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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화유산을 국제적 합의 속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이래로 보존 대상은 건축

물과 같은 개별 문화재에서 주변지역을 포함한 마을 및 도시의 문화경관으로 

확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경관은 DMZ 접경지역을 들 수 있다. 

길이 248km, 8개 지역을 접하고 있는 DMZ는 한반도 허리를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축으로 대한민국의 바다와 강, 들, 평야, 산 등 다양한 자연경관과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관통한다. 독특한 문화경관과 함께 남과 북의 분단의 상

징으로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DMZ 접경지역은 한국에서만 경

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경관이다. 그러나 최근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 분

야 합의 등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으로 DMZ 접경지역은 개발의 압력에 처

해있다.

 이에 본 연구는 DMZ 접경지역에 위치한 민북마을 파주 통일촌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 관광, 생태, 군사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들

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 파주 통일촌은 DMZ 서부전선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마을

로 군사분계선(MDL)과 4.5km 떨어져 있는 민북마을이다. 1972년 5월 국가 주

도로 건설된 통일촌은 선발된 주민 사이의 갈등과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수

성으로 사건사고가 빈번했지만 마을주민은 하나가 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통일촌이 위치한 접경지역은 평화, 체제, 생태 등의 거시적인 담론에 

집중되어 접경지역에 터전을 일구어 지금껏 살아온 지역주민의 삶은 상대적으

로 도외시되어 왔고 지역자원은 연계되지 못한 채 혼재되어 있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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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관계개선으로 민통선 북상과 각종 개발계획 등에 의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촌의 문화와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가

치를 재조명하며 변화하는 접경지역에 대응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을 제시하였다. 에코뮤지엄 개념을 

통일촌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일본과 국내에 조성되어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실행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DMZ 접경지역의 관광현황과 

통일촌의 물리적 특징, 경관·역사·생활문화·생태·인적자원을 연구 및 발

굴하였다. 자원분석과 에코뮤지엄 계획은 지역주민의 인터뷰에 중점을 두었으

며 역사적 자원뿐만 아니라 동시대적 유·무형자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

원 분석과 이론 연구를 통해 도출한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객의 출입과 활동이 제한되는 민통선지역의 규제를 활용하여 통

일촌의 물리적·비물리적자원을 재구성했다. 민통선 외부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거점 간 이동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제안하였다. 각 거점 시

설은 코어시설, 일반시설, 정원경관으로 조성되며 관련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굴한 생활·역사·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

링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통일촌의 이야기는 장단군의 역

사, 땅의 역사, 접경지역의 역사로 나누었으며 관련 관람루트와 관광프로그램

을 제시하였다.

셋째, 서부DMZ의 통합적 에코뮤지엄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민간인의 행

동과 출입이 자유로운 임진각을 코어박물관으로 설정하고 민통선 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을 위성박물관으로 설정했다. 각 위성박물관의 독립성은 유지

하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연계 모델을 구성하였다. 위성박물관 사

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한정된 접경지역의 자원을 효율적 이용할 수 있고 분

절된 접경지역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역사적·문화적 층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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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 개념을 통일촌에 적용하기 위하여 주민과

의 만남을 통해 통일촌의 공간과 지역자원을 연구하고 지역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은 향후 통일

촌을 계획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통일촌을 변화시키고자 하

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에코뮤지엄, DMZ, 통일촌, 문화경관, 주민참여, 로컬 커뮤니티
학  번 : 2018-2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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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시작한 이래로 보존 대상은 개별문화재에서 주변지역

이 포함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확대되어 왔다1). 문화경관은 동남

아시아의 계단식 농지, 지중해의 절벽 마을, 유럽의 포도원과 같이 오랜 시간 

인간의 사회, 경제, 문화적 행위로 조성된 경관으로 보전가치가 점차 대두되면

서 1992년 제 1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세계유산으로 

받아들여졌다.2)

본 연구의 대상지인 DMZ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문화경관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DMZ는 한반도 허리를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축으로 길이 248km에 

8개 지역을 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바다와 강, 들, 평야, 산 등 다양한 자

연경관과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포함한다. 독특한 문화경관과 함께 남과 북의 

분단의 상징으로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DMZ 접경지역은 한국

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경관으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이다.

DMZ 접경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인접성으로 군사, 영농의 목적 이외

의 민간인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었다.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한 이중삼중의 과도

한 규제는 정부의 개발과 민간의 투자조차 제한되었지만 엄격한 규제는 반사적

으로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조성되었고 인구밀도와 개발억제로 지역적 특색이 

보존되면서 DMZ 접경지역 만의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경관이 만들어졌다.

1) 문화재청,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국제원칙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2010, p164

2) 채혜인, 박소현,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개념”, 『대한건축학회』
31(2), 2015,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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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 분야 합의 등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

선은 DMZ 접경지역의 개발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간인통제선 북상

과 함께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DMZ 접경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

되면서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

㎡가 해제를 앞두고 있으며(국민일보, 2020.01.093)) 남과 북의 긴장 완화 이후 

DMZ 일대 주변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몰리고 있다4). 

이에 정치지리적 특수성과 접경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DMZ 접경지역의 문화경관은 민통선 북상과 각종 개발계획 등에 의한 ‘변화’

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에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고 DMZ 접경지역의 문화와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보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역향토 경관 보전, 자연보전 등 지역성 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했다. 일본의 에코뮤지엄은 1974년 

‘환경 박물관’이라는 번역어로 처음 소개된 이래로 여러 지역에 적용되고 

정착되면서 일본식 에코뮤지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의 에코뮤지엄 이해를 기반으로 DMZ를 접하고 있는 민북마

을, 파주 통일촌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 삶 등 유·무형의 문화경관을 담을 

수 있는 에코뮤지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군사분계선(MDL)과 4.5km 떨어져 있고 DMZ 서부전선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위치한 파주 통일촌이다. 1972년 5월 대통령의 특별지시

로 낮에는 일하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참가하는 이스라엘의 ‘키부츠’마을을 

본떠 건립된 전략촌, ‘통일촌’은 민간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대북전선의 기

능을 강화하며 민통선 이북의 유휴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되

3) 문동성, 여의도 2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강원·경기 등 DMZ 인근 집중,『국민일보』 (2020년 01월
09일)

4) 2018년 4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파주시 토지 거래량은 4628필지로 전월(2058필지), 전
년(2221필지) 거래량의 2배 이상 급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뉴스1코리아,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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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후 1998년 안보관광지로 선정되어 2005년 장단콩 슬로푸드 체험마을 

조성, 2013년 DMZ세계화브랜드마을사업 등 문화적, 지리적 특수성을 활용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파주 통일촌은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한해 

수십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인기 관광지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DMZ를 접하

고 있는 마을의 특수성을 경험할 인프라가 부족하며 마을의 독특한 역사와 지

역주민의 삶 보다는 ‘장단콩’이라는 단일 작물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파주 통일촌의 문화와 경관의 실태를 분석하

고, 통일촌 지역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에코뮤

지엄 계획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의의를 둔다.

첫째 일본 에코뮤지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통일촌에 적용 가능한 개

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1년 리비에르(Riviere)가 에코뮤지엄 개념을 정립한 

이래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에코뮤지엄 개념을 받아들이고 운영

했다. 일본은 우리와 문화적·사회적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높아 분석된 자료가 향후 논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통일촌에 남아있는 물리적 지역자원 뿐만 아니라 일상적 주민들

의 삶과 문화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일촌 보전에 대한 필요성을 제

시하고 통일촌의 숨겨진 유·무형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주민의 정

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에코뮤지엄 계획을 통해 통일촌의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하며 통일

촌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파주 DMZ 관광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전

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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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통일촌을 대상지

로 선정하였다. 파주 북서부에 위치한 통일촌은 민간인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1973년 1사단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출신 40가구, 실향민과 학교, 

양수장, 교회 관리자를 포함한 44가구, 총 84가구가 입주하였다. 47년이 지난 

지금 통일촌에는 171세대 418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5). 

<그림 1-1> 대상지 위치

(자료 : 구글어스 검색일 : 2020.2.22.)

군사분계선과 4.5km 떨어져 있는 통일촌은 군사적 목적과 안전의 문제로 민

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다. 그러나 오랜 시간 통제되어 온 마을은 분단의 

역사가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으며 독특한 지역적 특색과 경관이 조성

되었다. 또한 비옥한 토지에서는 장단삼백이라 하여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

되었던 쌀, 콩 인삼이 생산되고6) 주변에는 도라전망대, 제3땅굴, 대성동마을 

5) 파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https://dong.paju.go.kr/dong/index.do (검색일: 2020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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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안보관광지와 덕진산성, 허준선생묘, 동파리마애불 등 축적된 역사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따라서 물리적·비물리적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통일촌 에코

뮤지엄 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흐름

본 연구구조 및 흐름은 <그림1-2>와 같이 이론적 고찰, 대상지 이해 및 지역

자원 분석,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는 

문화적 경관과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고찰, 국내외의 에코뮤지엄 사례분석을 통

하여 대상지, 통일촌에 적용 가능한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을 

주요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 국내와 비슷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에코뮤지엄 개념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계획되고 있으므로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지 이해 및 지역자원 분석 부분에서

는 민통선과 민북마을의 개념을 이해하고 통일촌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관련 문헌과 인터뷰를 통한 지역의 이해와 조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통일촌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 마을리

더와 지자체, 전문가의 결정과 의견이 중요해왔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 통일촌의 운영방향과 통일촌의 가치를 밝히고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의 조성 방향성에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DMZ는 전쟁 이후 

영상, 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에 담겨왔다. 특히 서부 DMZ는 북한과의 여러 교

류와 사건사고로 인해 타 지역보다 기존 기록들이 풍부하며 통일촌의 경우 일

찍이 안보관광을 시작하여 관광을 위한 연구결과와 자료들이 남아있다. 

전문가 및 지역리더와의 인터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답사, 지역주민

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모내기와 같은 마을 관련 작업과 통일촌이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숨겨진 통일

촌의 생활·문화, 경관 및 역사자원을 분석하고 에코뮤지엄의 가능성을 도출

6) 현재는 파주 특산품으로 지정되어 매년 11월 ‘장단콩 축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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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다.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에서는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 

및 전시프로그램 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의 구조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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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착안점

1. 에코뮤지엄 관련 기존연구의 동향

에코뮤지엄은 2001년 11월 국립민속박물관의 ‘21세기 국립민속박물관의 발

전방향과 과제’ 연구에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여러 분야와 연관되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에코뮤지엄에 대한 국내 선행논문은 크게 네 가지

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에코뮤지엄 개념에 대한 연구, 둘째, 에코뮤지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셋째, 해외 에코뮤지엄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넷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연구이다7). 그 중 본 연구와 유사한 방

법론을 적용한 넷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연구는 다음과 같

다.

정수환(2005)은 에코뮤지엄 개념을 지역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바라보고 태

백시 철암동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에코뮤지엄 계획을 도출하였다8). 

최경희(2009)는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

능한 요소를 도출하여 한국형 에코뮤지엄 개념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또한  

대상지 북촌마을에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공간 및 박물관 프

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유산의 활용과 보존   

둥을 통해 북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였다9).

양희은(2012)은 주민참여형 지역 계획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여 실

제 대상지 인천 배다리 지역에 새로운 지역 재생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

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물리적 자원과 생활·문화·역사와 같은 비물

7)  배은석,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이촌 율면 부래미마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8) 정수환.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태백시 철암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 최경희,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북촌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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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10).

김화순(2013)은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국내외에 조성된 에코뮤지엄 사례

를 분석하여 에코뮤지엄 개념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

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다누리골 지역활성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

용하여 지역박물관 건립계획과 박물관 건립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였다11).

이한주(2017)는 문화유산 활용의 관점에서 에코뮤지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내 에코뮤지엄의 사례를 조사하여 대상지 봉화 신흥마을의 전통유기 활용을 

기반으로 한 에코뮤지엄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12). 

박준하(2018)는 지역관광계획과 에코뮤지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대상지 안산시 풍도의 

지역주민 인식을 분석하고 지역자원 분석 및 발굴을 통해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주민참여형 지역관광계획을 제시하였다13).

진사영(2020)은 관광두레와 에코뮤지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고 중

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내외 에코뮤지엄을 비교 조사하여 도출된 개념을 

활용해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대한 콘텐츠기획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14).

이외에도 유럽 및 아시아의 에코뮤지엄 사례를 분석하여 특정 지역의 활성

화를 위한 연구논문들이 다수 존재한다. 

10) 양희은,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에코뮤지엄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1) 김화순, “에코뮤지엄 개념의 지역박물관 건립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다누리골 에코뮤지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12) 이한주, “에코뮤지엄 개념을 활용한 봉화 신흥마을 활성화 방안”,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2017

13) 박준하,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안산시 풍도 지역관광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8

14) 진사영,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한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대한 콘텐츠 기획 개선 방안”, 건국대
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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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명 연도 키워드

정수환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태백시 철암동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지역활성화

최경희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북촌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형 

에코뮤지엄

양희은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에코뮤

지엄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생활·역사·문화

지역 커뮤니티

김화순

“에코뮤지엄 개념의 지역박물관 건립을 통한 지역활성

화 방안 연구-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다누리골 에코뮤지

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지역박물관

이한주
“에코뮤지엄 개념을 활용한 봉화 신흥마을 활성화 방

안”,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문화유산

박준하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안산시 풍도 지역관광 계

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지역관광계획

주민 워크샵

진사영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한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대

한 콘텐츠 기획 개선 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

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관광두레

콘텐츠 전시

<표 3-1> 지역활성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 연구

2. 연구의 차별성

실제 지역에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물관학적 관

점에서 설명되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와 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에코뮤지엄은 물리적인 지역유산과 비물리적인 지역주민의 삶이 혼합되어 

만들어나가는 창작행위이다. 이런 에코뮤지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양희은(2013)과 박준하(2018)의 연구를 제외한 

기존 연구들은 지역주민의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자와 지역주민과의 연대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밀착형 연구를 통해, 지역의 생활·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나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에

코뮤지엄을 계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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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

제1절 에코뮤지엄의 이해

1. 에코뮤지엄의 정의

에코뮤지엄(eco museum)은 196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훼손되는 지역문화의 

보존과 전통적 박물관의 수동적 시각에서의 반성으로 탄생한 개념이다. ‘에

코(eco)’와 ‘뮤지엄(museum)’이 결합된 단어, 에코뮤지엄은 1971년 프랑스 

박물관학자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와 위그고 드 바렝

(Hugues de Varine)에 의해 처음 제기되어 당해 9월 디종(Dijon)에서 열린 국

제 박물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인정되었다. 전통적 박물관과의 논쟁 속

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맥

락을 지역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현대적 개념의 에코뮤지엄의 정의는 에코뮤지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앙

리 리뷔에르가 1973년, 1976년, 1980년 세 번에 걸쳐 수정한 ‘발전적 정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의의 내용과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n 리비에르의 발전적 정의15)16)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서 

현재 살고있는 지역과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탐구한다. … 에코뮤지엄은 자

신의 일과 행동 그리고 내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방문자에게 내미는 거

울이다.”

15) 배은석,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이촌 율면 부래미마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16) Riviere, Georges Henri, “The Images of the ecomuseum, Museum(UNESCO)”, 1985, 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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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역할 내용

1973년

매개자 주민들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자

시간의 박물관 지역의 역사를 전시하고 미래를 조망 

공간의 박물관 박물관 개념 아래 행해지는 공간적 차원의 표현

1976년

사람과 자연의 

박물관

인간을 둘러싼 야생·전통·산업사회 등의 환경 

에서 해석된 박물관

시간의 박물관 
미래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결정기관의 역할이 

아닌 비평적 분석과 정보를 제공

공간의 박물관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산책하고 싶게 만드는 특

권적 공간이며 주민들이 지역유산의 보존과 활

용을 지원하는 보존기관

학교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형성하고 주민 스스로 미

래를 파악하도록 촉구

연구소 주민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이론과 연구 수행.

1980년

사람과 자연의 표현
인간을 둘러싼 야생·전통·산업사회 등의 환경 

속에서 해석된 박물관

시간의 표현
미래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결정기관의 역할이 

아닌 비평적 분석과 정보 제공

공간의 해석
걸음을 멈추게 하거나, 산책하고 싶게 만드는 특

권적 공간

보존기관 주민들의 지역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지원

연구소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역사적·동시

대적 연구 및 전문가 양성

학교
연구와 보존 활동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 스

스로 미래에 관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

<표 2-1> 리비에르의 ‘발전적 정의’

리비에르의 발전적 정의를 분석해 보면 정의가 확장되면서 에코뮤지엄의 일

반적 단어 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생물생태계(ecology)를 넘어 현재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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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생태계(human ecology)와 그 인간생태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화생태계

(cultural ecology) 모두를 프로그램화한 박물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보전하고 연구하는 주민참여형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에코뮤지엄은 여러 관점과 지역환경의 

시계열적 변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이는 지금까지도 환경박물관, 마

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에코뮤지엄 개념이 실

체적 개념이 아닌 관념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17). 결국 에코뮤지엄은 에코뮤

지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보다는 리비에르의 ‘발전적 정의’와 같이 어

떻게 활동하는 가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에코뮤지엄이란 지역

을 바꾸는 방법이 아닌 지역을 비추는 방법이다. 

2. 에코뮤지엄의 구조

에코뮤지엄은 ‘코어박물관(core museum)’과 ‘새틀라이트(satellite)’로 

구성되어 있다. 새틀라이트는 지역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등장한 문화유산, 산

업유산과 같은 지역유산으로 안테나, 사이트, 방문지점, 환경 등 다양한 방법

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2-1>은 부르고뉴(Bourgogne)  지방에 위치한 프랑스 최초의 에코뮤지

엄 르 크뢰조 몽소레민(Le Creusot Montceau-les-Mines)의 코어박물관과 새틀

라이트의 관계이다. 과거 본부와 지역유산 간 상하관계로 운영되었던 에코뮤

지엄은 현재 대등한 관계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의 변화도 유의미하다. 

1972년 정부 주도로 조성된 이후 1974~2011년 에코뮤지엄협회 운영, 현재(2012

년 1월 27일 이후)는 33개 마을연합이 운영·관리 하고 있다18). 

17) Ohara Kazuoki, Eco Museum Eno Tabi, 김현경(역),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서울: 아르케, 
2008)

18)  류설아, 변화의 길목에서 에코뮤지엄을 만나다: 4.선진 사례에서 찾은 에코뮤지엄 요건(2),『경기일
보』 (201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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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르 크뢰조 몽소레민 사례와 같이 전 세계 에코뮤지엄의 구조는 수평적

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수평적인 구조 아래 주민들의 자유로운 상상이 더해져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에코뮤지엄이 조성되고 있다. 

<그림 2-1> 르 크뢰조 몽소레민 에코뮤지엄 조직관계도

3. 에코뮤지엄의 유산

1990년 퀘백 출신 예술가 르네 리바르(René Rivard)19)는 박물관과 에코뮤지

엄을 비교했다. 건물에서 소장품을 전시하고 전문가에 의해 큐레이팅(curating)

되는 전통적 박물관과 달리 에코뮤지엄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유산과 주

민의 기억을 전시하는 열린 박물관이라고 정의하였다.

전통적 박물관 = Building + Collections + Experts + Public

에코뮤지엄 = Territory + Heritage + Memory + Population

<표 2-2> 르네 리바르의 정의

르네 리바르의 주장처럼 에코뮤지엄은 지역유산을 건물에 가두어 보존하는 

19) René Rivard는 퀘백 출신의 예술가로 1978년 Museart 박물관 컨설턴트, 유네스코와 ICOM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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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통적 박물관의 개념을 넘어 지역과 유물이 만들어지는 유·무형의 과

정까지 포함한다. 다시말해 에코뮤지엄에서 유산은 주민들의 삶과 전통, 주민

들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에코뮤지엄의 유산 개념  

4.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문화경관은 1992년 제1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장한 새로

운 유산 개념이다. 1994년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문화경관을 

오랜 시간 환경의 물리적 압력과 사회·경제적 문화 압력 하에 인간과 정주지

가 진화한 ‘인간과 자연 합작의 소산’으로 정의했다. 이후 문화경관에 대한 

논의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2011년 문화경관의 개념은 역사도시경관20) 

개념으로 확장되었다21). 문화경관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적인 추세이다. 과거 

20) 2005년 비엔나 회의에서 ‘역사도시경관(Historic Urban Landscape)’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21) 채혜인, 박소현, “문화유산 국제보존원칙에서 나타난 역사도시경관의 보존개념”, 『대한건축학
회』, 31(2), 2015, 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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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건축물과 유물 중심의 개별 문화재 보존 방식에서 문화재를 둘러싼 환

경, 지역주민의 삶의 방식과 변화 등 문화경관의 보전 논의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오브젝트(object) 중심의 점적(点的)인 보존(preservation)

에서 지역의 문화와 환경 중심의 면적(面的)인 보전(conservation)으로 보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22).

