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합의와 향후 과제*
정 대 진 ** 1)
❖요 약❖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당국 차원의
결단과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특성을 가지
고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남북한은 그동안 주
요합의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대
북 제재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① DMZ의 평
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
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② 북측의 호응

과 공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③ 남북한 합의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근본적인 여건 변경
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요과제이자 한계로 남
는다.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해제된 후에야 본격적인 DMZ 평화적 이용 사
업은 가능하겠지만 그때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의 오랜 논의를 집
대성해가며 여건조성과 준비작업을 병행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어: DMZ 비무장지대 평화적이용 남북합의 신기능주의

Ⅰ. 머리말
한반도의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반드시 남북한의 합의가 전
제되어야만 평화적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 남북 관계가 대화와 경색 국면을 반복하는
가운데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선제작업으로서 DMZ 남측의 우리 접경지역에서라
도 평화적 이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남측 지역에서의
평화적 이용사업 계획과 실천이 단순한 일방행위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 이 연구는 2019년 4월 23일 국회·경기도 공동주최 학술심포지움(“DMZ를 세계유산으로”) 발표
문(“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및 과제”)과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과 해결방안>(동북아역사재단, 2014)을 기초로 수정·보완한 내용입니다.
**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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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와 준비가 필요함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지금까지 남북한은 DMZ의 평화적 이용
에 대해 어떠한 합의를 하고 상호협력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재점검하여 DMZ
남측 구간에서의 평화적 이용사업 실시와 향후 확대를 위한 정당성과 명분을 축적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한에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왜 이행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이를
풀어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도 점검해 두는 일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남북협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식별하는데 목적을 둔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DMZ가 가지는 법적·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파급효과나 부수적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DMZ
의 평화적 이용은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의 파생적 결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남북한 당국 차원의 결단과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맺은 합의에 주목
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을 다루는 남북한 당국의 합의를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나아
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참고가 될 해외사례도 살펴보고 향후 남북한이 DMZ
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사점과 주요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하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DMZ의 개요부터 정리하고 이후 DMZ의 평화적
이용 관련 남북한 합의 및 해외참고사례를 살펴보며 시사점을 정리해본다.

Ⅱ. DMZ의 개요
1. 국제법상 DMZ의 의의
국제법상 DMZ는 한 국가가 군사병력 배치 및 군사시설을 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특정 지역이나 지대를 의미한다(Delbrük 1992, 999). DMZ는 무력충돌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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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쟁 당사자들이 상호 간의 접경지역을 비무장화해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궁극적
으로는 평화상태 전환을 위한 신뢰구축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
잠재적 분쟁발생 예상지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특정지역 및 지대가 DMZ이다.
DMZ는 일반적으로 무력충돌의 당사자인 두 개 이상의 국제법 주체가 합의하여
조성된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의 지역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와 절차도 국제법의
규율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어느 일방이 DMZ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을
받겠다는 명백한 의사가 적절한 통고(due notification)를 통해 이루어져도 비무장화
가 가능하다(제성호 1997, 23; Delbrük 1992, 999).

2. 한반도 DMZ1)의 개요
한반도상에 설치된 DMZ는 6.25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Armistice Agreement)2)을 근거로 형성되었다. 정전협정 제1조 1항 “한 개의 군사
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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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국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하여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는 규정이 그것이다.
정전협정은 ‘선과 구역’, ‘기구’, ‘규칙’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무장지대는
‘선과 구역’의 내용에 해당된다. ‘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규칙’은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과 구역’
및 ‘기구’의 운영에 관한 합의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분단 상황 속에서
각종 도발로 인해 빈번히 위반되었다.3)
1) 본 절에서만 일반적 의미의 DMZ와 구별하기 위해 한반도 DMZ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본 논문에
서 DMZ라 함은 한반도상에 있는 남북한간의 비무장지대를 칭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인
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3)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은 1994년 5월 군사정전위원회를 부정하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
으며 1995년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철수시켰다. 그리고 1996년 4월 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
표부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에 희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 임무를 포기하고 판문
점 공동경비구역(JSA)와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식별표지를 하지 않겠다며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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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빈번한 도발이 일어나는 DMZ내의 군사분계선 자체에는 철책 등으로 이루어
진 물리적인 장벽은 사실상 없다.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서쪽의 임진강하구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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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군사분계선(MDL) 표식물 제0001호부터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는 248

