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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비무장지 (DMZ)는 국제  냉 과 남북 계의 군사  긴

장과 갈등을 상징하여 왔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지

향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며, 군사정 정의 규범력을 제고시켜 국제사회의 

조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환경·문화  가치를 실 하는 수단이 된다.

  DMZ에 하여는 국제법으로서 군사정 정이 용되어 군사정 원회가 할

권을 가지며,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이 군사  목 을 해 

용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 력사업을 해서 부분 으로 남북합의서가 체

결되어 있다. 그러나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안정 이고 효율 으로 조성하기 해

서는 법제도  장애를 제거하고, 생태  보존과 평화  이용을 한 법제도  인

라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해서는 DMZ의 사업부지에 한 할권 는 리권

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이를 국유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지뢰 등 군사시설도 친환경 인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 세계평화

공원에 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법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

을 안정 으로 지원하기 해서는 그 법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정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비무장지 , 세계평화공원, 평화통일, 군사정 정, 남북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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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하 ‘DMZ’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기

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 이내로 설정된 지역이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체

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군사정전

협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남북한이 60년 이상의 분단상황을 지속

하는 동안, DMZ는 국제적 냉전과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상징하여 왔

다. 한편, DMZ는 한반도의 분단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의 현장이자 생태환

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 1979년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DMZ를 세계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

의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계획을 처음 제시하였다. 그 이후 세계자연보호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DMZ를 국제적 평화자연공원으

로 조성하자는 계획을 제기하는 등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남한에서도 2000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DMZ에 평화·생태·관광공원을 조성하

는 것을 국토종합계획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1) 

2013년 5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DMZ에 세계평화

공원을 조성하는 구상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통일부에 세계평화공원기획단이 설립

되는 등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

하는 것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기제

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DMZ는 정치·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생태적 조건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관련되는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 즉,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위와 

같은 전략을 추진하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DMZ는 분단국가인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6.25 전쟁의 결과로 탄생하였으며, 남

 1) 박은진,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방안”, 북한학 연구, 제3권 제2호, 2007,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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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과 중국이 함께 결정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중

층적 규범체계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DMZ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를 모

순과 충돌 없이 정합적으로 체계화시킴으로써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또

한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평화공

원을 조성하는 규범적 기준을 설정한 다음, 이에 따라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

선하고 보완할 것이 요청된다.

II. DMZ 세계평화공원의 법적 지위

1. 세계평화공원의 법적 의미

DMZ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 2km 지점을 연결한 지역으로서 남한의 

경기도와 강원도, 북한의 개성직할시와 강원도를 포함하며, 길이는 총 248km이고, 

면적은 총 907km2이다.2) DMZ는 군사정전협정 제1조 제1항에서 “한 개의 군사분

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

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규정에 따

라 설치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DMZ에는 박격포, 대전차포, 다연장로켓포를 

비롯한 중무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남북한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한계선에서 각각 전진적으로 철책선을 설치함으로써 그 범위도 많이 축소되

었다.3) 또한 북한은 1994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철수시켰으며, 2013년 3월

에는 일방적으로 군사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여 DMZ의 규범적 근거인 군사정

전협정은 그 실효적인 규범력이 약화되었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정치군사적·생태환경적·경제문화적으로

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헌법을 비롯한 법규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

다. DMZ가 설치되고 운영되어 온 경과와 세계평화공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DMZ

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2) DMZ에 대한 개요는 손기웅,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  황, 통일연구원, 2011.
 3) 김명기, “DMZ 평화화의 국제법적 구상”, 김인영 외, DMZ ― 발  이용과 해체, 소

화, 1999,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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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즉,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 제66조 등에서 평화통일을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과 제5조에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국제평화주의를 천명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도 제23조, 제34조 제6항, 제36조 등

에서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며, 그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

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로부터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평화공원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DMZ에 대해서는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세계평화공원은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세계평화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세계평

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합의서가 체결될 경우

에는 국제법질서의 틀 안에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헌법적 근거와 규범체계의 조정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같은 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 1948년 제정된 대

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

정하면서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당시 헌법을 초안

한 유진오 박사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

히 본조를 설치한 것이다”고 하였다.4) 이는 대한민국은 규범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만 분단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도 규범적으로는 한반도 전체