<그림 2-3> 문화재 보전 패러다임의 변화

5. 문화경관과 에코뮤지엄

문화경관의 가치와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 문화유

산 보존 관점은 유지되고 있다. 에코뮤지엄은 이러한 보존과 보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핵심 개념이다23). 유럽에서는 일찍이 박물관이 장소와 지역사회

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벽 안팎의 보존된 문화유산을 전파할 수 있는지 

고민해왔다. 이러한 끝없는 유럽의 고민은 에코뮤지엄 계획과 연구로 이어졌

고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문화경관’과 ‘에코뮤지엄’을 주제로 

ICOM(국제박물관협회)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24)25). 포럼에서는 박물관의 

향후 미래를 전망하고 에코뮤지엄 관련 사례들과 문제점을 논의했으며 전 세

22) 장은지 역사문화경관과 도시의 유기적인 연결·관리 방안2,『도시미래신문』 (2016년 04월 25일)

23) Raffaella Riva, 『Ecomuseums and cultural landscapes』, P.43

24) ICOM Milano 2016

25) http://network.icom.museum/icom-milan-2016/ (검색일: 2020.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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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에코뮤지엄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DROPS)이 제한되기도 했다. 유럽은 급

격한 도시 발전 속에서 지역의 고유한 서사를 외면하지 않고 변화하는 경관 

위에 더해지는 현대적 표현들을 에코뮤지엄을 통해 담아내고 있다. 유럽 내 

에코뮤지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500여개가 넘는 에코뮤지엄

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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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에코뮤지엄의 사례

1. 아시아 에코뮤지엄

1972년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에코뮤지엄 개념은 르 크뢰조 몽소레민 에

코뮤지엄(Ecomusee Le Creusot, Montceau-les-Mines)을 시작으로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번지기 시작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 지역은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다각도로 적용

해 왔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한 나라는 일본이다. 

1974년 ‘환경박물관’으로 처음 소개된 에코뮤지엄 개념은 1990년대부터 본

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56개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에코뮤지엄 개

념이 처음 등장했다. 1998년 노르웨이의 지원을 받아 구이저우성(貴州省) 류즈

특구(六枝特區)에 중국 최초의 에코뮤지엄, 소가먀오족생태박물관((梭嘎苗族生

態博物館)이 조성된 이후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산간오지 지역에 차례

대로 생태박물관을 조성됐다26)27). 소가먀오족생태박물관 건립과 노르웨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중국은 에코뮤지엄의 건립과 운영의 핵심 개념, ‘류즈원칙

(六枝原則)’을 세웠다. 지역 전통문화 보전과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작성된 

‘류즈원칙’은 중국 생태박물관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었지만 중국 당국의 

하향식 개발 방식과 소수민족 문화경관의 단순한 관광상품화 방식의 운영으로 

원칙은 지금까지 공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 중 에코뮤지엄 개념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온 일본 에코뮤지엄 조성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와 문화적, 사회적 구조가 유사하여 빈번하게 분석되는 유럽의 사례보다 현실

26) 현재 중국 내 소수민족을 주제로 한 생태박물관은 구이저우성 4개, 광시좡족자치구 10개, 윈난성 1
개, 네이멍구자치구 1개, 총 16개가 조성되어 있다.

27) 노시훈, “생태박물관과 박물관 기능의 확대”,『용봉인문논총』,47(3), 2015, 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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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적용가능성이 높으며 분석된 자료가 향후 활용될 가능성 높다. 또한 스칸

디나비아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산형 모델28)(fragmented model)을 채택한 

중국 에코뮤지엄과 달리 일본은 1998년부터 프랑스 모델을 활용해 각 지역으

로 보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구조가 비슷하고 연관성이 높다29). 현재 일본 

에 조성된 에코뮤지엄과 관련 기관은 117 개로 추정된다30). 이중 지역 커뮤니

티가 에코뮤지엄을 발전시켜온 일본의 아사이마치(朝日町)에코뮤지엄, 히라노

(平野)에코뮤지엄, 미우라(三浦)에코뮤지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 에코뮤지엄의 개요

일본은 짧은 시기에 경험한 고도 경제 성장과 불황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다

양해지고 삶과 생활환경의 질적 추구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자연환경과 지

역사회·문화 보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종래의 획일적인 개발 관습에서 

벗어난 에코뮤지엄 개념의 등장배경이 되었다. 이후 1995년 일본에코뮤지엄협

회(JECOMS) 창설, 1995, 1996, 2003년 일본에서 개최된 에코뮤지엄 국제심포지

엄은 촉매제가 되어 단시간에 일본 전역에서 에코뮤지엄이 계획되었다. 최근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2019 세계박물관대회’를 교토에서 개최해 역사자

원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박물관의 지역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고 있다. 

일본의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만들어지지만 운영은 관에 

의한 것으로 전제된다. 이는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그라운드

워크트러스트(groundwork trust), 프랑스의 에코뮤지엄(ecomuseum)과는 다른 

구조로 일본만의 에코뮤지엄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8) 분산형 모델은 넓은 지리적 공간에 분산되어 있는 유산들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델이
다. Hamrin(1996)은 분산형 모델은 구두 증언, 사진, 오브제를 보관하며 관광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
는 접견실이 존재하는 등, 프랑스식 모델과는 달라 스칸디나비아식 에코뮤지엄 모델(Scandinavian 
ecomuseum model)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9) Peter Davis, Ecomuseums: A Sense OF Place, Continuum, 2011

30) 가즈오키 오하라의 2012년 논문에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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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

일본 에코뮤지엄의 발전 과정은 태동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총 네 단계

로 나눌 수 있다.

(1) 태동기 

 일본에서 박물관 안팎의 지역자원 보존을 위한 개념은 1950년대에 처음 등

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단일 역사 건물과 연속성 있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등장한 위 개념은 야외

박물관(Open-air Museum)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1956년 오사카 인

근 오래된 목장과 관련된 야외박물관(Open-air Museum of old Japanese Farm 

Houses) 조성을 시작으로 도쿄 외각 니혼미카엔 박물관, 요코하마 산카이엔 

정원 박물관, 삿포로 홋카이도 역사 마을 박물관 등 일본 각지에서 차례대로 

조성되었다. 야외박물관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 자국관광객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장소이다. 일본에서는 야외박물관이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에서 나타난 에코뮤지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엄

격한 에코뮤지엄의 발전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31). 그러나 전문화된 지

식정보 전달이 아닌 전통 생활양식과 주거양식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에코뮤지

엄의 근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에서 에코뮤지엄 개념이 성장기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에코뮤지엄 발전과정의 첫 

단계로 설정했다.

(2) 도입기 

1974년  쓰루타 소이치로(Soichiro Tsuruta) 교수가  1972년 덴마크 코펜하겐

에서 열린 국제 박물관 컨퍼런스를 일본에 소개하는 중에 에코뮤지엄 개념을 

31) Kazuoki Ohara, Atsushi Yanagida, “ Ecomuseums in current japan and Ecomuseum network of 
miura peninsula”, 200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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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언급했다. ‘환경박물관’, ‘생태박물관’으로 처음 소개된 에코뮤지엄

은 생태학에 중점을 둔 박물관의 한 범주로 인정받았을 뿐 지역 개발 활동 측

면에서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32).

(3) 성장기

 1980대 에코뮤지엄 개념은 지방도시의 활성화 개념으로 다시 등장했다. 당

시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대도시, 지방도시 할 것 없이 경제력이 약화되

었고 특히 지방은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농촌의 과소화 현상과 공

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해당 시기에 추가적인 설비 없이 기존 지역

의 문화유산으로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에코뮤지엄 개념의 등장은 당연

했다. 이후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활

성화의 동인이 될 수 있었던 에코뮤지엄 계획은 지방도시와 농촌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George F. Macdonald(1987) 교수에 따르면 일본이 단시간에 에코

뮤지엄 계획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100여개가 넘는 야외박물관(Open-air 

Museum)이 도시외곽에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역할을 증명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33). 

(3) 성숙기 

1990년대에 들어 공공기관은 에코뮤지엄을 지역개발 핵심 개념으로 인식하

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에코뮤지엄 사업을 적극 도입한다. 지자체는 에코뮤지

엄 창설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의 그룹을 결성하며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당시까지 공식적인 에코뮤지엄 관련 제도와 체제가 없어 독

립된 조직이 형성되지 않았고 당시 형성된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

락사무소에 불과했다34).

32) 여경진, 주영민, “일본 에코뮤지엄의 형성과 목적”, 『한국농촌관광학회』, 14(1), 2007, p.120

33) George F. Macdonald, “The future of museums in the global village”, 『Museum International』
39(3), 1987, 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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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998년 전원공간박물관 실시 지구

관이 공식적으로 계획한 사업은 <그림 2-4>, 농림수산성의 ‘전원 공간 박물관(田

園空間博物館)’ 사업이다. 1998년 ‘21세기 전원의 힘을 즐기자’라는 문구로 시작

된 사업은 ‘물’, ‘흙’, ‘마을’이 만들어낸 농촌의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전통

적인 농업경관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계획이다. 본 사업은 농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

하고 지역의 문화경관을 홍보하고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 주도의 

단순한 물리적 개선이었을 뿐 활동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50

여 개 지역35)이 선발돼 개발되었고 현재 56개 지역에 전원공간박물관이 존재한다36).

현재 일본은 과거 행정기관 중심의 에코뮤지엄 계획에서 커뮤니티형 계획으로 변

화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이다.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연구자의 리서치가 기

반이 되어 계획되고 있으며 과거 마을 단위 계획과 달리 지리적 경계를 넘어 문화적 

연결을 통한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다. 

34) Kazuoki Ohara,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ecomuseums in japan” in papers of 
international ecomuseum forum,guizhou, china, chinese society of museums, p.184-191

35) 신현요,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4 재인용

36)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j/nousin/sousei/den-haku/g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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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에코뮤지엄 사례

(1) 아사이마치(朝日町) 에코뮤지엄

① 연혁

아사이마치는 일본 최초의 에코뮤지엄이 탄생한 지역이자 1995년 에코뮤지

엄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 장소이다. 야마가타현 중심에 위치한 아사이마치

는 모가미강(最上川)이 마을을 관통하면서 만든 비옥한 평야와 사과로 유명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과거부터 정치의 중심지(간사이 지방)와 멀리 떨어져 있어 발전보다는 벼농

사가 중심이었던 마을은 일본의 고도성장과 태평양 벨트37)가 조성되면서 빠르

게 인구 과소화 현상을 겪게 된다. 이에 지자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1년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1988년 여름에는 너도밤나무 숲의 자연을 체험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사이자연관’이 조성된다. 지역경관과 자연을 활용한 지

자체의 계획은 당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고 이는 에코뮤지엄 도입의 계기

가 된다. 1989년 마을에서 선출된 18명의 위원과 전문가 38명은‘즐거운 생활

환경관(生活環境館), 에코뮤지엄 마을’만들기 계획을 구상하였고 1991년 아사

이마치 에코뮤지엄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도쿄 인근 미우라 에코

뮤지엄에서 프랑스식 에코뮤지엄 모델이 도입되면서 코어센터, 창유관(創遊館)

이 건립되었다38).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 설립 과정의 특징은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와 함께 고

민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일찍이 지역의 자연경관, 지역유산 등의 환경의 가

37)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축으로 미나미칸토 지방에서 기타큐슈 지방까지를 연결한 일련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미나미칸토에서 기타큐슈에 걸친 도시군(메갈로폴리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38) 방한영, 최효승 “농촌활성화정책과 지역통째로 박물관, 에코뮤지엄”, 『한국농촌건축학회』, 4(3), 
2002,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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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인식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생을 근본으로 하는 에코뮤지엄 계획의 참여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상징하는 ‘공기신사(空気神

社)’의 조성 과정에서 나타난다. 온전히 마을주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진 공기

신사는 마을 너도밤나무 숲 한가운데에 마련된 사방 5m 스테인리스 판 거울

로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공기를 감사하는 기념비이다. 이러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아사하마치 에코뮤지엄이 조성되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1988년 지역활성화를 위한 아사이 자연관 조성

1989년
‘즐거운 생활환경관, 에코뮤지엄 마을’ 계획 구상

‘공기 신사’ 조성

1990년
NPO 법인 아사이마치 에코 박물관 협회 출범

‘공기 신사’ 조성

1991년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 종합개발기본 구상

1995년 에코뮤지엄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00년 코어센터 창유관(創遊館) 오픈

<표 2-3>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 연혁

.② 운영방식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은 대부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사과와 포

도 관련 주요 관광지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음에도 에코뮤지엄의 대

표적인 관광지로 소개되며 단순히 에코뮤지엄을 지역 홍보 방안으로 활용한

다. 에코뮤지엄의 기존 이념과 달리 지자체 중심의 운영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요소로써 높

게 평가한다39).

 세부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아시이마치 에코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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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협회가 하고 있다. 협회는 각종 심포지엄, 전시회, 지역유산 발굴 등의 종합

적인 학습을 지원 하고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로써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특히 지역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안내인회는 주민들이 직접 학예원이 되어 

관광객들을 가이드하고 매년 자체적으로 ‘아사이마치 마을 미니기행’을  개

최한다40). 

조    직 안내인의 모임(まちの案内人)

설립년도 1999년 8월

구    성 아사이마치 읍민, 아사이마치 출신의 20 명

현    황
매년 1,000 명 이상의 관광객 안내

‘아사이마치 마을 미니기행’ 자체 개최

이용요금
1시간 2000엔, 3시간 4000엔,  6시간 6000 엔

(수수료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이드에게) 

이 미 지

 

<표 2-4> 안내인의 모임 개요

 (출처 : 홈페이지 내용 바탕으로 재구성)

 ③ 활동내용

아사이 에코뮤지엄은 1개의 코어센터와 1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자연, 역사, 문화재, 산업으로 분류된다. 

39) Peter Davis, “Ecomuseums and the Democratisation of Japanese Museology”,『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0(1), 2004, p.93-110

40)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http://asahi-ecom.jp/ (검색일: 2020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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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 내용

코어센터 창유관(創遊館) 

자 연

계단식 논(椹平の棚田) 일본 계단식 논 100선 선정

아사이 산맥(朝日連峰) 반다이 아사히 국립공원

이오가와 협곡(五百川峡谷) 모가미강의 아름다운 급류

오누마 우기시마(大沼の浮島) 호수 위 부유식물의 신비

아사이강 10경(朝日川十景) 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

너도밤나무 숲(ブナの森) 나무타기 체험이 가능한 원시림

이햐쿠가와 성터(五百川城跡) 우에스가와 모가미가의 전쟁 전설

역 사

오오타니(大谷) 스가와라미치 자손이 이주한  장소

모가미강 뱃길(最上川舟道) 국내 최대, 대토목 공사

오스미 유적(大隅遺跡) 일본 최초의 구석기 발견 장소

카미가와라산과 조몬유적 현 내 유일의 조몬 역사유적

문화재

구명경교(旧明鏡橋) 토목유산 

구3중분교(旧三中分校) 현 내 유일, 메이지 3층 목조 건축물

사타케주택(佐竹家住宅)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공기신사(空気神社) 공기와 자연을 위한 신사

산 업

세계의 사과원(世界のりんご園) 130년 경험으로 만든 사과

아사이 와인(朝日町ワイン) 지역의 고품질 포도로 만든 와인

타조 산업(ダチョウ) 저지방 철분 고기

꿀과 양초공방(ハチミツと蜜ろうそく) 아사이마치 양초와 꿀

<표 2-5> 아사이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또한 공기신사 축제(空気まつり), 오타니 풍신축제(大谷の風神祭). 신주쿠 

약사 축제(新宿薬師まつり), 등 다양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8월 

31에 열리는 풍신축제는 풍수해를 진압하고 풍작을 기원하는 축제로 250년 전 

시작된 역사 깊은 마을 축제이다.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한 ‘아사이마치 보물찾기’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자연

과 문화, 역사 등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약 

1,000여 점의 보물이 발견됐고 그 중 19개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보물들은 관련 내용과 주민들의 에피소드를 적어 코어센터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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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다. 보물들은 전시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외부로 전달된다. 

매달 1일 발행되는 ‘에코뮤지엄소식(エコルームたより)’에는 지역의 보물, 

장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당월 열리는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

다. 또한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 사진 콘테스트’,‘풍신축제 심포지엄’, 

‘아사이마치 역사적 건축물 심포지엄’ 등의 이벤트를 열어 외부인과 함께 

마을의 보물들을 고민하고 알리고 있다41).

<그림 2-5> 마을 보물 <그림 2-6> 에코뮤지엄소식 <그림 2-7> 풍신축제

자료: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http://asahi-ecom.jp/

④ 시사점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은 최초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지역연구와 지역유산 스토

리텔링을 통해 끊임없이 지역 유무형의 유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팜플렛 제작,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외부인과의 소통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비록 지자

체 주도로 운영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삶이 관광지에 조명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객을 가이드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아사히마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더해진 독특한 일본식 에코

뮤지엄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일본 지역활성화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41)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http://asahi-ecom.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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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라노(平野) 에코뮤지엄

① 연혁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일본 에코뮤지엄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헤이안 시대에 조성된 히라노는 오사카시 히라노 구 중심

부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마을이다. 1300년 전 구획된 가로구조와 마을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든 환호, 일본 최초의 사립학교, 정원, 여름축제 등 역사와 문화

가 풍부한 마을이다. 

 히라노 마을의 보전에 관한 논의는 1980년 9월 타니쵸선의 개통에서 시작

되었다. 구전철선이 폐지되면서 철거되는 남해평야역사를 보호하고자 ‘히라

노 마을 만들기를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됐다. 당시 ‘마을 만들기’라는 개

념이 전무했던 일본에서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생각하는 모임’은 

선구적인 시민 모델이다. 

 세코우지 사원의 승려 카와구치(良仁川口)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임’

은 1983년 ‘경관협약운동’, 1986년 ‘마을 한 바퀴 투어’, 1986년 상가종합

조사 등의 지역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1993년 ‘마을 전체가 박물관’이란 개

념 아래 히라노 에코뮤지엄을 조성했다42). 

1980년 ‘생각하는 모임’ 결성

1983년
역사적 경관 지키기 운동(경관 협약 운동)

‘마을 한 바퀴 투어’ 시행

1986년 마을 상점가 종합 조사

1991년 ‘모내기 축제 보존회’ 결성

1993년 ‘마을 전체가 박물관(에코뮤지엄)’ 7개관 오픈 

1999년
‘히라노 지역 희망 계획43)’(15년간 6억 엔 교부)

독일 함부르크 Groß Meckelsen 마을과 국제교류

2000년 ‘상점가 가이드라인’ 작성

<표 2-6> 히라노 에코뮤지엄 연혁

42) 히라노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http://www.omoroide.com/ (검색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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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방식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지자체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들이 조직한 ‘생

각하는 모임’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밤 정기 회의를 

가지는 모임은 회장도, 회칙도, 회비도 없는 독특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불

필요한 행정조직을 만들지 않고 오직 주민들의 의지와 자선적인 참여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임의 가장 큰 목표는 ‘적당히 하자’이다. 무리없이 주민들

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당히 하자’라는 목표는 지금까지 히라노 에

코뮤지엄이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생각하는 모임’은 주민의 재능과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연구함으로써 마

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히라노 술’, ‘히라노 사탕’, 

‘히라노 곤약’, ‘히라노 술만두’ 등의 지역음식이 개발하였고 1991년 사

라진 ‘모내기 축제’를 복원하여 2008년 무형 국가 지정 민속 문화재로 등재

시켰다. 그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찾는 동안 마주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마을 만들기의 시작이라고 말한다44).

