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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DMZ평화’ 구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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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평화가 중간에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적 의미’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란 평화가 실질
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조건이나 상태가 충족된 것을 의미한다. 평화는 존재
론적으로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네 가지의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DMZ는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평화를 회복, 유지,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가 중간에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조건인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
화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평화복합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은 그동안 한반도 DMZ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 다양한 평화구상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부해 왔다. 남북한 간에는 현재 개성공단 사업만 명맥이 유지될
뿐 다른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최근의 남북한 관계로 보아 조만간에 관계가 개선, 회복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DMZ 세
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박근혜 정부가 DMZ 세계평화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평화복합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전략
이 필요하다. 즉 평화협력이 가장 용이하고 남북한이 절실히 필요한 생태평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를 단계적, 선순환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존재론적 평화, 평화복합체, 평화구상, DMZ, 세계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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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1)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는 장미꽃보다 더 붉은 동족상잔의 피로 물들
었다. 남한과 북한은 3년 1개월간의 가장 잔혹한 전쟁을 치르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리고 60여 년이 흘렀다.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쯤 향기로운 장미꽃이 되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인가?
현재 남한과 북한은 평화는 고사하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남한은 매년
수 만 명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평화의 싹이 자랄 한 조각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평화(Peace)’일 것
이다. 국가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평화를 유지해야 한
다.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나라는 국가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우리 한반도는 늘 평화의 위협을 받아 왔다. 한국전쟁으로 인하
여 평화 그 자체가 실종, 유린되기도 했다. 지금도 전쟁의 불안 속에 살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은 침략한 당사자는 물론 침략을 받
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준다. 인간이 전쟁에서 겪는 고통은 이
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는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1)

로마의 명장이자 군사전략가인 베제티우스(Vegetius)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
을 준비하라”고 설파했다. 그 결과 인류는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시대 이후 현
재까지 전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발상을 대전환하여 “평화를 원하
거든 평화를 준비하라”고 외쳐야 한다. 이 말은 필자가 베제티우스의 말을 평
화의 시각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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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촉구한 베제티우스(Vegetius)의 후예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
왔다. 역사 속에서 무력으로 지킨 평화는 ‘따듯한 평화’가 아니라 긴장이
연속되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였다. 이제 평화의 발상을 대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준
비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전쟁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도
일어난 사례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
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실현하는 일은 인류
의 지상과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전쟁의 구조적 잠재력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작업은
국제정치 특히 평화를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궁극적인 책
무이다.3)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가 꿈꾸는 모습일 것이다. 그
렇다면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서 수많은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아직 구축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중간에 파기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평화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평화의 실질적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접근, 즉 존재론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시각
2)

3)

국제사회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평화가 정착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군사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신냉전의 불안정성이 심화
되어 군비경쟁이 증가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인택, “탈냉전과 평화,” 이상우·
하영선 공편,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나남, 1992), pp.233~255.
김성주, “마르크스주의의 전쟁과 평화의 정치경제학,” 이론 제11호(서울: 새길,
1995 봄/여름),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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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와 구축 전
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의 존재론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
한 방안과 전략으로써 한반도 ‘DMZ평화’ 구상을 분석하여 진정한 평화의
미래를 준비해 보고자 한다.

Ⅱ.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 : 평화복합체론

1. 평화 개념의 새로운 접근 :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
남한과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을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기 위해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체결했다. 그리고 전
쟁 재발을 막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경계지대에 비무장지대라는 ‘DMZ
(De-militarized Zone : DMZ)’를 설치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지난 60여 년
동안 대립과 갈등 속에 ‘준전쟁(Quasi-War) 상황’의 냉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지대이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과 대결로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
다. 남북한 대결의 최전방인 DMZ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
화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과 폭력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적 상황 분석을 통해 평
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4) 평화의 존재론
4)

‘존재론적 의미’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용어
로서 그의 기본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이데거는 38세에 발표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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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란 단순히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 상태가 아니라 평화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조건이나 상태가 충족된 평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평화 관련 개념이나 이론들은 국가적 차원의 전쟁 방지나 지속
가능한 평화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5) 왜냐하면 전쟁이나 폭력은 일
반적으로 생태적 문제, 경제적 문제, 문화적 문제, 정치군사적 문제 등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이나 폭력을 방지하
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영역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평화를 위협하
는 모든 존재론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먼저 규명해야 한다.6) 이를 위해서
는 평화의 새로운 발명과 실현 이론이라 할 수 있는 ‘평화복합체론(Peace
Complexes Theory)’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7)

5)

6)

7)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하는 것(존재자)’을 문제 삼아, 이것을 ‘존재적(ontisch)’
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어떤 것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존재하는 것의 존재,
그 기초적인 존재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존재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을 ‘존재론적’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現存在;
인간)의 존재, 그것의 존재방식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그의 기초적 존재론
의 근본이며, 이러한 고찰 방법을 취하는 것을 존재론적이라고 표현했다. 철학
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서울: 중원문화, 2009) 등 참조.
평화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는 장영권, 지속 가능한 평화론(파
주: 한국학술정보, 2010), pp.23~35 참조. 또한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in Hans Reiss(ed.), Kant’s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p.95~97. Stephen M. Walt,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5, no. 2 (1991), pp.211~239.
Kenneth Boulding, Un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9) 등 참조.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 통일전략, 제12권 제1호(2012),
p.97 재인용.
평화복합체론, 지속 가능한 평화 등에 대해서는 장영권, 지속 가능한 평화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제2장; 장영권, “평화의 새로운 발명과 확장: 남북
‘평화지대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1집 3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
회, 2011), pp.108~113 등을 크게 참고, 재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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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복합체론은 기존의 평화 관

<그림 1> 평화복합체적 평화 개념

련 이론들이 갖고 있는 부분적인 한
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
하기 위해 필자가 새롭게 창안한 이
론적 분석틀이다.8) 평화복합체론
은 기본적으로 영구평화와 지속 가
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존재론
적 평화 조건들이 생태평화, 경제평
화, 문화평화, 정군평화9) 등 네 가
지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다(<그림 1> 참조).10)
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평화의 의미가 단일체적 구성물이 아닌 복합
체적 구성물로 고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8)

9)

10)