에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5)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

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분단상황을 규범적으로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헌

 4)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2∼23면.
 5) 이는 1949년 제정된 서독기본법과 대비되는데, 서독기본법은 전문, 제23조, 제146조에

서 독일이 분단국가라는 것을 전제로 서독기본법은 서독지역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선
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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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북한은 1948년 헌법 제1조에서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라고, 제7조에서 “아직 토지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고, 제53조에서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고, 제

10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라고 각각 규정하였다.6) 

이는 한반도 전체가 북한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성과 정통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현행 북한헌법

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은 DMZ에 대해서 헌법규범적으로는 모두 자신의 영토에 속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에 

대해 각각 영토고권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은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남북한 사이

에서도 헌법규범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전제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상대방

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DMZ에 대해서는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

으로 단일한 규범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며, 이를 설명하는 헌법

이론적 기초로서 남북한특수관계론이 제기되어 왔다.7) 이와 같이 DMZ의 법적 지

위는 남북한의 헌법규범에서부터 모순되고 충돌되며, 국제법과 국내법이 중층적으

로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DMZ에 대

해서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적용하여 법률적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는 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즉, DMZ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실질적인 관할권(Jurisdiction)을 행사하고 있어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되고, 국내법적 측면에서는 남북한의 법률이 각각 적용되고 있으므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체계

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6) 북한은 1972년 개정헌법 제14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
고 규정하였다.

 7)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에 적용되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는 기본원리를 제공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적 충돌과 모순을 해결하는 규범적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효원, 
남북교류 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47∼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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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MZ를 규율하는 법률체계8)

1. 군사정전협정

DMZ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은 군사정전협정이다. 군사정전협정은 전문

과 본문 5개조 6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DMZ의 설정, 출입제한, 구역 내에서

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군사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DMZ에 대

한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첨부한 지도와 지면에 표시한 북방경계선 및 남방경계선

으로 확정하며(제1조 제2항, 제3항), 쌍방 사령관들은 적당한 표식물을 세우고, 군

사정전위원회는 그 표식물의 건립을 감독하도록 하였다(제4항). 

DMZ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이남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그 이북

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각각 책임지며(제

10항), 상대방 지역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군인이나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엄

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제7항 내지 제9항). 다만,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은 예외적으

로 DMZ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인원수는 각 사령관이 이를 

결정하고,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10항).9) 이에 따라 남한에서 남한 관할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전위

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거나 민사행정 등을 이유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를 받아야 하고, 북한 관할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중국군사령원과 북한

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0)

DMZ 내에서는 물론 DMZ로부터 또는 DMZ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

하지 못하며(제6항),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인원과 물자의 이동의 자

 8) DMZ 전반에 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이효원,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통일 략, 제12권,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9) DMZ의 출입절차에 대해서는 유엔사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방문자는 유엔사 사무국에 
24시간 전에 방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유엔사 규정 55-4), 공동경비구역
(JSA), 중립국감시위원회,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는 모든 국적자의 방문을 허용하고 있
다(유엔사 규정 551-5). 

10) 군사정전협정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과 조선인민군 사령관의 공동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으므로 북한군 사
령관의 허가만을 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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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보장되지만(제11항)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는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항). 한편, 군사정전협정은 조인하고 12시간 이후부터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하며,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모든 군사

역량, 보급 및 장비를 DMZ로부터 철거하고, 72시간이 지난 때부터 45일 이내에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등 위험물을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3항).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입지

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지뢰 등 위험물을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

설물을 설치해야 할 것인데, 군사정전협정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

고 있다.11)

헌법과 군사정전협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남북한특수관

계론에 따라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DMZ에 대한 헌법규범적 영토주

권은 대한민국에 속하지만, 현실적인 인적․물적 관할권은 군사정전협정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에 속하며 구체적으로는 쌍방의 군사령관에 의

하여 행사된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정전협정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국제법적 규

범영역에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때에는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이 각각 국

제법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과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제법원칙을 고려하여 국제법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군사정전협정은 규범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그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사정

전협정이 우리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군사

정전협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조약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도 어렵다. 또한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

회의 활동 등 일부 조항이 사실상 그 규범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 군사정전

협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정전협정과 휴전협정의 개념을 구별하

는지 여부, 협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관련 당사자가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입장이 있다.12) 

11) DMZ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보유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제성호, “DMZ내 스포츠공원 설치 이용
과 법적 대응”, 스포츠와 법, 제3권, 2002, 278면).

