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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사회는 인간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이해가 상충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평화

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으며, 그중 유력한 실천방안으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

도는 이데올로기적 공간인 DMZ를 평화적 공간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

인다. 그렇다면 분단으로 소외된 접경지역의 특성을 가진 국내 DMZ에서 실현해야 

하는 평화의 가치는 무엇인가? 또한 그것은 어떻게 숲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인

가? 숲이 국민 모두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 공존의 의미는 ‘공평’과 ‘조화’라는 긍정

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고, 숲이 가진 보호의 의미와 치유의 효과는 ‘상처’와 ‘갈등’

과 같은 부정적 가치를 최소화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화’라는 개념과 ‘숲’이

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의 숲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평화의 숲’이란, 

“분쟁과 갈등이 있는 지역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숲”으로, 평화의 

숲에서 실현해야 하는 ‘평화’의 개념은 “사람 중심의 평화에서 확장하여 동식물 생

태계와 인간의 공존, 현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공존까지 고려하는 평화”로 규정하

고자 한다. 한편, 평화의 숲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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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 사회는 인간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이해가 상충되면서 국내외적

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물질적 풍

요를 이루면서 삶의 질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국제사회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평

화를 통해 공존하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으며, 그

중 유력한 실천방안으로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

되고 있다.

다양한 생명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생태계인 숲은 평화의 의미가 있다. 

잘 가꾸어진 숲과 나무는 경제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숲은 전통적 임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기여해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

나는 ‘산악숭배(山嶽崇拜)’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의 근본이자 신

으로서 지역에 문화적인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한편, 복잡한 사회를 살

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숲은 휴식과 휴양을 위해 사용되며 ‘회복’과 ‘치유’

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분단국가로서 사회적 ․문화적 ․생

태적 특이성을 갖고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DMZ(Demilitarized 

Zone)라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이다. DMZ는 오랜 분단과 군사적 대

치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된 특이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

라의 DMZ는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백두대간 축으로 연결된 생태계

를 단절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DMZ 및 접경지역을 포함한 일원

을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생태적으로 숲이 가지는 평화의 

의미를 실현한다는 부분에 많은 의미가 있다.

이에 산림청은 숲을 통한 평화 실현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2019년 9

월 10일 세계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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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UNCCD) 제14차 당사국총회(COP14)를 통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

(Peace Forest Initiative, 이하 PFI)’를 제안하였고 국제사회의 큰 호

응으로 결정문에 반영되었다.1) PFI는 특별히 접경지역의 갈등 완화와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분쟁을 겪은 접경지역 공동

체가 ‘숲’ 조성을 통해 토지회복,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의 혜택을 

공유하여 지역의 갈등을 평화로 전환하는 평화 프로세스 실천방안으로 

제안되었다.

PFI는 산림협력의 지역적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위상과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 및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숲을 조성 및 운영하려

는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의 DMZ가 

가지는 특성과 국외 평화의 숲 조성사례를 고찰함으로써 국내에서 PFI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의 숲’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한반도, 분쟁과 갈등이 있는 지역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평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할 때는 

DMZ의 성격과 현시대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화의 

의미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기 때문이다.

마르티네스(O.J.Martinez)는 접경지역 상호작용 모델을 통해 전 세

계의 접경지역을 ‘소원한 접경지역’, ‘공존하는 접경지역’, ‘상호의존적 

접경지역’, ‘통합된 접경지역’으로 유형화하였다.2) 이때, ‘소원한 접경지

역(Alienated borderlands)’은 전쟁, 정치적 분쟁, 극심한 민족주의 등

의 문제로 인해 국경 간 일상적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마르티네스의 접경지역 상호작용 모델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1)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추진을 위해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와 협력의 틀 마

련｣,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0년 01월 29일자.

2) Martinez, O.J., The Dynamics of Border Interaction – New approaches to border 

analysis, Global Boundaries, 1994, 12p.



10  문화콘텐츠연구 제26호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같이 기존의 한 나라가 분단된 접경지역

도 포함되어, DMZ는 과거 통일 이전의 동서독과 같이 소원한 접경지역

에 해당하게 된다.3). 