조    직 히라노 마을 만들기를 생각하는 모임(平野の町づくりを考える会)

시작년도 1980년 9월

구    성 지역유산·문화를 보존하는 지역주민 연합

내    용

·3 원칙 : 회장·회칙·회비 없음

·정  신 : “재미있는 것을 적당히 하자”

·정례회 : 매월 셋째주 금요일 밤

이 미 지

 

<표 2-7> 생각하는 모임 개요

     (출처 : https://blog.goo.ne.jp/nietaazuki)

43) 히라노 역사경관 보전을 위해 오사카와 히라노 주민이 협력한 계획.(1999~2014)

44) 히라노 마을 주민 블로그(https://blog.goo.ne.jp/nietaaz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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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동내용

히라노 에코뮤지엄에는 15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매년 8월 네 번째 

일요일에는 ‘보물 발견 스페셜 마을 전체가 박물관’축제가 개최되어 주민 

자체적으로 개인의 집을 개방하여 특별전시관을 오픈한다. 

프로그램 내용

작은 수레 박물관

(ちっこいだんじり館)
축제를 위해 매년 지역주민들이 만든 수레를 전시한 박물관 

칼 박물관

(かたなの博物館)

3대째 일본도 가업을 이어온 마즈히토 아키라씨의 이야기

와 일본도를 전시한 박물관

퍼즐찻집

(パズル茶屋)

쿠로다 마코토씨가 모은 100종류 이상의 퍼즐을 전시한 

박물관 (커피와 퍼즐을 즐길 수 있음)

일반 영상 자료관

(平野映像資料館)

마쓰무라 쵸지로씨가 40년 동안 마을을 기록한 영상과 사

진을 전시한 박물관

자전거 가게 박물관

(自転車屋さん博物館)

1953년부터 가게주인이 직접 만들어온 300여 종의 자전거

를 전시한 박물관

유령박물관

(幽霊博物館)

오사카 최대 목조 건축물, 대념불사와 유령이 남기고 갔

다는 망년의 편수 등의 족자를 전시 (연 1회 개방)

신문사 박물관

(新聞屋さん博物館)
1889년 개점한 오사카에서 가장 오래된 ‘코바야시’신문가게

생활 박물관

(くらしの博物館)

대대로 부농으로 번창한 츠치모토가의 저택을 이용해 옛 

생활용품을 전시한 박물관 (음식 제공)

수호신의 숲 박물관

(鎮守の森博物館)
숲과 800년 된 녹나무가 있는 자연박물관

막과자 가게 박물관

(小さな駄菓子屋さん博物館)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전흥사와 막과자와 장난감이 진열

된 박물관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는 그림연극 공연)

일본과자 박물관

(和菓子屋さん博物館)
3대째 이어온 과자 가게 박물관

히라노 소리 박물관

(平野の音博物館)
지역의 소리를 모아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박물관

우체국 박물관

(ゆうびん局博物館)
1973년 개점한 우체국. 메이지 시대의 우표, 통장 등 전시

커피 박물관

(珈琲屋さん博物館)

개점한 뒤 13 년 만에 박물관으로 리뉴얼한 커피점 

(음식과 커피가 제공)

부뚜막 박물관

(へっついさん博物館)

가스와 전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뚜막 박물관

(히라노곤약 등 식사 가능)

<표 2-8> 히라노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출처 : 히라노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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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의 가업과 특기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유무형

의 가치를 프로그램화 하고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 

지도는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되어 관광객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

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찾아주세요(探してくださ

い)”, “망설여주세요(迷ってください)”, “ 헤매면 마을 사람에게 물어 주세

요(迷ったら町の人にたずねてください)”문구처럼 주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을 유도한다. 히라노에서는 이같은 과정을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느낀다고 하여 ‘감풍’이라고 말한다45).

<그림 2-8> 마을 전시관 <그림 2-9> 마을 프로그램

<그림 2-10> 마을지도(1) <그림 2-11> 마을지도(2)

(출처 : https://blog.goo.ne.jp/nietaazuki)

45) 히라노구 마을주민 블로그, https://blog.goo.ne.jp/nietaazuki (검색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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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사점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지자체의 개입 없이 온전히 주민들의 고민과 기획으

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지속적인 교

류를 통해 유형적 역사자원과 지역의 기술, 지혜 등의 동시대적 무형 자원을 

보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지역의 소리를 수집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전시는 인상적이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관계적 그물을 만듦으로

써 외부인을 마을 참여자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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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우라(三浦) 반도 에코뮤지엄

① 연혁

 가나가와 현 남동쪽에 위치한 미우라 반도는 바다와 낮은 구릉, 숲 등의 

자연경관이 풍부한 농어촌 지역이다. 1998년 미우라 반도의 아름다운 자연경

관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가나가와 재단(K-FACE: kanagawa 

foundation for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에 의해 에코뮤지엄 개념이 처

음 도입되었고 2005년 본격적으로 마루하쿠 연락 협의회(MARUHAKU liaison 

council of Ecomuseum Miura Peninsula)46)를 중심으로 미우라 에코뮤지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미우라 반도 에코뮤지엄은 기존 일본 에코뮤지엄과는 차별화된 계획을 시도

하였다. 일본 최초로 프랑스식 에코뮤지엄 구조47)를 사용했으며 기존 마을단

위의 계획이 아닌 문화적 공통성을 가진 요코스카시(横須賀市), 가마쿠라시(鎌

倉市), 즈시시(逗子市), 미우라시(三浦市), 하야마마을(葉山町) 4개 지역과 1개의 

도시를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해 계획했다48). 

② 운영방식

미우라 반도 에코뮤지엄은 코어박물관과 각 지역의 위성박물관에 의해 운영된

다. 코어박물관인 마루하쿠 연락 협의회는 위성박물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관광객과 주민들이 지

역을 포괄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위성박물관은 코어박물관과 수평적인 구조로 

지역의 고유한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6) ‘maru’의 의미는 ‘전체’, ‘haku’의 의미는 ‘뮤지엄’으로 합쳐서 마루하쿠(maruhaku)라고 
불린다.

47) 미우라 반도 에코뮤지엄은 코어 박물관과 위성 박물관으로 나뉜다. 

48) Kazuoki Ohara, “Reforming local activities into one community: making local identity by 
ecomuseum in Miura peninsula,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comuseums and community 
museums』, 2012.6,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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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활동 조직

미우라반도

(三浦半島全体)

교육자연과학 연구회 (教育自然学研究会)

미우라 반도 활단층 조사위원회 (三浦半島活断層調査会)

미우라 반도 자연 보호 협회 (三浦半島自然保護の会
미우라 반도의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三浦半島の文化を考える会)

요코스카 '물과 환경'연구회 (横須賀「水と環境」研究会)

다카토리산 일대

(鷹取山一帯)
다카토리산 자연 관찰회 (鷹取山自然観察会)

요코스카시

(横須賀市全体)

요코스카 걷기 협회 (横須賀市全体が活動エリア)

요코스카 역사 연구회 (横須賀歩け歩け協会)

요코스카 학회 (横須賀学の会)

요코스카 도시 가이드회 (NPO法人よこすかシティガイド会)

요코스카 서포터즈 (NPO法人よこすかバートナーシップサポータース)

하야마마치

(葉山町全体)

오션 패밀리 해양 자연체험센터 (NPO法人オーシシャンファミリー海羊自然体験センター)

하야마 환경패밀리 (NPO法人環境ファミリー葉山)

하야마 환경을 지키는 모임 (葉山の環境を守る会)

사루시마

(猿島)
사루시마공원 가이드 협회 (猿島公園専門ガイド協会)

모스카시

(模須賀市西)

녹나무 에코뮤지엄 협회 (おおくすエコミュージアムの会)

츠쿠이의 자연을 지키는 모임 (津久井の自然を守る会)

코아지로노모리

(小網代の森)
코아지로노모리의 숲과 갯벌을 지키는 모임 (小網代の森と干潟を守る会)

유호

(油壺)
녹색유호를 지키는 모임 (緑の油壺を守る会)

미우라시

(三浦市全体)

마치켄 삼미회 (まち研三美会) 

미우라 관광자원봉사 가이드협회 (みうら観光ボランティアガイド協会)

<표 2-9> 소중한 친구들 활동 지역(とっておきの仲間たち 活動エリア)

(출처 : 미우라 반도 통째로 박물관 연락 회 가이드 북)

미우라 반도 에코뮤지엄은 오랜 시간 같은 문화와 공간에서 살았음에도 서

로를 몰랐던 위성박물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하며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미우라 반도의 문화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하고 있다. 즉, 미우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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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지엄은 과거 개별적 프로그램이 운영되던 ‘테마 지향 공동체’에서 미우

라 반도를 하나의 문화적 영역으로 묶은 ‘지역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 

③ 활동내용

미우라 반도 에코뮤지엄의 각 위성박물관은 바다와 해안, 숲과 자연, 역사와 

생활문화, 농어업과 상공업 등의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한 코어센터 마루하쿠 연락 협의회는 위성 박물관과 지역민을 위한 투어와 교

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

로 캠프, 이벤트, 정기적 프로그램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49). 

분류 내용

자연환경

예부터 경관이 아름다워 동서양 작가들의 그림, 소설, 노

래 등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 미우라 반도는 반도적 특

성으로 자연 환경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

역 사

야요이 시대의 조개껍데기 무덤, 미우라 일족의 역사, 일

본 근대화의 시작점, 세계2차대전 등 풍부한 역사적 자료

와 볼거리 제공

문 화
해수욕 외에도 윈드서핑, 카약 등의 활동들을 즐길 수 있

으며 특히 온화한 기후와 얕은 파도로 인기가 많음

농어업
농업(배추, 무 , 수박 등)과 어업(일본에서 손꼽히는 참치 

수확 장소) 발달 

<표 2-10> 미우라 반도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내용

   (출처 : Kazuoki Ohara, 2006)50) 

49) 손지영, “미술 감상 프로그램 실태 조사: 에코뮤지엄 개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50) Kazuoki Ohara, Atsushi Yanagida, “Ecomuseums in current japan and ecomuseum network of 
miura peninsula”,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comuseums and community museums』, 
2004.9, Rio de jan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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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사점

미우라 반도 에코뮤지엄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타 에코뮤지엄

과 달리 1998년, 2003년, 2004년 전문가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더해져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전문가-지역주민 참여’모델이다. 또한 코어

박물관과 위성 박물관 간의 주종적 모델이 아닌 수평적 모델을 지향하는 등 

일본의 선도적인 에코뮤지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우라 반도 에코뮤지엄은 미우라 반도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위성박물

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지역공동체 개념을 

도입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사례이다.

<그림 2-12> 카약 프로그램 <그림 2-13> 겨울 철새 관찰 프로그램

<그림 2-14> 위성박물관 네트워킹 투어(1) <그림 2-15> 위성박물관 네트워킹 투어(2)

(출처 : 녹나무 에코뮤지엄 협회 블로그 http://okusu-ecomuseum.seesa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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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에코뮤지엄 사례

(1) 경기만 에코뮤지엄

① 연혁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2016년 경기도와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3개의 지자체

가 만나 경기만 일대의 특수한 문화와 자연, 역사 유산을 발굴하여 경기만 고

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다. 2018년 초에 조성

된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안정화 단계를 거쳐 현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

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② 운영방식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각 지자

체에 위치한 연구회에 의하여 운영된다. 운영위원회는 에코뮤지엄의 여러 사

업들을 추진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역거점기관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보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

며 관련 정책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

분류 내용

시흥시

바라지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역민간협의체로   

    매월 한 차례 정기모임

·지역자원 연구 및 보전방안 모색/ 정책 제안 

시흥 에코뮤지엄 

연구회 (2기)

안산시

선유락 (내륙) ·안산 시내 지역과 대부도 일대 두 개의 거점 시설 조성

·지역문화와 역사 문화를 기초로 한 주민주도형 에코  

  뮤지엄 사업 추진

대부도 

에코뮤지엄 

운영위원회

화성시 공생해
·화성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매월 한 차례 정기모임

·제부도와 매향리를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표 2-11> 경기만 에코뮤지엄 연구회 (지역거점기관)        (출처 : 경기만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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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활동내용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6개의 ‘거점센터’와 20개의 ‘작은 에코뮤지엄’(위

성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에 위치한 거점센터는 마을축제, 전시, 

작은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51). 

분류 내용

시흥시

거점센터 시흥 소금창고, 시흥 곰솔누리 숲

작은 에코뮤지엄

갯골 에코뮤지엄, 연꽃문화공원 에코뮤지엄, 호조벌 에코

뮤지엄, 오이도·월곶·배곧 에코뮤지엄, 시흥내륙 에코

뮤지엄

안산시

거점센터 안산 구 대부면사무소, 안산 선감역사박물관

작은 에코뮤지엄

시화호 에코뮤지엄, 대송습지 에코뮤지엄, 상동 에코뮤지

엄, 선감도 에코뮤지엄, 고랫부리 에코뮤지엄, 누에섬 에

코뮤지엄, 풍도 에코뮤지엄, 그리움 에코뮤지엄, 

화성시

거점센터 화성 제부도 아트파크, 화성 매향리스튜디오

작은 에코뮤지엄

제부도 에코뮤지엄, 당성 에코뮤지엄, 서신 에코뮤지엄, 

궁평항 에코뮤지엄, 매향리 에코뮤지엄, 우음도 에코뮤지

엄, 송산·발안·조암 에코뮤지엄

<표 2-12> 경기만 에코뮤지엄 거점센터&위성박물관

(출처 : 경기만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 선정 보도자료 & 경기만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또한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그동안의 지역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만 일대의 보

존해야할 지역자원 100선을 선정하였다. 자원의 성격에 따라 8개52)의 카테고

리로 분류된 ‘경기만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은 자연유산, 역사유적 등 

유형적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명운동, 근현대사 시민활동, 현존 인물 

등 무형적 자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53). 

51) 경기만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http://ecomuseum.kr (검색일: 2020.04.02.).

52) 산업과 생산, 역사와 문화, 여행길, 자연, 축제, 생명·평화 운동, 경기만의 사람들, 기타

53) 경기창작센터, “경기만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 선정 보도자료”,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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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사점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과거 단순한 지역활성화 혹은 지역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던 에코뮤지엄 계획과 달리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민과 함께 에

코뮤지엄 개념을 이해하고 지역을 연구하며 지역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또한 지자체 경계를 넘어 경기만이라는 문화적·지리적 공통점

으로 3개의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실행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주민들의 삶과 무형적 가치를 보

여주는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경기만이라는 공통의 문화 아래 조성

되었지만 지역 간의 네트워킹이 부족하여 공통된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기 어

려우며 프로그램 참여시 개별 지역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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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례분석의 종합

1. 사례분석

지금까지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발전시켜 온 일본과 국내의 에코뮤지엄 사례

를 살펴보았다. 

일본 최초의 에코뮤지엄인 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고 운영한 사례이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역 연구와 지역유산 발굴, 관광객 가이드 등 지자체 중심의 계획에 주민의 

참여가 더해지면서 독특한 일본식 에코뮤지엄 구조가 형성됐다.

반면 지자체의 개입 없이 온전히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히라노 에코

뮤지엄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노력으로 에코뮤지엄을 발전시켜가고 있

다. 특히 과거의 유형적 지역자원뿐만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동시

대적 무형 자원을 인식하고 보전함이 인상적이다.

전문가의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더해진 미라노 반도 

에코뮤지엄은 ‘프랑스식 에코뮤지엄 구조’를 최초로 도입하고 일본 내 ‘전

문가-지역주민 참여’모델을 최초로 만든 일본의 선도적인 에코뮤지엄 사례이

다. 기존 마을단위의 활성화 계획을 넘어 반도의 문화적·역사적 유사성을 토

대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통합형 에코뮤지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에코뮤지엄 개념 도입되기 이전 1970~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

와 도시화로부터 안동하회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의 전통 생활양식과 주거양

식을 보전하기 위한 ‘전통마을 계획’이 있었다. 이후 에코뮤지엄. 마을만들

기, 도시재생 등 지역의 문화와 삶,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개념과 계획들이 이

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지역 활성화 마케팅 전략 혹은 과도한 지자체의 

의욕 등의 문제로 단발성 사업으로 행해졌다.

앞서 국내 사례로 소개된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역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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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자원을 연구하고 발굴하며 지속가능

한 에코뮤지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현재 초기 단

계로써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지속적인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참

여가 더해진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에코뮤지엄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에코뮤지엄 운영 시사점

국외

(일본)

아사이마치(朝日町) 

에코뮤지엄

지자체

+ 

지역주민

지자체 주도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더해진 지역활성화 계획

·일본 최초의 에코뮤지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마을홍보

·지역주민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투어 프로그램

히라노(平野) 

에코뮤지엄
지역주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동시대적 무형 자원 보전

·온전한 주민들만의 고민과 기획

·외부인을 마을 참여자로 변화시키는 

  ‘관계적 그물’ 형성

미우라(三浦) 반도 

에코뮤지엄

전문가

+ 

지역주민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한 미우라 반도의 

문화적 정체성 및 공동체 형성

·프랑스식 에코뮤지엄 구조 적용

·전문가-지역주민 참여 모델

·코어센터와 위성박물관의 수평적 구조

국내
경기만 

에코뮤지엄

지자체

+ 

지역주민

지역의 물리적·비물리적 자원에 대한

지자체, 시민, 전문가 단체의 연구 및 활용

·3개의 지자체가 공통된 문화 아래 에코뮤지엄 조성

·에코뮤지엄 구조 및 주민참여 개념 도입

·비물리적 자원 발굴·보전

<표 2-13> 국내외 사례 분석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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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가능한 에코뮤지엄 개념

(1) 지역리더,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조직의 필요성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주민의 주제적인 참여와 운영은 에코뮤지

엄의 계획과 지속적인 운영에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민

협의체는 타 국가에 비해 계획의 이해와 수립과정에서 수동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우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일본의‘아사이마치 에코뮤지엄’ 사례와 

같이 에코뮤지엄 설립 의지를 가진 지역리더와 지자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

영위영회를 조직하여 에코뮤지엄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필요성을 

확대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대상지 통일촌은 정치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참

여가 필수불가결하다. 관련 공공기간과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주

도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더해진 지역활성화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2)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의 균형 잡힌 시각

‘히라노 에코뮤지엄’ 사례의 경우 지역주민의 재능과 지역의 자원을 지속

적으로 발굴하여 ‘히라노 술’, ‘히라노 곤약’등 지역음식을 개발하고 마

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즉, 마을의 외형적 변화와 물리적 가치뿐만 아

니라 무형적 가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과거의 방식, 과거의 유산에 초점을 맞춰온 국내의 지역활성화 계

획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존재와 서사를 제한한 한계를 지녀왔

다. 과거와 현재의 무형적 가치를 연구하고 활용하여 동시대적 공감대를 형성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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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역활성화 계획

‘히라노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프로그램, 전시, 축제 등을 운

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시켜 왔다. 반면 

국내 사례에서 살펴본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경우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 

계획되어 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발

견하기 어렵다. 이는 에코뮤지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대상지 통일촌의 경우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한 법적규제로 신축이 어렵다.

통일촌 내의 기존 건물들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마

을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4) 문화적 공통성 아래 형성된 지역계획

‘미우라 반도 에코뮤지엄’과 ‘경기만 에코뮤지엄’은 법적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공통성 아래 계획되었다. 위성 박물관 간의 지속적인 네

트워크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지역민의 삶은 지형학적 경계를 넘어 문화적 공통성 아래 형성된다. 기존 행

정구역 단위의 계획이 아닌 지역민의 삶이 형성된 전체적 맥락 아래 계획이 

시행되어야 한다. 

