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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한 제공조 방안:

NGO  제연대 활동과 지원  중심 로

경도
공과 학  경 학과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 for DMZ World Peace Park:

Focusing on NGO'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Kyung-Do Suh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약 본 연  목  ‘DMZ 계평화공원’ 에  NGO 연  역할과 능, 그리고 동  커니 ,
NGO 연  책형  등에 하여 하고  한다. DMZ 계평화공원  한과 한민   합  

 하여 양 주체간  화노  결과  얻어질 수 는 지만 그러한 결과  실현하  한 과 상  
에 어  보다  화  근  강 하여야 하 ,  단계  계획 하에 루어 야 한다.  실
현하는 과 에  남한  독  노 만 는 어 우 , 사회  어 한  화협상  지  가지
도  다양한 화채널  색하여야 하 , 는 곧 한  근 경  상 3  역  NGO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   ‘DMZ 계평화공원’ 하  해 는 DMZ 계평화공원  체  실천 드맵   
필 한 , 1단계 는 통  또는 리 직  ‘DMZ 계평화공원 진 원회’   하고 운 하는 것, 후
보지  , 한  호 과 사회  지지에 한 호 , 민간   참여가 필 하다. 2단계는 재지  
확  필 하 , 3단계 는 평화공원  한 착공, DMZ평화  용  확 , DMZ 경지역  생태·역사· 화

 확  등  단계별 드맵  마  필 가 다.

주 어 : DMZ, 계평화공원, 공 , NGO, 연  활동, OD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and functions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in 
the establishment of' DMZ World Peace Park ', the mechanism of operation, and the policy formation of NGO' 
s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establishment of the DMZ World Peace Park is a matter that can be achieved as 
a result of dialogue efforts between the two partie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government, but should take a more relaxed approach to the process issues in order to achieve such results 
And should be done in a long-term, step-by-step plan.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is, South Korea's own 
efforts alone are difficult, and it is necessary to seek various channels of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North Korea can have dialogue negotiations. This will be the role of NGO, It should be 
noted. As a result, in order to establish 'DMZ World Peace Par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road 
map of DMZ World Peace Park. In the first stag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operate 'DMZ World Peace 
Park Promotion Committee' under the directorship of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It is necessary to select 
candidates, to appeal to North Korea and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participate voluntarily 
by the private sector. Phase 2 requires final settlement. Phase 3 will require a step-by-step road map, such as 
rapid construction of the Peace Park, expansion of peaceful use of the DMZ, and expansion of ecology, history 
and cultural tourism in the DMZ bord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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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으로 립과 갈등이 큰 경지역에는 다양한

유형의 력 공간 모델이 시도된 경우가 많았으나, 한반

도 DMZ는 정치 이념과 체제 립의 결과로서다른 어

떤 곳보다 극한의 정치 립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 갈

등원인이 그 공간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

해결책은 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이해 계에 치한 주

변 국가들의 정치 결단 합의로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 결단과 합의를 도출하기 해서는 부

단한 화와 력이 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립과 갈

등을 해소하기 한 화와 력의 돌 구를 마련하기

한 상징 모델로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제기

된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립갈등이 큰 상황에서도

화를 한 요한시작 이 될 수 있으며, 국제 인 심

을 끌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교착상태에서 탈출구를 제

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평화공원 그 자체로서 직 ,

경제 실리가 목 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원 이슈

를 매개로 국내외 심을 끌고 남북 간의 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단 를 제공하는 상징

의미를 갖게 된다[4].

DMZ내의 평화 공간 활용은 남과 북의 부단한 화

와 타 의 결과로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도

출하기까지 정치·이념 결 국면을 타개하고 순수한

평화 지향 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한민국의 우호 평화공원 조성에 해서 다른 정

치 이슈화를 경계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며, 그

본래의 취지와는 계없이 북한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거나 북한의 이득을 취하기 한원조요구와 가

를 얻는 수단으로 근할 것이란 가능성 한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한민국의 순수한 평화의지의 상징으

로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의하더라도 북한의

향 태도변화를 수반하여야 그 실 이 가시화 될 수

있으며, 정치·이념 근을통한 북한 체제 구축의 수단

는 남북 화 단 의 빌미로 작용하는 것을 사 에 차

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북한과 한민국 정부의

합의를 기 로 하여 양 주체간의 화노력의 결과로 얻

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한 결과를 실 하기 한 과

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된 근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하며, 장기 으로 단계 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

야 한다. 이를 실 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독자 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이 화

상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화채 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북한의 근 경로상 제3의 역인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거 북식량지원 운

동 등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NGO의역할에 해

서 제 로해석하지 못하고있다. 한 NGO와그 연합체

들의 국내 NGO국제연 의 활동에 향력에 한 연

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하여

본 연구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NGO의

역할에 한 이론 논의를 정리하고, NGO국제연 를

활용한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 의 역할과 기능, 그리

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 의 정책형성 등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정부가 남