12) 군사정전협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철영,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한
국 정전협정의 효력,” 성균 법학, 제16권 2호, 2004, 483∼4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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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 대해서는 군사정전협정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부에 이양

된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며,13) 비록 형식적으로는 남한이 군사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의 당사자로서 현재까지 정전협정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

다.14)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제5조에서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고 규정하였고, 그 이후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이 DMZ 일부 구역을 개방하면서 

체결한 합의서도 “정전협정에 따라” 체결하였다. 또한 우리 자연환경보전법도 제2

조에서 DMZ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질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군사정전협

정에서 설정한 DMZ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사정전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갖고 있으

며, DMZ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겠다.

2. 남북합의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들과 체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그 합의서는 그 동안 체결된 남북합의서들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2014년 1

월 현재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140여 개의 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DMZ 전체를 규

율하는 남북합의서는 체결되지 않았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는 제5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제12

조에서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을 

협의·추진한다”고 각각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DMZ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2000년 

이후 남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처

음으로 DMZ를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2년 9월 17일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

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는 그 체

결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DMZ에 관한 규범체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는 

6.15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었는데, 육로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DMZ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남북한 사이에 

13) 김명기, 앞의 논문, 76∼78면.
14) 배재식, “남북한의 UN 가입과 법적 문제”, 한국통일정책연구논총, 제2권, 1993, 19면; 

백진현, “휴전협정체제의 대체에 관한 소고”,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4호, 1991, 62∼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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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필요하였다. 당초 북한은 유엔군으로부터 DMZ 개방을 남한에 위임한다는 

편지나 담보각서를 보내줄 것을 남한에 요청하였고, 유엔군이 경의선철도와 문산-

개성간 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남한의 국방부가 유엔군을 대리해 DMZ 지뢰제거 

및 공사에 필요한 안전보장대책을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유엔군이 DMZ에 대한 협상권을 이미 남한에 넘긴 만

큼, DMZ 남북관리지역의 남한지역에 대한 관할권 자체를 남한에 이양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유엔군은 관할권 자체의 이양은 불가능하고 행정적인 관리권을 

남한에 넘겨줄 수 있다고 답신하였다. 

2000년 11월 16일 유엔군과 북한은 유엔군이 DMZ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행정적

인 관리권을 남한에 이양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그 다음날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간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는 제1항

에서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

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

으로 한다”고, 제2항에서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점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

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각각 규정하였다. 

이 합의서를 통해 ‘DMZ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 이외에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권(Administration)’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즉, 군사정전위원회가 DMZ 전

체에 대한 관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일부 구역을 지정하여 남북한이 관리권

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2년 9월 17일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동해지구에서는 폭 100m, 서해지구에서는 폭 250m의 남북관리구역이 설정되었고, 

지뢰제거, 접촉과 통신, 작업장경비 및 안전보장 등 철도 및 도로 연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들이 합의되었다. 그 이후 2002년 12월 6일 ‘남북 사

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2004년 4월 13일 ‘남북 사이 열차운행

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2007년 12월 13일에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

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체결되

었다. 이러한 남북합의서 이외에도 남북한은 2000년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른바 ‘4개 경협합의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합의서를 체결

하였는데, 이들 남북합의서는 DMZ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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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한도에서는 DMZ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대법

원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15) 그러나 4개 경협

합의서를 비롯한 13개의 남북합의서는 국회의 사전동의를 거치는 등 법률적 효력

을 갖는 조약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서 그 법적 규범력을 부여하고 있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라고 판단된다.16) 

한편, DMZ에 관하여 체결한 이들 남북합의서는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

하여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사전동의도 거치지 않아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합의서

는 남북한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합의한 사항으로서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달

성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될 약속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3. 남한의 법률

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제2조 제13호에서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

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

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

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DMZ를 기본적으로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

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연유보지역의 대상에 포함시

키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법률인 자연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

하여 그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DMZ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지

15)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결정;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
결 등.