구간에 약 200m 간격으로 총 1,292개의 말뚝이 설치됐다. 이 말뚝으로 군사분계선을
육상에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1,292개 표식물 중 696개를 유엔군이 관리하고, 596
개는 북한과 중국이 관리한다.
표식물에는 남쪽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북쪽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군사분계선’
이라는 검은색 글씨와 표식판 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표식물은 오랜 세월
동안 풍수로 손실되고 또 보수도 못하고 더구나 지형과 지세마저 바뀌어 육안으로
그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지경이다(코리아DMZ협의회 2011, 9).
DMZ내의 실질적인 장벽은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철책선
이다. 두 철책선 사이의 약 4km 공간이 실질적이 의미의 비무장지대이다. 그러나
이 4km의 공간은 남북 양측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750m까지 축소되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남의 DMZ에서는 UN군 총사령관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이북지역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함께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위해 DMZ
에 출입하는 군인과 민간인 수는 각측의 사령관이 결정하지만 어느 일방이 허가한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53년 7월 31일의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쌍방은 민사
경찰이 보총과 권총만으로 무장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즉 1번에 1발만 발사되는
무기만 휴대가능하며 DMZ에서는 자동식 무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전협정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쌍방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군사력과 화력이 투입되어 DMZ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중무장지대’가 된 것이다.4)
현재 한반도 DMZ의 지리적 개요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불인정을 선언했다. 그리고 연이어 동년 4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무장병력을 판문점 지역에 투입
하여 무력시위를 하며 정전협정의 ‘규칙’을 무시했다.
4) 2018년 9월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향후 DMZ내의 지
뢰제거, 비무장상태의 공동경비 등 진일보한 조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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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MZ 개요도

출처: 서재철, “DMZ가치와 DMZ세계평화공원의 가이드라인”, DMZ세계평화공원, 무엇을? 어떻
게? (DMZ세계평화공원 토론회 자료집, 2013.6)

Ⅲ. 남북한 주요합의와 DMZ의 평화적 이용
1. 남북한의 신기능주의적 접근
신기능주의는 국가들 사이의 평화와 통합이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적으로 국가
들을 구속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조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비정치적 영역에서도
높은 비중을 두고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국가 사이의 평화
달성과 통합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만으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견해이다(Hass 1972).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파급효과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파급효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분야와 비정치적 분야가 병행하여 협력이 일어날 때 궁극적인 통합이 촉진된다고
보는 입장이다(Nye 1971, 51).
과거 한국 정부는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한 적이 있다. 정경분
리 원칙을 근간으로 내세우고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파급효과를 기대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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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핵·미사일
도발 문제나 군사안보적 차원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능주의적 접근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역사를 반추해보면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교류와 협력도 정치적 결단이나 남북한 당국의 합의와 협상이 없이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이현경 1997, 66). 물론 정치적 부문의 협력이 달성되면 비정치적
부문의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남북한의 역사에서
는 정치적 차원의 결단과 협조 없이는 중대한 관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한편 이론적으로 볼 때 남북한은 정치·군사와 같은 근본문제에서의 협력과 의견접
근이 어렵기 때문에 신기능주의적 방식으로는 평화달성이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 분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도 주요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기본합의를 이루어두고 여기에 비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병행되어 남북관계가 발전해왔다.
남북한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정치·안보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
함을 인식하고 그동안 주요합의를 통해 이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도 정치·군사 분야에 관해 남북기본합의서와 주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큰 틀의 추진근거를 마련해온 것이다.

2. 남북기본합의서5)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
진한다”고 하여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남북한이 협의하도록 규정
5) 정식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1991년 12월 13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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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제19조는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
를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제3조 2항은 “남과
북은

…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합의서 제10조 2항도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라고 규정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의 통행 등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다(제성호 2006, 135).
본 규정들은 남과 북이 공식합의서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규정은 향후 2000년대 이후의 주요 남북정상합의와
함께 DMZ의 평화적 이용을 각종 사업 추진 시 기본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활용 가능하
다(조정현 2010).