<그림 1> 마르티네스의 접경지역 유형 분류

출처 : 유미연, ｢국제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접경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0쪽

DMZ 공간에 대한 국내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4)에서, 설문 

응답자 800명 중 DMZ에 대한 최초 연상 키워드로 가장 높은 순서로 나

타난 것은 ‘북한’이며, 다음으로 ‘남북분단’, ‘지뢰’, ‘평화’, ‘전쟁’으로 나

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DMZ의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는 ‘독특하다’, 

‘친환경적이다’라고 평가했지만, 일반적으로 빨리 떠올리지는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일반적인 DMZ에 대한 이미지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전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친환경적이라는 긍정적인 평

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는 ‘이데올로기

의 공간’이라는 인상에 집중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3) 유미연,｢국제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접경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0쪽.

4) 이정훈 ․ 구자룡 ․ 조진현.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이슈&진단�

제385권, 경기연구원, 2019.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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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DMZ를 더 이상 분단과 냉전의 공간이 아

닌 공존과 평화의 공간으로써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생겨나고 있다.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이유는 한반도가 DMZ를 중심

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5) 

1972년 유엔군에서 DMZ의 평화적 활용을 제안한 것이 논의의 최초이

긴 하나 이는 DMZ에 대한 비무장화가 핵심 제안 내용이었다.6) 실제 남

북 간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

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역대 정부별로 <그림 2>와 같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상과 제안이 이루어져 왔다.

<그림 2>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 흐름

출처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평화의숲, �평화의 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구상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산림청. 2020. 4쪽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접근은 남북한 각각의 유네스코 생물권보

전지역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남한은 2019년 강원도 철원

5) 유미연, ｢국제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통한 접경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3쪽.

6) 김태원,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환경협력 방안: 생태 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통

일문제연구� 제33권(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21,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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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민통선 지역을 포함하여 ‘강원 생

태평화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고, 경기도 접경지역인 연천군 전역을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북한은 2018년 금강산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받았다. 

남한에서는 ‘남북 산림협력센터’라는 생태계 복원 거점을 마련해 평화

를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0년에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경기도 파주시에 ‘남북 

산림협력센터’를 설립하였으며,7) 2022년에는 강원도 철원에 접경지역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을 수행하는 남북 산림협력 거점시설을 수립하였

다. 전자는 “숲으로 남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양묘장 모델과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후자는 인

근에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설립될 예정이어서 산림재해에 대한 협력

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적 갈등이 많이 존재할수록 정체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8) 숲을 통한 한반도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은, 숲이 가지는 특별한 질적 가치에 의해 갈등을 겪은 사람들에게 평화

와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분단에 의한 구조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를 받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숲’과 ‘나무’를 통해 평화를 가져다주고자 하

는 노력은 경제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III. 평화의 숲 국외 사례 탐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원한 접경지역으로 분류되는 DMZ는 이데

올로기적 공간을 넘어 이제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7) ｢산림청, 경기 파주에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 �한국농정�, 2020년 06월 07일자.

8) 김학용,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문화적 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

국갈등관리연구�, 제1호(제2권), 한국갈등학회, 2014, 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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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인 공존, 평화 그리고 인

류 공동유산인 생태계 보존의 가치는 산림이 가지는 생명력을 통해 구체

화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9)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정부, 기관, 개인 간 의견충돌이나 다툼이 있는 이

상 국제적 분쟁은 항상 일어날 수 밖에 없다.10)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 또

는 지역이 자연 자원의 확보 목적이나 서로 다른 역사문화로 인해 충돌하

곤 했다. 전쟁, 테러와 같은 무력 충돌은 현대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오랜 분쟁이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 이때, 무

력 충돌이 발생한 지역들은 수많은 사상자와 더불어 전쟁의 상흔으로 폐

허로 변모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훼손까지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

다. 이에 따라 분쟁과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 숲 조성을 통해 평화를 이룩

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외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다. 

<표 1> 평화의 숲 국외사례

이름 참여국
조성

년도
면적 목적 특징

그뤼네스 

반트
동독, 서독

1980

년대

17,000

ha

자연생태복원

분단을 극복한 

평화

통일로 이룬 공원,

시민단체의 역할

코르디예라 

델 콘도르 

접경 보호 

지역

에콰도르, 

페루

1998

년~

16,425

km
2

영토 분쟁 종결

자연생태 보호

국제사회의 큰 힘,

양국 운영위원회 

운영

그레이트 

림포포 

접경 공원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모잠비크

2000

년대

35,000

km
2

자연생태 보호

자연생태 복원

인간과 야생의 

생태관광 

공동관리위원회 

운영

9) 김태원,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환경협력 방안: 생태 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통

일문제연구�, 제33권(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21, 120쪽.