16) 그러나 2011년 청주지방법원은 4개 경협합의서 가운데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해 
조약성을 부인하고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청주지법 2011. 6. 9. 선고 
2010구합2024 판결).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효원, 
례로 보는 남북한 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505∼5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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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로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DMZ는 자연환경의 보호의 측면에서도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이 공동으로 

보전하여야 할 자연유산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다만, DMZ는 그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자연유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관할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따라

서 환경부장관은 DMZ에 대하여도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할 법률적 의무가 

있으나, 이는 그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DMZ를 대상으로 하

므로 현재로서는 그 의무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이 법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 등의 행위제한,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에 대하여 특별규정

을 두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DMZ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DMZ에서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연경관의 훼손행위의 금지, 중지명령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

외를 인정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이 규정에 따라 DMZ에 대하여는 남북한의 합

의나 통일정책 관련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고, 이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발행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DMZ에 대한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관할권 유보규정을 개정

할 경우에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7)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제1조),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에 DMZ

가 포함되어 있어 DMZ에도 적용된다. 이 법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을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그 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규제, 

17) 이러한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MZ의 북한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 적
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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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

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을 

민간인통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제2조 제7호).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

며, 보호구역의 하나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

위를 제한하고,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매수 및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

17조). 또한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으며(제19조),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

야 한다(제20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원칙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 DMZ도 이에 

포함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짓거나 

길을 내는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일정책의 추진

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

5조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2.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 등

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3.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

대장 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

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5. 그 밖에 관할부대장 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더라도 DMZ 세

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해당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군사분계선의 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

인통제선 이남지역은 원칙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이지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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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 기타

국토기본법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개발

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해 규율하고, 국토의 용도

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행

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계

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제1조). 이 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보전과 개발이 조

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

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이나 사업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

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23조).18)

이러한 법률 이외에도 도로·하천·산림 등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률

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 지역적 적용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DMZ의 

남한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DMZ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대

한민국 헌법 제3조를 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들 법률들이 직접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들 법률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

18)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DMZ 남한지역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
며, 이 법 제10조와 제2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
외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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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DMZ의 

설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접경지역의 적용대상에 DMZ를 제외하고 있어서 

DMZ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제3

조) DMZ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라고 하겠다.

IV.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법제화의 필요성

현재 DMZ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중층적으로 적용되고 있

는데, 국제법적으로는 군사정전협정이 직접 규율하고, 국내법적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국토기본법을 비롯한 국토에 관한 다양한 법

률들은 DMZ의 남한지역에만 적용될 뿐, 북한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군사정전협정이 개정되어 DMZ에 대한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

연환경보전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합의서도 개성공단사업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DMZ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철도 및 도로의 개설을 위해 

제한적으로 남북한이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DMZ에 대한 이러한 규범체계의 구조는 헌법적 관점에서도 규범조화적으로 정

당화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즉, DMZ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남한의 영

토주권에 속하지만, DMZ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의미하는 관할권은 현실적으

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 관할권은 쌍방 군사령관에 의하여 각각 행사

되고 있으며, DMZ의 일부 지역에 대한 관리권만 남북한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DMZ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

호법은 군사적 목적으로 각종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고 있어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규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법률들도 DMZ의 남한지역에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한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어서 북한지역

을 포함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

다. 또한 남북한이 체결한 DMZ에 대한 남북합의서도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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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만 효력이 있어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남북합의서를 체

결할 필요가 있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DMZ에 대한 

실질적 관할권 또는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내법적으로도 공원조

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나아가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지원하는 법제

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사이에도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

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2. 법제화의 기본방향

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기여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분단 이후 계속되어 온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군사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거

나 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DMZ를 직접적으로 규

율하면서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존

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법제도적 장치는 남북한의 화

해를 기초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이

란 정치적 단일체를 형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통합을 통하여 

단일하고 동질적인 문화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에

서 남북한이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법제도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남북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역사적 현실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 제3조, 제4

조, 제66조, 제69조, 제72조 등에서 통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의

미는 헌법 제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우

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일은 평화통일만 의미하며, 비평화적 통일은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

한 방법과 수단 중의 하나가 아니라 통일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 개념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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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겠다.19) 또한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