평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되고 있다. 하나는 국가안보
중심의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 소극적 평화이론들이다. 여기에는 패권안
정이론, 억지이론, 세력균형이론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국제규범 중심의 자
유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한 적극적 평화이론이다. 통합이론, 민주주의 평화론,
상호의존이론 등이 있다. 이들 연구 및 이론들은 평화유지에는 어느 정도 의
미가 있으나 평화회복과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
는 충분하지 않다.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박
영사, 2004); 최영종,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서울: 오름,
2003) 등 참조.
존재론적 평화의 한 조건이 되는 ‘정군평화(政軍平和: Politary Peace)’는 정치·
군사 평화를 약칭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의 최후수단이 군사이기 때
문에 분리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필자는 당초 복합체적 평화의 조건으로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세
가지로 유형화했으나 최근에 지진, 기후 변화, 물 부족, 자원 고갈 등으로 인하
여 인류의 생존에 대한 생태환경의 위협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평화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생태평화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즉 이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보다 진화시켜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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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평화복합체적 평화는 존재론적으로 평화가 생태평화 요인, 경제평
화 요인, 문화평화 요인, 정군평화 요인 등 네 가지의 복합체적 평화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 네 가지 평화 요인
이 존재론적 평화의 복합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는 평화의 존재
론적 조건인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네 가지가 모두
필요 충족되어야 지속 가능한 평화의 구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는 ‘자유·정의와 같은 천부적 권리에 따
라 인간(생명)의 안전이 보장되고 공동체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국가(집
단) 간에 생태적 위협, 경제적 이익 착취, 문화적 가치 대립, 정치적 주권
침해와 군사적 도발 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평화복합체론은 기존의 평화연구나 이론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이론이다. 과거의 평화연
구는 단순하게 한 나라 또는 지역, 국가 간의 역사, 구조, 질서, 제도 등
의 특성에 대한 단면적인 접근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일반적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생태 문제 등 복
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확대 또는 축소된다. 이에 따
라 기존 평화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인 평화복합체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2.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평화복합체론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존재론적으로 평화복합체
적 경로(조건)를 통해 실현된다’. 이것이 평화복합체론의 이론적 근거와
핵심적 접근 경로가 된다. 이는 평화연구에 대한 기존의 국가 중심의 정
군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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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정군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평화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의미가 되는
네 가지 평화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물론 평화의 존재론적 영역은 이 밖
에도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평화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11)
생태평화는 사람과 생태(생명, 자연)의 조화를 통해 생명의 공생을 유
지하는 상태(생태환경의 상생과 지속적 보전)이다. 경제평화는 약탈적
경제구조 형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착취, 배분의 왜곡 등이 시정되어 모
든 물적 토대가 정의롭게 배분되어 공유된 상태(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정
의 배분)를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평화는 가치·역사·정체성 등의 왜곡·배척이 없는 공존
의 상태(역사, 가치, 이념 등의 일체성)다. 정군평화는 국가 간의 주권침
해나 정치적 탄압, 전쟁·군사도발 등이 없이 공영의 미래를 지향하는
상태(전쟁이나 폭력의 부재)를 말한다. 이는 세계적 평화학자인 갈퉁
(Johan Galtung) 교수가 말한 직접적 폭력의 해소와 유사한 개념이다. 즉
소극적 평화에 해당된다.12)
세계체계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들은 평화의 상호의존(peace interdependence)이라는 지구적 네트워크에 얽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폭력
11)

12)

이러한 영역적 분류는 전쟁의 발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접근한 것이다. 전
쟁의 발발 원인은 다양하다. 국제분쟁의 동기를 분석한 라이트(Quincy Wright)는
국제정치의 장래의 문제는 남북문제(경제문제)가 동서문제(문화문제)보다 중
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레이니(G.Blainey)는 전쟁의 원인으로 경제적
동기의 전쟁, 이념적 차이의 전쟁,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전쟁 등으로 전쟁형태를
구분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쟁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논자마다 차이가 있다.
갈퉁 교수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평화로 구분하였다. 이
논문의 평화복합체론에 따른 평화의 존재론적 영역 분류는 갈퉁 교수의 분석
기준에 따르지 않고 평화의 실질적인 존재 영역에 따라 새롭게 접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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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위협들은 원거리보다는 근거리, 즉 남북한 간에 발생하고,
단일한 평화조건보다는 복합체적 평화조건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전
쟁에 대한 불안은 종종 지리적 근접성 및 복합체적 평화조건과 관련된
다.13)
따라서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 즉 지속 가능한 평화는 생태평화, 경제
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가 모두 조화를 이룬 상태이고, 이러한 평화를
추진해 나가는 지역 내 국가나 집단을 이루는 복합체적 집성체 또는 복
합체적 동학을 ‘평화복합체(Peace Complexes)’라고 한다.
영구평화의 존재론적 평화조건인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
평화 중에서 선순환적 평화정착의 우선순위, 즉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
해서는 일반적으로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의 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갈등이나 대립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생명의 전제가
되는 생태평화를 먼저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낮은 단계의 평화협력인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평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이를 통해 문화적 일체성 또는 정체성
을 확립하여 문화평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평화들을 바탕으로
신뢰가 강하게 구축되어야 정군평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한 번에 전체적으로 평화를 구축해 나갈 수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현실의 남북관계에서 ‘선평화협정, 후평화구축’ 방식은 남북 및
미국 등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실현되기가 어렵다. 또한 평화협정을

13)

Barry Buzan, “Regional Security as a Policy Objective: The Case of South and
Southwest Asia,” in A. Z. Rubinstein(ed.), The Great Game: The Rivalry in the
Persian Gulf and South Asia (New York: Praeger, 1983), chapter 10. Barry Buzan,
et al., “Introduction,” in Barry Buzan,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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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했다고 해도 이것이 곧바로 평화유지나 평화구축으로 연결되지 않
는다. 이에 따라 평화를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영역별로 분리하여 단계
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한과 북한처럼 심각한 정치·
군사적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14)

Ⅲ. 평화 구축의 구상: 한반도 ‘DMZ평화’

1. 한반도 DMZ 평화의 현황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DMZ의 평화가
최우선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15)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
국전쟁의 휴전을 위해 1953년 7월 27일 전쟁 당사국인 유엔군 최고사령
관과 북한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사이에 ‘정
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되었다.
14)

15)