10) 김성철 ․ 이찬수,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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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

발트해부터 체코 국경에 이르는 옛 동서독 간의 접경지대를 지칭하는 

‘그뤼네스 반트’는 직역하면 ‘그린벨트’이지만 그 의미는 한국에서 사용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뤼네스 반트는 한국의 DMZ에 해당하는 곳

이다. 남북으로 1,393km(약 17,000ha), 폭 50m에서 최대 2km에 이르

는 그뤼네스 반트는 한반도의 DMZ보다 평균 폭은 좁지만 길이는 더 길

다. 동서독을 40년 동안 가르던 ‘철의 장막’ 철조망이 있던 자리가 1990

년 동서독이 통일 후 ‘그뤼네스 반트’ 사업을 통해 생태 지역으로 변모하

였다. 즉 평화 사업으로 이룬 독일의 녹색 띠를 의미하는 것이다.

동독과 서독으로 분열되었던 시절, 인접한 경계 지역의 모든 숲을 없

애버리고 철조망과 감시탑 설치, 지뢰 100만여 개를 매설하는 등 사람들

의 통행을 막기 위해 국경은 삼엄해졌지만, 인간의 발길이 끊긴 덕분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정도의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생태계를 보

전하기 위해 독일은 통일 직후인 1989년 ‘그뤼네스 반트’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전역이 생태공원화 되어 동서독 냉전 시대의 상처를 극복한 평화

의 상징이 되었다.

그뤼네스 반트는 무엇보다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했다. 전체 면

적의 8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종 복원 사

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토종 수목이 고사하더라도 인위적인 식재보다 

자연적으로 수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식물 생태계에 인위적

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통일 직후인 1990년과 2008

년의 그뤼네스 반트 지역을 비교한 결과 희귀 동식물의 영역이 더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뤼네스 반트는 독일의 훌륭한 생태체험 구간임과 동시에 역사교육

장의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튀링겐 산맥과 프랑켄 숲 지역은 예민하지 

않은 동식물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지대를 조성해 ‘체험 그뤼

네스 반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경순찰로였던 곳은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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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유물인 정찰로, 감시탑 등 군사 시설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

뢰를 제거해 탐방로로 조성하여 자전거 하이킹과 도보 트레킹 코스가 되

었다. 이처럼 그뤼네스 반트는 생태와 역사를 활용해 생태관광, 역사관

광, 문화관광 등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뤼네스 반트가 지금처럼 조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통일 이전부터 보

존을 목표로 협력한 여러 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접경지역 토지를 매

입한 독일 환경보존협회와 1998년부터 개인들의 기부로 그뤼네스 반트

의 사유지 매입과 홍보를 위해 초록주식(기부증서) 모금사업을 진행한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BUND)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그뤼네스 반

트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 통일 직후엔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함

께 참여해 접경지역 내 생물 종과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

였고, 독일 정부는 800억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정부, 시민단체, 

독일 국민의 협력으로 그뤼네스 반트가 조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그뤼네스 반트의 영향력은 독일 내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으로 확

대되었다.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보전한 그뤼네스 반트의 영향으로 2000

년대 초반, 유럽 내 옛 ‘철의 장막’을 따라 유럽 그린벨트가 설립되었다. 

유럽 그린벨트는 유럽의 분단과 냉전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생태적으

로 연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그뤼네스 반트의 사례는 남북으로 단절된 한국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

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 이전부터 한국의 DMZ와 같은 공간의 역사

적, 생태적 가치를 알아보고 미리 준비한 점, 이익을 위한 개발로부터 보

호한 점, 초록 주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 시민단

체와 국가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는 점, 인근 주민들과 독일 시민들에

게 그뤼네스 반트의 역사적ㆍ생태적으로 중요한 이유와 보존 가치에 대

한 끊임없이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점 등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적

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본보기로 삼을 만한 좋은 선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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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콰도르-페루 코르디예라 델 콘도르 접경 보호 지역(Cordillera 

del Condor Transboundary Protected Area, Ecuador-Peru)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와 페루는 19세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후 

불분명한 국경선으로 인해 갈등을 겪어 왔다. 서부 아마존강으로 통하는 

핵심 통로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 1828년 처음 시작된 무력 영토 분쟁 전

쟁은 1995년까지 반복되었다. 결국, 1998년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세

네파 전쟁’을 끝으로 ‘브라질리아 합의’를 통해 통상 및 항로 협정, 양국 

개발촉진에 필요한 국경 통합, 분쟁 예방을 위한 안보협정, 국경선 확정 

등 4개 부문 타협안에 서명함으로써 영토 분쟁이 종결되었다. 이때, 양

국의 분쟁지역이었던 콘도르 산맥 접경지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에콰

도르 지역의 엘 콘도르 국립공원, 페루의 산티아고-코마이나 보존지역 

등을 포함하는 총 16,425km
2
 규모의 접경 평화공원을 설립하였다.