대상지 통일촌과 인근 민통선지역은 과거 장단군에 속해져 있던 지역이자 

6.25 전쟁 이후에도 민간인 통제선 안의 제한된 문화에서 함께 살아왔다. 따라

서 통일촌 만의 개별적인 계획이 아닌 서부전선 DMZ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인

식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 계획과 거점 간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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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코뮤지엄 계획의 틀 정립

에코뮤지엄 계획은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점진적,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단계의 단계별 에코뮤지엄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계 계획 내용 수행방법

1 인적자원 분석

·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지역리더,   

    지역 활동가 인터뷰

· 지역자원 발굴

심층인터뷰

2 지역자원 발굴

·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 물리적/비물리적 자원 발굴 

· 지역자원 맵핑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3
에코뮤지엄

구상 및 기획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

·지역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 기획

    - 지역자원 스토리텔링

    - 지역 상품 마케팅

·마을투어 기획 및 지역관광 코스 정비

·인근 지역 관광·체험·교육 프로그램 연결

<표 2-14> 단계별 에코뮤지엄 추진계획

n 1단계 인적자원 분석

에코뮤지엄은 지역별 특수성으로 인해 조성방법과 목적이 상이하다. 특히 

대상지 통일촌은 북한과 인접한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으로 인해 지역주민을 제외

한 외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제한되어 지역리더의 

의견은 일반 농촌마을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지자체와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마을과 인근 지역에 

대한 현황, 기존 마을운영 방향, 향후 추진계획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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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에코뮤지엄 위원회 조직의 기반을 조성하

고 지역주민들의 에코뮤지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하고자 한다.

n 2단계 지역자원 발굴

2단계 지역자원 발굴 및 기획 과정에서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자원을 

파악하고 이후 현지답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통일

촌은 민북마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책, 영상 등 다수의 정보들이 기록되어 

존재한다.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역자원들의 정의와 배경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후 현지답사와 모내기 등의 마을 작업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주

민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헌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마을 자

원과 무형적 자원을 도출하고 자유로운 인터뷰를 통해 에코뮤지엄 조성의 필

요요소와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2-16> 연구자의 지역자원 발굴 모습

n 3단계 에코뮤지엄 구상 및 기획

위 과정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이다. 비물리적 

자원 관련 전시기획, 지역자원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지역상

품 마케팅 등의 물리적, 비물리적자원에 대한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자 한다. 또한 서부 DMZ의 통합적인 에코뮤지엄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코어

센터와 위성박물관을 설정하여 프랑스식 에코뮤지엄 구조를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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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상지 이해 및 지역자원 분석

제1절 파주 통일촌의 이해

1. 민통선과 민북마을

n DMZ와 민통선

1953년 7월 27일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MDL(군사분

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이 설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남과 북은 후방

으로 2km 씩 후퇴함으로써 DMZ(비무장지대, D e-Militarized Zone)가 설정되

었다. 

이후 남한은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남방한계선으로부

터 후방 5-20km의 범위에 CCL54)(민간인통제선, Civilian Control Line/이하 

‘민통선’)를 설정한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와 달리 남한의 의

지로 설정된 비가시적 선으로 군 검문소를 통해 대략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그림 3-1> 비무장지대 개념도

54) 1954년 2월 3일 미 8군사령관이 주민의 영농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 ‘귀농선’이 효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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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 그어진 민통선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

역을 규정한다. 민통선 이북의 통제보호구역을 ‘민북지역’이라고 부르며, 민

북지역 내 민간인 거주지를 ‘민북마을’이라 부른다. 민북지역은 민간인 출

입을 제한하며 민북마을 거주자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55). 

1954년 5월부터 민통선의 효시인 귀농선이 설정되면서 제한적으로 영농을 

위한 출입과 영농 입주가 허가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통선은 군의 영

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당초 설정된 지점에서 점차 북상하기 시작했다. 최근 강원도 내 군사시

설보호구역 6066만㎡ 해제되는(중앙일보, 2020.01.0956)) 등 남과 북의 긴장 완

화와 함께 접경지역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은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민통선 북상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57).

구분 민간인통제선 내용

미8군 AG384.

4호(54.05.11)
귀농선 농토로 적합한 토지는 민간인에게 내어줄 것

군사시설보호법 

(72.12.26)

적과의 

대치선부터 27km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 

제1차 개정

(81.12.31)

휴전선 남방

5km-20km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입제한을 완화

제2차 개정

(93.12.27)

군사분계선

이남 20km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지역사회발전을 도모

제3차 개정

(97.01.13)

군사분계선

이남 15km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

제4차 개정

(07.12.21)

군사분계선

이남 10km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

<표 3-1> 민통선의 조정 연혁

(자료 : 철원군58)(2013), 재구성)

55) 이태희, “GIS를 활용한 민북마을의 분포변화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년

56) 박진호, 6066만㎡ 땅 수갑 풀렸다…군사보호구역 해제된 강원도 환호,『중앙일보』 (2020년 01월09일)

57)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서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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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장단군과 민북마을

경기도 북서부에 위치했던 장단군은 면적 722㎢, 인구 6만 7천여 명으로, 개

성과 한양을 잇는 행정과 교통, 경제의 중심지였다.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격

전지였던 장단군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이후 DMZ에 갇혀 출입이 통제되

면서 남한과 북한의 지도에서 모두 사라진 행정구역이 되었다. 분단 전 장단

군의 중심지는 통일촌 인근의 도라산역59) 부근으로 남겨진 몇 개의 유적만이 

장단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민북마을인 통일촌과 해마루촌에는 장단군 실향민들이 살고 있으며 10월 마

지막 주 일요일 통일촌에서 망향제를 올리며 고향과 친인척을 그리워하고 있

다.

<그림 3-2> 장단군

<그림 3-3> 구 장단역지

<그림 3-4> 구 장단면사무소

(자료: G1강원민방 「장단군, 지도에서 사라진 이름」)

58) 철원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 및 국가지원방안 연구”, 2013,

59) 경의선 장단역이 부설되고 근대적인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장단군청이 도라산리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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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 통일촌

1) 개요

대상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 위치한 통일촌은 군사분계선에서 4.5km 떨

어진 민북마을이다. 통일촌은 1972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적십자 전방사무소 

순찰시 “재건촌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적 시범농촌을 건설하라”라는 지시

에 따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건설한 전략촌이다. 마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

는 나라를 지키자’라는 이스라엘의 농촌공동체 ‘키부츠’모델을 차용해 민

간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대북전선의 기능을 강화하며 민통선 이북의 유휴 경

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파주 통일촌은 철원 유곡리 통

일촌과 함께 건설되었으며 이후 통일촌은 조성되지 않았다.

<그림 3-5> 대상지 위성사진

(자료 : 구글어스 2020.04.08.)

  

 

1973년 장단군 실향민 40가구, 1사단 군 제대 장병 40가구 총 80세대가 통일

촌에 입주하였다. 입주당시 각 세대별로 주택, 논과 밭, 농사를 위한 소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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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되었다. 마을 인근의 농지정리가 끝난 1974년에는 40대의 경운기를 보

조해주는 등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대북선전 및 군사전략요충

지로써 마을주민들은 언제나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총검술, 사격 등의 

실제 훈련을 받았으며 논과 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지뢰사고가 빈번이 발생했

다. 또한 실향 원주민들과 군대를 전역하고 입주한 전국팔도의 주민 간의 단

합도 쉽지 않았다. 풍속과 언어 특성이 달라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했지만 오

랜 시간을 함께 견디면서 현재까지 통일촌 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60).

2) 파주 통일촌의 변화

<그림 3-6> 파주 통일촌 역사 

<그림 3-7> 파주 통일촌 입주식

(자료: 대한뉴스)

<그림 3-8> 통일촌 브랜드마을 개장식

(자료: 경향신문)

60) 경기문화재연구원, 『통일촌마을조사보고서-통일촌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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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민통선이 북상하면서 통일촌을 비롯한 

인근의 민북마을의 수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한때 112개였던 민북마을은 현

재 경기도 4곳, 강원도 4곳 총 8곳이 남아있다61). 대상지 파주 통일촌 인근에

는 북한의 기정동 마을과 함께 1953년에 조성된 대성동마을, 1998년 실향민들

을 위해 만들어진 해마루촌 두 곳의 민북마을이 있다62). 

통일촌은 독특한 지리적 특성과 경관을 활용해 2001년 정보화마을, 2005년 

장단콩 슬로푸드 체험마을, 2013년 DMZ세계브랜드마을로 발전과 변화를 거듭

하면서 대표적인 민북마을로 자리 잡았다.

3) 마을구조

전쟁 전 통일촌 인근에는 집이 몇 채 모여 있었을 뿐 마을은 임진강 인근 

나루터에 조성되었다. 당시 마포와 개성 등을 연결했던 수내나루63)는 상인들

의 활동이 활발했고 마찻길, 주막, 시장 등이 조성되면서 작은 마을이 형성되

었다. 6.25 전쟁 발발과 민통선 설정으로 수내나루를 비롯한 인근 마을은 사라

지게 되었다64). 

1973년 8월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수내나루 인근 산에 통일촌이 조성되었

다. 고도 50m 이상의 주변 지역보다 높은 대지에 건립된 통일촌은 북방한계선 

인근에 건설된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당시 ‘반

공 의식 투철한 통일촌’이라 이름 붙여질 정도로 마을은 대북 선전 효과를 

거두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이주 마을이었다65). 

61) 경기도 : 대성동 자유의 마을, 통일촌, 해마루촌, 횡산리 마을 / 강원도 : 이길리 마을, 정연리 마을, 
유곡리 마을, 마현리

62) 국립수목원, 녹샌연합, 『평화와 생명의 DMZ』, 2018

63) 수내나루는 삼국시대부터 임진강을 건너는 주요 교통로였다. 

64) 경기문화재연구원, 『통일촌마을조사보고서-통일촌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2013

65)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전략촌은 크게 ‘자립안정촌’, ‘재건촌’, ‘통일촌’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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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수내나루 위치

(자료: 대동여지도)

<그림 3-10> 통일촌 위치

<그림 3-11>

통일촌 지구 건설계획도

(자료: 대한뉴스)

민북마을 특성상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건축 시 군과 파주시

의 허가가 필요하여 현재 마을 진입로를 제외한 전반적인 마을구조와 가로의 

형태는 1973년 조성 당시의 계획과 일치한다. 

통일대교를 통해 마을 동쪽으로 접근하는 현재의 진입로와 달리 마을 조성 

당시의 마을 진입로는 마을의 남쪽에 위치했다. 6.25 전쟁으로 임진강을 건널 

다리가 모두 파괴되어 통일촌 좌측의 군사적 목적으로 복원된 임진강 철교만

이 마을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이 추진되면서 철교는 본래의 철로로 복원되었고 

현재 임진각과 통일촌을 연결하는 통일대교가 신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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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통일촌은 서울역에서 시작되는 통일로와 고양시에서 시작되는 자유로를 통

해 접근이 가능하다. 두 개의 고속화도로는 서울, 인천공항, 김포공항과의 접

근성이 좋아 외국인을 비롯한 내국인의 방문이 용이하다. 

통일로와 자유로가 합쳐지는 통일대교를 건너야 마을로 비로소 진입할 수 

있다. 통일대교 남단에는 육군 1사단 장병들이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관광, 지

역주민 방문 등 목적지와 만날 사람에 관한 명확한 예통이 있어야 통과가 가

능하다. 또한 출입 목적에 따라 시간제한이 있어 관광목적으로 올 경우 오후 

5시, 주민 방문 시 오후 9시까지 검문소 밖으로 나가야한다66). 

대중교통으로는 93번 버스가 통일촌을 비롯한 민통선 내 마을 및 거점지역

들을 통과한다. 하지만 출입허가증이 없는 외부인은 이용이 불가능하여 개별

적으로 마을을 방문할 경우 개인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3-12> 통일대교 검문소

(연구자 촬영: 20.03.21)

<그림 3-13> 민통선 출입증

(연구자 촬영: 20.02.16)

5) 통일촌 관광현황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의 수복 지구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입주 당시 

받은 논과 밭에 대한 반납 지시가 내려왔다. 당시 마을주민들은 정부에서 저

금리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개간한 논

66) 통일촌 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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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밭을 원주인에게 반납해야만 했다. 결국 토지 재구입과 반납으로 통일촌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량은 축소되었고 생활의 여유가 없어졌다. 이와 같은 상

황을 해결하고자 마을 이장은 장단콩을 발굴하여 1997년 장단콩 작목반을 결

성하고, 1997년67) 제1회 장단콩축제를 통일촌에서 개최하는 등 민북마을의 특

징과 장단콩을 활용한 마을 브랜딩을 진행하였다68).

 이후 통일촌은 1998년 도라전망대, 제3땅굴과 함께 최초의 DMZ 안보관광 

코스에 포함되어 DMZ 접경지역 내 독특한 테마 관광마을로써 역량을 확대해 

나갔다69). 지금까지 통일촌은 장단콩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체험활동을 이

어나가고 있다.

<그림 3-14> 제1회 ‘장단콩 축제’ 관련 기사

(자료: 한겨레)

67) 권기식, “민통선 ‘장단콩 축제’ 손짓”, 「한겨레신문」(1997.11.07)

68) 통일촌 이장과 인터뷰 내용 (2020년 5월 9일)

69) 경태영, “道(도) 28곳 테마 관광마을 육성”, 「경향신문」(199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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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촌을 관광하는 방법은 임진각에서 시작하는 관광상품을 신청하거나 

‘파주 장단콩마을’ 홈페이지 혹은 통일촌 내 식당과의 유선 예약을 통해 가

능하다. ‘파주 장단콩마을’은 마을주민으로 이루어진 파주장단콩 영농조합

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장단콩 체험과 안보관광 프로그램, 장단콩 식당을 함

께 운영하고 있다. ‘파주 장단콩마을’ 이외에 마을에는 부녀회에서 운영하

고 있는 ‘부녀회식당’과 직판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식당’이 있다. 

부녀회식당과 직판장식당은 마을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예약을 

통해 검문소 통과가 가능하다.

<그림 3-15> 장단콩마을 홈페이지 및 장단콩 식사

(연구자 촬영: 20.03.28)

프로그램명 상세코스
평화 리본 프로그램 장단콩 슬로우푸드 체험 + 도라산 평화공원 + 도라산역

평화 타일 프로그램 장단콩 슬로우푸드 체험 + 도라산 평화공원 + 도라산역
안보 견학 프로그램 장단콩 슬로우푸드 체험 + 제3땅굴 

<표 3-2> 장단콩마을 운영 관광프로그램

  

                                                                (자료: 장단콩마을 홈페이지)

현재 통일촌 관련 홈페이지는 장단콩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주 장단콩

마을’과 마을자체에서 운영하는 ‘파주 통일마을’ 로 나누어져 있다. 홈페

이지가 분리되어 있어 마을체험·관광과 식당 이용에 있어 혼란을 주며 ‘파

주 장단콩마을’이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쉽게 검색되어 이용자들이 통일촌을 

단순히 장단콩이 특화된 마을로써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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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상지 광역분석

1. DMZ 관광

DMZ 관광은 1965년 판문점 투어를 시작으로 55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유엔사령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여행사가 DMZ 투어를 판매, 운영하고 있다. 

1) 서부DMZ 관광상품

DMZ 관광의 시작이자 최초의 서부 DMZ 투어는 1965년 서울에서 개최된 

14회 PATA 참가 외국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판문점 투어이다70). 이후 한국정

부의 동의하에 유엔군사령부로부터 판문점 관광 면허증을 받은 대한여행사71)

가 1970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판문점 관광을 시작한다72). 외국인을 대상으

로 시작되었던 초기 판문점 관광은 1980년부터 내국인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73). 

년도 상품명 코스

1965 판문점 투어 판문점

1970 판문점 관광(외국인) 판문점

1973 실향(失鄕)관광 서울교통(광화문)→임진각

1980 판문점 관광(내국인) 판문점

1997
DMZ일일관광상품

(1인당 20,000원)

서울 동대문운동장→자유로→임진각→자유의다리→

멸공관→통일촌→도라전망대→제3땅굴→판문점입

구 보니파스미군부대 (※차량을 탄 상태로 관광)

1998
안보관광

(1인당 1,000원)

임진각→국민관광지→멸공관→제3땅굴→도라전망대

→통일촌

<표 3-3> 서부DMZ 관광 연혁

70) 장승재, 「판문점 리포트」(서울:삶과 꿈, 2003), pp 13-15

71) 현 한국관광공사 전신인 국제관광공사의 자회사 

72) 이상인, “DMZ, 차기 세계관광문화유산으로 부상”, 「티티엘뉴스」(2018.05.02)

73) 현재 판문점투어는 대한여행사, 중앙고속, 판문점 여행센터, 국제서비스클럽 등 4개 업체와 위탁받
은 여행사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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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에게 허용된 최초의 DMZ 관광은 1973년 시행된 실향(失鄕)관광이다.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성사되어 남과 북의 대화가 오고가고 통일로가 건설

되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은 임진각을 찾기 시작했다. 특

히 1972년 쇼핑센터, 연회장, 유리벽 조망대로 구성된 임진각과 자유의 다리가 

인기가 높았다. 평일에는 2~3백 명, 주말에는 1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

며, 관광버스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에서 임진각까지 수시로 운행되었

다74). 

<그림 3-16> 1973년 임진각 모습

(자료: 경향신문)

<그림 3-17> 1998년 안보관광코스

(자료: 매일경제)

1997년부터 본격적인 DMZ 관광코스가 개발되었다. 최초로 개발된 ‘DMZ일

일관광상품’은 관광객들이 차량을 탄 상태에서 투어가 진행되었다75). 이후 한

국관광공사가 민통선 지역 내 안보관광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서 1998

년 9월 22일부터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이 내외국인에게 전면 개방 되었다76). 

당시 정부는 분단 현실을 내외국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한국에서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내국인에게는 안보교육 목적으로 활용했다.

74) “自由(자유)의다리, 觀光(관광)러쉬”,「경향신문」(1973.03.15.)

75) “DMZ 관광길 열렸다”,「동아일보」(1997.02.23.)

76) “도라전망대 관광지로 개방, 22일부터”, 「매일경제」(199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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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도라전망대, 제3땅굴, 통일촌 등 민통선 내 관광자원들이 점차 

민간인에게 공개되었다. 또한 민통선 지역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허준선생 묘, 

덕진산성 등이 발견되었고 관광코스가 개발되었다. 현재 15개 관광지와 관련

된 10개의 관광상품이 서부DMZ에서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화열차 DMZ’와 UN 관할에 있는 판문점 투

어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은 파주시와 관련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문산자유시장 DMZ관광’은 파주시와 문산시장이 함께 기획한 관광상품으로 

문산자유시장에서 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DMZ관광을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관광은 기간제 관광상품이었으나 DMZ와 관련된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로 

현재는 서부 DMZ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77). 또한 ‘DMZ평화의

길’과 ‘파주임진강변 생태프로그램’은 2019년 남북합의 이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예약과 추첨을 통해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DMZ 관광상품은 북한이라는 미지의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정치지리적 특수성으로 지금까지 내외국인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현재 운

영되고 있는 관광코스는 1998년 만들어진 안보관광 코스에 일부 관광지가 추가되

어 운영되어 있을 뿐 여전히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변화한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 기존 관광상품 개선과 지속적인 지역자원 연

구 및 발굴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그림 3-18> DMZ평화의길

(자료: 중앙일보)

<그림 3-19> 문산자유시장 DMZ관광

(자료: 경인일보)

77) 문산자유시장 DMZ관광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까지 3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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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체 상품명 일정 코스

파주시

오감만족

파주시티투어

1박 

2일

1일차: 합정역→임진각→제3땅굴→도라전망대→

       캠프그리브스(숙박)

2일차: 도라산평화공원→통일촌(중식)→허준선생 묘

별빛투어

(DMZ 별빛)

1박 

2일

1일차: 합정역→운정역→퍼스트가든→위즈호텔(숙박)

2일차: 제3땅굴→도라전망대→해마루촌(중식)→허준묘→

       동의보감 차 체험(해마루촌)

오감만족

파주시티투어
당일 합정역→임진각관광지→도라전망대→제3땅굴

임진강 

황포돛배 

뱃길여행

당일
합정역→문산역→임진강 황포돛배→도라산식당(중식)→

도라산역→도라전망대→제3땅굴→문산역

DMZ

연계관광A
당일

임진각→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통일촌직판장

→통일촌마을박물관

DMZ

연계관광B
당일 임진각→허준선생 묘→해마루촌→제3땅굴→도라전망대

경기

관광공사

파주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당일 임진각→통일대교→초평도→임진나루→율곡습지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5개 정부부처

3개 지자체

DMZ

평화의길
당일

임진각→임진강생태탐방로→도라전망대→통문→구장단

면사무소→철거GP

파주시 /

문산시장

문산자유시장

DMZ관광
당일 문산자유시장→제3땅굴→도라전망대→도라산역

코레일
평화열차

DMZ
당일

용산역→도라산평화공원→도라전망대→제3땅굴→도라산역 

통일플랫폼

<표 3-4> 서부DMZ 관광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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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프로그램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부DMZ에서는 DMZ관광상품 이외의 DMZ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 27일 ‘DMZ생태전문가와 함께하

는 평화로운 파주여행’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매달 다른 콘셉트와 콘텐츠로 

관광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땅굴과 전망대 등 조망 위주의 기존 DMZ관광상