현실의 평화구축은 존재론적 평화영역들을 완전히 분리하여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평화의 확대 과정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 선순환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체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호 대
립,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는 철저한 분리대응을 통해 평화가 축소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DMZ 연구 및 논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작은 손기웅 외,
DMZ 총람-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접경평화공원의 국제적 사례(서울: 코리
아DMZ협의회, 2014), 손기웅 외; DMZ 총람-연표(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3); 손기웅 외, DMZ 총람-환경·생태 현황(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1);
손기웅 외, DMZ 총람-스토리텔링(서울: 코리아DMZ협의회,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 김재한, DMZ 평화답사(서울: 오름, 2006) 등도 있다. 또한 필자
의 논문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 통일전략, 제12권 제1호
(2012)에도 개괄정리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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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의거하여 당시 양측의 군사적 대치선을 따
라 동서 길이 248㎞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이 만들
어졌다.16) 그리고, 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 각각 2㎞씩,
폭 4㎞ 지역에 무장을 금지한 DMZ가 휴전감시위원회의 감독 아래 설치
되었다.17)
DMZ는 한국전쟁의 휴전과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설정된 특별지대다.
DMZ는 1953년 7월 설정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일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즉 DMZ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이다.
그러나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쌍방 간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완
충지대로서 설정되었지만 현재는 ‘중무장지대화’되었다.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고, 아직도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가 첨예하여 세계
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DMZ는 세계에서 오직 한 곳, 한반도에만 존재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이자 60여 년 간 인간의
발길이 통제된 특별지대다. 모든 국가 간에는 국경선이 존재하지만 남북
한처럼 DMZ가 있는 곳은 없다.
DMZ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을 앞두고 아군과 적군이 한 뼘의 땅
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이로 인해
당시에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다. DMZ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
16)

17)

군사분계선은 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
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김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에 이르는 248㎞
(155마일)의 길이로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국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하여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코리아 DMZ협의회 자료집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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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나타나
기도 했다.
그러나 DMZ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60여 년 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
면서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하여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지닌 생명 지대로 전환되었다. 나아가 경제적, 문화적, 정군적 평
화의 측면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지로 인식되고 있다. DMZ는
생물다양성, 세계평화, 지구촌 공동번영의 상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DMZ는 우선 생태평화의 측면에서 한반도의 마지막 청정지대이자 다
양한 생태계가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로 재탄생하였다. DMZ는 전반적으
로 희귀 동·식물과 어류가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인간에 의
해 희생되고 상처받은 수많은 동식물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DMZ 일원에는 사향노
루와 산양 등 106종의 멸종위

<표 1> DMZ 생태계 현황
※( )안은 우리나라 전체 대비 비중

기 생물을 포함해 5097종의 다
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 전체
멸종위기종의 43.1%, 전체 생
물종의 13.4%에 이른다(<표 1>
참조).18) 남북 동식물의 소중
한 안식처이자 생명의 공간이
됐다.
남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DMZ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접점이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통로다. 이로
인해 DMZ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일 뿐

18)

서울신문, 2014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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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생태, 경제, 문화 등 모든 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학계는 물론 국외 학자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
한 활용방안을 제안해 왔다. 역대 정부도 DMZ 평화 구축에 관해 여러
가지의 한반도 DMZ 평화 구상을 밝혀왔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생태
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는 물론 정군평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접촉
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부분적인 성과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큰 진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남북한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시 제한적인 교류협력의 토
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과지로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DMZ는 여전히 남북한 간의 첨예한 대립과 충
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준전쟁’ 지역이다.

2. 한반도 평화 구축 구상 : DMZ 평화
한반도에서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의 하나로
‘DMZ평화’를 제시할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의 지속 가능한 존재론적
구축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구상의 하나가 ‘DMZ를 이용한 한반도 평화
의 구축’이다. 이것이 DMZ평화이다. 즉 DMZ평화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남북한 간 지역적 수준과 평화복합체적 영역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19)
DMZ평화는 특수한 평화지대인 DMZ를 통해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
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단계적, 선순환적, 복합체적으로 확대, 구축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DMZ평화는 DMZ에 존재하고

19)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2012). pp.94~101.

16 ❙ 통일과평화(7집 1호·2015)

있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평화의 도구로 이용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모든 총체적 활동 또는 이를 실현한 상태를 의미한다.20)
한반도 및 동북아와 세계라는 평화복합체에 속한 국가들이 먼저 지역
적, 세계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모든 평화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DMZ 평
화를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DMZ를 ‘지속 가능한 평화지대(sustainable
peace zone)’로 건설하여 평화의 조건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21) 평화복합체적 경로를 통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한반도
및 동북아와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구축에 매우 유용하다.
즉, 남한과 북한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전쟁 또는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지대를 건설하여 평화의 존재론적 조
건들을 평화복합체적으로 이행하여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남북한 간의
‘평화통합(peace integration)’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22)
특히 남한과 북한처럼 군사적 긴장이 높은 접경지역에 DMZ 평화구상
을 통해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갈등 당사자들이 평화공원의 조성을
20)
21)

22)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축 전략, 과제,” (2012). p.96.
양병기, “이명박 정부와 남북한 관계: 현안 및 과제,” 통일전략 제8권 제2호
(부산: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p.201.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남북합의서가 도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평화의 점, 선, 면을 만들고 이를 다시 남북 및 동서로 확대하여 한반도 전체를
평화공원화 내지는 평화지대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반도 평화통합이
가능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논문은 장영권, “DMZ 평화: 의미, 구
축 전략, 과제”; 장영권,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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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
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평화공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과 분쟁 당사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그
자체만으로는 평화의 유지, 구축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평
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여 평화를 유지, 구축해 나가야 한다.
DMZ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도 평화의 회복, 유지, 구축 등 일련
의 평화과정이 필요하다. 평화협정 체결은 당사국 간의 평화 회복에 핵
심적 요소가 된다.23) 그러나 이를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 구축하기 위해
서는 평화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 간에도 평화협정을 체
결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의지적, 전략적 노력
이 필요하다.