평화공원 조성에 합의 후 양 국가는 따로 국립공원을 설립하였으나, 

2000년 Conservation International과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The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가 에콰도르와 페루의 

지역보전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하나의 관리 체계를 구축했

다. 비록 각 나라의 개별 보호구역은 국가 보호지역 기관이 운영하지만,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국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양국 운영위원회를 두어 

감독하고 있다. 이는 자원의 공동관리와 자유 통행을 보장함으로써 양국

의 평화정착에 기여하였고, 공동 자원이용의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경제

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즉, 평화 보전과 경제 협력 사업을 동시에 추

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선례인 셈이다. 

그러나 환경보전과는 반대로 지역사회 개발과 빈곤 완화의 필요성 등 

상반된 입장으로 인한 긴장이 여전히 존재한다. 평화공원이 조성된 콘도

르 산맥은 여러 고유종을 포함한 매우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있는 운무림

이지만, 열악한 인프라와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원시 부족

이 공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양극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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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한 지역경제통합을 확대할 수 있는 활동과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생

산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 빈곤 완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

로 양국 개발 계획은 천연자원의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사용과 함께 기본 

인프라 및 사회개발프로젝트의 설계 및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에콰도르-페루의 사례는 국가 간 대립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서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제 3자와 국제보전단체들, 지역보전단체 

및 지역사회가 매우 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공원 조성 및 이후 

관리까지 깊게 관여한 사례이며, 이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국

제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평화공원조성과 

산림 내에서의 협력이 양국의 갈등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보기 드

문 사례에 해당한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짐바브웨-모잠비크 그레이트 림포포 접경공

원(Great Limpopo Transfrontier Park; GLTP)

2000년 초반,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모잠비크 3국은 국경 인

접 지역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크루거(Kruger) 국립공원, 짐바

브웨의 고나레초우(Gonarezhou) 국립공원, 모잠비크 림포포 국립공원

의 영구적인 연결을 통해 그레이트 림포포 접경공원(Great Limpopo 

Transfrontier Park, GLTP) 조성을 합의하였다. 총 37,572km
2
 세계 

최대 규모인 야생동물보호구역인 그레이트 림포포 접경공원은 국가 간 

경계로 인해 이동이 단절된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확장하고, 16년간의 내

전으로 인해 인프라와 생태계가 파괴되어 황폐화된 모잠비크 림포포 국

립공원의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 

3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0여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시

작은 1990년 모잠비크의 조아킹 시사노(Joaquim Chissano) 대통령과 세

계자연기금(Wolrd Wide Fund)이 접경공원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였다. 

다음해인 1991년, 모잠비크 정부는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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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GEF)을 사용해 초국경 보호지역 파일럿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1996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가 타당성 조사를 시

행, GEF의 자금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정치적으로는 1997

년 네덜란드 베르나드 완자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후견인으로 하는 평

화공원재단(Peace Parks Foundation)을 설립하고 평화공원의 절대적 

지지자로서 평화공원 운동을 크게 추동시켰다. 이에 힘을 얻은 3국은 

2000년 모잠비크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장관, 남아공의 환경부 장관, 짐

바브웨 환경 관광부 장관이 3자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GLTP 조성에 뜻을 

모았고, 2002년 3국의 대통령이 GLTP 설립을 위한 국제조약에 서명함

으로써 공식적으로 GLTP가 선포되었다. 

GLTP는 3개국의 국경을 넘어 통합된 하나의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 

보전지역의 정책과 운영, 보호, 보존관리, 관광개발, 지역사회 혜택과 커

뮤니케이션과 같은 문제는 3개국 대표와 공동관리위원회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주도한다.