품과 달리 민통선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은 DMZ관광

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파주시와 DMZ생태연구소가 함께 기획한 ‘파주 오금리 주민과 함께하

는 DMZ 생태투어’는 파주 오금1리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이해하고 직접 관

광객을 맞이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프로그램

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프로그램은 4회에 걸친 DMZ생태연구소의 이론교

육과 현장교육을 통해 2019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DMZ 생태투어’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진행된 서부DMZ 관광프로그램은 매달 한번 씩 운영된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20-40명 만이 참여할 수 있는 소수의 관광프로그램이었

다. 향후 관련 관광프로그램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20> 관광프로그램 

포스터

(자료: 파주시청)

<그림 3-21> 오금리 주민과 함께하는 DMZ 

생태투어

(자료: 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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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체 프로그램 년도 코스

임진강 
생태보존회

파주 DMZ 사과 수확체험, 
임진강 생태탐방

2016 파주시 DMZ 민통선 군내면 일원

파주시

DMZ생태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파주여행

2018

장단면 비둘기조롱이 북상경로 추적 및 재두루미 남하 탐조 → 통일촌마을(중식) → 덕진산성 
→ 초평도 물수리 숭어 사냥 탐조 → DMZ청정지역 사과 따기

DMZ의 역사와 문화이야기 도라전망대 → 해마루촌(중식) → 허준선생 묘→ 약식동원 한방 티 테라피 체험 → 덕진산성

DMZ의 겨울이야기
한강, 임진강 유역의 철새 관찰 → 독수리 월동지 방문(장단반도) → 통일촌(중식) 
→ 통일촌/해마루촌/초평도 생태활동 → 학춤배우기(도라산)

1월 DMZ 겨울이야기

2019

기수역과 겨울철새 → 흰꼬리수리 및 수리부엉이의 생태(공릉천 일원) → 북한음식 체험(해마루촌)

2월 DMZ 겨울이야기 장산‘독수리레스토랑’방문 → 통일촌(중식)→ 통일촌 두루미 탐조 → 장단콩 두부만들기 체험

3월 DMZ 기러기 이야기 통일촌, 해마루촌 이동기 철새관찰 → 해마루촌(중식) → 기러기관찰(마정리) → 기러기솟대 체험활동

4월 DMZ 생태 이야기 공릉천 하구습지 → 성동리(중식) → 초평도 습지 탐방 → DMZ 꽃차 시음 및 꽃반지 만들기(해마루촌)

5월 DMZ  봄 이야기
풀약초, 여름새, 들꽃, 숲 주변 식물관찰, DMZ 양봉농가 방문 → 해마루촌(중식)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백연리 원시림 관찰

6월 DMZ 여름 이야기
수내천과 수내천 인근의 둠벙 및 여름철새 관찰 → 해마루촌(중식) → 북한음식 만들기 
→ 장산전망대 생태활동

7월 DMZ 원시림 
그리고 천이

노상리 신나무 군락지 관찰 → 해마루촌(중식) → DMZ천년꽃차 시음 & 평화꽃반지 체험 
→ 생태공명(묵언도보여행)

8월 DMZ 세월천의 비밀정원 세월천 상류 천변습지 식생관찰 → 해마루촌(중식) → 슬로우푸드 체험(통일촌)

평화를 심는 DMZ 모내기 군내면 점원리 (도라전망대 인근 농지)

파주시/ DMZ
생태연구소

파주 오금리 주민과 
함께하는 DMZ생태투어

오금리마을 → 오두산전망대 → 공릉천

<표 3-5> 서부 DMZ 관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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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

1) 남과 북의 변화

2019년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 분야 합의 등 남과 북의 관계 개선은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함께 DMZ 접경지역 활성화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

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만의 계획이 아닌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 지역시민단

체 연계 등 DMZ의 정체성과 서사를 고려한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2)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문화재지역 지정에 대한 갈등

2019년 7월 경기도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

산 남북공동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세계

유산 등재를 통해 남과 북의 평화를 앞당기고, DMZ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보

전하고자 힘을 모았다78). 그러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문화재지역 지정에 앞

서 지역주민들과 관련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유 및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

야 한다. 이에 지자체와 관련기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며 등재 및 

지정으로 향후 마을에 발생될 긍정적인 효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이다. 

3)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4월 7일 임진각과 캠프그리브스를 연결하는 곤돌라가 개장됐으며 문산과 도

라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민간인의 민통선 

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DMZ의 대표적인 민북마을이자 관

광자원인 통일촌에 증가할 관광객을 위한 마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접근성 향상으로 발생될 개발의 압력 속에서 마을의 서사를 유지할 지속가능

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78) 우영식,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경기도민일보」(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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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단체의 움직임

민통선이 설정되어 폐쇄적이었던 과거 통일촌과 달리 외부와 소통하려는 마

을단체와 마을문화단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자생적

인 마을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3-22> DMZ세계문화유산 등재 MOU

(자료: 서울신문)

<그림 3-23> 임진각 곤돌라

(연구자 촬영: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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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상지 분석

1. 물리적자원 

1) 가로 및 건축물

통일촌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건립 당시의 가로

구조와 1980년대 주택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그림 3-25>와 같이 구진입로

를 중심으로 건립된 마을의 주동선은 지금의 동쪽이 아닌 남쪽에서 시작되었

다. 마을을 관통하는 폭 10m의 주동선은 지형의 흐름을 따라 곡선의 형태를 

띠며 양측에는 집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3-24> 경사지와 계단식 

주거배치

(연구자 촬영: 20.03.21)

<그림 3-25> 통일촌 주동선과 가로구조 

<그림 3-26> 마을 주동선과 주요 

인프라

(연구자 촬영: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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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에 표시된 주동선 남쪽에는 장단출장소, 구판장, 군내초등학교, 

교회 등 마을의 주요 생활 및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과거 마을의 입구를 

짐작할 수 있다. 마을 내 고저차로 주동선 인접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경사지로 처리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의 주거는 <그림 3-24>와 같이 계단식으로 

배치되어있다. 

1973년 통일촌의 개촌 당시 주택은 정부에 의해 제시된 표준주택설계안을 

바탕으로 극동건설에서 80채를 건설하여 일괄 보급되었다. 당시 지어진 주택

은 현재 통일촌에 남아있지 않다. 유일하게 <그림 3-28>의 부속창고가 하나 

남아있지만 이도 곧 철거될 예정이다79).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주택의 형태는 

새롭게 지어진 주택을 제외하고 1985년에 지어진 주택의 형태이다.

<그림 3-27> 1973년 통일촌 전경

(자료: 경향신문)

<그림 3-28> 입주 당시의 부속창고

(연구자 촬영: 20.04.19)

<그림 3-29> 주택구조 A

(연구자 촬영: 20.04.12)

<그림 3-30> 주택구조 B

(연구자 촬영: 20.04.12)

79) 통일촌 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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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한국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선진적인 한국의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통일촌의 입주가옥은 1985-86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양옥으로 

새롭게 지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두 가지 형태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림 3-29>의 주택형태가 증축이 가능하여 <그림 3-30> 보다 비쌌다고 한다. 

또한 주택의 지붕은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80). 주변 

지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통일촌의 특성상 화려한 지붕은 독특한 경관을 만

들었다. 현재는 대부분 도색되어 이전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1985년 조성

된 양옥 주택의 모습은 보존되어 있다.

<그림 3-31> 새롭게 지은 남향 주택

(연구자 촬영: 20.04.12)

<그림 3-32> 주동선과 주택의 평행배치

(연구자 촬영: 20.04.12)

현재 통일촌의 주택은 주동선과 평행하게 위치하여 한국인의 주거 특성과 

다르게 동향 또는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주동선과 개별 주택의 마당

이 접하고 있으며 주택은 담이 없어 주동선에서 마당과 내부가 보인다. 이는 

북한과 인접하여 생겨난 통일촌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의 상황 발

생 시 방공호를 비롯한 마을 주요 인프라 시설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 주택

은 주동선과 평행하게 배치되어야 했으며 마을 주민을 제외한 민간인의 출입

이 제한되어 담이 필요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80) 통일촌 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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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동의 주택과 차이를 보인다. 1980년 대성동 종합개발사업 종료 후 1983년

에 지어진 9개의 가옥 중 7가옥이 남향으로 건립되었다81). 군사분계선과 400m 

떨어져 있으며, 건너편 북한의 기정동마을과의 거리가 1.8km 밖에 되지 않는 

대성동 마을보다 통일촌이 북한과의 관계에 더 민감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 공간 분석

<그림 3-33> 통일촌 관광&유휴공간 현황

n 관광공간

통일촌에서의 관광활동은 대부분 장단콩 관련 체험과 DMZ 관광 전후 이용

되는 식당 위주로 이루어진다. 관광은 <그림 3-33>에 표시된 부녀회식당 앞 

81)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DMZ 자유의 마을 대성동』,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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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소 일대, 장단콩 음식점&체험장 일대, 직판장 일대, 세 곳에서 진행된다. 

관광객이 어떤 관광프로그램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이용되는 식당이 달라지며 

식당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관광객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부녀회식당 앞 

전망소 일대는 식사 후 인근 마을박물관과 전망소에서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

를 접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곳은 장단콩과 관련 음식 중심으로 마을을 경험

하게 된다. 또한 구릉지에 조성된 마을의 구조적 특성상 부녀회식당 앞 전망

소 일대와 직판장 일대와의 거리가 멀고 가팔라 관광객은 마을 아래쪽의 직판

장과 위쪽 전망소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림 3-34> 부녀회식당 일대

(연구자 촬영: 20.03.28)

<그림 3-35> 장단콩식당 일대

(연구자 촬영: 20.03.21)

<그림 3-36> 직판장 일대

(연구자 촬영: 20.03.21)

통일촌은 DMZ관광코스에 포함되어 연간 수십만 명 이상이 마을에 방문한

다. 그러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은 장단콩 단일품종에 집중되어 관련 작

물을 식사하거나 체험하는 등 일반적인 농촌체험관광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공간만이 소비되고 있다. 

통일촌은 과거 장단지역 주민들의 삶과 현재 통일촌 지역 주민들의 삶이 이

어지는 역사의 연장선상에 위치해있다.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지역자

원의 발굴과 주민들의 삶을 보고 경험할 관광요소가 필요하다.

n 유휴공간

통일촌은 과거의 남쪽 진입로와 현재의 동쪽 진입로에 마을의 인프라 와 관

광자원들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주민들도 주동선을 따라 움직이다보니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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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 지역은 인근 거주민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적다. 그러다 

보니 <그림 3-37>과 같이 일부는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향후 다양한 행태와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이자 현재 분리되어 있는 마을의 위와 아래를 연결할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7> 유휴공간 A

(연구자 촬영: 20.05.08)

<그림 3-38> 유휴공간 B

(연구자 촬영: 20.05.08)

<그림 3-39> 유휴공간 C

(연구자 촬영: 20.05.02)

2. 경관자원

1. 마을경관

통일촌을 걷다보면 집집마다 마당에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며 밭을 일구는 

주민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택마다 마당을 가지고 있고 담이 없

어 드러난 개인의 마당에는 주민들의 취향이 반영된 개인정원이 나타난다. 한 

주민은 입주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당을 가꾸고 있으며 마당에서 파티를 열기

위해 불을 피울 장소도 한쪽에 만들어 놓기도 했다82). 

통일촌은 건립 당시부터 담이 없었다. 개나리 같은 생울타리를 활용해 담을 

대신했고 아이들은 길이 아닌 생울타리를 통과해 집을 찾아가곤 했다고 한

다83). 이후 1985년 주택개량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에 처음으로 담이 생겼지

82)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5월 2일)

83)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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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00년 초반 담 없는 마을을 만들고자 마을의 담을 없앴다. 현재 담을 가

지고 있는 주택도 일부 존재한다.

<그림 3-40> 주민들이 가꾸는 마당의 모습

(연구자 촬영: 20.04.11)

개인의 마당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적으로도 식물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마을

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8년도 마을주민들은 ‘흰 연꽃이 많이 피었다.’

는 지역의 유래에 착안하여 마을 초입 논을 개간해 흰색 연꽃을 심고 마을 곳

곳에 코스모스길, 루드베키아꽃밭, 백일홍길을 함께 조성했다. 지금까지 마을 

위원회는 주민에게 개인 마당에 심을 꽃을 배분함으로써 노력을 이어가고 있

다. 북한과 가깝고 엄격한 통제와 검사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통일촌에 이와 

같은 마을의 경관과 주민들의 행태는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41> 마을 초입 정원(2019)

(자료: 파주싱싱뉴스)

<그림 3-42> 마을 초입 정원(2020)

(연구자 촬영: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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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이 관리하는 마당정원과 달리 마을 초입에 조성된 정원은 현재 

방치되어 있다. 명확한 담당 주체를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용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2. 북한관련 경관

통일촌은 통일대교 위 검문소를 통과해야 진입할 수 있다. 검문소는 육군 1

사단이 지키고 있으며 민통선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마을주민과 달리 민간인

은 출입목적, 신원확인, 신분증 제출 등 군의 엄격한 검사를 통해 통일대교를 

건널 수 있다. 대교에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지그재그로 달려야한다. 위

치상 서울보다 개성이 가까워 표지판에는 판문점과 개성이 적혀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격하고 독특한 경관은 방문객

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통일촌에는 북쪽을 조망할 전망소가 한 곳 있다. 부녀회식당 앞에 있는 전

망소는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중 하나이다. 전망소에서는 

DMZ, 북한의 송악산, 도라전망대, 대성동 마을에서 게양한 태극기와 북한 기

정동 마을에서 달아놓은 인공기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43> 통일촌 전망소에서 북족을 바라본 전경

(연구자 촬영: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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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자원

1. 6.25전쟁에 따른 자원 형성

통일촌은 장단군의 실향민들이 입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통일촌의 역사

가 장단군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촌과 약 3km 떨어져 있는 장단군의 중심지84)는 경성과 개성의 중간 지

점으로 경의선 장단역, 자동차 도로 등의 교통인프라와 장단군청, 장단경찰서, 

장단공립초등학교 등의 각종 관공서들이 모여있었다85). 6.25전쟁으로 장단군의 

중심지는 현재 폐허로 남아있으며 DMZ 안에 위치하여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흔적만이 옛 시가지의 존재를 가늠하게 해준다.

장단군의 흔적은 2000년 남북 장관급회담 이후 경의선 복원 공사가 이루어지

면서 최초로 기록되었고 2004년 등록문화재에 등록되었다. 현재 장단군의 역사

유적은 구 장단역 터와 장단면사무소 그리고 죽음의 다리만이 남아있으며 장단

역지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증기기관차는 2009년부터 임진각에 전시되고 있다.

<그림 3-44> 장단군 역사자원

(자료: 국가문화유산포털)

84) 1933년 장단군청이 당시 교통의 중심지인 장단역 앞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중심지이다.

85) 경기문화재연구원, 『DMZ세계유산 등재 기반 조성사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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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역사’는 전쟁 중 폭격으로 파괴되었지만 일부 흔적이 남아있어 장단

군의 도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죽음의 다리’는 중공군에 의하여 수많

은 아군이 몰살된 장소로 6.25전쟁의 상처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

외에도 1934년 4월에 지어져 장단면의 행정 업무를 관할했던 장단면사무소는 

지방 면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철근과 콘크리트86)로 만들어져 총탄의 흔적과 

전체적인 골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다.

2. 민북마을의 형성과 정치지리적 특성에 따른 자원 형성

n 마을 형성에 따른 자원 형성

1973년 통일촌은 정부의 주도 아래 80개의 주택과 학교, 교회, 급수탑이 조

성되었다.

군내초등학교는 1973년 행정구역의 명칭을 따라 백련국민학교로 개교했다. 

그러나 1911년 장단군 군내면 읍내리에 개교한 군내공립학교의 역사와 장단군

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으로 1982년 현재의 군내국민

학교로 개명되었다. 함께 건립된 통일촌교회는 장단출장소와, 여타 편의시설보

다 먼저 생긴 점이 인상적이다.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당시 북한의 김일성 체제를 의식하고 대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마을주민들이 직접 만든 자원도 찾아볼 수 있다. 입주주민들은 마

을이 만들어지기 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방치되어 있던 이름 모를 무덤

과 마을을 만들며 발견한 6.25전쟁 전사자의 유골을 수습해 통일촌 인근에 합

동묘지를 만들었다. 한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묘지는 몇 해 전부터 마을청년회

에서 다시 관리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의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87).

86) 일제강점기 발행된 건축잡지 『조선과 건축』에 수록되어 있다.

87)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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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통일촌교회와 급수탑

(연구자 촬영: 20.03.21)

<그림 3-46> 통일촌 공동묘지

(연구자 촬영: 20.04.19)

n 정치지리적 특성에 따른 자원 형성

‘통일촌 지역중대 동원 예비군 관리’에 따르면 통일촌은 ‘통일촌 제1중

대’에 편성되어 군출신 주민의 통제 아래 항시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전쟁이 날 경우 문산으로 대피하는 연평도, 백령도, 대성동 주민

과 달리 통일촌 주민들은 인근의 1사단과 함께 지역을 방위해야만 했다. 현재

는 북한과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입주 당시보다 전방의 긴장감이 줄어들고 있

지만 북과 가까운 통일촌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을에는 무기고와 방공호, 벙커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입주하

면서 각 1정씩의 소총을 받았고 소총은 무기고에 보관됐다. 마을에는 2개의 

무기고가 있었으며 예비군 훈련과 긴급상황 발생 시 군복을 입고 무기고에서 

총을 배분받았다. 무기고는 현재 1 곳이 남아있으며 <그림 3-47>에서 보이듯

이 무기고의 외형과 당시 설치된 창틀, 나무로 만든 총 거치대가 보존되어 있

다. 무기고가 위치한 주택은 입주 당시의 주민이 아니지만 무기고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무기고뿐만 

아니라 1985년 개량한 집과 담의 형태도 보존하고 있어 해당 주택은 통일촌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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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무기고 뒤편 창틀과 총거치대의 흔적

해당 주택과 무기고와 담 1985년 주택개량사업 이후 마을 모습

<그림 3-47> 통일촌 무기고와 해당 주택

(연구자 촬영: 20.05.02) / (자료: 대한뉴스)

통일촌은 민간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져 지휘본부이자 대피소 역

할을 하는 방공호보다 직접 전투와 방어를 할 수 있는 벙커의 개수가 많다.  

통일촌이 건립되면서 한 개의 방공호가 장단출장소 앞에 조성되었다. 방공호

는 북한 도발 시 주민들의 작전 본부로 활용되었고 평상시에는 외부보다 공기

가 서늘하여 부녀회식당의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창고로 이용됐다. 북한

의 도발이 점차 줄어들고 2012년 출장소 앞 현대식 대피소가 생기게 되면서 

사용되지 않던 방공호는 2013년 ‘통일촌 브랜드 마을’사업 일환으로 <그림 

3-15>와 같이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방공호 내부가 습하여 작

품들이 쉽게 변질되었고 현재는 비워진 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벙커는 

88)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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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 곳이 남아있지만 마을 곳곳에 숨겨져 있어 방문객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다89). 각 벙커는 연결되어 상황 발생 시 물자를 보급하고 마을을 방어하

는 방호시설로 활용되었다. 현재 통로는 폐쇄되어 <그림 3-49>와 같이 담이나 

옹벽으로 처리되어 일부 흔적만을 찾아볼 수 있다90).

<그림 3-48> 방공호

(연구자 촬영: 20.03.21)

<그림 3-49> 벙커와 통로의 흔적

(연구자 촬영: 20.05.09)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회식당 자리는 과거 여자 주민들이 훈련 받

은 사격장 자리였다. 점차 훈련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면서 사격장에는 자유

회관이 세워졌다. 자유회관 2층에는 안보관광을 위한 안보 관련 시청각실이 

만들어졌고 1층에는 관광객을 위한 부녀회식당이 만들어졌다. 부녀회식당은 

통일촌에 만들어진 최초의 식당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마을 진입로가 

변하고 새로운 식당들이 생기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통일촌과 그 일대에서 간첩이 잡힌 사건도 있었다. 1983년 6월 19일91) 세 

명의 간첩이 통일촌 77호 집에서 옷을 훔치고 임진강을 통해 문산으로 침투하

였지만 국군에게 전부 사살당했다92). 당시 마을은 비상이 걸려 일주일동안 농

사를 짓지 못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995년 10월 17일에는 임진강을 통해 

파주시 장단반도 지역으로 침투하던 간첩 1명이 사살되었다. 이렇듯 민통선 

경계에 위치한 통일촌은 안보사건의 중심지였다.