3. DMZ 평화구상의 제안 역사
남북한 관계에서 DMZ 평화구상을 제안한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
다.24) DMZ 평화를 위한 최초의 연구 및 활동은 정전협정 체결 다음 해
인 1954년에 남한 정부가 시작하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생태학술 및 자
연보존, 문화재 관리 등을 위해 몇 차례 실태조사가 실시됐다.25)
23)

24)

25)

평화협정의 내용은 다양하다. 전쟁 종식 후 모든 것을 규정한 일반적 의미의
평화협정이 있을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를 합의한 내용도 넓은 의미의
평화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도 평화협정의 부산물이고,
DMZ세계평화공원도 남북평화협정의 성과물이 될 수밖에 없다.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article_num=10131029233038&Section=05> (검색일: 2013년 11월 2일).
김재한, “분단국체제 이탈자문제와 비무장지대,” 통일전략 제6권 제1호(부산:
한국통일전략학회, 2006),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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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구상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1970년 미국 하와이대 교수인 페이지(Glenn D. Paige)는 처음으로 DMZ에
공원과 복지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26) 그리고 1971년 군사정전위
원회에서 유엔군 수석대표였던 로저스 소장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위한 4개 항을 제안했다.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로 변해가자, 애초의
비무장지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 2월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이 북한에 20
개의 시범사업을 제안하면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3개 항을 포함시켰
다. 즉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기장 시설 건립을 통한 친선경기, 비무장지
대 내 생태계 연구를 위한 공동학술조사,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완전
철거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평양 도로 연결, 설악산~금강산 자유 관광지대, 판문
점을 통한 교류 등을 포함하면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제안이 7개나 된다.
전두환 정부는 당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시
범사업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 것이다.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DMZ 안에 ‘평화
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일종의 평화를 회복, 구축하는 도
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DMZ를 바로 교류협력의 공간으로 만
들자는 제안이었다.

26)

페이지 교수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정치학자로서 폭력과 전쟁의 참혹함을 누
구보다도 잘 아는 세계적 비폭력주의 학자다. 그는 “비살생 사회는 가능하다”
는 전제 하에서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화를 위해 실천
해야 할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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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DMZ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했다. 그리고 이어 1992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자연
보호연맹(IUCN)이 DMZ에 대규모 ‘국제자연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1994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은 DMZ 자연공원화를 발표하였다. 유네스코한
국위원회(1997년), 유엔개발계획(1997~1998년) 등도 환경생태공원으로 보
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는 등 DMZ 평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도
했다. 남북한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DMZ를
가로지르는 소규모 평화지대들이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선언 등을 통해 DMZ 평화 관련
제안을 했으나 북한에 의해 거절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육지 DMZ 평화
지대와 해양 서해평화지대를 모두 추진했지만 서해평화협력지대만 북한
과의 합의를 도출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도 DMZ 평화적 이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 전 남아공 대
통령은 2001년 3월 방한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DMZ를 평화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
다”고 제안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접경 지역에 조성한 평화공원의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27)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1월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DMZ 생태·평화적
관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유네스코(UNESCO)·세계자연보호연맹
(IUCN)과 함께 공동으로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

27)

만델라는 2004년 7월 15일 열린 DMZ포럼 국제회의에서 포럼 참석을 대신한 특별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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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은 실행 4개 분야인 △보전·이용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남·북
한협력 △국제사회 지원과 관련한 10개 원칙을 제창했다.28)
DMZ 평화구상을 위해 주목할 만한 제안을 한 학자는 평화학의 아버
지인 갈퉁 교수이다. 갈퉁 교수는 2010년 12월 한국을 방문하여 “분쟁국
인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에 평화공원 조성으로 인해 전쟁이 종식됐다”라
고 하며 “DMZ를 중립적이고 비군사적이며 생태보존적 평화공원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9)

Ⅳ. 평화의 구축 전략: DMZ 세계평화공원

1. 박근혜정부의 DMZ 평화구상(세계평화공원)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 8일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공
개적으로 밝혔다.30)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시절 및 인수위원
회에서 처음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 구상을 검토했다. 그리고 2013년

28)
29)

30)

아시아경제, 2010년 11월 16일.
제6회 DMZ평화상을 수상한 요한 갈퉁 교수는 2010년 12월 시상식에서 “약 500
㎢의 넓이로 DMZ의 절반 정도 크기에 불과한 평화공원 조성으로 인해 에콰도
르와 페루 사이 전쟁이 멈췄고 1998년 이후 전쟁은 종식됐다”고 강조했다. 강
원일보, 2010년 12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DMZ 평화’ 구상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2013년 5월 8일, 미국 상하원 의회연설)’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다가 학계 등에
서 DMZ를 생태·협력·평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기되자 2014년 9월 25일 UN총회 연설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DMZ World
Eco-Peace Park)’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여기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DMZ
세계평화공원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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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미국을 방문하여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한반도 DMZ 평화구상
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밝혔고, 미국 의회는 이를 박수로 지
지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6월 28일 한·중 정상회담, 7월 27일 ‘정
전협정’ 60주년 기념사,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2013년 8월 유엔
사무총장 청와대 방문, 2014년 1월 신년사,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
덴 통일구상 발표, 2014년 9월 25일 유엔총회 연설, 2014년 10월 통일준
비위원회 발언 등에 이르기까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적극적
인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다.31)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15일 발표한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32)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우리 의식 속 전쟁 기억
과 도발 위협을 제거”하며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
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
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
해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 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 목적과 관련 “이제는 남북한
간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
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
31)

32)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남북 당사자 간의 합의도 필요하지만 미국과 중
국 등 관련국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중국, 유엔 등에 이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
응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책소식, “박근혜 정부 2년
통일업무 성과,”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5년 2월 16일) 참고.
국민일보, 2013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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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통일부를 중
심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논의 모임을 가동하고 있다. 정
부는 그동안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각각 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는 파주를,
강원도는 철원·고성 지역이 각각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림 2>
참조)33).

<그림 2> DMZ 세계평화공원 벨트 구상안

33)