GLTP에는 초원, 숲, 정글의 세종류의 생태계가 공존하며, 850여 종

의 동물과 2,00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모잠비크

의 림포포 국립공원은 긴 내전으로 인해 황폐해진 상태였다. 반면 남아

공과 짐바브웨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

에 일부 코끼리와 얼룩말, 흑멧돼지 등 수 천마리의 야생동물을 황폐화

된 림포포 국립공원에 이주시켜 생태계를 확장 시켰다. 각 국가의 국경 

지역에는 사람과 동물의 통행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아, 야생동물

의 이동이 보장되어있으며, 관광객들 역시 하나의 비자로 3개국의 국경

을 넘나들며 사파리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광대한 지역에 걸쳐 조

성된 GLTP는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접경공원의 좋은 선례이다.

IV. 평화의 숲: 평화의 의미와 가치 실현을 위해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숲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 및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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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분쟁지역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분단과 단절로 

소외된 접경지역의 특성을 가진 국내 DMZ에서 실현해야 하는 평화의 가

치는 무엇인가? 또한 그것은 어떻게 숲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국가 간의 전쟁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를 말하

며, 적극적 평화란 ‘소극적 평화에서 나아가 국가 간에 기존의 체제가 정

치, 사회, 경제적으로 억압하지 않고 문화나 종교에서 비폭력을 권장하

는 구조적 폭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11) 국내에서 ‘평화’라는 개념은 남

북분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차원에서 DMZ와 

인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평화의 숲과 관련된 키워드는 

국내 접경지역인 ‘DMZ’를 비롯하여 평화와 관련되어 ‘평화’, ‘갈등’, ‘회

복’,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도출될 수 있다. 

현대 평화학의 창시자인 요한 갈퉁은 ‘공평’과 ‘조화’가 확대되거나, 

‘상처’와 ‘갈등’이 줄어들 때 평화가 커진다고 규정하였다.12) 숲이 국민 

모두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 공존의 의미는 ‘공평’과 ‘조화’라는 긍정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고, 숲이 가진 보호의 의미와 치유의 효과는 ‘상처’와 ‘갈

등’과 같은 부정적 가치를 최소화한다. 

평화 
상처×갈등
공평×조화

<그림 3> 요한 갈통의 평화 개념

출처 : 김성철 ․이찬수, �평화의 여러 가지 얼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 5쪽.

11) 황병무, �전쟁과 평화의 이해�, 오름, 2001, 16쪽.

12) Galtung, J.,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Sage Publications, 

1996, 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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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화’라는 개념과 ‘숲’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평

화의 숲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평화의 숲’이란, “분쟁과 갈등

이 있는 지역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숲”으로, 평화의 숲

에서 실현해야 하는 ‘평화’의 개념은 “사람 중심의 평화에서 확장하여 동

식물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현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공존까지 고려하

는 평화”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림 4> ‘평화의 숲’이 추구해야 할 목표

출처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평화의숲, �평화의 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구상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산림청. 2020. 202쪽

그러나 평화의 숲은 ‘숲’이라는 단어로 인해 공간적 규모가 매우 협소

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국제 사례와 같이 평화의 숲의 대

상지는 ‘Spot’단위의 숲 자체만이 아닌 동식물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공존을 고려한 ‘Zone’단위로 접근하여 숲뿐만 아

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의 숲이 가지는 기

능은 평화의 숲 정의에 따라 “분쟁과 갈등이 있는 지역의 회복과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전’, ‘복원’, ‘조성’으로 설정되어야 한

다.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거나 과거 존재했던 지역들은 군사 활동 등으

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하며, 행위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자연이 보전되기도 한다. 평화의 숲은 이와 같은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들을 대상으로 훼손이 심한 지역의 경우 ‘복원’ 활동을 

추진하고, DMZ를 비롯한 산림보호구역 등의 경우에는 ‘보전’ 활동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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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자연생태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회복을 위해 시민참여를 통해 도시숲, 정원, 숲길 등 다양한 형태

의 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평화의 숲의 범위는 앞서 제시한 ‘보전’, ‘복원’, ‘조성’이라는 세 가지 

기능에 따라 ‘공간적’, ‘시간적’, ‘서사-생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평

화의 숲은 접경지역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포함하여 다음 세대와의 연결, 

숲의 시간 단위적 접근 및 자연과 인간 역사적 접근을 고려하여 평화의 

숲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림 5> 평화의 숲 범위

출처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평화의숲, �평화의 숲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구상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산림청. 2020. 124쪽

평화의 숲은 분쟁지역의 회복 차원에서 나무 심기 등의 복원 활동을 

통해 조성될 수 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은 회복 

및 치유 활동으로 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성된 숲에서 휴식 또는 

휴양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평화의 숲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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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에서 나아가 숲 밖의 주변 지역으로까지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평화의 숲은 군사 활동 등으로 인한 훼손지를 복원하는 차원