89)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3월 21일)

90)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5월 26일)

91) 임월교 침투공비 사살사건

92)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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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촌 브랜드 마을 육성사업에 따른 자원 형성

현재 대상지에는 <그림 3-50>과 같이 마을 벽화와 안내판이 마을 곳곳에 위

치해 있다. 이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지방브랜드세계화시범사업에 당선되어 

2012년 8월부터 1년 동안 ‘DMZ 통일촌브랜드마을 육성사업’ 프로젝트를 통

해 조성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마을주민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통일정보화체험관

으로 사용되던 자유회관 2층을 마을박물관으로 조성했고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들이 참여하여 ‘둥지전망대’, ‘방공호체험’, ‘위험한 놀이’의 작품을 마을 

곳곳에 설치했다. 또한 은행나무 쉼터, 대추나무집, 복숭아밭, 옛집과 옛 담장 등 

마을의 일상적인 경관을 선정하여 1.4km 길이의 마을 탐방로를 조성했다93).

해당 프로젝트는 통일촌을 단순히 군사 혹은 안보적 차원으로 바라보던 기

존의 프로젝트와 달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개인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조사하

고 기록하며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마을박물관과 관련 작품들

은 방문객이 마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박물관을 제외하고 

당시 조성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사라졌고 남아있는 것들도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

마을박물관 내부 마을탐방로 마을벽화

<그림 3-50> DMZ 통일촌브랜드마을 프로젝트

(연구자 촬영: 20.05.02)

93) 김지욱, “마을 이름이 그대로 특화브랜드인 ‘통일촌’”,『경기문화나루』(2013년 9월),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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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문화자원

1973년 입주한 마을주민들은 마을조직을 구축하여 불발탄과 철조망을 걷어

내고 지뢰를 밟으며 민통선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황

무지는 옥토가 되었고 주민들은 지금까지 개간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렇기에 땅에는 통일촌의 역사와 주민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다.

1. 통일촌 땅의 역사

통일촌 입주 전 1973년 3월 통일촌 입주에 선발된 주민들 중 세대주(남자)

는 파주시에서 2개월간 영농교육을 받고 5월부터 통일촌 앞 비어있는 미군기

지에 텐트를 치고 토지 개간을 시작했다. 당해 8월 21일에 입주식을 가졌으나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9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었다94). 총 80호의 주

택이 건설되었고 주택 마다 ‘호’가 붙어 마을입구에 위치한 주택이 1호집이 

되었다. 

주민들은 입주 전 10세대를 묶어 1조를 만들고 네 개의 조를 1반으로 만들

어 총 8조 2반 체제를 구축했다. 각 조에는 군 출신 장교, 부사관과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묶어 함께 편성됐다. 북한의 오호담당제95)에 영향을 받아 정부에

서 제안했다는 위 체제는 마을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각 조장은 10세대를 대표해 주

택과 땅을 제비뽑기로 정했고 뽑힌 구역에서 조원들끼리 다시 제비를 뽑거나 

조장의 통솔아래 재분배했다. 조장과 반장의 주택은 마을을 통솔하기 위해 길

가 혹은 중앙에 배치됐다96). 

현재 통일촌은 3반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1년 8월 카터재단의 해비타트 

활동으로 3동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3동이 1개의 반으로 구성되었다. 과거만큼

은 아니지만 마을운영 체제는 살아있고 활용되고 있다. 반장은 남자가 맡으며 

94) 기문화재연구원, 『통일촌마을조사보고서-통일촌 사람들, 그 삶의 이야기』, 2013

95) 5가구마다 1명의 5호담당선전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북한제도

96) 마을이장과 인터뷰 내용 (2020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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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은 여자가 맡고 있다. 반장은 마을 개발위원회에 속하여 마을의 의결권을 

가진다. 조장은 부녀회에 속하여 마을공동의 작물과 물품을 분배하고 마을행사 

등을 주도적으로 준비한다. <그림 3-51>은 조별 및 무기고97) 위치이다98).

<그림 3-51> 통일촌 조별 배치 현황과 무기고 위치

97) 현재 2조에 위치한 1반 무기고가 남아있다.

98) 마을이장과 인터뷰 내용 (2020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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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입주 당시 조별끼리 공동으로 농토를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다.  

일일이 나무 그루터기를 파고 돌을 들어내야 했으며 지뢰를 밟는 사건도 있었

지만 목숨을 걸고 땅의 터를 다져 나갔다. 초창기에는 수리시설이 없고 개간

이 되지 않아 콩 등의 밭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농사를 지음에 있어 제한도 많았다. 군은 간첩 혹은 외부 침입자를 구분하

고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빨간모자, 파란모자, 노란

모자, 흰색 옷 등의 의상을 분기마다 정했다. 주민들은 해당 의상을 입고 농사

를 지어야만 했다.

 <그림 3-52>는 마을 이장님이 기억하고 있는 당시 조별 토지 배치 현황이

다. 분배된 토지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1988년 

‘수복지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해 농지를 잃은 주민도 있어 현재 주민

이 보유한 토지와 ‘조’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다99).

<그림 3-52> 1973년 조별 토지 배치 현황

99)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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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촌은 공동으로 하는 일이 많았다. 입주 초기 조별로 배치된 농지를 공

동으로 경작했으며 마을 입구에 ‘공동목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

를 키웠다. 공동목장은 1980년대 초에 사라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판장과 직판장도 마을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부녀회는 500원씩 각출한 돈과 폐품수집을 통해 모은 돈으로 구판장

을 설립했다. 부녀회가 직접 운영하였고 수입 또한 부녀회에서 관리하였다. 구판

장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부녀회가 아닌 3반 마을주민이 관리하고 있다.

<그림 3-53> 마을구판장과 3반 해비타트 구역

(연구자 촬영: 20.02.16)

직판장은 1994년 마을주민의 공동출자를 통해 개장했다. 1988년 ‘수복지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들과 기존 토지 소유권자 사이의 법정 

소송이 전개되었고 소유권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주민들은 국

가에게 받은 땅을 전부 빼앗겼고 토지를 다시 구매하거나 소작의 형식으로 경

작을 이어나가야만 했다. 이후 토지세와 소작료, 토지구매 비용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고자 마을이장은 직판장 건설을 추진했다. 이

장은 새롭게 건설될 통일대교의 위치를 파악하고 세대 당 70만원씩 돈을 각출

하여 식당과 판매장을 건설했다. 현재 직판장은 대표를 따로 뽑아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주주로써 매년 직판장의 수익을 배당받는다100). 

100) 마을이장과 인터뷰 내용 (2020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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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농산품과 가공식품

(연구자 촬영: 20.05.02)

2. 통일촌에서의 삶

통일촌 주민들은 쌀, 콩, 배, 사과, 복숭아, 인삼, 꿀(양봉)을 재배한다. 대부

분의 마을 주민들은 쌀 재배를 위한 논농사를 짓고 콩이나 고추 등의 밭농사

는 각 가구가 먹을 양만큼 짓고 있다. 양봉, 배농사, 사과농사는 현재 각각 1

가구가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콩을 전문적으로 재배하여 식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외의 작물은 민통선 이북에 땅을 가지고 있는 외

부 영농인101)에 의하여 재배된다. 통일촌 영농인들과 외부영농인들은 함께 

<그림 3-55>와 같이 작목반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작목반은 통일촌과 개

연성은 적지만 마을과 서부DMZ 농산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와 발전을 

함께 계획한다.

<그림 3-55> 통일촌 작목반 구조

101) 민통선 내 토지가 있는 영농인에게는 외부영농출입증이 발급되어, 민통선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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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촌을 비롯한 민통선 내의 대표적인 작물은 ‘장단삼백(長端三白)’이다. 

『세종실록지리지』영인본 5책에는 “장단지역에서 생산된 ’콩·인삼·쌀은 

그 맛과 영양이 좋아 임금님께 진상되며 지역특산물로서 이를 장단삼백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102). 높은 일교차와 비옥한 토질, 인근의 임진강 등

의 지리적 조건과 민통선이 설정되어 반사적으로 생겨난 DMZ의 청정 자연 환

경으로 통일촌 인근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인기가 높고 재배 면적이 한정되어 

희소가치가 높다.

n 장단콩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 ‘장단백목’ 계보를 이은 장단콩은 통일촌의 

대표적인 작물이다. 통일촌 이장은 잊혔던 장단지역의 콩의 가치를 발굴하고 

장단콩을 활용한 축제103)를 기획함으로써 마을활성화를 이루었다.

장단콩은 현재 파주시의 지역 특산물로 변경되었다. 파주시는 2004년부터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를 실시하여 타 지역의 콩이 파주시로 유입되는 것

을 막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다. 

n 개성인삼

고려와 조선시대에 쓰인 다수의 역사서에 따르면 개성인삼의 주산지를 파주 

장단지역으로 기록하고 있다104). 마을주민들이 말하길 지금은 토지를 개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6년근 인삼을 재배할 수 있지만 예부터 6년근 인삼

은 임진강 이북지역에서만 재배되었고 인정받았다고 한다.

매년 10월 개성인삼축제가 임진각에서 열리며 장단콩축제와 함께 파주를 대

표하는 축제 중 하나가 되었다.

102) 경기도의회웹진 http://webzine.ggc.go.kr/?p=14657 (검색일: 2020년 05월 25일)

103) 장단콩 축제는 1997년 통일촌에서 처음 기획되었다. 당시 군내초등학교 운동장이 메인스테이지로 
활용되었고 각 집집마다 부스가 설치되어 농산품과 특산품이 판매되었다.

104) 김포파주인삼농협 http://www.gimpopajuinsam.com/?c=user&mcd=insam_what (검색일:2020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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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쌀

통일촌 인근 농지는 25∼30℃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고 일교차가 크며 토양

이 갖고 있는 수분의 균형이 알맞아 쌀 생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196개의 밥쌀용 품종 중 밥맛이 좋은 ‘최고품질’로 농진청이 선

정한 ‘삼광벼’와 ‘호품벼’, 전국쌀대축제 금상을 수상한 참드림(경기5호) 

등을 심음으로써 쌀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n 배, 꿀, 사과

장단삼백 외에 배와 꿀, 사과가 재배되고 있다. 민간인의 방문이 어렵고 개

발되지 않은 자연에 위치하며 DMZ라는 특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사람들에

게 인기가 높다. 

배와 꿀은 입주 이후부터 쌀과 함께 재배되었다. 특히 1978년부터 시작된 

양봉은 DMZ의 추운 날씨로 겨울에는 전남 고흥에서 벌들을 월동시키고 4월부

터 다시 통일촌에서 양봉을 시작한다. 당해 벼 수확 후 남은 볏짚을 활용하여 

벌을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105). 

사과의 경우 과거에는 재배되지 않았지만 약 10년 전부터 지구온난화로 온

도가 높아지면서 DMZ 인근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한다106). DMZ사과와 더

불어 DMZ에서의 ‘사과따기 체험’도 인기가 높다.

5. 생태자원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민통선지역에서는 자연이 스스로 복원한 흔

적, 생물의 서식지, 희귀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삶, 농

경, 관광, 군사 등의 이해관계가 혼재된 민통선지역에서 생태자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민

105) 통일촌 양봉하는 주민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dmzhoney1 (검색일:2020.06.01.)

106)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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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선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매개가 

생긴다면 지역의 가치는 주변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촌 인근에서는 고라니, 철새류의 휴식처, 임진강변의 오리류, 수내천 일

대의 식생, 둠벙을 관찰할 수 있다. 

1. 철새(재두루미, 두루미, 독수리)

임진강 일대는 동북아시아와 호주를 이동하는 물새들의 월동 및 번식지이자 

저어새, 재두루미, 독수리 등 희귀 철새들의 먹이 섭식지이다.

우리나라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3종이 겨울을 나고 있으며 두루미

와 재두루미를 통일촌 인근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 제203호 재두루미

는 DMZ 내 사천강 일원 및 장항습지에서 잠을 자고 임진강 하구, 주변 농경지

에서 먹이활동과 휴식을 취한다. 파주시는 2005년부터 마을주민에게 볏짚을 구

매하여 농지에 볏짚을 존치함으로써 철새들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마을주민에 따르면 과거 수백 마리의 재두루미가 찾아왔었지만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재두루미와 두루미는 10월에서 4월, 약 7개월 동

안 민통선지역에 채류하며 1월과 2월이 탐조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부민통선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수리가 월동하는 지역이다. 

몽골에서 남하한 독수리를 11월 중순부터 볼 수 있으며 특히 통일촌 인근 장단

반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독수리는 환경 단체의 철새먹이주기가 시작되면

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08년 장단반도에서 약 1,000여 마리의 독수리

가 관찰되었다107). 그러나 최근 피탄지 불발탄제거 작업 등으로 농지가 확대되

고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농부들의 먹이주기행사 기피 현상으로 개체수가 점차 

줄고 있다108).

107) 경기문화재단, 『2019 DMZ 세계유산 등재기반 조성사업-기초자료조사 보고서』, 2019

108)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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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통일촌 인근 재두루미 모습

(자료: 블로그 http://blog.daum.net/bomsan9/2815 )

<그림 3-57> 장단반도

(연구자 촬영: 20.04.11)

2. 수내천 일대

임진강으로 흘러가는 수내천에는 희귀식물과 식물군락이 분포해있다. 특히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임진강과 수내천의 합수부 지점은 기수성식물 흑삼릉 

군락지와, 세모고랭이, 모새달 등이 발견되며 상류에서는 삵의 흔적을 쉽게 발

견할 수 있다109).

3. 둠벙

둠벙은 가뭄에 대비하여 인공적으로 논에 만든 물웅덩이로 습지생물들의 서

식지이다. 서부민통선지역의 둠벙 개수는 약 142개이며 논농사의 약 89%가 둠

벙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110). 통일촌이 위치한 백연리는 이름처럼 연

꽃이 많이 자라 습지가 발달되었으나 개성공단과 물류창고의 개발, 묵논과 묵

밭의 경작화가 이루어지면서 둠벙이 많이 사라졌다. 현재는 1번국도 양편 농

경지에 일부 둠벙이 남아있다111).

109) 경기문화재단, 앞에 든 책

110) 경기문화재단, 앞에 든 책

111) 김승호 외 2명, “서부 민간인 통제구역에 존재하는 둠벙의 유형분류”, 『한국습지학회』, 13(4), 
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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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자원

통일촌은 마을의 대소사를 신속하게 의논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한다. 매년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으며 마을잔치 개최 등 마을의 행사와 

향후 발전방향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장을 비롯한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

회장 등 <그림 3-58>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112).

<그림 3-58> 통일촌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구조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통일촌은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을 운영해 왔다. 최근 마을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 새로

운 조직들(장단 실버솔저, 청년회)이 결성되고 외부 문화단체와 시민단체가 등

장하면서 마을 조직은 보다 풍부해 지고 있다. 

지역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통일촌의 인적자원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청년회 

마을청년회는 2014년 재결성된 조직으로 청년회장을 중심으로 16명의 회원

들이 마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청년회는 잊혔던 통일촌의 공동묘

지를 정비하고 집집마다 게양되어 있던 태극기를 세탁하는 기초적인 마을정비

부터 마을주민과 함께 ‘장단DMZ가든파티’를 개최하는 등 마을과 민통선 외

112)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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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DMZ장단가든파티

(자료: 서울일보)

마리앤본(Marienbron)마을에

보내는 통일촌의 영상메시지

(자료: Youtube - DMZ Korea Future Peace Center)

<그림 3-59> 마을청년회의 활동들

최근에는 독일 분단시절 동독과 서독의 접경마을이었던 작센안할트(Saxony- 

Anhalt) 보르데(Börde) 지구의 휘텐슬레벤(Hötensleben) 마을과의 국제협력을 

성사시켰다. 휘텐슬레벤은 과거 동독과 서독의 접경마을로 통일촌과의 공통점

을 찾아볼 수 있다. 청년회는 휘텐슬레벤 마을과의 교류를 통해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세계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113). 

2) 장단콩 카페&DMZ KOREA 카페

통일촌에는 직판장과 장단출장소 2층 두 곳에서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민

통선 주민이자 바리스타인 민○○씨와 임○○씨가 운영 중인 카페는 통일대교 

북쪽에 위치한 유일한 카페로 군인들과 면회객,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메

뉴도 커피부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장단콩라떼, 홍삼주스, 장단콩 아이스크

림까지 다양하다. 통일촌 청년회가 기획부터 인테리어까지 참여한 카페는 통

일촌에서 유일하게 DMZ와 마을의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113) 청년회장과의 인터뷰 내용 (2020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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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콩 카페

(연구자촬영:20.04.19)

DMZ KOREA 카페 관광 정보

(연구자촬영:20.04.19)

<그림 3-60> 장단콩 카페&DMZ KOREA 카페

3) 문화예술구락부 통 

‘문화예술구락부 통’은 2019년 마을에 입주한 문화·예술단체이다. 

‘통’은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가리지 않고 담아내며 세대, 인종, 문화를 초

월한 통합과 소통을 이루어내고자 설립됐다. DMZ 관련 문화·예술 활동을 지

속적으로 해왔으며 2019년 주민들의 제공으로 마을 상여집으로 사용되던 컨테

이너에 입주했다. 

‘통’의 작업실&전시장

(연구자 촬영: 20.02.16)

‘통’오픈전시 ‘나도간다 안보관광’

(자료: 문화예술구락부 통)

<그림 3-61> ‘문화예술구락부 통’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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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후 19년 7월 ‘나도간다 안보관광’ 전시를 시작으로 한석경 작가의 

‘시대의 언어’를 오픈했다. 최근에는 국내외 생태학자와 예술가들과 함께 민북

마을의 농경실태 및 기후 관련 생태계 리서치, 생태환경아트 프로젝트 ‘불가항

력(Force Majeure)과 인류세(Anthropoconce) in D.M.Z’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통

일촌과 인근 마을주민들 13명과 함께 ‘DMZ마을사진클럽114)’을 만들어 운영하

고 있다115). 

‘문화예술구락부 통’은 통일촌에서 문화·예술적 시도를 통해 마을의 다

양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마을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에코뮤지엄 조성 시 중요한 자산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 DMZ생태연구소

‘DMZ생태연구소’는 2004년 설립된 민간연구기관으로 서부DMZ 및 민통

선 일원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다. 매주 DMZ 일원의 생태환경을 정기조사하

고 있으며 DMZ의 생태적 가치와 향후 보전 및 개발방향에 관한 정책을 제시

하고 있다. 연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DMZ 청소년 탐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DMZ일원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116). 또한 2018년

부터 파주시와 함께 매달 DMZ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테마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최근에는 오금1리 주민과 함께 생태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꾸준하게 서부DMZ 관련 생태연구와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DMZ

생태연구소’는 향후 통일촌 인근의 생태 자원을 보존하고 발굴하며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

상된다.

114) DMZ마을사진클럽은 통일촌, 대성동, 해마루촌 주민 13명이 참여하는 사진 클럽이다. 

115) ‘문화예술구락부 통’과의 인터뷰 내용 (2020년 2월 16일)

116) ‘DMZ생태연구소’와의 인터뷰 내용 (2020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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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생태 정기조사

(자료: DMZ생태연구소)

DMZ 여름이야기 – 세월천의 비밀정원

(자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m7711ok)

<그림 3-62> ‘DMZ생태연구소’의 활동

7. 계획제한 요소

DMZ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은 자연환경보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법, 국토기본법 등이 있다117). 이 중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보호법은 민통선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사작전 보

안유지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통일촌의 일반인 출입과 개발이 제한된다. 이

에 거주자출입증, 영농인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의 경우 오전 9시부

터 오후 17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며118) 민북마을 거주민 방문의 경우는 21시까

지 가능하다. 출입된 민간인은 인솔자의 통제아래 이동해야 하다. 체류도 가능

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다119).

 DMZ 관광단체의 경우 여행객이 3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통일대교 검문소 

통과가 원칙적으로 불가해 10-20명 소수의 투어가 불가능하다120). 그러나 

2020년 4월 임진각 평화곤돌라가 개장되면서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 제한이 완

화되어 향후 다양한 종류의 방문 및 투어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4항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117) 이효원, “제2장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통일전략』, 12(1), 2012, 
p45-85.

118) 동계는 17:00까지 하계는 18:00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119) 2013년 8월 1일 부터 민통선 지역 방문객의 체류기간은 일주일에서 15일로 연장됐다.