북한의 통일을 염두해 두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한 국제공조방안에 해 단계 로드맵 설정, 인류 보

편 가치 강조, NGO 국제연 의 활성화를 어떻게 실행

할 것인지에 한 정책 인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DMZ 계평화공원과 NGO에 한 논

2.1 DMZ 계평화공원    진과

2.1.1 DMZ  경 평화  안과 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해서는 먼 경제 측

면에 한 다양한 방안과 세부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이

는 지역개발, 국토지리, 남북경제특구, 환경, 생물자원

종자와 식량자원의 확보, 일자리 창출, 생물자원사업, 남

북합작을 통한 농경단지 조성 등과 한 련성을 가

지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해서는 국토지

리 공간 활용, 지역개발의 공간, 경지 평화정착사업,

남북경제 력을 통한 평화공여의 공간, 생물다양성 산업

의 진기지, 남북한 공동 종자 식량자원의 확보기지

에 한 실질 인 추진방안 과제들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련하여 DMZ를

단순하게 지역 인 성과 넓지 않은 공간인식에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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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한반도 혹은 세계 인 자산이라는 측면

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2,7]. DMZ의 지역개발은 상당

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단순히 좁은 지역으로만 해석

하지 말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세계평화라는상징성을 부

각시켜 이 지역을 개발하고 보존하는데 역 을 두어야

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세계평화의 출발 이

자 평화의 시발 이라는 세계평화모델로의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DMZ 세계평화공원은 그 지역의평화

인 이용가치를 활용에 구체 인 과제를 마련해 두고

추진하여야되며, 남용, 이용, 방치라는 견해를 두고 근

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DMZ라는 지역의 지나친 개발과 이와 반 로 그 로 방

치해 두는 것은 경계 상이지만, 그 지역의 극 인 활

용과 보존과 합리 인 개발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주

장이다. 이제까지 추진된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경제의

력이라는 요한 모델인 만큼, 제2 혹은 제3의 남북경제

력을 한 공단조성이 실히 필요하며, 경제자유특구

의 지정과 그 연계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1,4,5].

이와 같이 DMZ지역을 상으로 남북한이 향후 통일

을 비하기 해서는 교통통신 에 지, 화폐의 공동

운 , 경제공동체를 한 시범사업들에 한 계획들이

추진할 수 있다. 즉, 남북교류 력의 장을 통한 평화 인

공간활용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DMZ지역은 아

마존, 열 우림지구와 더불어 세계에서 인간의 손이 닿

지 않은제3의 생태보고의 장이며, 우리나라는 미래생물

산업의 주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DMZ 지역에서 서

식하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은 앞으로생물과학산업의 미

략산업으로 그 시장규모가 3조 1000억원달러로 상할

정도로 상당한 잠재 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식량과

신약, 유 자원 등이 주요 그 원천자원이 된다. DMZ 지

역 내에 있는 각종 동식물은 종자 식량자원의 확보기

지로 활용하여, 세계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

며, 남북한 합작을 통한 농경단지를 조성하여 남북한 식

량자원 생산에 도움을 것이다. 를 들어 지구온난화

로 인해DMZ지역에 사과 등 과수 원 재배가 최 지

로 평가되고 있기에 그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등을 통

하여 경제 소득을 높이는 경제평화 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태자원에 한 요성을 인식하

고 DMZ생태환경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리하는 것

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부는 남북교류 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특

성을 고려한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2.1.2 DMZ  화평화  안과 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해 문화 측면에서 다

양한 실천방안들을 검토가 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

원 조성의 문화 인 추진방안에는 문화 술교류, 음악,

문화유산, 화, 생태과학교육 등과 매우 한 계가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구체 인 방안을 마련

하기 해서는 첫째, 남북한의 문화 술교류를 한 공

간마련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 인 평화생태

조합 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셋째, 생태교육의 체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실

질 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DMZ 세

계평화공원 조성이 된다면 각종 문화 술교류가 가능해

지고, 이를 통해 세계각국의 술인들을 불러들여 새로

운 문화의 창출과 무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통해 문화 창출되는 만큼 남북

한 세계 각국인들을 통해 다양한 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 뿐만아니라

인류평화의 가장 모범이 되는 하나의 상징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으로 인해 평화