연합뉴스, 2013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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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후보 지역 중 한 곳에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으로 선정된 지역에선 남북한
의 무장 병력과 장비를 모두 철수시키고 지뢰를 제거하는 한편 DMZ 내
에 설치된 철책이 있으면 뒤로 뺀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DMZ 평화구상 제안은 과거 정부와 어떻게 다
른가? 과거 정부는 남북한 관계의 화해, 협력,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
법론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시했다. 즉 1982년 전두환 정부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까지의 구상은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것이 핵
심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은 현재
까지 평화 구축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34)
더구나 DMZ 세계평화공원에서 ‘평화공원’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비판
받을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평화도시로 접근했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
는 ‘소규모 평화지대(예를 들어 서부, 중부, 동부)’로 접근했다. 박근혜 정
부의 평화공원이라는 개념은 평화도시나 평화지대보다 작은 하위개념이
다. DMZ 평화구상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평화 설정의 범위가 좁아
졌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비록 ‘평화의 작은 점’이라고 하더
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막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이다.35) 그러나
‘DMZ 세계평화공원’은 잘못 추진하면 남남갈등은 물론 남북한 간의 또
34)
35)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남북한이 보다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평화적 이용이 향후 보
다 깊고 넓은 신뢰구축과 협력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측면에
서 작은 규모의 평화적 이용인 ‘DMZ 세계평화공원’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은 면
도 있다. 손기웅, “‘DMZ 세계평화공원’ 1년, 평가와 과제,” 환경일보, 201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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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
해 단계적, 복합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DMZ 세계평화공원’의 개념
먼저 ‘평화공원’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
로 평화공원이 500여 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6) 평화
공원의 종류와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공원도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성찰의 공간으로 조성된 평
화공원도 있다.37)
국가 간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를 구축한 대표적
인 평화공원은 에콰도르와 페루 접경에 조성된 ‘코르디에라 델 콘도르
평화공원’이다.38) 양국은 아마존 강으로 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 170년
동안 이어진 분쟁을 1998년 평화협정을 맺어 종식하고, 접경지 1만 6425
㎢에 평화공원을 조성·운영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1914년 100년 전쟁을 종식하면서 세계 최초
의 평화공원인 ‘모로쿠리엔 평화공원’을 만들었다. 두 나라가 접경에서
각각 쌓아올린 18m 높이 평화기념비는 꼭대기에서 서로 화해의 손을 잡
는 모양새다. 기념비 뒷면에는 ‘두 형제 나라에선 더 이상 전쟁이 불가능
하다’고 적혀 있다.
36)

37)

38)

이 부분의 내용은 김연철의 글을 주로 참고했다.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600여 개의 국경지대 보호지구 중에
서 25개 정도가 국제평화공원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워터턴-글레이셔 국제평화
공원은 전 세계에 170여 개의 국제평화공원이 있다고 밝혔다. 손기웅 외, DMZ
총람-접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접경평화공원의 국제적 사례, pp.49~117.
조선일보,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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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폭력에 대한 기억과 성찰을 위한 대표적 공원으로는 일본의 히
로시마(廣島) 평화공원과 나가사키(長崎) 평화공원이 있다. 이들 평화공
원은 원자폭탄의 잔혹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와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간이다.
평화공원 중에는 환경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평화협력
의 공간도 있다. 태국·캄보디아·라오스 3국은 국경분쟁 해소 차원에서
접경지에 ‘에메랄드 삼각 삼림보호지역’을 조성했다. 이곳에 사는 희귀
야생동물과 삼림을 함께 보전하자는 목적도 담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DMZ처럼 분쟁국 간 접경지역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
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도 있다. 유럽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에는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인 ‘녹색지대(Green Line)’라는 평화공간이 존
재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충돌과 대립의 현장인 시아첸 협곡에 국제기
구가 개입하여 평화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 국경 지대에 생태 보전을 위해 ‘그뤼네스 반
트 공원’을 조성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공동으로 산호초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홍해 해양평화공원도 있다. 2007년 10·4 남북정상회
담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서해 해양평화공원은 일종의 해상 평화지대이
다.39)
군사적 대립지역인 접경지역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화해의 장소이고, 평화의 상징이며, 공영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장소에, 어떤 조형물을 짓느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DMZ
39)

남과 북은 그동안 7·4 남북공동성명서 등 평화협정에 준하는 여러 가지 합의
서를 체결하였다.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나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평화공원이 조성도 되기 전
에 좌초되었다. 남북 간에는 이처럼 합의-파기-갈등이라는 ‘불신의 함정’에 빠
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합의서를 유효화해야 하며 이를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평화구축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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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자체가 사실상의 평화공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개성공단도 공생공영을 위한 일종의 산업평화공원이다.”40) 영어로
‘Industrial Park’이라고 공식 표기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강
산 관광지대 역시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관광평화공원이
다. 남북한은 이처럼 이미 다양한 평화공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존재
하는 세계적 보물인 DMZ 평화공원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한 무시해
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DMZ 평화공원 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평화공원의
목적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평화의 조성’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
가 내세운 세계평화공원 역시 핵심은 ‘평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개념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존재론적 접근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내에 한반도 및 동북아
와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의 평화, 즉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 및 국제사회가 특정한 시설물이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관람, 참여시키는 제한적 공간”을 의미한다고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존재론적 의미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한반
도 및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다짐하는 평화의 공간(공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전쟁의 상흔을 치유, 승화하고 세계를 향한 평화
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지대로 만듦으
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

40)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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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평화 창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41) 이 같은 측면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에는 남한과 북
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3.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축 전략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월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무
장지대(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 측에 공식 제안한 이후 정부
는 최근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42) 이에 따
라 추후 북한 측의 호응 여부에 따라 빠른 속도로 공원 조성 사업이 진
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아직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이 남북한의 경색을 해소하는 새
로운 돌파구가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구축 전
략이 요구된다. 남북한 관계는 그동안 지나치게 정군적 현안에 경직되어
다른 영역도 평화협력이 전면 차단되어 왔다.43)
그러므로 남북한 관계가 정군적 요인에 관계없이 DMZ 세계평화공원
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면 존재론적 의미의 평화복
합체적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41)
42)

43)

김연철, “공원만 있고, 평화는 없다”.
통일부 정책소식, “박근혜 정부 2년 통일업무 성과,” <http://www.unikorea.go.kr>
(검색일: 2015년 2월 16일).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 ‘선 평화협정 후 평화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미국은 ‘선 평화구축 후 평화협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의 회복,
유지, 구축이 어려워지고 있다. 보다 실용주의적, 실사구시적 한반도 평화정착
을 위해서는 존재론적 평화에 따라 중국-대만처럼 영역별로 분리하여 단계적
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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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
어 단계적, 복합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평화 구축의 존재론적 접근 전략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작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평화를 구축하
면서 평화가 중간에 단절 또는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하고 이행하기 쉬운 분야부터 접근하여 제도화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평화의 존재론적 조건인 생태, 경제, 문화, 정군 평화 중에서 가장 접
근하기 쉬운 분야는 생태평화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도 거부
감이 적은 국경선의 환경생태분야부터 접근하며 통일의 결실을 거두었
다. 생태평화 협력을 토대로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협력을 단계
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1) 생태평화적 접근: 생명의 공생