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를 의미한다.20) 따라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법적 기초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나. 국제법원칙의 존중과 세계평화의 증진

한반도의 분단에는 남북한 사이의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적 요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국제법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남북교류협

력과 평화통일의 과정에서도 국제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남한과 

북한은 상호 상대방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에 동

시에 가입하는 등 국가적 실체를 가지고 국제법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150

여 개 국가가 남북한을 동시에 국가승인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평화통일

을 지향하면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교류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DMZ도 군사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조

약에 따라서 설정되었고, 그에 관한 법적인 관리나 권리의무도 국제법원칙에 따라

서 규율되고 있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법제도는 헌법을 정점

으로 한 국내법령의 체계에 정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원칙과도 조화되어

야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21)

DMZ는 6.25 전쟁의 결과로 탄생되어 60년 이상 남북한 사이의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정치군사적 대립과 긴장의 상징으로 각인되고 있

다. 이러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은 군사정전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만의 계획과 실

행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보

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원칙을 토대로 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

19)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 기본원칙 등에 대해서는 이효원, 남북

교류 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28∼39면.
20)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2000. 7. 20. 선고 98헌바63 결정;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 결정.
21) 김재한, “통일 디딤돌 DMZ 세계평화공원”, 월간 헌정(2013. 11), 119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한 법  기  / 李孝元   393

한 노력은 남북관계를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구

조를 세우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였고, 이

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제협력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

도적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였다. 또한 남북한이 어렵게 체결

한 남북합의서도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그에 필요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규율하지 못하고 정치현실에 좌우되도록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

며,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DMZ에 세계평화공원

을 조성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규범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

DMZ를 규율하는 법률체계는 국제법적 영역과 국내법적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데, 국제법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통일에 장애가 될 위험

성이 있다. 한편, 국내법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에는 남북한 분단상황에 비현실적인 

규범만 강조하게 되어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적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

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

계로서 그 규범영역에 따라서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22) DMZ에 세계평화공

원을 조성하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법제도화에 있어서는 국내법만을 적용할 수도 

없고 국제법만을 적용할 수도 없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남북한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위험을 예방하고,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는 먼저 민족자결성을 들 수 있다. 민족자결의 원칙은 하

나의 민족이 독립적인 주권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치적 지위에 대한 자

유로운 결정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적 원칙으로서 20세기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하

22) 남북기본합의서 서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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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23) 남

북한은 단일한 한(韓)민족으로서 통일한국의 완성에 있어서 그 절차, 형식,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일부인 DMZ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그 최종

적인 결정권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그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내용은 한민족으로서 남북

한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자결의 원칙은 남

북합의서에서도 수차례 확인된 것으로서 남북한이 모두 수용하고 있어 국제법원칙

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는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에 있어서는 서로 대등한 자격을 가지

므로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은 기본적으

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세계평화공원을 성

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

만, 국제법적 규범영역에서는 상호주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국내법적 규범영역에

서도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상호주의는 남북한의 법적 지위 또는 자격이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이 대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따라서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

면서도 남북관계의 현실과 국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상호주

의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특수관계론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남북관계를 규율하

는 법적 기초이므로 남북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남북관계의 변

화에 따라서 동태적 발전성을 가진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들은 평화통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해서는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통일한국에서는 새로운 규범적 의미

를 가질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세계평화공원의 관리와 운영 등 발전모델도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3)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13, 404∼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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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도적 장애의 제거

가. 관할권 조정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사업부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는 남북한, 그리고 유

엔군과 협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DMZ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를 포함한 DMZ에 대한 관할

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귀속되어 있고,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에 있어서는 유엔군과 

북한군이 각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DMZ 내부의 출입과 개발사업 등도 엄

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남한 또는 남북한이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

더라도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과 북한군의 허가가 없이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 또는 최소한 세계평

화공원의 사업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남한 또는 남북한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먼저 관할권을 조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그 범위에서 관할권을 조정하는 방안과 세계평화공원을 포함하여 DMZ 전체에 대

