing to the patient and consist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mong others, the North-South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Chairman of the States Affairs Commission Kim Jong Un
was convened on April 27, 2018 in Panmunjom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 On June 12, 2018, the first
US-North Korea Summit meeting took place in Singapore. The two meetings accelerated dialogs among
the key players in the region which further contributed in reducing the tension. It is important now to
continue further efforts for confidence building, towards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and toward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MZ Forum is an imaginative institution to support these efforts by inviting partn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ork together.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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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fortunately, since 2011, and especially after the summit meeting between PM Noda and President Lee
Myung-bak on December 18 in Kyoto, 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are disturbed and according
to some media, the recent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have deteriorated to their worst level since
the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s in 1965. The situation is worrisome and unhealthy.
The immediate task for Japan and Korea is to overcome the present stalemate. We must and we can improve the relations to strengthen constructive partnership. We should not forget the following two points.
① Both countries have good records of cordial and friendly cooperation as reflected in the talks between
PM Nakasone and President Chun Doo-hwan in 1983, PM Obuchi and President Kim Dae-jung in 1998,
PM Koizumi and President Roh Moo-hyun in 2004 as well as PM Fukuda and President Lee Myung-bak in
2008 among others. ② Both countries have a core of citizens who firmly believe in the utmost significance
of our bilateral relations and maintain mutual respect and sympathy. Keeping in mind these points, we
must maintain the trust towards each other and strengthen mutual understanding, especially towards the
feelings of the other side, and not be confused by narrow-minded views, self-righteous arguments often
based on piecemeal information, or grandstanding rhetoric or attitudes. The citizens of our countries are
called upon to uphold the sense of balance as well as broad and long term perspectives and contribute for
the future-oriented relations of our two countries. This Forum can provide a good platform for both Japan
and Korea to think once again about the significance of our bilateral relations.
DMZ Foru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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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3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국가 간 다자 협력

리 닝 / LI Ning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 부의장
/ Executive Vice Chair, 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
Strategi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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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닝 / LI Ning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 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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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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3
한국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알렉산더 루킨 / Alexander LUKIN
모스크바 국립 국제 관계 대학교 교수
/ Professor,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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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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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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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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평화, 동맹 없는 평화, 호혜협력에
기초한 평화

박순성 / PARK Sunsong
동국대학교 교수
/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 아래로부터의 평화
2017년 겨울부터 시작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2019년 봄부터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정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
을 던져보아야 한다. 소위 ‘평창평화프로세스’는 어떻게 시작하였나? 지금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아주 거칠게 답해 보
자. 남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평화 행동(한미연합군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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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핵심 당사자이지만 북-미
갈등 해결을 위해 자율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으며, 또한 안보 논리가 한반도 문제의 모든 영역을 지배했다. 이러한 분석을 한
반도평화프로세스가 정체된 현재 시점에 적용해 본다면, 두 가지 제안을 할 수 있겠다. 하나는 안보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정부
와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DMZ Forum, 그리고 라종일 교수께서 제안하신 DMZ Club도 이런 관점에서 중
요하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남한이, 더 나아가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 조성 및 구축과 관련하여 더 많은 자율성(예를 들면 남북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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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군비 경쟁을 통해 더 큰 전
쟁이 준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무력 충돌이 간헐적이지만 결코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한반도 안팎의 적대관계는
군사동맹체제를 통해 고착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시기에도 북-미 갈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이러한 관점
에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심화되는 패권경쟁은 냉전 시기 군사동맹체제를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복원하는 경향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
는 한반도의 비-평화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비-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의 군사훈련, 특히 군사동맹체제에 기초한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훈련을 중지할 수 없다면, 군사훈련 참관이라는 신
뢰구축 과정을 서로 제안해야 한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심각한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동
맹들이 군비 경쟁을 멈추기 위한 협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05년 9월 9·19공동성명 이후 이견들을 극복하고 2007년 2월 합의되었던 조치들, 특
히 그 중에서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관련한 실무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모든 것을 북-미 협상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 호혜협력에 기초한 평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은 본격적인 패권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경제 전체를 본격적인 침체의 국면으로 몰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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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조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총체적 갈등이 한
반도-동아시아 지역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역사갈등이 무역갈등으로, 그리고 이제는 안보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촌 경제가 글로
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
특히 가치사슬의 단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지금 당장 경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협력과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어야만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대화는 결
코 일방의 양보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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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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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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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다자협력