남북한 간에 평화협력이 꼭 필요하고 접근이 가장 용이한 영역이 생태
평화분야이다. 생태평화 영역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존재론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다. “무기를 줄이자”라는 말보다는 “한 그루의 나무라도 함께 심어 평화
를 가꾸자”라는 말이 더 북한을 움직이기 쉽기 때문이다.
생명만큼 호소력이 큰 것은 없다. DMZ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
으로 바뀌고 있다. DMZ 평화를 위한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함께 모든 ‘생명의 공생’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공생의 대전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평화적 접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은 DMZ 생태평화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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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즉, DMZ의 생태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생태체험관 △생명
교육 체험장 △생태평화공원 △남북공동 종자 및 식량자원 농장 △생물
보존 및 생물자원 단지 △생물다양성 보존 및 확장 사업단지 △신품종
개발 과수 영농단지 등의 조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생태평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DMZ는 한국전쟁의 최대, 최후의 격전지로 인간은 물론 동식물 등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된 지역이다. 생명은 보편적 가치이자 본질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한국전쟁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경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에 각종 종자 보존 단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는 것
도 중요하다. 모든 생명은 ‘존재의 시작(beginning of beings)’이다. 전쟁의
항구적 방지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역사적 교훈의 특별 지대가 되도
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후 세대들에게 인간의 참혹한 전쟁
을 경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생명교육의 장을 조성하는 것
도 필요하다. 생명과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를 잃어가는 현실을
극복하고 생명과 인간의 참된 의미를 복구하는 전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DMZ 안팎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종자 개발 등 다양한 형
태의 생태평화사업을 전개할 필요도 있다. 남북한이 함께 ‘통일농사’를
지으며 평화협력의 마중물 같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생태적 통일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44)
44)

통일부는 2014년 6월 4일 남북교류를 중단한 2010년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
간단체의 딸기 모종 대북농업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제안에 언급된 농축산 산림협력,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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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DMZ에 평화의 숲을 조성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앞
당길 수 있다. 실제로 남북한 당국은 DMZ 평화의 숲 조성에 긍정적이다.
최근 북한의 한 장군은 평화의 숲을 조성해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뛰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호감을 나타내기도 했다.45)
특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생태평화의 환경을 조성
해야 할 것이다. 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75%가 DMZ 내에 ‘생명의 숲’이나
‘식물원 조성’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6) 이들은 DMZ를 보존가치가
있는 ‘특별한(unique) 생태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DMZ 식물원을 통해 전쟁 당시 참혹했던 모습을 기억시키고 이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있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식물원
건립이 오히려 생태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DMZ의
생태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어떻
게 보면 DMZ 자체가 거대한 생태평화의 공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MZ의 생태보존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각종 철새 도래지가 산재해 있고,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이 관통한다. DMZ는 신약의 약재 등 희귀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
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DMZ를 ‘생물권 보전지역’
으로 지정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47)

45)

46)

47)

중심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2014년 6월 5일.
세계청소년 환경운동가 조너선 리가 한국방문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
다. 서울신문, 2014년 6월 3일.
미국 델라웨어대학 식물원수목원경영 전공 신동아 씨의 석사논문 “DMZ 보전
을 위한 연구교육문화기관으로서 식물원의 잠재적 역할과 기능”에서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CCZ) 내 식물원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
타났다고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010년 9월 21일에서 11월 11일까지 약 두 달
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인 426명의 답변을 토대로 분석
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2013년 9월 18일.
‘생물권 보전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골라 유네스코가 지정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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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평화를 위해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평화를 위한 평화의
파괴’ 행위이다. 토목적 측면의 ‘개발’을 강화한 나머지 DMZ의 생태평화
적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DMZ의 생태보전에 대한 충분한 준
비 없이 철도, 도로를 놓고 각종 인공물을 설치하여 생명들을 파괴해서
는 안 될 것이다.

2) 경제평화적 접근 : 분배의 공유

DMZ 평화를 위한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분
배의 공유’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생명의 공생이 지속 가능하려면 불
가피하게 생산과 분배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은 독점이나 착취구조가
아닌 분배 정의에 따른 공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평화적
접근이 요구된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전쟁을 한 적대적 관계이다. 남한과 북한이 적대
적 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협력인
경제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 간에 경제평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공유경제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생산과 분배의 공유가 중요하다.
남북한은 DMZ 경제평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 DMZ 경제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평화경협 기구 및 사무
소 설치 △제2 개성공단 등 다양한 남북 경제평화협력 공간 △남북평화
협력 경제특구 설정 공동개발 △평화경제공동체 시범마을 조성 등을 시
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은 개발 억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의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과 남한의 설악산, 제주도 등
도 지정돼 실효성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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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경제평화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2013년부터 경제정책에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남북한 접경지역
의 북측 지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동해안 지역에 ‘동해안 광역 관광특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의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체제의 가장 중요한 상징사업이
다.48) 북한의 동해안 특구 계획에는 금강산 관광의 국제화, 그리고 배후
도시인 원산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나아가 서해안 지역에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참조). 강령군 경제특구의 총면적은 505.546km²에 달하고, 계
획 총 투자액은 500억 달러 규모다. 70만 명의 고용효과를 목표로 하고,
재정수입 100억 달러, 그리고 천 개의 산업 고리를 만들겠다는 어마어마
한 구상이다.49)
“강령군은 현대가 개성공단을 추진하기 이전에 한 때 공단 후보지로
검토한 곳이다. 강령군은 해주항을 항만으로 가진 일종의 임해공단으로
서의 특성이 있다.”50) 북한의 강령군 경제특구 계획이 실현되면, 북한 최
남단 해군기지인 ‘등산곶 기지’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등산곶 해군기
지가 경제특구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48)

49)

50)

김연철, “10.4 남북정상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과제-서해평화협력지대와 강
령군 경제특구 계획”; <http://www.selfgo.org/news/articleView.html?idxno=477>
(검색일: 2014년 10월 7일).
북한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중국해외투자연합회’가 중국 기업
의 투자 유치를 위해 홍보용으로 작성한 투자 계획에 이와 같은 구상이 담겨
있다. 김연철, 위의 글.
김연철,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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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북한 강령군 인근의 지리 현황

해주·강령특구는 해상물류 측면에서 남한과 중국 모두와 가깝다. 중
국의 산둥반도, 남한의 인천과 인접해 있어서 일종의 해상 자유무역지대
를 건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강령군은 서해의 군사
적 신뢰구축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므로 당연히 정군적
평화 환경이 개선되어야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경제평화적 측면에서 남북 공영을 촉진하기 위해 제2, 제3 개성
공단 조성을 위한 관문으로 DMZ 및 접경지역에 남북산업단지를 조성하
는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남북 공동산업단지 대상지역으로 철
원과 파주, 고성 등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51)
DMZ가 세계평화의 출발지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나 도로의 연결 및
통과가 중요하다. 이 같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9월 푸틴
51)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DMZ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로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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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러시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코-유라시아 철도(K-Eurasia Railroad)’는 DMZ를 관
통해야 하기 때문에 DMZ로 접근하는 길을 다원화할 수 있다(<그림 4>
참조).52)