120) 민통선 출입 규정은 관할부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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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를 제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땅굴을 비롯한 안보관광지에서 기념 촬영을 제한하

고 있다. 관련 규정은 관광객을 위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해

당 법 제9조 제2항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일촌에서의 개발은 제

한되어 <그림 3-63>의 계획관리지역121)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 3-63> 통일촌 계획관리지역

(자료: 장단출장소)

121)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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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에코뮤지엄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외면받아 온 통일촌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

통일촌의 물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적 가치에 대한 균형 잡힌 계획이 필

요하다. 통일촌은 북한과 인접한 정치지리적 특수성으로 평화, 안보, 생태 등

의 거시적인 담론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에 터전을 일구어 지금껏 

살아온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되었다. 지역민의 삶에는 감시와 통제, 물리적·

지리적 한계를 넘어 형성된 통일촌 만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져 있다. 또한 남

북이 대치하고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발생되는 접경지역에서 주민들의 보편적

인 이야기는 대중들의 접경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동시대적 공감

대를 형성시켜 접경지역의 활용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통일촌의 역사와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난 주민들의 이야기를 중심

이 되는 에코뮤지엄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변화와 보전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혼재된 접경지역에서 지역의 문화와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다.

2. 혼재된 지역자원

통일촌이 위치한 접경지역은 농업, 생태, 안보와 관련된 지역자원이 연계되

지 못한 채 혼재되어 있다. 이는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야기시키고 지

역이 특정 작물, 안보적 차원의 자원에 의존되어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지역과 자원을 연

계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 계획이 필요하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지역을 비추는 방법이다. 지역의 고유한 서사를 외면하지 않고 

변화하는 접경지역의 가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자원의 층위를 

향상시킬 것이고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켜 농산품을 비롯한 지역자원의 가치를 

외부로 파급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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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공동체

통일촌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한다. 마을 입주 전부터 

개간과 농사를 위한 농업공동체가 조직되었으며 마을을 방위하기 위한 예비군 

중대가 편성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함께 소를 키우기 위한 공동목장을 세우고 

공동투자를 통해 직판장을 만드는 등 공동체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통일촌의 공동체성과 결속력은 유출되는 주민보다 유입되는 주민이 

많은 이유이며 민북마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

러나 마을을 운영·관리하는 통합적인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활

동하는 조직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은 문제가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은 통일촌 에코뮤지엄이 만들어지고 지속가

능하게 만드는 요소일 것이다.

4. 다양한 문화단체의 형성과 커뮤니티 형성

최근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마을단체가 재결성되고 문화단체와 시민단체

가 생겨나고 있다. 마을단체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부적으로 주민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외부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

다. 문화단체는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통해 마을의 다양성을 높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 형성한 배경지식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향

상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촌은 다양한 작가들과 지식인들에게 꾸준한 관

심을 받고 있다. 마을단체, 문화·시민단체, 지역 작가와 연구자 등의 커뮤니

티를 형성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5.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서부DMZ는 북한과 가까워 생겨난 긴장과 갈등의 장소로서 서울과 가까워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이는 각종 공공

기관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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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의 4·27 판문점선언 부터 민통선 지역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행정기관

은 과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촌과 관련된 기획은 관주도의 계획으로 지속되지 못한 

채 일회성으로 끝났다. 마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에코뮤지엄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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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파주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

제1절 통일촌 에코뮤지엄의 목표 및 역할 

1. 목표 및 전략

1) 통일촌 에코뮤지엄의 목표

<그림 4-1> 통일촌 에코뮤지엄의 구조

국경은 기억이 경합하고 회복되며 재협상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장소이다

(Zhurzhenko, 2011). DMZ는 북한과의 국경이자 지역주민들의 삶이 담겨있는 

장소이지만 DMZ의 관광프로그램과 관련 콘텐츠들은 변화하는 국경 안에서의 

기억과 관계를 갖지 못한 채 과거의 역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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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은 민통선 외부의 임진각을 코어박물관으로 설정하고 통일촌을 위성

박물관으로 설정한다. 이후 통일촌의 역사와 생활문화와 관련된 자체적인 프

로그램을 도출하고 임진각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된 경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대성동, 해마루촌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서부DMZ의 지역공동체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통일촌 에코뮤지엄의 전략

<그림 4-3> 통일촌 에코뮤지엄의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촌 에코뮤지엄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와 중첩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발견하고 개선하

고자 한다. 또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한된 민통선지역과 외부와의 연

계를 모색하고 효율적인 관광이 가능케 하고자 한다. 둘째로 통일촌 주민들의 이

야기를 발굴하여 지역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발굴된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을 통해 주민 간의 단결력을 상승시키고 외부인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계인

구122)를 형성하고자 한다. 셋째로 타 지역, 외부 전문가, 작가 등과의 연계를 통

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일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한다.

122)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그 지역을 응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의 인구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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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및 기능

<그림 4-4> 통일촌 에코뮤지엄의 역할 및 기능

통일촌 에코뮤지엄은 통일촌의 고정된 인식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재조명

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발굴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발굴된 자원들은 

통일촌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기획되어 지역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관광객에게 교육과 체험을 제공한다. 주민들은 해당프로그램

을 직접 실행하고 관련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며 관광객과의 소

통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이어가고자 한다. 

3. 운영 및 조직 구성

통일촌 에코뮤지엄 운영 조직은 <그림 4-4>와 같다. ‘에코뮤지엄 운영위원

회’는 기존 정책과 여러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원을 끌어내고 마을

주민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

다. 통일촌에는 주민으로 구성된 ‘통일촌개발위원회’와 ‘청년회’가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에코뮤지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자 한

다. 특히 청년회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높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

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심도가 높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마

을을 변화시킬 리더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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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통일촌 에코뮤지엄 조직 구성

통일촌은 민간인이 제한된 특수한 공간으로써 파주시, 장단출장소, 군부대와

의 긴밀한 소통 및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아직까지 연구 및 발굴되지 

않은 지역자원들이 많기에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에코뮤지엄 설립

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통일촌에는 장단실버솔저123), 노인회, 부녀회, 작목반, 조장, 반장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어 경관, 역사, 생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도출되는 프로

그램을 직접 실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지역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대규모 관광객 위주였던 DMZ 관광이 민통선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향후 소수의 관광객까지 관관객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계획가의 입장에서 대상지를 분석하고 발굴한 물리적, 비물리적 자원을 기반

으로 대상지에서의 창의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23) 2013년 결설된 장단실버솔저는 평균연령 77세, 25명의 통일촌 주민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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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일촌 공간 및 전시프로그램 계획

1. 자원의 재구성

본 계획은 민간인의 출입과 활동이 통제되는 통일촌의 특징을 활용한다. 오

랜 시간 군의 통제와 규제 속에 살아온 통일촌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역

사와 문화가 존재한다. 또한 관광객의 출입과 활동이 제한되어 주민들의 일상

을 보장하고 사적공간과 관광을 위한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 통일

촌 에코뮤지엄은 주민들의 제한된 삶에서 발생된 이야기와 민통선지역의 규제

를 활용하여 특색있고 효율적인 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6> ‘자원의 재구성’의 위치와 프로그램

1) 운송수단 : 전기차 

구분 내용

운행코스 임진각 → 캠프그리브스 → 통일촌 부녀회식당 → 통일촌 직판장

운행시간 11:00 / 13:00 / 15:00 / 16:00

실행주체 통일촌 청년회

시설 기능 ·외부인의 통일촌 접근성 개선

<표 4-1> 전기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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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식당

을 예약하거나 임진각에서 캠프그리브스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

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최근 임진각과 캠프그리브스를 연결하는 

곤돌라가 건설돼 향후 민통선 지역의 소규모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민통선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민간인은 인솔자 없이 지정된 장

소 이외에는 움직이지 못한다. 따라서 민통선 외부방문객이 쉽게 마을로 접

근하고 각 거점 간 이동이 가능한 전기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기차는 곤돌라 운영시간124)과 캠프그리브스 셔틀버스시간125), 점심 및 

저녁시간을 고려하여 하루에 4번(11:00 / 13:00 / 15:00 / 16:00) 마을 청년회

가 운영한다. 마을 청년회는 지금도 산불방지를 위해 번갈아가며 순찰을 돌

고 있어 시간과 인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는 한번에 많은 인

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14인용 전기차를 운용한다.

<그림 4-7> 통일촌 전기차 운행코스

임진각 – 캠프그리브스 – 통일촌부녀회식당 - 통일촌직판장

124) 동절기 : 09:00-17:00 / 하절기 : 09:00~18:00

125) 11:00, 13: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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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어센터 : 자유회관 

구분 내용

위치 통일촌 자유회관(부녀회관)

이용방식 관광프로그램 신청소, 카페, 영화관, 주민 커뮤니티 공간

실행주체 부녀회, 정보화마을 간사

시설기능

·통일촌의 중첩된 식당 기능 개선 (부녀회식당→부녀회카페)

·관광객과 주민들의 소통과 공유의 장소 및 관광프로그램 통합 운영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된 이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표 4-2> 코어센터 : 자유회관 개요

현재 통일촌에는 세 곳의 식당이 개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관광프로그

램은 ‘파주장단콩 영농조합’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전 예약을 통

해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각기 다른 전화번호와 다른 위치에서 운영되

고 있는 식당들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중첩된 기능을 단순화하고 관광객

들과 주민들의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자유회관을 통일촌의 코어센터로 제

시하고자 한다. 

<그림 4-8> 자유회관 개조 후 모식도

① 공간의 성격

자유회관은 과거 서부DMZ 안보관광의 시작점이며 부녀회식당이 위치한 건

물이다. 통일촌의 중심이었던 자유회관은 통일대교가 건축되고 외부와의 접근

성이 좋은 장단콩 식당과 직판장 식당이 생기면서 건물의 주요 기능인 부녀회

식당의 이용률이 저조해졌다. 그러나 통일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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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은 2층126)에는 마을박물관과 ‘DMZ KOREA’ 카페가 위치하며 바로 앞

에는 전망대가 조성되어 여전히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마을의 주요 장소

이다. 또한 통일촌과 부녀회의 역사가 담긴 장소로써 지금도 마을 주민들의 

담소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회관을 관광객과 주민들의 소통과 공유의 매개체로써 지역과 자

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일촌 전체의 관광과 

자원을 관리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

② 세부 실행 프로그램

㉠ 부녀회 카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DMZ 관광은 걷는 활동적인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민통선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

으로 부족하다. 이에 1층의 부녀회 식당을 개조하여 카페와 휴식공간으로 조

성하고자 한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다년간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한 주민이자 정보화마

을 간사는 커피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장단콩 라떼, 홍삼주스, 산머루오가피

주스 등의 음료와 빵을 개발하고 만들어 왔다. 해당 주민이 중심이 되어 부녀

회를 교육하고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부녀회카페의 전문성을 높인다. 

공간적으로는 부녀회식당의 창문을 폴딩도어로 교체하여 공간을 외부로 확장

한다. 이용객은 북쪽을 바라보며 휴식과 조망을 함께 취할 수 있다. 또한 부녀

회 카페는 곤돌라, 캠프그리브스를 통해 방문할 관광객들에게 마을의 기본적

인 정보와 주의사항을 제공하며 코어센터로써 마을 식당 예약과 관광프로그램 

신청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다. 관광객의 출입이 불가능한 17:00시 이후에

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된다.

126) 현재 장단출장소2층과 자유회관2층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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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마관&전시관

2층 카페공간을 시네마관으로 제안한다. 6.25 전쟁과 분단의 중심이자 서울

보다 개성이 가까워 북한 TV프로그램이 간혹 나왔다는 통일촌에서 DMZ와 관

련된 영상을 상영하고자 한다. 관광객은 영상을 통해 DMZ와 인류평화의 상징

적 의미를 되새기고 통일촌과 DMZ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상영될 작품은 DMZ와 관련된 기존 작품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

제127)’에서 ‘DMZ비전’부분에 출품된 작품으로 선정한다. 출품된 작품은 8

일간의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도 시네마관에서 지속적으로 상영되도록 하고자 

한다. 상영될 작품은 <표 4-3>와 같다.

연도 제목 연도 제목

1955 격퇴-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1994 태백산맥

1961 오발탄 1994 만무방

1961 5인의 해병 1995 고구려 옛 수도, 평양 

1963 돌아오지 않는 해병 1995 평양의 사계절 

1964 빨간 마후라 1998 쉬리

1965 비무장지대 2000 공동경비구역 JSA

1965 인천상륙작전 2002 천리마 축구단 

1966 군번 없는 용사 2003 실미도

1968 어떤 눈망울 2003 송환

1968 대좌의 아들 2004 어떤 나라

1969 어느 하늘 아래서 2004 DMZ 비무장지대

1969 결사대작전 2004 태극기 휘날리며

1974 증언 2004 웰컴투동막골

1974 들국화는 피었는데 2005 간큰가족

1976 원산공작 2007 만남의 광장

1978 슬픔은 저 별들에게도 2008 GP506

1978 가깝고도 먼 길 2010 꿈은 이루어진다

1984 내가 마지막 본 흥남 2010 포화 속으로

1987 블루하트 2011 고지전

1990 남부군 2016 그날

1991 은마는 오지 않는다 2018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 

1993 그 섬에 가고 싶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작

<표 4-3> 시네마관 상영 예정작

127) 매년 9월 8일간 파주 인근에서 열리는 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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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계획한 시네마관과 마주하고 현재 체력단련실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을 전시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체력단련실은 주민들의 이용률이 적어 

항상 닫혀있는 상태이므로 체련단련 시설을 신방공호로 옮겨 공간을 확보하고

자 한다. 새롭게 생긴 공간에는 마을 문화단체에서 전시했던 작품, 통일촌 자

체적으로 제작한 영상 등 최근 통일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작품들을 담

고자 한다. 통일촌의 현재의 모습이 담겨질 해당 전시관은 앞서 조성된 마을

박물관과 연계되어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반시설: 직판장 리모델링

구분 내용

위치 통일촌 직판장

이용방식 식당, 라이프스타일&로컬푸드 마켓

실행주체 직판장위원회, 작목반

시설기능
·통일촌의 농산품과 관련된 마을역사 및 농부들의 이야기 제공

·원재료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 배치

<표 4-4> 직판장 리모델링 개요

통일촌에서 직판장은 관광객이 마주하는 첫 번째 장소이다. 통일촌의 랜드

마크이자 마을의 역사가 담겨있는 직판장에는 식당이 운영되고 마을 관련 특

산품과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통일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질과 

찾아오는 관광객에 비해 직판장에서는 소득이 나지 않고 있다. 1994년에 만들

어진 직판장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안보관광 코스에서 관광객이 통일촌에 머무는 시간은 식사를 할 경우 

1시간, 직판장만 보는 경우 15분 정도이다. 따라서 직판장을 단순히 농산물과 

특산품을 파는 장소를 넘어 짧은 시간에 통일촌의 역사와 이야기를 볼 수 있

는 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산물의 생산 

과정과 이야기를 담는다. 해당 작물을 누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영상

이 재생되고 매장에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울린다. 농부의 이야기(p.119)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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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를 좁혀준다. 다음은 농산물을 투박한 나무박스에 담

음으로써 농촌 분위기를 연출한다. 박스 옆에는 관련 농기구를 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든다. 또한 농산물의 배치

도 중요하다. 단순한 농산물의 배치가 아니라 원재료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가

공식품을 배치한다. 예를들어, 첫째 칸에는 장단콩 그 위에는 장단콩으로 만든 

고추장과 된장, 그 옆에는 관련 가공식품을 배치한다. 원재료에 따라 구성된 

배치는 식품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안겨준다. 이는 ‘요리’라는 

코드로 이어져 관광객을 직판장 식당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짧은 

시간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통일촌과 마을에서 생산되

는 농산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고 구매와 재방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림 4-9> 직판장 리모델링 모습

4) 정원경관

구분 내용

위치 주민들의 개인 마당과 직판장 앞 정원

이용방식 통일촌 정원경관 조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행주체 장단실버솔저, 청년회, 장단카페, 외부 전문강사 및 관련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능

·주민스스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DMZ 자생식물 식재를 통한 정채성과 차별성 부여

·직판장 앞 오픈정원을 조성하여 부족한 휴게공간 조성

·정원을 활용한 여름축제 기획

<표 4-5> 통일촌 에코뮤지엄 정원경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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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촌에서는 주민들이 꽃을 심고 기르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와 더불어 마을 자체적으로도 담을 없애고 정원을 만들며 꽃의 모종을 주민들

에게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통일촌의 독특한 마을 구조가 더

해져 개성 있는 경관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정원경관을 조성하고

자 한다.

① 세부 프로그램

㉠ 마당정원

주민들의 사적공간인 마당을 정원화한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마당에 정원을 

직접 가꾸고 있지만 경관으로 발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강화

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정원 강사의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정원을 조성하

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나아가 마을의 통합적인 정원경관 조성

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을 도모한다. 정원은 기존 조성된 마당을 보완하는 방향

으로 조성한다. 다년생 초화류와 관목, DMZ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풍성한 경관

을 연출하고 평화정원 및 평화경관으로써의 의미를 더한다.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더불어 관련 외부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가적인 정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오픈정원

매일 임진각을 출발해서 직판장을 경유하는 안보관광 버스가 짧게는 15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직판장에 머무르지만 찾아오는 관광객에 비해 내외부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 정해진 공간만을 소비할 수 있는 민통선지역에서 휴게공간

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간이다.

이에 직판장 앞 공터에 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는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장소는 2013년 

‘위험한 정원’으로도 조성되었고 이후 마을에서도 정원으로 활용하고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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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추운 날씨로 관리가 쉽지 않아 매년 식재만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정원과 함께 겨울철에도 이용 가능한 실내 온실을 제안

하고자 한다. 정원은 직판장 카페와의 연계를 통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으로 활용된다. 관광객은 사계절 푸른 식물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관

광객이 나간 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오픈정원은 앞선 마당정원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다. 정원교육을 통해 향상

된 주민들의 능력으로 직접 정원과 온실을 가꾼다. 온실정원에는 DMZ 자생식

물을 함께 식재하여 온실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한다.

㉢ 축제

DMZ에서의 식물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여름 정원축제를 제안한

다. 축제는 모내기와 밭작물의 모종 심기가 끝나고 상대적으로 농부들이 바쁘

지 않은 6월에 진행된다. 

6월은 식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절로 풍부한 정원경관이 나타난

다. 또한 가을에 진행되는 다른 정원박람회, 정원축제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

는 계절이며 인근 수내천에서 천변습지, 여름새, 들꽃 등 여름철 DMZ의 생태

를 관찰할 수 있는 계절이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군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마을을 개방하여128) 

그동안 가꾸어 온 주민들의 사적 정원을 관광객들에게 오픈한다. 관광객은 오

픈된 주택만을 들어갈 수 있으며 주민은 관광객과의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관광객은 지금까지 둘러보지 못했던 마을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

으며 가드닝, DMZ 여름 생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128) 통일촌에서 주민과 군의 협의를 통해 행사가 진행된 경우가 다수 있다. 



- 108 -

2. 가치 재정립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역대 정부는 접경지역 활용을 위한 정책들을 구상해 왔다. 노태우 정부의 

‘DMZ, 평화시설 제안’, 김영삼 정부의 ‘자연공원’, 노무현 정부의 ‘DMZ 

평화공원’, 이명박 정부의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제 평화지대’ 까지 접경지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노력은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인식은 

확대시켰으나 여전히 평화, 생태, 체제 등의 거시적인 담론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왔다. 

 민북마을 주민들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다. 남북이 대

치하고 이데올로기적 충돌이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는 접경지

역의 활용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는 접경지역에 

대한 대중들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평화와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

이다. 이에 통일촌 주민들의 이야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10> ‘가치 재정립’의 위치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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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단군의 역사

구분 내용

위치 통일촌 일대

이용방식 주민(개인)의 역사 전시&토크, 관광프로그램

실행주체 통일촌 주민, 청년회, 파주중앙도서관

프로그램 기능
·개인의 역사를 통해 마을과 한국의 근현대사 해석

·주민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마을의 정체성 회복

<표 4-6> ‘장단군의 역사’ 개요

통일촌은 전쟁, 분단, 실향 등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라진 장단군과 분단의 역사를 기

록하고자 한다.