3. 6·15 공동선언 및 관련 남북 합의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직간접적인 규정들은 2000년
6·15공동선언과 각종 남북한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바 있다. 먼저 6·15공동
선언 직후인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6·15공동선언을 군사적으
로 보장하기 위해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렸는데 이때 남북 쌍방은 5개 항의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을 발표하였다.
이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의 제3항에서는 “쌍방은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
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 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이어 제4항에서는 “남
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1990년대 이후 무력화된 것처럼 보였던 정전협정 체제에 근거하면서도 남북기본합
의서 상의 기존 합의원칙과 정신을 되살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초합의와 그 구체적 이행들이 200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제12차 유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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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간의 장성급회담(2000.11.17)에서는 양측이 경의선 연결사업을 법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관한 국제련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는 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도로가 통과하는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합의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들과 남북관리구역에서
야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군대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데 합의한다.
3. 본 합의서는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역시도 정전협정 체제에 근거하면서도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기존 합의원칙과 정
신을 계승·발전하여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장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2002.9.12.)
도 도출되어 DMZ의 구체적 이용 방안에 대해 남북한이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서
남북은 기존의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도로 개설 외 협력범위를 더욱 넓혔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저진-온정리간 철도와 송현리-고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
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
들 사이에 협의처리 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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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6·15공동선언 이후 DMZ를 이용하는 사안과 관련된 합의로는 경의선철도,
문산-개성 도로개설,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2001.1.30),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
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2.9.17), 동·서해지구 남북관
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2003.1.27),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2.23.),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
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2004.6.4.) 등이 존재한다.

4. 10·4 남북정상선언 및 관련 남북 합의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은 제5항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
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
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
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2007.11.29),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2007.12.13.) 등이
체결되었다.
DMZ와 그 일대에서의 경제협력과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구체화해 DMZ 평화적
이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주요합의가 계속 도출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5. 판문점선언 및 관련 남북 합의
2018년 4·27판문점선은 제1조 제6항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여 DMZ를 통과하는 남북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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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연결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제1조 제2항에서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
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
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
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
여 DMZ 일대에서 포성이 사라지는 계기를 가져왔다.
또한 동 합의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① 감시초소(GP) 철수, ②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
화, ③ 비무장지대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진행, ④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 협의를 규정했다.

6. 주요과제와 한계
상기한 주요 합의들은 남북한 군 당국 간 합의를 통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집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남북한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기 전인 1970~80년대에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유엔사와 우리 정부가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상품교역장 조성, 통일역사 건립,
외국인 자유관광구역 설치, 민족문화관·남북학술교류센터·남북공동경기장 건설 등
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 제안을 해왔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철수와 DMZ의
평화지대화 연계, 중립국 감시군 주둔 등과 같은 근본문제를 제기하며 크게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1990년대 들어 변화된 입장이 반영되
어 합의에 이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최초의 남북합의라는 점에서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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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김정수 2010, 67-77).
이후 일련의 남북합의에서 DMZ와 그 일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
었고 그 실행여부와는 별도로 북한도 이에 대해 호응을 했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로부터 시작된 합의의 초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9월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는
남북한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가장 잘 반영된 합의로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이루어진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최신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비정치적 분야인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보다도 군사 분야라는 가장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남북한 정상이 합의를 하고 일부 실천을 이행중이라는 점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아직 DMZ의 평화적 이용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기초작업을 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야할 길은 멀다. 더군다나 북한 핵문제와 대북

①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② 북측의 호응과 공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③
제재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 합의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근본적인 여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요과제이자 한계로 남는다.
DMZ 내 실제 평화적 이용사업을 전개할 때 유엔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관할권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여건에 따라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별도의 국제협약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Ⅳ. DMZ 평화적 이용 논의와 해외사례
1. DMZ 평화적 이용의 논의 경과
비무장지대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중무장지대가 되어버린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제안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다.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은 1979
년 DMZ평화공원을 제안했고 1992년에는 DMZ국제자연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 무렵 남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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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나 평화적 이용방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사업으로 DMZ세계평화공원 사업
이 선정되면서 DMZ의 평화적 이용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9일 미국 의회연설에서 DMZ세계평화공원을 공식
언급했고(“an international park inside the DMZ”) 이듬해인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재차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강조했다. 그리고
2014년 9월 25일 UN총회 연설을 통해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제안하며 ‘생태’에
초점을 맞춘 DMZ의 평화적 이용을 개념화해 밝혔다(통일연구원 2014).
하지만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안보적 문제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대북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제의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제안이 제시되면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면서 DMZ일대를 포함하는 접경지
역 평화벨트 조성을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여기에는 DMZ일대에서 생태관광, 녹화사
업 및 남북의 수자원 공동관리 협력 등을 추진하며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자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DMZ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기본계획’을 수
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평화공원 조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기별로 각각 ‘평화공원’, ‘국제자연공원’, ‘세계평화공원’, ‘세계생태평화공원’,
‘생태평화지구’ 등으로 명칭은 바뀌어 왔지만 지난 세기부터 현재까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이 논의는 명칭에서도 드러나지만 대체로 ‘평화공
원’ 조성 안으로 모아지고 있다. 다음에서 평화공원의 유형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DMZ의 평화적 이용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검토해본다.