에서 사람뿐 아니라 동 ․식물에게도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도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V. 평화의 숲,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결론과 제언

평화의 숲이 추구해야 할 주요 키워드는 ‘생태’, ‘복원’, ‘네트워크’이며, 

각각의 키워드는 ‘공존’, ‘회복’, ‘공유’를 의미한다. 평화의 숲이 추구해

야 할 비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평화의 숲을 조성하여 동식물, 그리고 다

음 세대와 공존하고, 분쟁과 갈등의 회복에 기여하며, 평화 가치를 공유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UNCCD나 AFoCO 

등 다자간 또는 양자 간 협력체계를 통한 추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중심으로 평화의 의미가 확산되

어야 그 의미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며, 숲의 문화적 가치가 지속가

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화의 숲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조성방안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차원의 PFI 추진을 위한 평화의 숲 조성 및 운영의 단계

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반도 차원에서의 접근은 PFI 실현과 직접적

으로 연계되지만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남북협력’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남북산림협력센터’와 같은 거점으로부터 DMZ 전체까지 평화의 

숲이 실현되기 위한 3단계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 1단계는 ‘남한 

내 공감대 형성’이다. 1단계 전략에서는 남북산림협력센터와 같은 거점 

인프라가 조성되어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외 접경지역들은 각 거점지역들을 서로 연결하는 ‘연결지역’으로 설정하

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및 공감대 형성할 수 있다.

평화의 숲 추진을 위한 1단계 전략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2단계 전략



한반도에서 ‘평화의 숲’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 김재현, 송승현, 김주미, 장주연  23

으로 전환해야 한다. 2단계 전략은 ‘남북 거점 축 연결’이다. 평화의 숲 

조성을 통해 남북 거점 축 연결을 목표로 남북과 연결된 축을 중심으로 

생태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의 주요 거점지역은 북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이 보유한 전문기관들의 기능을 특화하여야 한다. 

마지막 3단계 전략은 ‘남북협력 공동발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

체적 대상지역은 DMZ이다. 본 전략을 통해 남과 북은 서로 대치하는 분

단국가를 넘어 한반도라는 하나의 단위로 ‘평화의 숲’을 조성하며 평화적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평화의 숲은 남과 북이라는 

이분법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을 고려한 한반도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단

계별 확장이 의미되어야 한다.

둘째, PF 지정제(Peace Forest Designation System)의 도입이 필요

하다.13) 평화의 숲은 평화라는 가치와 보전이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

며,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보전, 지역사회 참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

할 수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식적인 평화의 숲 지정은 이러한 전략을 

지속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도구이다. 국제적으로 인증된 보전

지역은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접경지역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유도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논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관계의 형성은 우리 민족이 만들어 가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

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과 방안이 다양한 형태로 모색

되고 있다. 이상의 결론 및 제언에서 제시한 내용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국제사회에 제안한 PFI를 한반도에서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13) (사)평화의숲, �평화산림이니셔티브(Peace Forest Initiative)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산림청, 2022,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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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Peace Forest’ 

on the Korean Peninsula

Kim Jaehyun･Song Seunghyun･Kim Ju Mi ･Chang Chuyoun

Our society is experiencing many social conflicts internal and external as 

human activities are diversified and each ones interest is differ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for the peace and 

coexistence among humans, between human and nature, methods to cultivate 

a ‘forest’ are actively being considered as a viable action plan. The Korean 

Peninsula,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world, is showing a movement to 

transform the ideological space, the DMZ, into a peaceful space. Then, what 

is the value of peace that must be realized in the DMZ,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border region that is marginalized due to division? Also, 

how can it be realized through forests? The meaning of coexistence and 

public value that forests give to all citizens maximizes the positive values of 

‘fairness’ and ‘harmony’, and the meaning of protection and healing effects 

of forests minimize the value of negative effects such as ‘wound’ and 

‘conflict’. Therefore, in this paper, considering the concept of ‘pea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forest’, the research intend to define the forest of 

peace as follows. The ‘Peace Forest’ is a ‘forest that contributes to the recover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eas with conflict’. Peace that considers 

the co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the coexistence of the present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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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eneration.” Meanwhile, this research intended to suggest a specific 

promotion strategy for the Forest of Peace.

Key Words : Peace, DMZ, Forest, Peace Forest, Peace Forest Initiative 

(PF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