현재 통일촌은 최초 입주민 중 반이 돌아가시고 입주민 2세대, 카터재단 입

주민 등이 새롭게 마을로 유입되면서 과거보다 유대감이 약화되었다. 본 프로

그램은 관광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간의 소속감을 강화하

고 마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① 세부 프로그램

㉠ 토크콘서트&1인 전시회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한다. 이야기는 단순히 기록되는 것이 아니

라 토크콘서트를 통해 마을내외부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다. 이후 

전시와 책, 영상으로 재생산된다. 돌아가신 분들도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록하며 과거 장단군의 주민들, 실향민 등 기록 범위를 넓혀 간다. 전시는 1

인 전시로 진행되며 개인의 역사를 통해 마을과 한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본다. 

전시 장소는 앞서 제안한 자유회관 2층에서 전시하고자 한다. 관련 인터뷰 내

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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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출신 아니면 입주를 못했지. 50살 이어도 예비군에 등록되고 비상 

걸리면 무기에서 총이랑 실탄 들고 근무를 서야 했어.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일 

년에 두어 번씩은 사격훈련, 유격훈련도 했었어….”(주민 구술, 20.05.09)

“17살에 남한으로 피난 왔어. 우리 집이 개성인데, 저기 보이는 송악산 그 옆이

야. 71년도에 남한 사람도 가고 북한사람도 가서 금방 통일이 될 줄 알았는데…129)”

“황해도 은율군 동곡리에 살았어. 남동생이 3명이었는데 피난 나올 때 

나 혼자만 나오게 됐지. 이러게 오래 떨어져 지낼 줄은 몰랐어. 잠깐만 피했

다 오라고 했는데…130)”

“1세대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몇 분 안 남아계셔. 80세대 중에 반 

정도 살아계시고 그 중에서도 세대주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 … 지금은 돌

아가셨는데 ○호집 할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시지. 낙동강 전투 중 가장 치열

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셔서, 훈장도 많이 받고 그랬어.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새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주민 구술, 20.04.18)

2) 땅의 역사

구분 내용

위치 통일촌 일대 경작지

이용방식 민통선지역 농사 체험&관광, 축제, 브랜딩

실행주체 통일촌 부녀회, 청년회, 작목반, DMZ마을사진클럽

프로그램 기능

·경작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민통선지역의 역사와 삶의 방식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과 외부인 간의 관계인구 형성

·쌀 브랜딩을 통해 쌀의 가치 제고

<표 4-7> ‘땅의 역사’ 개요

통일촌 주민들은 엄격하게 통제된 장소에서 황무지를 직접 개간하고 농사를 지

어왔다. 평범할 수 없었던 주민들의 삶과 통일촌의 역사는 땅에 담겨져 있다. 따

라서 주민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129) EBS, “딱 좋은 친구들-통일촌에 가다”, 「EBS」, (2015년 10월 24일)

130) EBS, “딱 좋은 친구들-통일촌에 가다”, 「EBS」, (2015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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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부 프로그램

㉠ 경작지 체험프로그램

통일촌의 경작지는 주민들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로 현재 입주민 2세

대가 농사를 짓고 있다. 민통선지역에 위치하고 미군과 가까우며 생태적으로

도 가치 있는 농경지는 특별한 이야기와 경관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통일촌의 농경지를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프

로그램은 모내기, 제초, 수확 등 총 3번의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

민들의 땅 일부를 임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자신이 먹을 쌀을 직접 생산한다. 

체험을 통해 참가자는 민통선지역의 역사와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통일촌과의 

관계인구를 형성하게 된다. 경작지에 관련된 주민들의 이야기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회차 프로그램

1회(봄) 손 모내기 / 둠벙탐험

2회(여름) 논 풀뽑기 / 동동주 만들기(동동주와 두부김치)

3회(가을) 손 벼베기 / 논두렁 축제

<표 4-8> 경작지 체험프로그램

“처음 입주했을 때는 정부가 땅을 대충 만들어 놓고 나갔어. 우리가 철

조망, 나무 주워서 옥토를 만든 거지. 그래서 처음에 고생 많았어. 장비도 없

었고, 경운기도 두 집 당 한대씩 밖에 없어서 … 농사지을 때 멀리서도 구별

할 수 있도록 빨간모자를 썼지. 분기별로 빨간모자 다음에는 노란모자, 흰옷 

이렇게 정해줬어…”(주민 구술, 20.05.02)

“정부의 토지 환수 사업으로 받았던 땅을 다 뺏겼어, 그래서 청와대까지 

가서 시위도 했지. 대통령이 15년 상환에 2.3%, 7억 6천만 원의 융자를 해줬

어. 그때 30만 평 정도 겨우 샀지. 그래도 안 판 사람도 있었어. 그래도 융자

를 해줘서 그나마 여기서 농사짓고 사는 거지, 안 그랬으면 농사도 못 지었

어…다 뺏기고 먹고사는 건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경지도지사

에 찾아가서 4억 3천만원 예산을 받아 직판장을 만든 거지. 당시에 장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는데 주민 모두 30만원인가 70만원 정도를 투자 했어. 

지금은 일 년에 한 세대 당 400만원 이상씩 분배 받아.”(주민 구술,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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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교 2명이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죽은 사건 있잖아. 그때 1공수여

단이 마을 바로 앞 논에 떨어졌어. 북한이랑 전쟁이 나는 줄 알았지. 여기는 

그런 사건이 리얼하게 다가와. 간첩이 마을에 온 적도 있었어. 그때 77호집에

서 옷을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주민 구술, 20.05.27)

㉡ 논두렁 축제

2018년 마을주민들이 주최한 ‘장단 가든파티’와 앞선 ‘농촌체험프로그

램’을 연계한 ‘논두렁 축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축제는 ‘손 벼베기’ 프

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며 무대는 해당 논두렁에 설치된다. 접경지역 특성상 많

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와 통일촌 농산물 

구매자 일부를 선정해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한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지역의 삶과 생활문화를 외부

인과 공유하고 접경지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농산물 구매

자와의 관계를 이어감으로써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쌀 브랜딩

통일촌은 한정된 공간에서 농사를 지어 상대적으로 수확되는 쌀의 양이 적

다. 그러나 쌀이 만들어지는 자연환경과 장소의 특수성으로 수확되는 쌀의 품

질과 가치는 높다. 이런 통일촌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쌀 브랜딩을 제안하

고자 한다. 통일촌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입주 초기에는 통일미를 심었었지. 그 다음은 아끼바리를 심었고. 지금

은 삼광, 호품, 경기5호를 심어. 밥맛은 쌀품종도 중요한데, 환경도 중요해. 

일단 DMZ는 위도가 높아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 그러니 밥이 찰지고 맛

있지.… 수온도 중요한데, 우리가 임진강 물을 쓰고 있어. 이 물이 강을 따라 

돌면서 햇볕에 물이 데워지는 거지. 과학적 증명이 필요하겠지만 평생을 여

기서 농사지은 사람들은 느끼는 거지. 무엇보다 DMZ라서 깨끗하지 뭐…”

(주민 구술,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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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촌에서 생산되는 쌀은 장점과 특징은 있지만 대표할 브랜드가 없어 소

비자가 인식하기 어렵다. 실제로 통일촌에서 만들어지는 쌀은 직판장에서 판

매되는 일부를 제외하고 파주 경기미로 포장된다. 이후 파주의 다른 쌀들과 

섞여 어떤 특색도 없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이야기와 특징을 담은 

쌀 패키지가 필요하다. 

패키지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일러스트와 누가, 어디서, 어떤 쌀품종으로 만

들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된다. 특히 통일촌에서 수확되는 쌀의 

품종은 삼광, 호품, 경기5호이다131). 이중 삼광과 호품은 농진청이 정한 밥맛

이 좋은 ‘최고품질’로 선정된 14종 중 하나이다132). 또한 경기5호는 재래종 

벼 ‘조정도’를 개량하여 만든 것으로 전국 쌀 대축제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품종이기도 하다. 쌀품종에 관한 정보,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 농부의 

이야기 등의 내용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며 다시 직판장에 텍스트와 영상으로 

전시되어 관광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현재 20kg만 판

매되고 있는 통일촌 쌀을 소포장하여 버스를 타고 관광하는 안보관광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자 한다.

<그림 4-11> 농민들의 이야기를 활용한 쌀 브랜딩

(자료: 연구자가 참여한 ‘DMZ쌀, 철원농민 삶의 이야기’ 전시회 일부)

131) 종자원에 등록된 벼 품종은 총 285가지에 이르며 이중 밥쌀용은 196개 이다.

132) 현재 ‘최고품질’로 선정된 쌀품종은 2018년 기준 전체 벼 재배면적 중 22.5%밖에 되지 않아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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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경지역의 역사

통일촌에는 일반 농촌에서 볼 수 없는 지역자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자

원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단

콩 체험프로그램 이외의 자원은 크게 생활문화자원과 생태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원들을 활용한 세부 장소와 코스는 다음과 같다. 

분류 해설사 관람 동선

마을 

탐방루트

파주 

관광해설사 

/ 마을주민

18호집(무기고) → 교회/급수탑 → 방공호 → 박물관 → 전망대

(송악산/DMZ/대성동&기정동) → 77호집(간첩/판문점사건) → 벙

커 → 장단콩체험장 → 사과따기 체험(가을) → 직판장 → 문화

예술구락부 ‘통’→ 양봉체험(여름)

생태자원 

탐방루트

DMZ

생태연구소
여름

세월천 상류 천변습지(여름새/DMZ자생식물 관찰) → 농

경지&둠벙 → 장단콩 식당

마을주민 겨울
농경지(두루미) → 장단콩 식당 → 통일촌(학춤) → 임

진강 철책 → 장단반도(독수리/간첩)

<표 4-9> 통일촌 관광코스

마을 탐방루트 생태자원 탐방루트

<그림 4-12> 통일촌 투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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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부 실행 프로그램

㉠ 마을 탐방루트

마을 탐방루트는 통일촌의 생활문화자원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출된 

자원을 활용해 계획했다. 가이드는 현재 마을박물관에 파견 나온 파주 관광해

설사가 주로 진행하며 특별 해설사로 지역주민이 비정기적으로 가이드 한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를 기획함으로써 변화된 코

스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방공호의 경우 현재 습도가 높아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과거 사용하던 저온창

고로 다시 활용하고자 한다. 저온창고로 이용되는 방공호의 모습은 관광객들에게 

남북 관계의 변화를 시사하며 해당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은 ‘방공호 ○○

○’  으로 브랜딩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또한 사과밭과 양봉장 체험은 각각 체

험이 가능한 가을과 여름에 실시한다. 마을자원과 관련된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우리집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전역한 집인지라 무기고도 있어. 저쪽에 한 개 더 

있었는데, 그건 부셔졌어. 무기고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안에 소총 걸이 같은 게 남아

있어. 그 당시에 총을 주고받는 사진이 없어서 참 아쉬워. (주민 구술, 20.05.02)

“마을에 방공호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벙커는 많았지. 지금 세 개 정도 남아있을 거

야. 예전에는 벙커끼리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 담이나 벽으로 된 

것들이 그 흔적이지. … 이 마을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나라를 지키자’라는 이스라

엘 키부츠를 본떠 만든 건데 그것보다는 ‘나라를 지키면서 일하자’였던 거 같아. 전쟁

이 나면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싸워야 했어. 당연히 여자들도 훈련을 받았었지. 아버지가 

말하시길 나(화자)를 안고 어머니가 훈련 받는 걸 보셨었대.”(주민 구술, 20.04.10)

㉡ 생태자원 탐방루트

생태자원 탐방루트는 여름과 겨울에 이루어진다. 여름은 DMZ생태연구소에

서 진행하며 여름에 비해 일이 적은 겨울은 주민들이 직접 해설사로 참여한다. 

주민들은 해당 생태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가이드를 관광객들에게 제

공해야 한다. 생태자원 탐방루트는 DMZ의 생태성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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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집경지역에서의 인간과 

자연의 상생적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생태자원과 관련된 주민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여기 논에 두루미가 정말 많았었어. 사진을 안 찍은 게 아쉬워. 한동안 

줄어들었었는데 개성공단이 철수하고 통과하는 차들이 줄어드니까 철새들이 

돌아오더라. 작년 겨울에 많이 왔던 거로 기억해.”(주민 구술, 20.04.18)

“독수리는 옛날부터 있었어. 어렸을 적 커다란 검은 새를 본 게 기억이 

나. 그러다가 환경단체가 장단반도에 먹이를 주면서 많아졌지. 그런데 조류

독감이 퍼지면서 주민들이 행사를 꺼려했어.”(주민 구술, 20.05.09)

3. 경계의 확장

서부DMZ의 통합적 에코뮤지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간인의 행동과 

출입이 자유로운 임진각을 코어박물관으로 설정하고 민통선 내 통일촌, 해마

루촌, 대성동을 위성박물관으로 설정한다. 각 위성박물관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연계 모델을 구성한다. 위성박물관 사이에 형

성된 네트워크는 한정된 접경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분절

된 접경지역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역사적·문화적 층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4> 서부DMZ 에코뮤지엄 모델



- 117 -

위성박물관 기능&역할

임진각
코어센터로써 위성박물관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박

물관 간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통일촌

사회와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소규모 관광유형이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은 통일촌은 각 

마을의 관광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외부인과의 소

통과 공유의 매개체로서 서부DMZ의 가치를 전달한다.

해마루촌

2003년에 건립된 해마루촌은 비교적 최근에 건립되어 상대

적으로 주택시설과 마을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마을에 비해 인구고령화가 심하여 농업활동 이외의 새

로운 일거리가 필요하다133). 이에 해마루촌을 숙박 특화 마

을로 활용하여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관광객은 외부인이 제한된 DMZ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유연한 DMZ관광이 가능하게 할 것

이다.

대성동

대성동은 DMZ 안에 위치한 유일한 마을이다. UN군이 직접 

관리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소

수의 인원만이 마을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성동은 접경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 지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주고 지역방문객의 참여와 구매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인 경작면적이 통일촌과 해마루촌에 

비해 상당히 넓어134) 한정된 서부DMZ 농산물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다.

<표 4-10> 서부DMZ 코어센터와 위성박물관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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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민북마을 파주 통일촌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 관광, 생태, 군사활

동이 균형을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

당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부

여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 파주 통일촌은 DMZ 서부전선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마을로 

군사분계선(MDL)과 4.5km 떨어져있는 민북마을이다. 1972년 5월 국가 주도로 

건설된 통일촌은 선발된 주민 사이의 갈등과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수성으

로 사건사고가 빈번했지만 마을주민은 하나가 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

어가고 있다.

그러나 통일촌이 위치한 접경지역은 평화, 체제, 생태 등의 거시적인 담론에 

집중되어 접경지역에 터전을 일구어 지금껏 살아온 지역주민의 삶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 왔고 지역자원은 연계되지 못한 채 혼재되어 있다. 또한 최근 남과 

북의 관계개선으로 민통선 북상과 각종 개발계획 등에 의한 ‘변화’에 직면하

고 있다. 따라서 통일촌의 문화와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가치를 재

조명하며 변화하는 접경지역에 대응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을 제시하였다. 에코뮤지엄 개념을 

통일촌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일본과 국내에 조성되어 있는 사

례를 분석하여 실행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DMZ 접경지역의 관광현황과 통일

촌의 물리적 특징, 경관·역사·생활문화·생태·인적자원을 연구 및 발굴하였

다. 자원분석과 에코뮤지엄 계획은 지역주민의 인터뷰에 중점을 두었으며 역

사적 자원뿐만 아니라 동시대적 유·무형자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원 분

133) 마을주민과 전화인터뷰 내용 (2020년 6월 07일)

134) 마을주민과 인터뷰 내용 (2020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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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이론 연구를 통해 도출한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객의 출입과 활동이 제한되는 민통선지역의 규제를 활용하여 통

일촌의 물리적·비물리적자원을 재구성했다. 민통선 외부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거점 간 이동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제안하였다. 각 거점 시

설은 코어시설, 일반시설, 정원경관으로 조성되며 관련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굴한 생활·역사·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

링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통일촌의 이야기는 장단군의 역

사, 땅의 역사, 접경지역의 역사로 나누었으며 관련 관람루트와 관광프로그램

을 제시하였다.

셋째, 서부DMZ의 통합적 에코뮤지엄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민간인의 행

동과 출입이 자유로운 임진각을 코어박물관으로 설정하고 민통선 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을 위성박물관으로 설정했다. 각 위성박물관의 독립성은 유지

하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연계 모델을 구성하였다. 위성박물관 사

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는 한정된 접경지역의 자원을 효율적 이용할 수 있고 분

절된 접경지역의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역사적·문화적 층위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 개념을 통일촌에 적용하기 위하여 주민과

의 만남을 통해 통일촌의 공간과 지역자원을 연구하고 지역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통일촌 에코뮤지엄 계획은 향후 통일

촌을 계획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통일촌을 변화시키고자 하

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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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ju Tongilchon Eco-museum Plan
Changhyun, Le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Kyungjin, Zoh

 Since the cultural heritage began to be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preservation targets have been expanded from individual cultural 

properties, such as buildings, to cultural landscapes of villages and towns, 

including surrounding areas. The representative cultural landscape of Korea is 

the DMZ border area. DMZ, which is 248 km long and borders eight regions, 

crosses the waist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west to east, penetrating 

various natural landscapes and characteristic local cultures such as Korea's 

seas, rivers, fields, plains, and mountains. The DMZ border area, which has 

been untouched for decades as a symbol of the division between South and 

North along with its unique cultural landscape, is a unique landscape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in Korea. However, with the recent improv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such as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the DMZ border area is under 

development pressur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n alternative for balanc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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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xisting life, tourism, ecology, and military activities of residents in the 

Tongilchon in Paju located in the DMZ border area. For this, through the 

interview with local people living in the area, it was intended to discover 

and utilize local resources. It also tried to propose a way for residents to 

actually participate and be needed

 Study Area Paju Tongilchon is located within the civilian control zone of 

the DMZ West Front and 4.5km from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The Tongilchon, built in May 1972 as a state-led village, has frequently 

caused incidents due to conflict between selected residents and geographical 

specificity adjacent to North Korea.

 However, the border area where the Tongilchon is located is concentrated 

on macroscopic discourses such as peace, system, and ecology, and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who have lived in the border area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and local resources are mixed without being linked. In addition, 

The recent improvement in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has 

led to a "change" of Civilian Control Lines(CCL) and various development 

plans.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a study was needed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culture and scenery of the Tongilchon, to re-examine the 

values   of the region, and to respond to changing border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Tongilchon Eco Museum plan. In order 

to apply the concept of the eco-museum to the Tongilchon, we reviewed 

related theories and analyzed the cases created in Japan and Korea to 

propose an implementation system.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ourism 

in the DMZ border area,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Tongilchon, 

landscape, history, life culture, ecology, and human resources were studied 

and discovered. The resource analysis and eco-museum plan focused on 



- 125 -

interviews with local residents and sought to draw contemporary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as well as historical ones. The Tongilchon eco museum 

plan derived through resource analysis and theoretical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physical and non-physical resources of the Tongilchon were 

reconstructed by using the regulations of the civilian control area where 

tourists' access and activities are restricted.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visitors to the outside of the Civilian Control Lines(CCL), 

mobility was proposed to enable movement between bases. Each base facility 

is composed of a core museum, a general museum, and a garden landscape, 

and detailed programs are presented.

 Second, it tried to improve local values   by storytelling the history, cultural 
values, and life   discovered through the stories of the residents. The story of 
the Tongilchon was divided into the history of Jangdan-gun, the history of 

the land, and the history of the border area, and presented related tour 

routes and tourism programs.

 Third, it aimed to present an integrated eco-museum model of Western 

DMZ. Imjingak, where civilians are free to move and enter, is set as the 

Core Museum, and Tongilchon, Haemaruchon, and Daeseong-dong within the 

Civilian Line are set as satellite museums. The independence of each satellite 

museum was maintained, but a cooperative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to 

construct an organic linkage model. The network formed between the 

satellite museums will be able to efficiently use the resources of the limited 

border area and improve the scope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by 

linking the regional resources of the segmented border area.

 In this way, this study studied the space and local resources of the 

Tongilchon through meeting with residents in order to apply the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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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useum to the Tongilchon, and considered the future of the region 

together. The Tongilchon eco-museum plan derived through this process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planning the future Tongilchon and can provide a 

direction for residents who want to change the Tongilchon.

keywords : Eco-museum, DMZ, Tongilchon, Cultural landscape, 
Resident participation, Community
Student Number : 2018-2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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