2. 평화공원의 유형과 DMZ에 대한 시사점
국제자연보전연맹은 2003년 세계공원회의(World Park Congress)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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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평화공원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둘 혹은 그 이상의 보호지역이 접해 있는 평화공원(Two or more contiguous
protected areas across a national boundary)으로써 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공원을 구축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베냉, 부르키나 파소, 니제르 간의 ‘W’ 공원을 들고 있다.

② 국경을 가운데에 두고 분리된 접경보호 지역들이 있고 이 사이에서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 평화공원(A cluster of separated protected area
and the intervening land)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 및 경작지 유지와 같은 재생
가능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사이의 West Tien Shan Mountain 보호구역이 개발
중으로 알려져 있다.

③ 국경을 가운데에 두고 분리된 접경보호 지역들이 있고 이 사이에서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은 제외한 평화공원(A cluster of separated protected without the
intervening land)으로써 내전과 난민 유입으로 파괴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관련국의 공동 법제도 구축과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
하하고 경제적 이익도 도모하는 경우이다. 부룬디 Kibira 국립공원, 콩고민주공
화국의 Virunga 국립공원, 르완다 Volcano 국립공원 간 공동 평화공원이 대표
적이다.

④ 양국 간의 공식 합의는 부재한 상태에서 한 국가가 우선 접경보호지역 사업을
시작하고 이웃 국가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경우(A transborder area including
proposed protected areas)로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간의 Pha Taem
Transborder Initiative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를 바탕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하
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려하는 목적이 강하다.

⑤ 국경을 사이에 두고 한 국가는 접경보호지역 사업을 시작하고, 상대편 국가가
이를 반영하고 고려하여 유사한 보호정책을 펴는 경우로써 말레이시아와 인도네
시아 사이의 Kayan Mentarang 국립공원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평화공원에 대한 개념과 세부목표를 살펴보면 주로 생태적·환
경적 인식에 입각한 접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분쟁이나 충돌이 없는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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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평화가 아닌 주변 생태를 포함한 인간과 자연의 균형과 조화까지도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에 가까움도 알 수 있다.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평화공원이라는 개념에 생태를 더욱 강조
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그 진행경과가 예정대
로 이루어진다면 생태와 환경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닌 남북한 간의 포괄적 평화
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협력분야도 생태와
환경만이 아닌 공동의 역사문화유산 발굴과 개성공단을 배후로 한 산업협력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DMZ는 생태적인 차원에서 그 가치가 대단하지만 이밖에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더욱 촉진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남북한 간의 정치·안보적 갈등구조와 DMZ를 둘러싼 국제규범과 이의 해석과
적용 관계를 감안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DMZ 평화적 이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쌍방의 합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개념을 제안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한쪽이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한쪽이 사업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유형(위 평화공원의 유형 중

④, ⑤ 유형)에

속한다. 이는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해 다른 당사자인 북한의 협력을 견인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력과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이자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중국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의 기반을 조성해
야 한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
제 구축 등 근본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를 추진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는 이하에서 다루는 DMZ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해외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사례
를 보아도 여실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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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사례6)와 시사점
1) 독일 녹색띠(Grunes Band)와 오데르-나이세 접경지역 협력
독일은 냉전시기에 접근제한으로 인해 생태자원의 보고가 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