와 생명의 터 으로 승화시키고 유네스코의 유산으로 등

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

MZ 생물다양성에 한 생태계 보고의 근으로 한반도

지역의 긴장된 결구도를 완화시키고, 신한류 정신문화

를 세계 생태평화운동의 근원지로 삼을 필요성이 있

다. 앞서 설명한바 DMZ 세계평화공원은 상징 의미로

서 세계평화의 모범사례로서의 만들어지고, 쟁의 참혹

함을 알리고 평화의 소 함을 깨우치는 요한 역사

교육 장으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 갈등과

립, 이데올로기의 경쟁이라는 상징 인 지역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으로 인해 평화의 성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DMZ는 1970연 이념 립과 냉 의 잔재

로 인한 아픔을 지니고 있지만, 그로 인한 훼손되지 않은

생태 보존이라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

다. 이는 앞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으로 남북의

화해, 국제 연 를 통한 세계 자연유산의 보존이라

는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DMZ문화유산의 보존을 해서는 우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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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인 남북문화교류가 제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통일의 정신문

화를 생성시킬 수 있다. 이는 이제까지 남북분단과 립

으로 인한 교류의 단 로 60여년 동안 문화의 이질감과

의견의 격차가 많아졌다. 한 북한의 통제로 인한 문화

는 형식 인 상호교류로 치우쳤고, 이를 개선하기 해

서는 향후 활발한 문화교류 과정에서 서로의 인식의 차

이 에 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올바른문화인식의 합

의 들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호문

화교류를 통해 서로 상 방에 한 배려, 이해, 존경이

견고해져야 된다.

2.1.3 DMZ  평화  안과 과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해서는 정군평화 인

면에서 다양한 실천방안들을 고려하야야 한다. DMZ 세

계평화공원의 조성에 있어 정군평화방안 과제에서는

세계평화, 남북의생태, 군비축소, 국제평화체제구축 등이

련되어져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과 련된

정군평화 추진실천과제에서 우선 실 되어야 할것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남북 쟁 방과 남북 계개선이다. 둘

째, 남북평화공존의 공간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한반

도 평화통일의 복합 진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인류의 평화생태 성지와 미래인류의 생명평화공간 등의

활용에 한 연구 활동의 개최 지속 인 지원 등에

해서 실질 인 추진방안과 과제들을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한국 아시아지역의

쟁 방과 방패막이가 되며, 앞으로 남북 계 개선을

한 통로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평화의 공존공간으로 활용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한 국가 략 수립 시 요한 제조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평화 공존의 장으로써 핵

심 국가과제인 아시아 평화 력외교와 한 련이

된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을 비롯한 일본,

국, 미국 등을 비롯한 UN의 모든 국제사회가 심을 가

지는 국제 평화지역으로 상징 인 의미를가지게 된다

는 것이다. 특히, DMZ 세계평화공원은 남·북한 간의 생

태통일 등 새로운 통일 략의 기지로 활용할 수 있으며,

DMZ는 그동안 남북한의 군사 충돌을 막는 경계선의

역할이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남북평화 력 등을 통해

평화통일의 진기지로서의 심 인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2  NGO  연

‘NGO 연 ’에 해 사 의미와 고찰이 필요하다.

NGO의 연 라는 그 자체의 본질과 NGO의 연 로서의

특수성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 해서 유의하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NGO 연 가 활성화된 계기는 1

980년 말 냉 시 의 종식과 민주화의 확산, 그리고 1

990년 유엔이 주최가 된 세계 회 등으로 꼽을 수 있

는데, 이때 NGO들이 국제회의를 비하고 연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의제설정 정책형성에 해 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첨단과학장비와 교통

통신의 비약 인 발달로 인해 국가 인 인·물 자원의

상호교환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여 NGO들의 연

활동을 더욱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과

거와는 달리 한 국가의 인권, 빈곤, 불평등의 문제가

국 을 월한 세계 인 문제로 귀결되면서 세계 인 시

민의식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NGO연 의 형성으

로 인해 한 국가의 사회 안문제들에 해 자신들의 주

장과 호소하고자 할 때 방해받거나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제연 를 활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가할 수 있도

록 조치할 수 있다. 다시말해, 국내 시민단체 혹은 NGO

활동가들은 국제연 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 는 권리

를 국제사회에 호소함으로써 비난의 목소리가 그들의 권

리나 권리침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 다. 국제연

활동분야는 주로 인권, 환경, 여성문제, 평화운동 등에서

가장 활발히 개되고 있다. NGO의 주된 역할은 사회이

슈에 해 정책형성과 입법화를 해 캠페인을 개하고

청문회, 공청회 등 개최를 통해 사실규명과 궁극 인 정

책실 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제연 를

형성하기 해서 국제 회에 참석 혹은 국제 등

을 통해 연 기회를 갖기도 한다. 이때 NGO국제연 는

정보, 근성, 지렛 작용 등을 제공해주고, 각국의 NG

O들에게 함께 동지 차원에서의 입장을 확신시켜 다.