존 델러리 / 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교수
/ Professor, Yonsei University

중국의 급격한 경제·외교·군사적 부상, 강대국 및 역내 국가의 모호한 태도 견지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긴장
해소를 위한 다자안보협력체계나 공식적인 대화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양자 차원의 긴장이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초당적, 대중적 지지를 받는 등 미·중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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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정상은 집권 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
다. 미국은 중·러 간의 관계개선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작 양국이 경제·군사 분야에서 거둔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
다. 누구를 신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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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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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남북이 2018년 9월 공동으로 선언
한 위험의 감소(risk reduction), 신뢰구축 프로세스(confidence building process)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분쟁의 바다인 서해
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고, 미사일·포격 위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동시에, 남북한 전력을 재배치하거나 축소하
는 등 담대한 관계회복에 나선다면, 한반도는 과거처럼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동북아 질서에 긍정적 변화를 불
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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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성공하면 최대의 수혜자가 되겠지만, 실패 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192

2019 DMZ 포럼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분단을 넘어서 평화와 협력으로

Plenary Session 3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존 델러리 / John DELURY
연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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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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포럼 회의 결과 종합
Summing up the Results of the DMZ Forum
본 세션에서는 6개 테마 기획세션(pararell session)의
대표가 참여하여 각 세션의 주요 논의 결과와 정책 제
언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와 정부의 DMZ 및 평화정책 방
향을 제시하고 역점 추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세션은 논의 결과를 되돌아보고 정책적 실천과 연
계함으로써 내실 있는 포럼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
함이다.

In this session, representatives from the six parallel sessions will participate in order to present
and discuss the main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from their sessions.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directions that
Gyeonggi Province and the government should
take regarding future policies for the DMZ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ession intends to reflect on the outcomes
of the parallel sessions and link them with policy practices, ultimately making this forum more
constructive and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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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LEE Hwayoung

로날드 애블러
Ronald ABLER

경기도 평화부지사
Vice-governor for Peace, Gyeonggi Province

펜실베니아주립대학 교수
Professo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이화영 부지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신설
된 평화부지사에 취임하였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냈
으며 민주당 남북교류협력특위위원장을 거쳐 19대 대
선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정자문단 공동단장
을 지냈다. 현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
다.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남북 평화 기반 조성에 힘쓰
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 구상
과 전략>이 있다.

로날드 애블러 박사는 펜실베니아주립대학 지리학과
의 명예교수이다. 그는 전 세계지리학연합 회장을 역임
하였고, 세계지리학연합의 부회장, 사무총장 겸 재무
를 역임하였다. 그는 1989년~2002년 동안 미국지리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미국과학재단의 지리학 및 지
역학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했다. 통신기술의 발달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미치는 영향 등의 분야에서 다수
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Mr. LEE Hwayoung is the vice-governor in department of Peace Policy, which is established
in Gyeonggi Provinc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He has been the 17th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hair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co-chair of the election polling committee for
Moon Jaein, the 19th presidential candidate. He
was also the chair of directors in Northeast Asia
Peace Economic Association. He is working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orthern region of
Gyeonggi Province and groundwork for peaceful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is major publication is <Idea and Strategy for
Peace & Economy Cooperation in Korea>.

Dr. Ronald ABLER is a Professor Emeritus of Geography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He is a
Past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GU). He was Executive Director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AAG)
from 1989 through 2002. His research explored
the ways societies used intercommunications
technologies at different times and places. He
has written numerous research articles and is
co-author or editor of several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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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노이베르트
Marco NEUBERT

강식
KANG Sik

라이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Senior Scientist,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Gyeonggi Research Institute

마르코 노이베르트는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라이프니츠
생태도시와 지역개발 연구소’에 19년 간 근무해온 선임
과학자다. 캐나다 벤쿠버와 독일 드레스덴에서 지리정
보 등을 연구했고, 2007년부터는 국내와 국제적인 기
후변화적응과 그린인프라 프로젝트들을 리드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구원(KEI)과 함께 DMZ
연구에도 참여했다. 지리정보, 경관생태, 기후와 환경 평
가에 대한 학술지 논문만 해도 13편에 이른다.