～

정책을 폈다. 총연장 1,393km, 연면적 177 , 폭 50 200m규모의 녹색띠(Grunes
Band)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은 통일독일 지역 내 주요 생태계 보전지역을 연결하
는 한편 냉전시대의 유산인 구 시설물들을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었
다.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동시에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프로그
램이었다.
이 사업은 이후 독일 내의 평화지대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냉전시대에 형성된 유럽
각국 간의 국경선 12,500km를 연결하기 위한 유럽 그린벨트 사업으로 발전해 2003
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 24개국의
국경선에 인접한 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연결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 생태네
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독일은 폴란드와의 국경지역 갈등해결을 성공적으로 한 경우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폴란드는 영토문제를 겪었다.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을
경계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1950년 7월 구동독은 일방적으로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세 선을 국경으로 삼는 평화와 우정의 국경조약을 체결했다. 서독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약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서독이 동방정책을 시작하고
폴란드 및 구소련과 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동 국경선을 사실상 인정하기 시작했다.
1991년 독일 통일 무렵 헬무트 콜 당시 수상은 오데르-나이세 선을 독일-폴란드
국경선으로 공식 인정했고 이로 인해 기존 국경선의 변화가 없는 안보 환경의 안정이
달성되어 유럽 각국도 통일독일을 승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오데르-나이세 국경은 독일과 폴란드의 오랜 숙원관계로 인해 상호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독일-폴란드 국경선으로 오데르-나이세 선이
6) 해외사례는 최준영·이승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제703호(20
13.8.28.); 배진수, “동북아 영토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 가능성: 글로벌 공공정책 네트워크의
모색”, 한·중 공공외교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제1회 동북아역사재단·중국상하이사회과학원 학
술교류 자료집(2013.11.7.); 정구연, DMZ 평화공원의 의미와 추진전략: 환경안보를 통한 평화
구축 사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10), pp. 1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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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승인된 후 국경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호교류와 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
램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 Foundation)
과 폴란드-독일 협력의 집(House for Polish-German Cooperation), 슈테판 바토리
재단(Stefan Batory Foundation) 등이 각종 상호이해 교육프로그램과 교류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오데르-나이세 주변지역 요리사들이 함께 모여 요식관광공동개발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오데르 지역의 생산물을 이용한 전통 요리를 개발하고 인어공주를 마스코트
로 한 비스킷을 지역특산품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이 네트워크에 독일과 폴란드 국경
지대 24개 레스토랑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요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런 노력으로 인해 현재 오데르-나이세 지역은 지역 고유의 차와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향후 DMZ 개발에 있어서 생태평화공원 조성의 긍정적인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요식관광공동개발 네트워크는 현재도 DMZ 내에서 관광
객을 상대로 성업 중인 장단콩 두부요리 및 각종 식품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참고할
만한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독일의 사례는 법률적으로 볼 때는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상승작용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 사업과 기계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DMZ는 관할권에 있어서 UN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독일
녹색띠 사업은 UN사와 같은 관할권 경합을 조정해야 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냉전시대의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는 방식이 아닌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
기 위해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을 모색한 점은 향후 DMZ의 군사·안보시설들을
긍정적으로 재활용하고 동북아 냉전 역사의 상징 공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참고
할 만하다.
또한 유럽 각국이 동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국제사회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공동 협력하고 특히 UNESCO를 통해 DMZ 생태환경이나 새롭게 발굴되는 역사문화
공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세계사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의 상징
공간을 역사문화와 생태환경의 국제적 공동자산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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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콰도르-페루 접경평화공원
남미의 국경분쟁은 독립 당시 국경선 획정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상당 부분
기인한다. 에콰도르와 페루도 아마존강 연결지역을 놓고 1928년 이후 1998년까지
지속적인 분쟁을 겪었다. 이 분쟁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개선과 평화를 위해 1999년에

㎢ 규모의 접경평화공원

콘도르 산맥(Cordillera del Condor) 접경지역에서 16,425

조성안이 시행되었다. 양국은 평화공원 지역을 공동관리하는 한편 이 지역 안에서
자유통행을 보장했다. 그리고 안데스 콘도르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는 DMZ의 평화적 이용 시 남북한이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군사적인 이슈보다
환경과 생태 보존 같은 인류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과제부터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과 생태 그리고 역사문화
유적 발굴 같은 사업은 정치·군사적인 문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남북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부담이 적고 UN사의
DMZ 내 관할권 문제를 재정리하는 데에도 UN사측에 양보의 명분으로서 활용도가
크다.
하지만 에콰도르와 페루의 경우에는 접경평화공원 조성에 민간의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남북한 관계와 다른 면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에콰도르와 페루의
비정부행위자들은 갈등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접촉하여 토론하며
분쟁해결방안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교와 협력하여 양국의 비정부행위자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 문화’라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화를 시도했고, 1997년 8월부터 2000년 8월까지
3년에 걸쳐서 비정부차원의 갈등해결 워크숍을 일관되게 실시했다. 이 워크숍에서
분쟁해결에 관해 특정 사안별로 팀을 나누고, 양국에서 각각 10명의 전문가가 참가하
여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민주적이고 외교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시도했다. 그리고
전문가 외에 분쟁지역 주민들도 분쟁해결 워크숍에 참여시켜 단계적으로 합의점에
이르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에콰도르와 페루의 시민사회를 위한 12개 권고사항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워크숍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트랙투(TRACK