<그림 4>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도

북한의 함경북도 나선 경제무역특구와 러시아 극동지역 도시 하산을
잇는 상업운행 철도 50여㎞가 5년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2013년 9월
22일 다시 개통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및 경제 분야
협력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한의 철
도를 연결하는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2)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2013년 9월 10일 러시아 제1의 국영 중
공업회사인 UVZ 경영진이 현대로템 창원 철도차량 공장과 연구소를 방문, 대
규모 러시아 철도사업에 대한 협력 및 기술 이전 방안 등을 협의했다. 파이낸
셜뉴스, 2013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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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를 통한 남북한 간의 경제평화 협력의 확대는 북한은 물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최근 잠
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53) OECD 국가 중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가 가장 빠르다. 한국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우리 시대
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북한이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경제개방을 시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
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로 호혜적 경제평화 협력의 기회가 되지 못하
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제평화적 접근을 통해 DMZ
평화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이 DMZ를 통한 경제평화 협력은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DMZ 경제평화 특구의 미래는 남북관계에 달려 있다.
남북한은 새로운 미래의 공동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회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문화평화적 접근 : 가치의 공존
DMZ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가치의 공존’이 필수적이다. 가치가 대
립적, 파괴적 구조가 유지되면 평화는 오래 지속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DMZ 평화가 존재론적으로 항구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문화평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문화평화의 의미는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기억을 용
서, 화해함으로써 치유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DMZ 문화평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DMZ 문화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이산가족면회소
△남북체육교류 시설 △영화제, 미술제 등 남북문화예술교류의 공간
53)

경제협력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17년 3.4%, 2018년~2030년
2.4%, 그리고 2031년부터 1%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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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남북문화예술의 공동 창조 공간 △세계 평화생명 사상의 성지
△세계평화 창출의 시험무대 등의 조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먼저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전쟁과 폭력에
대한 기억을 치유해야 한다. 폭력의 기억이 존재하는 한 DMZ의 평화, 남
북한의 평화, 인류의 평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이산가족 상봉장소 마련
등 다양한 문화평화의 모색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만들어 나
가는 지구촌 평화의 발원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은 특히 DMZ를 꼭 기억해야 할 ‘공존의 평화 성역’으로 승
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DMZ가 한반도의 평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공동의 노력을 공감할 수 있는 공존평화의
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지구촌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
을 염원하는 장(공원)을 마련하여 세계를 향한 평화의 소중함을 전파해
야 할 것이다.
나아가 DMZ 세계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참전군인, 참전 21개국, 참전
세대, 전후 세대가 화해와 공존을 통해 하나가 되는 평화 미래의 장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참전국은 물론 세계 각국과 다양한 문화평화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54)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평화 콘텐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DMZ의 문화평화를 위해서는 문화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창조적 문
화 아이콘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파주는 경의선 철도와 도
로가 연결돼 있고 분단을 상징하는 판문점과 대성동 마을 등이 자리 잡
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인 철원에는 DMZ 내 궁예성터와 노
동당사 등 고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54)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홈페이지; <http://www.nakdongriver-peacefestival.
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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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MZ 곳곳에는 미술, 영화, 문학 등 풍부한 문화평화의 자산이 내
재되어 있다. 지난 2000년 남북간 합의에 따라 경의선 철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분단의 아픔이 반영된 역사적 유물들, 이를 테면 지뢰, 철조망,
군인유해 등이 훼손되기도 했다.55)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토대로 신중하
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4) 정군평화적 접근: 미래의 공영

DMZ 평화에서 가장 힘든 완결적인 요건이 정군평화의 실현이다. DMZ
에서 군사적 충돌과 방지를 위해 말 그대로 ‘비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DMZ 평화를 위한 정군평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DMZ에
서 정군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남북한의 평화통합을 실현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은 DMZ 정군평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평화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 DMZ 정군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평화
기구의 공동유치 △남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
축과 전쟁예방 협력 △지뢰 제거 및 무장 단계적 감축 △군축 및 평화체
제 구축 등을 위한 공간 조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DMZ 정군평화 구축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DMZ에는
남측은 80∼90개, 북측은 150∼160개의 최전방 경계초소(GP; Guard Post)
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정전협정에 따라 개인화기만 반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은 MDL 근처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사거리 54
∼60㎞에 이르는 장사정포를 대거 밀집시켜 놓고 있다.

55)

경기대 강진갑 교수는 국제환경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신문,
2014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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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는 우발적인 총격이 가해져도 즉각 응사하는 등 24시간 긴장체제
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DMZ 내에 설치된 최전방 초소인 GP나
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에서의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잦다.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성립 이후 2012년까지 북한
의 군사적 도발은 약 3000건이었다. 이 중 대부분이 DMZ 내의 도발이었
다.56)
남북한 관계가 냉랭할수록 DMZ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 높아진다. 최근
에는 북한군이 우리 군 최전방 진지를 점령하는 연습을 노골적으로 벌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GP, GOP와 유사한 모형 진지
를 구축한 뒤 포병부대가 이를 타격하고 이어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점령
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
방위원장에게 DMZ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아직은 시
기상조다”라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Z에 있는 남북 GP와 중화
기를 철수해 평화지대로 만든 뒤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제
안하자 김 위원장이 이를 반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간의 DMZ 정군평화를 위해선 현재 북한과 협의 중인
DMZ내 공동 유해발굴사업 등 낮은 수준의 군사적 평화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지역과 DMZ 등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3∼4만
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은 보다
높은 단계의 군사신뢰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DMZ 내에 매설된 1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작업
도 공동 추진해야 한다. 지뢰를 모두 안전하게 제거하려면 400년이 걸린
다는 설도 있다. 특히 현무암 협곡지대가 많은 중서부전선은 지뢰 탐지

56)