한 관할권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군사

령부, 북한, 중국과 남한이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세계평화공

원의 사업부지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상황이 성숙되

면 DMZ 전체에 대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세계평화공원

이 DMZ 전체 중 극히 일부분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업은 기본적으

로 군사정전협정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현재의 남북관

계는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

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유엔군과 북한군이, 유엔군이 그 사업부지의 남한지

역에 대한 관할권 또는 관리권을 남한군에 이양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한군과 북한군이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군사보장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 둘째, 유엔군, 북한군, 남한군 3자가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군사정전협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다자간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 셋째, 남한과 북한이 세계평화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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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유엔군이 이를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방안, 넷째, 군사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 그리고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군이 

함께 참여하여 군사정전협정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

해서는 남북한이 DMZ의 일부 지역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선례가 있고, 현재의 군사정전협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남북한이 ‘남북관리구

역에 대한 관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첫 번째 방안

이 현실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나. 토지소유권의 해결

DMZ는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고 전후에도 

토지소유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

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에 대해 토지소유권을 확정해야 하고, 이를 기초

로 해당 토지를 사업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

해서는 해당 토지를 국유화하는 방안과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토지의 이용과 처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23

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

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를 넘는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원칙을 선

언하고 있다. DMZ의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공용수용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유화 이외에 소유권의 

이용·처분의 제한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세계평화공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부

지에 대해 사용과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유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DMZ를 국유화하는 것이 군사정전협정이나 DMZ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DMZ를 국유화하는 것은 그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일 뿐, 국가가 사용·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여전히 관할권을 행

사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도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고 

하겠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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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를 국유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공용수

용 이외에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그가 매수청구권을 행사

한 경우에 국가가 이에 응해야 하는 방안,25) 국가가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

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한적 매수청구권을 인

정하는 방안,26) 국가가 토지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는 협의매수의 방안27)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DMZ에 대한 효율적 관리, 국가재정, 이해관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세계평화공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28) 이와 같이 공용수용의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DMZ

는 약 60년간 개인의 소유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역으로 그 재산권 가

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용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에도 부합

한다고 판단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공용수용의 필요성과 그 수단의 선택에 대

해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몫으로,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 국민의 재산권에 대

한 제약의 정도가 큰 국유화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하천

관리 및 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보상이 수반되는 

한 이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24) 2010년 5월 국토해양부가 DMZ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MZ 
주변 미복구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66호)’을 제정한 것
도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토지소유권의 귀속관계를 변경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군사
정전협정 등과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25) 이 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률에서 인정
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
유자의 매도의사가 있어야 하고, 국가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단점이 있다. 

26) 이 방안은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예산의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가 매
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있어야 하고 국가가 
매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대법원이 ｢금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하여 제한된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사
례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27) 이 방안은 국가와 토지소유자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
요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28)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에 대해 공용수용을 할 경우에는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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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다.29)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를 국유화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DMZ를 직접

적으로 규율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법은 제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제17조 제3항에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청구를 받

은 토지가 …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보상금 지급 등 

국가재정능력을 고려한 것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어 국가의 예산범위 안에서만 매수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30) 따라서 세계평화공원의 사

업부지를 국유화할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평화공원을 위하여 국유화를 할 경우에는 DMZ의 남한지역은 위와 같

이 공용수용을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확정과 

보상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지역은 북한의 법률이 적용되어 이

미 국유화된 상태이므로 이를 존중하여 별도의 국유화 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과 

북한지역이라도 원래의 토지소유권자를 확인하여 보상하는 것이 재산권 보장에 부

합한다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이 문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을 

어떻게 확정하고, 몰수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과제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경제질서를 재

건함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업부지에 대해 

남한주민의 토지소유권이 몰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보상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를 국유화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

29)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6 결정.
30)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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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31) 현행 

법령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국토해양부의 ‘비무장지대 주변 미복구 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 등

록 지침’ 제20조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국가를 소유권자로 등록하는 방

안,32) 국유재산법 제2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 사업부지를 무주부동

산으로 보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안,3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상금 공탁 후 수용하는 방

안34) 등이 있다. 이들 방식들은 토지소유권의 최종적 확정, 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

부, 보상금의 재원, 재산권 보장의 실효성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DMZ의 특수한 

상황과 세계평화공원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확보하

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므로 보상금 공탁 후 수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한다. 이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법률

에 의하여 그 요건, 절차, 효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35)

다. 지뢰 등 군사시설의 제거

DMZ는 비무장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중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6.25 전쟁 이후 

설치한 지뢰가 다량으로 매설되어 있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뢰

31) 법무부가 1997년 경기도 파주, 연천지역의 DMZ 내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가 사유지, 6%가 국유지, 78%가 소유자 불명지로 파악되었는데, DMZ 
지역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토지대장 등 관련 문서가 소실되어 토지소유권의 확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박은진, “DMZ 일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생태
계보전협력금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제1권, 2009, 경기개발연구원, 80면).