그 NGO국제연 의 성공사례 의 하나가 아마존 강 유

역에서의 고무채취 원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

하기 한 ‘목 지사업 확장 방지운동’이 국제NGO와 연

하여 이루어 낸 사례로 꼽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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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연 는 지역, 민족,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서로 력

과 유 계를 지속시키며,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에게

사회 인 변화를 한 가치, 행동양식, 술 등을 확산시

키는 요한 기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제N

GO를 활용함으로써 그 국가와 지역의 큰 사회 이슈에

한 신뢰와 응책들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한 국제규범과 련하여 지역·국가들

이 어 난 행 에 해 정치 압력을 행사하여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도 있다. 이러한활동은 결국 지역사

회운동으로 확산되고 그들 간의 결속력을다져 국제운동

을 발 할수 있도록 한다. 다시말해 국가 인 사회운

동은 지역운동과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안 이슈들을

국 인 사회이슈로 생성하고 용 압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NGO의 국제연 를 통한

한나라의 공동의 목 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조직을 연결

시키는 하나의 거 한 연결망이라고 볼 수 있다[9].

2.3 NGO  연  공

국제NGO의 성공 인 수행을 해서는 각자기본원칙

과 실행방법이 정확히 마련되어야 하나다. 한 국제

NGO단체 에서 상당한 경험과 함께 된 단체들이

있다. 를 들어 카터생터, 메릴랜드 학교 국제개발과

갈등조정센터, 카터센터, 화해조정지원단, 국제비상 책

단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NGO가 성공 으로 참

여한 사례를 보면 국제NGO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NGO와 국제재단의 연 , NGO와 국제기구

의 연 , 국제 NGO와 지역NGO의 연 , 국제NGO와 정

부, 국제NGO와 지역NGO연 , 국제NGO와 정부 국

제기구의연 등이바로그 다. 국 NGO연 가 국

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의 해소에 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 NGO연 는 다

양한 국가들에게 그들의 사회 문제인인권, 빈곤, 환경,

등을 해결하기 해 국가 사회운동을 펼쳐 그 지역

에 운동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8].

국제NGO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해서는갈등해

결을 한 근본 인 이론이 근거해야하고축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이러한 문제해결을 한 명확한 목 과 그

수행하는 활동가의 사명감과 인내심이 투철해야만 한다.

NGO의 표의 뛰어난 개인 인 능력도 이러한 국가 간

의 갈등에서 비외교 에서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 특히 NGO연 를 구축하고 자원을 동원하며 갈등

지역 국민들과의 화를 시작할 때는 NGO 표자나

NGO 문가들의능역에 따라 좌우되기도한다. 개인 인

능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자원을 동원하고 체계 인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장기 인 NGO기구의 시스템

구축 이 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요한 국제

NGO활동의 성공 인 요인으로 특정한 정치이념에 흔들

리지 않고, 일방 인 민족주의 혹은 폐쇄국가 심주의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 가치를 기 으로 공정하고도 인

도 인 정책결정과 수립이 필요하다.

3. DMZ 계평화공원  한 NGO

역할과 지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련하여 NGO의 역할은

남북통일을 비한 인권, 빈곤, 환경, 등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할 것으로본다. 즉, 남북한에 한첨 한 이해

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의 외교 인 해결도 요하지만

NGO를 통한 실제 인 문제해결에 훨씬 우호 인 역할

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다. 과거경험으로비춰보

았을때, NGO는정치, 군사, 경제, 외교등 일반 인 사회

문제 뿐만아니라, 인권, 빈곤, 환경, 력개발, 문화교류

등 실제 인 국가 혹은 민족 인 문제해결을 해 활발

하게 개하 으며, 그 노하우도 많이 축 되어 있는 상

황이다. 즉, NGO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인터넷, 방송,

신문,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국제여론을 끌어

들 으며, 국가 이슈에 한 심을 고조시키고 유도

하는데 익숙해 있다. 한 NGO는 주변국들의 이익에 따

라 행동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규범과 가치의 수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실천해 왔다. 이처럼 NGO는 주변국

들의 정책형성에 향을 주며, 국제 여론과 환경조성

이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주변국의 직 인 개입보다

NGO의 립 인 재 역할이 완충망 기능 각종 문제

해결에 실제 인 도움을 수 있다. 따라서, NGO의 역

할을다음과같이6가지로구분하여설명하고자한다[12,17].