Ⅱ)접근법이 매우 유용할 수 있음

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민간 창구가 부재한 북한을 상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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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일하게 차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향후 북한뿐만 아니라 DMZ 이용 관련
정전협정 당사국들의 단계적인 참여와 협의를 확대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사점이 있다
고 할 것이다.

3) 핀란드-러시아 우정 결연공원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접경지역에는 냉전시기에 형성된 통행제한 지역이 있었다.
핀란드와 러시아는 이 지역에 생태보전을 위한 우정공원과 결연공원을 설립하였다.
종래에는 이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EU 국경검문소에서 엄격한 통행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하고 핀란드에 14개, 러시아에 6개의 보호지역을 각각 짝지어
우정공원 또는 결연공원 방식으로 양국은 이 지역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또한 EU의
지원을 받아 양국에 각각 협력기관이 지정되었으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초
로 양국 간 연구협력과 교류 워크숍의 거점으로 이 지역을 사용하고 있다.
DMZ도 마찬가지로 주요 군사적 충돌 지점을 역사를 기억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
기 위한 디딤돌로 삼자는 차원에서 역사평화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핀란드러시아 우정·결연공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규모의 단일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DMZ 내 주요 군사시설이 있던 지점을 중·소규모의 역사평화공원으로 다수
개발하여 남북한의 냉전문화 유산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태국-캄보디아-라오스의 에메랄드 삼각 산림보호지역(Emerald Triangle
Protected Forests Complex)
에메랄드 삼각지역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삼국이 접한 삼림지역을 일컫는 명칭
이다. 태국의 경우 이 접경지역 일대 17만 3,000 헥타르 규모지역에 세 개의 국립공원
과 두 개의 야생동물보호지역이 맞닿아 있다. 이것이 Pha Taem Protected Forest
Complex를 종합적으로 구성한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19만 헥타르 규모의 Preah
Vihear Protected Forest가 존재하고, 라오스에도 비슷한 규모의 산림지대가 존재
한다.
에메랄드 삼각지역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며 일부는 멸종위기 종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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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2002년 조사에서는 이 지역에 51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코끼리, 호랑이, 들소, 표범 등이 포함된다.
주변 삼국은 생물 다양성 및 산림보전의 측면에서 협력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불분명한 국경구획과 이로 인한 분쟁으로 언제나 협력의 가능성이 유동적이었다.
이러던 중 태국이 먼저 환경협력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평화공원 구축과정에서
태국이라는 인도차이나 지역강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상대
적으로 내전과 저발전으로 인해 환경협력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던 반면, 태국
은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력과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환경협력 견인이
가능했다.
태국은 국제열대목재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의 초
국경보전계획(transboundary conservation projec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에메랄드 삼각지역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3국 협의
회(tripartite commission)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태국은 이러한 환경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비롯한 관련 세 국가 간 협력관계 증진을 목표로 2004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로드맵을 구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08년 Preah Vihear Protected Forest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지만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분쟁이 무력분쟁으로 격화되는 일이 벌어
지기도 했다. 2011년까지도 이 분쟁이 계속되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국제열
대목재기구에 의한 에메랄드 삼각지역 프로젝트는 지속되었다. 특히 3국 간의 기술적
협력 차원의 환경협력은 계속 유지되었던 특성이 있다.
DMZ는 남북한 간의 무력분쟁 가능성이 늘 상존하는 곳이지만 지난 2000년대의
기술적인 통행·통신 협력에 있어서 실행사례가 축적된 곳이기도 하다.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문제로 그 협력의 문이 닫히기도 했으나 향후 남북한과 주변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와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세계생태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분쟁의 와
중에도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에메랄드 삼각지
역에서 구할 수 있다. 또한 태국이라는 주도적인 국가가 있어서 환경협력이 이루어졌
던 것처럼 DMZ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도 관련 당사국 중 제1당사자이자 적합한
역량을 가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프로젝트 시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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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시사점
해외의 분쟁과 갈등 지역 개발사례는 공통적으로 양국 간의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
으로 해결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 녹색띠의 경우와
같이 역내 통합과 평화 무드가 동반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DMZ의 경우도 남북한 간의 평화와 갈등해결의 상징적 효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평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평화적 이용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과거 분쟁 당사자인 남북한의 공고한 합의와 이행 의지가 필요하다. 해외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의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와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야 더욱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남북한의 DMZ에 대한 평화적 이용 추진 시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DMZ의
경우 UN사와의 관할권 조정 문제가 핵심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확실한 평화적 의지와 협력에 대한 계획 및 실행이 없으면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은
물론 UN사와의 관할권 조정 협력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다. 즉, 당사국의 확실한
협력의지와 정전협정 당사국들의 동의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의 협력의지와 합의를 통한 실행체계 마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근본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근본적인 안보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앞서 해당 지역 설명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분쟁
과 갈등 해결을 위한 트랙투 접근(에콰도르-페루 접경평화공원), 대규모 단일개발이
아닌 중소규모의 다수 병행개발 전략(핀란드-러시아 우정 결연공원), 다자간 협력을
주도하는 제1당사국의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태국-캄보디아-라오스 에메랄드 삼각
산림보호지역), 전 세계적으로 각인될 DMZ 특산품 개발(독일 오데르-나이세 강 특산
품 관광) 등의 과제들도 수행 가능할 것이며 DMZ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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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DMZ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남북한 분단의 결과로 형성된 이 공간은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군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도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비무장
지대’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이곳은 남북한 군대가 설치한 지뢰 및 중소형 화기로
인해 ‘중무장지대’로 변한지 오래이다. 이로 인해 사계청소(射界淸掃)라는 명목으로
인위적 화재가 빈번하여 생태적으로도 온존하게 보존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중무장지대’로 훼손된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치·
군사·생태적 차원에서 상당한 과제가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주요합의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왔
다. 하지만 아직 철도·도로 연결이나 지뢰제거, GP철거 등에서 일부만 발걸음을 떼는
정도에 그친 상태이다. 그리고 북측의 공식적인 호응과 상호작업이 더욱 많이 요구되