32) 이 방안은 DMZ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권리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임에도 법
률의 근거가 없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멸실 또는 훼손된 지적공부에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33) 이 방안은 무주의 부동산을 전제로 하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국유화
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다만, 국가는 10년의 등기부시효취득이 가능할 것이다). 

34) 이 방안은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공탁금을 통해 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탁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35) 대법원은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탁금제도에 대해 공익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므로 국가가 공탁을 할 경우에도 채권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한편, 
국토해양부의 ‘비무장지대 주변 미복구 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 지침’은 입법사
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 예규로 규정하고, 권리신고 등 절차적 보장도 미비하
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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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군사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군사정전협정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72시간이 

지난 때부터 45일 이내에 지뢰 등 위험물을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조 제13항),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사업부지와 남한 또는 북한지역에서 출입하

는 통로에 대해서는 지뢰 등 군사시설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는 현행 군사정전협정의 규정을 고려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과 북한군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지뢰 등을 제거하는 방안과 남북한이 합의

서를 체결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권의 조정에서 검토한 

방식에 따라 남북한이 합의서를 체결하여 환경과 조화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이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법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가. 남북합의서의 체결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한군과 북한군이 체

결하는 군사보장에 관한 남북합의서와는 별도로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남북합의서

가 필요하다. 남북합의서가 체결될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규범력을 가지고 이행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그 법적 성

격과 효력이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남북합의서는 절차적으로

나 실체적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절차적인 면에서는 헌법 제6조 제1항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야 하는데,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특별법은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

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며, 잠정적이긴 

하지만 국민의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등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헌법 제60

조 제1항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절차

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36) 또한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

36) 조약체결에 관한 절차규정에는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절차 이외에도 제73
조의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 제89조 제3호의 국무회의의 조약안 심의건 등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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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비록 UN에 기탁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대항요건에 불과할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협조와 국제법원칙에 부합하는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UN에 기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세계평화공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

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기본원리, 남북한 공동의 관

리기구의 구성과 임무, 운영에 관한 기본절차, 구성원의 활동과 신분보장, 재정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책무

와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평

화공원에 대한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장소적, 인적, 시간적 효력범위를 설정함에 있

어서 남북한의 법제도적 차이로 인한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평화공원에 적용되는 법제도를 확정하는 것인데, 남북한 일

방의 법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에 대해

서는 남북공동위원회가 별도의 법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 DMZ의 남한관

리구역에는 남한의 법제도를 적용하고, 북한관리구역에는 북한의 법제도를 적용하

면서 서로 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법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남북한의 법제도적 차이점이 커서 단일한 법제도

를 창출하기 어렵고, 세계평화공원에 적용되는 모든 법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록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에 상이한 법제도를 적

용하는 것이 세계평화공원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재의 남북관계의 여건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

으로 두 번째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남북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할 경

우에는 법제도의 적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평화공원은 개성공단과 달리 남북한 지역을 포함하고 남북한 주민은 물론 

외국인도 함께 생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곳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신변

안전보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세계평화공원에서는 그 운영 과정에서 다양

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법적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변안전에 대

한 특별한 보장, 질서유지대의 운영, 분쟁해결기구의 설치 등도 남북합의서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37) 이 외에도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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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세계평화공원을 위한 개발과 투자에 대한 보

호와 지원, 사회간접자본 등 물적 시설에 대한 보호와 지원, 통일교육의 지원, 자

연환경의 보전과 그 대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계평화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원활한 출입과 체류, 세계평화공원과 남북한 지역 사이의 

우편물, 전기통신 등의 보장, 세계평화공원과 남북한 지역 사이의 물자의 반출입과 

차량통행 등에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엄격한 절차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38)