강식 박사는 경기도청 산하 경기연구원에서 균형발전
본부 시군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도시
설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경
기북부의 오늘과 미래>, <경기북부 평화로 특화사업 정
책방안 연구> 등이 있다.

Dr. Marco NEUBERT has worked as a senior scientist at 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Dresden, Germany
for 19 years. He studied geographic information
in Vancouver, Canada and Dresden, Germany.
Since 2007, he has led proje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green infrastructure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2015,
Dr. Neu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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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KANG sik has worked a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the think-tank of Gyeonggi Province.
He is currently a researcher of the Center for Local Studies in the Division of Co-prosperity and
Balanced Development. He mainly work on the
research regarding on the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His major research is <Today and the Future of Northern Gyeonggi>, <A
Study on the Spatial Project for Pyeonghwa-ro in
Northern Gyeonggi>,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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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LEE Soojin

조영미
CHO Youngmi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Gyeonggi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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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박사는 2009년부터 경기도청 산하 경기연구원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
터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7년 미국 Texas
A&M University RPTS(Recreation. Park & Tourism Sciences)학과에서 여가관광학 박사를 취득하였
다. 주요 저서로는 <DMZ의 미래 : DMZ 가치의 세계
화와 지속가능발전(2013)> 등이 있다.

새롭게 설립된 여성평화운동네크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의 조영미 집행위원장은
글로벌 캠페인 ‘Korea Peace Now!“의 한국 조직위원
으로도 활동중이다. 대한민국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
학원에서 사회문제,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同)대학원 산하 산학협력그룹 소속 연구자
이다. 정부, 시민단체 및 기타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관
계구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위민크로스 DMZ(WCD) 2015 한국 조직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한
반도 전쟁종식을 촉구하며 DMZ를 넘기도 했다.

Dr. LEE Soojin has worked a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the think-tank of Gyeonggi Province,
since 2009. She is currently a researcher of
the Center for Local Studies in the Division of
Co-prosperity and Balanced Development. She
acquired a doctorate in Recreation, Park and
Tourism Sciences at Texas A&M University in
2007. Ms. Lee wrote the book <The Future of the
Korean DMZ: Global Understan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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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Mi Cho is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newly formed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and the Korea National Organizer of the
‘Korea Peace Now!’ global campaign. She is a
lecturer, teaching Social Problems,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in the School of
social welfare and a researcher at th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at Chung-Ang
University in Seoul, Republic of Korea. she is an
expert in building relationships and partnerships
with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other organizations. She was also one of the Korean organizing staff members of the WCD 2015, crossed
the DMZ, calling for an end to the wa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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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상
YOO Euysang

스테판 코스텔로
Stephen COSTELLO

동아시아 평화번영연구소 소장
Presiden,
The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아시아이스트 대표
Executive Director, Asia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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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와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2016)>등이 있다.

한국과 동북아 정책, 정치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을 쌓은 애널리스트이자 컨설턴트이다.
1999 년부터 2004 년까지 대서양 협의회에서 한국 프
로그램을 지휘했다. 1994 년부터 1998년까지는 김대
중 평화 재단 USA 이사로 재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의 노벨평화상 수상에서 실무책임자로 일하였다. 미국
내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Dr. YOO had been in diplomatic service for 37
years until he retired in December 2018. His
last job as a career diplomat was Ambassador-at-large for Geographic Naming. He had
worked as Director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I, handling Japan and Deputy Director-General of the Special Task Force for North Korea
Nuclear Issues. His Major writings include <Justification and Interests of Korea’s Foreign Policy
toward Japan(2016)><Negotiation with Japan for
13 years and 8 months(2016)>, etc.

Mr. Stephen COSTELLO is an independent analyst and consultant with decades of experience
in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policy, politics, and business. He directed the Korea Program at the Atlantic Council from 1999 to 2004.
From 1994 to 1998 he was Director of the Kim
Daejung Peace Foundation USA. He helped Kim
Daejung win the Nobel Peace Prize. He is known
as the “Sunshine Policy Evangelis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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