①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②
북측의 호응과 공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점, ③ 남북한 합의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북한 핵문제와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등 근본적인 여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요과제이자 한계로 남는다. 평화공원
에 대한 국제기준과 유형에 비추어 봐도 현재로서는 양국 간 공식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 국가가 우선 접경보호지역 사업을 시작하고 이웃 국가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동안 북측도 주요 남북합의를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의지를 가지고 있어 향후 상황과 조건이 진전되
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전개도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7)
특히 DMZ의 경우는 평화공원 조성 안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와 갈등해결의
상징적 효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남측에서부터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인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접경지역을 맞대고 있는

7) 여기에 대해서는 정창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통일뉴스, http://
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93, 2013.10.7. 검색일 2019.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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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당사자인 남북한의 공고한 합의와 이행 의지가 필요하다. 해외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의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와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것이 국제적
으로 공인되어야 더욱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된 후에야 이러한 합의와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고 본격적인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그때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은 더욱 더 많은 시간을 요할 뿐이다. 20세기부터 진행된
오랜 논의를 집대성해가며 여건조성과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 고 일: 2019.05.09.
심사완료일: 2019.05.17.
게 재 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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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Korean Agreements fo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DMZ and its Task
Dae-Jin Jung

It is prerequisite to make inter-Korean agreements fo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DMZ. In this regard, it is appropriate to apply neo-functionalism rather than
functionalism when analyzing two Koreas’ approach toward DMZ. Two Koreas
have clinched several agreements fo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DMZ. However,
under the current political stalemate between two Koreas and pend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re are a few constraints over the peaceful utilization of
DMZ; ⅰ) geographical constraint when implementing the DMZ development program only in the South Korean jurisdiction, ⅱ) requirement for the more concrete
course of action between two Koreas including North Korea’s consent, ⅲ)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etc,. At this point, it is required
to continue parallel approach to design concepts and plan for the future task on
DMZ while shaping conditions for the breakthrough of the stalled situation between two Koreas.
Keywords: DMZ Peaceful Utilization Inter-Korean Agreement Neo-functio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