나. 법제도화의 방식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국가의 모델을 

설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일정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한

다. 즉,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뢰 등 제거와 개발행위는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경쟁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DMZ를 규율하는 법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생태계 보전

과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

요가 있다.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남북합의서에 규정될 것이지만, 

남북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

한 법률은 남한의 국내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세계평화공원의 남한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개성공

단사업의 경우, 남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개성공업지

구법을 제정하였음에도 국내법으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여 남북한의 특별법이 서로 정합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

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DMZ 전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

37) 개성공단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남북한이 체결한 ‘출입체류합의서’,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
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합의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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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현재 DMZ를 규율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는 입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첫 번째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

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DMZ 전체를 규율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보호법이나 접경지역지원법 등 DMZ에 관련된 법률들은 그 입법취지와 내

용에 있어서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고 하겠다.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도출된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해야 하며, 세계평화공원의 관리와 운

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행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법률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명령으로 정할 수 있을 것

이다.

다. 특별법의 기본방향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특별법은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과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규범적 기준을 의미하므로 세계평화공원의 종합

계획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적 조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포함되

어야 한다. 이 특별법은 남북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DMZ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

의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각각 규정하

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사에 대하여는 입법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를 법률상의 권리보다 한 

차원 높은 가치로 인정하여 환경권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39)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한,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에 근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

3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마2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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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하였으며,40)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

다.41) 따라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환경권을 보

다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DMZ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

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

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관리모형을 개발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헌법원칙과 규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120조 제2항에서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

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

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

무를 과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

유, 직업의 자유, 환경권 등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헌

법적으로 정당화되므로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는 사익과 공익을 이익형량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한반도에서 DMZ는 전쟁과 분단의 현실이자 평화와 통일의 희망이다. DMZ에 

조성되는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의 헌법적 가치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연결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평화통

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도 부합하며, 군사정전협정의 규범력을 제고시켜 국제

사회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환경·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세계평화공원은 정치‧군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그리고 환경·문화적

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DMZ

에 중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체계의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는 법제도적 인프라를 

40)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41)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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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해야 한다.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DMZ는 헌법 제3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

치는 지역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의 영토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DMZ에 대하여는 국제법으로서 군사

정전협정이 적용되어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지며, 국내법으로

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는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DMZ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률체계는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이 명확하지 않

으므로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애

를 제거하고, 생태적 보존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

다.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제화는 남북협력의 증진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어

야 하며, 국제법의 원칙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세계평화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분단의 고착화가 아닌 통일한국을 달

성하기 위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애를 제거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DMZ에 관한 관할권을 조정하여 남북한이 그 사업부지에 대한 관할권 또는 관리

권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이

를 국유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사업부지와 그 연결통로에 산재해 있는 지뢰 등 군

사시설을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세

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남북합의

서를 체결하여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고, 남북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남북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정해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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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Basis on World Peace Park in DMZ 

Lee, Hyowon
*

42)

The Demilitarized Zone in Korean Peninsular (DMZ) has been the symbol of mili-

tary tension and conflict in the world and two Koreas. It could correspond with con-

stitutional principle in pursuit of peaceful unification to make World Peace Park in 

DMZ. This can enforce international cooperations and realize environmental and cul-

tural virtues of unified Korea.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n Korean 

Peninsular applies to DMZ and the committee for Military Armistice has jurisdiction 

over DMZ. The southern area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regulated by the 

Protection Law for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Furthermore, some agreements 

are concluded for trades and cooper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vertheless, in order to construct sustainable and effective World Peace Park in 

DMZ, it is required to get rid of legal obstacles and establish legal infrastructure for 

ecological pre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World Peace Park in DMZ. 

At first, we have to get legal jurisdiction or superintendence on the site of DMZ 

for the World Peace Park. The ownership for the site of DMZ has to be secured by 

the government for the World Peace Park. The military installations including mines 

should be removed for security in on environment-friendly way. In addit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conclude some agreements for World Peace Park in DMZ 

and have these agreements get to be effective. Lastly, the special law should be pre-

pared for positive support for World Peace Park in DMZ.

Keywords: DMZ, World Peace Park,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greement be-

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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