3.1 사회  지지  협  확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한 북지원 혹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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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사업을 해서는 국제 NGO와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력들이 필요하다.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이라는 상징 인 의미 뿐만아니라한반도의 분

단이라는 남북한 간의 이념 립을 해소하기 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

변국인 미국, 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UN국은 한반

도의통일에 해주된 당사자이다. 즉, DMZ 세계평화공

원 조성하기 해서는 이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해서

정부차원의 외교 략과 노력 뿐만아니라 NGO의 국제연

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1,14,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는 과

정에서 북지원과 련된 NGO를 주축으로 다른 국가

의 NGO에 해 국제사회의 북지원 참여를 독려하고,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당 성을 확산시켜

야 한다. 이를 해서는 NGO국제연 가 북한의 내부인

권문제 개선을 해 국제 여론형성과더불어 외부압박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 남한을 심으로

NGO국제연 형성하여 북지원에 여해 왔다. 미국과

남한의 NGO들은 1997년 6월 ‘북한 식량난에 한 국제

의회(Musgrove II)’를 개최하여 북지원과 련하여

국제기구와 각국의 NGO에 한 극 참여를 구하

기도하 다. 이후 남한의 북지원 련 NGO는 NGO국

제연 형성에 극 인 노력을 기울 다.

Year Contents Remarks

June 1997
International Council on Food Crisis in North

Korea (Musgrove II)

October 1998
Establish US branch of the Korean people's

mutual aid campaign
USA

February 1999
Korea-Japan NGO Forum for Humanitarian

and North Korean Support
Japan

May 1999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on

Humanitarian and North Korean Support
China

June 2000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to Support

North Korea
Japan

June 2000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to Support

North Korea
Seoul

August 2004 Meeting with World Health Organization Seoul

October 2004 Meeting with EU Seoul

April 2005
International NGO Conference to Support

North Korea

Beijing,

China
December

2005

International NGO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eoul

October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eoul

<Table 1> NGO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ies

그 외1) 북지원을 국제사회를 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해 ‘좋은벗들’과 같은 NGO

들이 극 인 국제활동을 개하 다. 특히, ‘좋은벗들’

의 NGO활동의 경우에는 북지원의 국제 지지활동을

개한 1999이 과 달리 그 이후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와 련하여 집 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 다.

그 지만 ‘좋은벗들’과 같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에

해 북한에 한 부정 인 인식확산이라는 우려와 더불

어 북한식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국제사회

의 연 가 필요하다는 다른 의견과 입장이 별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련하여 NGO국제연 는 한반도의 평화와 정부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입장을 확산시키는 기능

을 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NGO의 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16,13].

3.2 남  계  충망 역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남북교류 력사업의 활

성화를 이루고 남북 계의 완충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즉,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해 NGO

의 북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규제완화, 남북 력기

의 마련을 한 정책형성 등을 수행하기 해서는 NGO

의 역할이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정에서 NGO의 활동

이 활발할 경우 남북교류의 이 많아지고, 남북한의

상호신뢰가 형성되어 재의 립구도인 긴장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갈등이나 무력

충돌과 같이 NGO의 국제연 를 통한 즉각 인 가시효

과는 실 으로 떨어질지 모르나 NGO의 국제연 를

통한 국제여론 형성 등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

해 완충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NGO의 역할

1) 1997년 ‘ 한  식량 에 한  회 ’, 1998년 4

월 지원  한 본과 미  , 1999년 ‘ 울 

NGO 계 회: 아시아  난민실태  한 난민  해결

 한 NGO  역할 워크숍 개 ,’ 2003년 ‘ 31차UN경

사회 화 리 심 원회’ 한  니 링  프랑스 

연맹(FIDH)과 한  공동 회견, 2004년 ‘

60차 UN  참가  네  한  개  심포지엄’ 개

, 같  해 9월 미  들 립, 2008년 6월 미  

, 회, 스홉킨스 학 학원(SAIS) 한미연 , 

‘ 한주민 아사  막  한  20만  식량지원

 호 하는 새 민 회견’ 등  활동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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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한의 홍수피해와 련하여 6.15공동선언 남측

원회는 북지원 NGO와 그 의 기구인 북 력민

간단체 의회(북민 )를 비롯하여 남한 내 시민사회 단

체들과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를 상 로북한의 홍수피해

지원 운동을 개하 고, 기야 8월 10일 남한 정부는

홍수지원을 구실로 남북 화 채 을 재가동하게 되었다.

이 듯 완충망 역할을 한 6.15공동선언 남측 원회는 사

실상 남한 내 북지원 사업이나 운동에 참여해온 다

수의 NGO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체이

다. 다시 말해서, 북지원 사업에참여해온NGO뿐만 아

니라, 한국 시민운동의 주된 세력인 시민사회 단체, 즉,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노동계, 가톨릭농민회, 국농민회

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

의회 등의 여성계, 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

체총연합회 등의 교육부문, 7개 종단으로 구성된 온겨

손잡기운동본부, 민족화해 력범국민 의회, 통일연

등이 참여한 연합체로서 남북 당국간 계 경색시에 민

간채 을 통해 당국 간 북한 계 개선에 실질 인 기여

를 하 다는 에서 그 기능을 간과하기 어렵다.