아시아경제, 2014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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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어렵다. 북한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DMZ 평화를 위한 세계평화공원은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에 조성
되는 평화사업이다. 이로 인해 남북한 간 첨예한 군사대치 상황을 감안
할 때 정군적 고려사항은 이 사업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의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바로 정군적 고려 때문이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도 2013년 7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목적의
DMZ가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남북평화를 우리
손으로 이끌어내자는 의지”라고 밝혔다. 류 전 장관은 “국민적 공감과 협
조를 토대로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갖고 갈등을 풀어갈 때 DMZ가 진정한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57)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분명히 정군적으로 경색된 남북한 관계
개선과 새로운 통일미래를 여는 통로가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정군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접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생태평화나 경제평화, 문화평화 등 낮은 수준의 존재론적 평
화영역부터 단계적, 복합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의 가장 긴장이 높은 DMZ에서 먼저 점, 선, 면 평화를 구축(소평화지대)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DMZ를 하나의 평화지대(중평화지대)로 만든
후 이를 남북 양측으로 확대하여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평화지대(대평화
지대)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7)

환경일보, 2013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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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축 과제
1) 남한과 북한의 평화협력

남한의 북한에 대한 DMZ의 평화적 이용 제안은 과거 역대정부부터
계속 있어 왔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제안을 해왔지만 모두 거절
했다. 북한의 거부로 논의조차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DMZ의 평화적 이용’ 제안에 대해서도 강한 반
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평화협력 확대가 필
수적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DMZ에 대해 정군평화의 문제로 인식하고 매
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이 호응해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에 관한 남북한 간 협의를 본격 시작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직후 북한은 DMZ
세계평화공원 제안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민족 분열이 불행과 고통을 안고
사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매우 거칠게 비난했다.
또한 2014년 4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문장’을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돈벌이
목적에 리용’하려는 것으로 격하시키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DMZ 세계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서해 5도 지역을 ‘서해평화수역’으로 만들자
고 역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3년 8월 30일 “박
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미국 방문 중에 미 의회와 8·15 광복절 경축사
에서 밝힌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며 “북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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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58)
이에 따라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따라 DMZ 세계평화공원 문제가 보
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현실적 방안을 갖고 북한과 협의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왔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둔 2013년 9월 21일 행사 연기를 돌연
발표기도 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인지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영역 등 평화협력이 용이한 영역부터 단
계적, 복합체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령 DMZ 안팎에 생태평
화적 접근을 통해 남북평화농장을 건설하고 친환경농업을 전개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첫 단추를 꿰는 데 용이할 것이다.
2) 국제사회의 평화협력
DMZ가 가지는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UN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DMZ 평화 구축이 모색되어야 한다. DMZ가 좁게는
남북한, 넓게는 모든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는 국제적 평화지역이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DMZ는 남북한 및 인류의 자원에 대한 평화가치의 재
발견으로 보고 새로운 평화보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DMZ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평화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평화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이나
58)

노컷뉴스, 2013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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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등 국제사회가 남북한 간의 평화협력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DMZ가 미국, 중국, 북한 간의 정전협정
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평화협력이 중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육로 관광 등
을 위해 남북 연결도로를 놓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엔사령부의 협조와 지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유엔,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제
안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국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던 바로 그 미국 의회에서 ‘DMZ세계평
화공원’ 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2013년 8월 23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DMZ 세계평화공원’을 위해 반 총장과 유엔의 적
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
장도 “적극 돕겠다”고 밝혀 원칙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적대국으로서 북한을 지원하고 싸웠
던 중국의 협조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DMZ 세계평화공원’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북한에게도 잘 설명해줄 것을 요청까지 했다.

Ⅴ. 결론: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DMZ

DMZ는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이다.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
재론적 의미에 따라 평화를 유지,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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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존재론적 조건인 생태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 평화복합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DMZ 평화를 위해서 남한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다양한 구상
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정군적 전략에 따라 이를 거부해 왔다. 다
행히 2000년 6월 남북한은 6·15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개성공단사업, 금
강산 관광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을 합의하고 추진해 왔다.
남북한 사이에는 현재 개성공단사업만 명맥이 유지될 뿐 다른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최근의 남북한 관계로 보아 조만간에 관계가 개선, 회복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DMZ 평화를
위해 비무장지대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
도 앞으로 남북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여 가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
다는 판단 아래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관계는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갖고 꾸준히 대화를 유지해 나가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행된
다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어떤 결과
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준비는 하되, 서두르지는 않겠다”
는 게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 등과 관련한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의 기본 입장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
다린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 통하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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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물론 꾸준한 대화를 통해 남북한 관계
가 차츰 안정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면 DMZ 세계평화공
원 조성은 물론, 그 이상의 일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MZ 평화는 존재론적 평화 의미에 따라 단계적, 복합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
한 목표의식을 갖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평화의 문이 열릴 것이
다. 특히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은 북한을 전혀 모르고 접근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도 DMZ 평화를 적극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DMZ 평화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
평화공원은 평화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라 접근, 조성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즉 평화협력이 가장 용이하고 남북한이 절실히 필요한 생태평
화부터 시작해서 경제평화, 문화평화, 정군평화 등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peace)’는 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평
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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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tological Meaning and Building Strategy of Peace
: Focused on ‘DMZ Peace’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Jang, Young-Kwon (Institute of National Future Strategies)

Abstract
How should we sustain peace, and prevent it from being destroyed on
the midwa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on peace in the way
of ‘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 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 is
sustainable conditions or states of peace, satisfied to guarantee the practical
existence of peace. Ontologically, peace consists of four conditions: ecological
peace, economic peace, cultural peace, and political-military peace.
DMZ could be a gate opening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o
open this gate, it is needed to recover, maintain, and establish the peace in
accordance with 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 In particular, to make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ustainable and to prevent it being
destroyed on the midway, it is desirable to pursue ‘the peace complexes’
consisting of four categories of the ontological conditions of peace: ecological
peace, economic peace, cultural peace, and political-military peace.
To this day, South Korea has proposed diverse peace initiatives to North
Korea in order for DMZ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North
has resisted them. Meanwhile, between the two Koreas only G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is barely surviving, but other projects wer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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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 down. Given the rec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it is hard
to expect that the relationship would be improved and recovered in the
near future. In this circumstance, Park Geun-Hye government has made a
proposal of creating DMZ World Peace Park for the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ried to make it realized. However, the realization of this
project is yet to be known.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peace.’ To realize the success of DMZ
World Peace Park, Park Geun-Hye governmen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a strategy of ‘peace complex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ntological
meaning of peac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tart with ecological
peace, which is the most urgent and easiest way for pea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n build economic peace, cultural peace,
and political-military peace in a stepwise way and a virtuous circle.
Key words: Ontological Peace, Peace Complexes Theory, Peace Initiative,
DMZ, World Peac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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