3.3 사회 화  식변화  통한 민 공동체 

    식형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남북 의 확 와

남북교류 사업에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됨으로써 민족공

동체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NGO의 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사실 남한 시민사회가 북한에 한 인식은

1994년 북한이 식량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할 당시만 하

여도 매우 부정 이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 북지

원에 한 지속 인 운동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 아닌 우리와 같은 동포애와 인도 상이라는 인

식 환이되었다. 이러한 NGO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

략은 북한을 통일의 상자이자 동포라는인식으로

북 감이 완화시키는데 기여하 다. 이처럼 DMZ 세

계평화공원 조성함에 있어 NGO국제연 를 형성하여 북

한에 한 무조건 인 감 혹은 갈등 등에 해서 사

회문화 인식변화 재자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즉, 이러한 NGO국제연 를 통해 남한의 시민사회가 북

한에 한 인식에 있어 정 인인식변화가 확산된다고

평가하며, 민족공동체 의식형성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

라고 보고 있다.

3.4 경 개 협  통한 도  참상 화에 여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남북 계에 있어

서 평화공존의 계기가 마련되고, 이를 통한 실제 인 경

제이익 뿐만아니라 비경제 인 실익이 발생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즉,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을 통해 경

제 인 이익을 살펴보면 통일비용의 감소, 국가안 도의

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 , 지역발 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새로운 투자지역의 창출과 더불어 유·무

형의 편익들이 발생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 경제

인 면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과 련된 남북

경제 력사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의 효과 등으로

상정되는데 이는 정책형성과정에서 NGO의 역할이 매우

요할 것으로 본다.

북 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 김 정부가

2000년부터 시작한 규모 식량지원은 1995년 이래 북

지원 NGO 단체들의 지속 인 북지원 긴 한 계성

이 있었기에 가능하 다. 이들 NGO들이 주최한 각종

북지원 캠페인에 참여하여 규모 북지원의 필요성에

한 NGO의의견을 지지하 다. 결국 ‘DMZ 세계평화공

원’ 조성될 경우 경제분야에서 NGO의 역할은 컨벤션센

터와 각종 시설물 건립, 편의시설의 확충, 교통통신의 수

립을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사업을 경제 으로 추진하기 해 담기구

구성· 운 , 소요재원 조달방안 수립, 남북 계 측면에서

북한의 동참 유도를 한 경제 인센티 제공 방안 마

련, 국제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과 력 확

보 국제기구 유치 방안 강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5 환경 야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될 경우, DMZ 련 지속

가능한 세계평화공원의 모델로 종합 인 리계획을 수

립할 수 있고, 복합 생태교육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를들어 국제기구인 UNESCO, UNEP, UNDP

등을 유치함으로서 환경보존의 핵심장소가 가능해진다

는 에서 큰 의미가 부여된다. 즉, ‘DMZ 세계평화공원’

의 조성될 경우 자연자원 보 방안 을 최우선 고려와

함께 자원보 을 제로 한 이용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

제기구 기 의 로그램 지정 는 기구 유치가 고려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측면에서 보면 ‘DMZ 세

계평화공원’의 지리 특성에서 자연성, 보호종 서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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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가능성, 기개발지 인 성, 미래자원성, 국제기구

기 연계가능성 등이 주된 고려요소 상이된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우선 환경·생태분야의

문가들로 공원 소재지 일원에 한환경조사를 실시하

고, 장기 인 리계획을 수립한 후, 공원의 조성을 추진

함에 있어서 NGO국제연 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는

것이다[9,10].

3.6 사 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함에있어서 ‘정 정’ 체결

이후 남북 간에 군사 으로 첨 하게 치하고 있는

시 에서 한반도 안보 평화유지를 한 군사 고려

사항이 성사여부를 결정짓는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NGO국제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될 경우,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완화, 신뢰구축의 상징성 등의 지속가능한 평화상태

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NGO국제연 를 통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할 군사

사항은 경계작 수행 등 군사작 상의 험성, 군사

험제거, 그리고 군사 긴장완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

이다. 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사분야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우선 과제 에 하나는

군사작 향 평가, 경계강화 조치, 남북 군사당사자 간

에 따라 정 정 체결 차에 따라 군사 조치 추진 등

에서도 NGO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4. DMZ 계평화공원  한 

공 안

4.1 단계  드맵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남과 북의 정치·군사 신

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가능하며, 그러한 긴장완화를

한 화와 력이기본 제가 되어야 한다. 재의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한 국제사회의 심과더불어 북한의

호 인 반응을 이고 한반도 신뢰 로세스에 근하

도록 하기 한 계기와 그에 따른 북한 자체 인 이해득

실 한 고려하여야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도 고려하

여야 하지만,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북한과의 상

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화와 력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

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더 큰 건이 된다.

이를 한 한민국정부의역할이 요하지만, 비핵화등

정치·군사 제를 바탕으로한 화시도는 오히려 남북

치를 더 가 시키는 결과를 래할 확률성이 높다.

DMZ 세계평화공원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먼 북한

과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가능하며, 단시간의 화로 가

능한 것이 아니므로 장기 ·단계 략을 통하여 이루

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서는 먼 북한과의 긴장완화

를 한 NGO를 통한 북한에서의 활동을 지속 으로 강

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식량과 의약품 등 북한이국제

사회에 요구하는 바에 따른 NGO의 역할이 요하며, 국

내 NGO를 심으로 국제 NGO와의 국제 연 를 통하여

동북아 평화와 북한의 안정 화 참여를 유도하기

한 분 기 조성에 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모아야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태도변화

를 제1차 인이슈로제시하여야한다. 북한 주민들에

한 인권문제도 요하지만, 당장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북한식량 의약품 지원문제를이슈화하여

NGO 국제연 를 통한 다양한 경로의 지원 활동이 이루

어져 북한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에 응답하도록 유

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제 인 지원과 북한이 재 당면한 문제 해

결의 단 를 제공하는 역할을 NGO 국제연 를 통해 이

루어졌다는 을 부각시켜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조성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한 북한의 언로가 NGO를 통해 열

린다는 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DMZ 내 국제 NGO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

는 컨벤션센터를 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평화공원으로 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

들의 기본 생존권의 확보와 더불어 한반도 긴장완화를

한 국제사회로의 북한의 향 의지를 이끌어내기

한 제1차 인단계가바로 NGO 국제연 를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DMZ 세계평화공원의

신인 NGO 국제연 본부와 컨벤션센터를 남과 북의 합

의하에 DMZ 내에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구심 으로 하

여 남과 북의 화와 력의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NGO 국제연 를 한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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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북한의 호 반응을고려하여 평화공원조성의

이면 이해 계를 북한이 따지지 않기 해 NGO 국제

연 의 활동무 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남과 북의 정

치·군사 논의를 배제하고, 순수한 환경, 학술, 인권 등

NGO 국제연 의 활동 기조에만 을 둔 장소라는

을 강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문제를 NGO 국

제연 의 활동으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다면, 북한의 체제 안정에 있어서 NGO 국제연 에 해

호의 으로 반응할 것으로 상되므로, 이에 한 DMZ

내 NGO 국제연 본부와 컨벤션센터의 건립은 남과 북

의 주도권 쟁탈로는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한

합의 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NGO 국제연 본부와 컨벤션센터를 심으로

하여 그 다음 단계로서 국제 학술 회와 국제기구의 회

의 등 국제 인 행사가 상시 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

러한 행사에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서 세계평화공

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DMZ 세계평화공원은 그

조성 자체로서의상징성도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가치는

이를 조성하기까지 국제사회와 NGO 국제연 , 그리고

남과 북이 차 인 긴장완화와 평화를 한 화와

력이 있었다는 일 것이다.

4.2  보편  가  강

DMZ 세계평화공원은 이를 조성하기까지의 과정이 더

욱 요하다. 즉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한 하나의 수단이

지그자체가목 은아닐것이다. 그러나그 상징성은도

외시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남과 북의 화채

이 열릴 것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세계평화공원 건립을 한 제1차

이슈는북한의태도변화이다. 이를 해서는정치·군사

이슈화하지않고, 북한이 화의상 로나서도록하기

한 견인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NGO 국제연

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

NGO 국제연 의 활동은 남과 북의 정치·군사 이념

가치를내세워서는아니되며, 이는결국 남과북이직

해결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NGO 국제연 는 이를

한분 기조성과더불어더유화 인 화창구를마련하

는데 있다.

이에 따라 NGO 국제연 의 활동은 인류 보편 가치

를 실 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북한의

호 , 도발 반응을감소시킬수있고, 더나아가DMZ

세계평화공원의 신인 NGO 국제연 본부와 컨벤션센

터 건립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NGO 국제연 는먼 북한주민의생존권에

먼 을맞추어야하며, 이것은북한의체제유지에도

움을 다는 인상을 내비추어야 한다. 그리고 DMZ 내에

조성되는 NGO 국제연 본부와 컨벤션센터에서는 정치·

군사·이념 활동이이루어져서는아니되며, 순수한인류

보편 가치를내세운활동이이루어져야한다. 를들어

미래인류의사활이걸린환경문제와 이를지속 으로다

루는 학술 회, 그리고 NGO 활동 등 북한과의 연 된 이

념 이슈는 배제하여야 한다.

환경을 모티 로 한 활동을 보다 더 확 하여, 인류의

기본 생존과인권, 인간안보로그이슈가확 되어종국

으로 한반도 평화를 논하기까지 북한이 정치 이슈화

하여이에 한활동을차단하기 한시도자체를사 에

막아야 하며 그에 한 명분을 내어주면 아니 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장기 으로 단계 인 계획 하에

이루어질수밖에없으며, 북한내집권자의결단을요하기

까지부단한 화와평화 제스처를 취해야 하므로 세계

공통의 심사를이슈로하여북한이동참할수있는분

기를 조성하여야 하고, 그 활동의 구심 은 인류 보편

가치를 실 하기 한 비국가 ·비정치이념 인 NGO 국

제연 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을 강조하여야 하

며, 세계평화공원의 조성까지 남과 북의 당국자들의 실무

회담과정치 결단을 견인할 수있도록다각 인 근시

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4.3 NGO 연  활 화

DMZ내에서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남북의 합의가

기 가 되어야 한다. 재 북한의 도발 군사행 가 지

속되는 한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 인 명분보다도 오히려 북한의

결단을 구하는 식의 화 시도는 오히려 역작용만을

가져올 뿐이다.

화와 력이란일방향이아닌 방향이되어야하며,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그에 따라 선제

으로타방의의사를 일방 으로따를수도 없거니와타

방으로하여 일방 으로먼 따르라 구할수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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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치 국면을 타개하기 해서는 재자가 필요하

며, 그러한 재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재자 요건을

거론한다면, 가장 요한 것이 양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 재의 남북 상황 하에서 재자로자처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남과 북의 치 정황의 이면에는 국과 미국의 패권다

툼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이해득실에 따라 러시

아와 일본 한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밖에없다. 이

러한 국제사회의 이념 힘의 논리로서는 정국을 타

개하기란 요원하며, 이를 해결하고 재하기 한 분

기를조성하기 해서는 제3의 역인NGO의 역할이

두될 수밖에 없다.

재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문제 등 국내 NGO의 역할

이 지속 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를 더 확 하여 국

제사회의 한반도 평화에 한 심과 북한을 화의 장

으로 이끌고 련 국가들의 묵시 인 합의하에 남북 평

화모드로의 환이 가능하도록 국제 여론이 확산되어

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국내 NGO뿐만 아니라 국제

NGO와의 연합체로서 NGO 국제연 가 형성되어야 하

며, 이를 심으로 통합되고 집 인 한반도 평화 조성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 NGO 국제연 를 통하여 북한 주민의 생존

권을 확보하기 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곧 북한의 체제유지에도 도

움이 된다는 인상을 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인류보

편 인 가치를 실 한다는 명분하에 북한내에서의 NGO

국제연애 활동이활발히이루어져야하며, 한민국을포

함한 국제사회와 북한의매개자역할을함과 동시에 북한

에 한 호의 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이 근간이 되어 DMZ 내의 NGO국제연 본부와 컨벤션

센터 건립의 명분과 더불어 북한의 명시 는 묵시

동의를 도출하기 한 부단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 것은 북한이 NGO 국제연 의 요구를 어느 정

도 들어 수밖에 없는 명분제시와이해 계가 형성되어

야 하며, 남북이 평화공조체제로 나아가고 DMZ 세계평

화공원이 조성되기까지의 화와 력의 주체로서 남과

북이 합의 에 이르기까지 NGO 국제연 를 통한 지원

과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 결   향후 연 향

최근 북한의 군사 행동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하는 일련의 도발을 좌시할 수는 없지만 평화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지 한 인정하여야 하며, 평화통일의

실화를 한 지속 인 화와 타 의 노력을 경시할

수 없다. 남과 북의 치국면을 타개하고 통일의 실 을

앞당기기 한 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그 실행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을 향한 험난한 과정의 일

면을 나타내어 재와 미래의 통일 지향 을 제시하고,

보다 더 구체 이면서 실성 있는 로드맵의 설정이 필

요하다.

따라서, 향후,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 인 실천 로

드맵의 설정이 실이 요청되고있다. 실질 인 실천의 1

단계로는 통령 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

공원 추진 원회’를 구성하고 운 하는 것, 후보지의 선

정,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한 호소, 민간의

자발 참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소재지의 최종확정이

필요하며, 3단계로는 평화공원의 조속한 착공, DMZ평화

이용의 확 , DMZ 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 의

확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결과 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은 평화통일이

라는 국가 과업을 달성하기 한 과정이고, 궁극 인

지향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DMZ 세계평화공

원은 통일이라는 바탕이 된다는 에서 그 상징성과

결국면에서 화해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한 국제

공조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단계 로드맵 설정, 인

류 보편 가치 강조, NGO 국제연 의 활성화가 제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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