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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damaged lands according to the cause of the damage and their 

influences based on characteristic of the damaged lands in DeMilitarized Zone(DMZ) area, and utilize 

this study as a fundamental study for establishment of ecosystem restoration system.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 have been conducted to review the damage status of DMZ area. For field survey, 

first year and second year have been conducted, in which type of the damage has been reviewed in 

this study. In the result, types of damage have been classified into 6 categories: ‘alteration of initial 

landform’, ‘loss of surface layer’, ‘land pollution’, ‘alteration of soil chemical property’, ‘decline of 

vegetation’, and ‘invasion of foreign species’. Restoration for each damage type is as following. First, 

for alteration of initial landform, the land is restored to the original landform prior to the damage and 

connection to surrounding ecosystem is considered. Second, for loss of surface layer, lost surface layer 

is restored or further loss is prevented with stabilization. Third, for land pollution, sour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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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is eradicated or self-circulation with purification of polluted land is encouraged. Fourth, for 

alteration of soil chemical property, soil is restored of its original property with eradication of the 

pollution source and improvement of soil. Fifth, for decline of vegetation, current vegetation and 

anticipated alteration in future are considered and number of wild species is to be increased based on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nearby vegetation. Sixth, for invasion of foreign species, prevention of 

dominance by risky species and facilitation ecological stability with ecological management are to be 

considered. Influence according to the cause of damage has occurred in secondary(indirect) influence 

or simultaneous occurrence of several damage types. Considering all these aspects, when type of the 

damage is complex, restoration process for each of former mentioned 6 damage types with solitary 

influence should be considered in unison. 

Key Words：DMZ, Damage effect, Landscape ecology, Development.

I.서  론

비무장지 (DMZ, Demilitarized Zone)는 휴

정에서 남북 군 의 선을 군사분계선

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 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씩 4km의 폭을 갖도록 하여 남북간 무

력충돌을 방지하기 하여 설치된 지역이다(In, 

C. K., 2013).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비무장

지  일원은 민간인의 출입이 50년 이상 통제되

어 생태계가 우수하고 역사  자연유산으로서

의 가치가 매우 커 지속 인 리가 필요하다. 

반면 계속해서 비무장지  일원의 다양한 생

태․ 자원의 활용을 한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되며 생태계 훼손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

정이다(ME, 2011).

비무장지 와 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D. Y.(2015), O, Y. J.(2010), Jeon, C.(2007), 

Kim C. H.(2004), Shim, Y. S.(2000), Lee, J. 

C.(2001) 등에 의해 개발 는  상품화, 생

태 자원 연구가 꾸 히 실시되었고, Jeon, 

S. W.(2007), Kim, C. H.(2010) 등은 비무장지

의 환경보 , 식생 등 자연환경 황에 한 연

구, 그 밖에 Yoon, H.(2014)에 의해 ‘DMZ 세계

평화공원’ 추진에 따른 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 비무장지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자

연환경 훼손에 한 연구로 Na, H. S.(2015)은 

산림생태계 훼손, Park, E. J. et al.(2011)은 민통

선지역을 상으로 보 가치에 따른 훼손지 유

형을 살펴보는 등 일부 훼손 수 과 원인에 

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비무장지 (DMZ) 일원의 자연환

경 황, 보  는 개발 방향, 개발사업, 이용에 

한 많은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훼손

지를 생태 으로 복원하기 한 연구는 산림생

태계, 습지생태계 등 일부 생태계 유형별로 진

행되어 있고 훼손지 반의 유형별, 체계별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무장

지  인근의 훼손지 특성을 바탕으로 훼손 원인

과 향을 기 으로 비무장지  인근에서 발생

되는 표 인 훼손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복

원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II.연구방법

1.훼손 황  유형 분석

문헌조사와 도면분석을 통해 재까지 연구

된 비무장지  인근의 훼손 황과 유형을 악

코자 하 다. 문헌조사에서는 훼손의 원인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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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한 선행연구 내용을 토 로 훼손 유형을 

종합하고 분석하 다. 도면분석은 8년(2006∼

2013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타 

공서의 비무장지  인근 자료를 확보, 종합하여 

훼손 요소를 검토한 후 훼손지를 도출하 다.

2.훼손지 장조사

장조사에서는 조사지의 훼손 원인과 그에 

따른 향을 심으로 악하 다. 조사는 2014

년 09월∼12월, 2015년 07월∼12월에 걸쳐 2년 

동안 총 53개소를 상으로 실시하 다. 1차 년

도에는 비무장지  인근 지역을 치, 지형 등

의 특징에 따라 서부(평지지형), 부(평지  

산악지형), 동부(산악지형) 3개 권역으로 구분하

고 3개 권역별, 훼손 유형, 조사지 근성 등을 

고려하여 24곳(서부 9개, 부 9개, 동부 6개)을 

선정하 다. 2차 년도에는 동부권역(양구군, 고

성군, 인제군)을 심으로 25개 지 과 비무장지

 인근 지역은 아니나, 생태․경 보 지역 등

으로 지정되어 보 가치가 있는 3개 지 을 포

함하여 28개 지 에 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에서는 문헌에서 도출된 표 인 훼손 

유형별로 원인에 따른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조사는 훼손 원인과 향, 특징, 주변 식생구

조  생물종, 요인, 주변 토지이용 등을 

심으로 야장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조

사 시 각 훼손 유형에 해당 여부는 Table 1을 참

고하여 단하 다.

지 까지의 연구과정을 모식화하면 Figure 2

와 같다.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Field survey on damaged areas 

Analysis on damage types 

Report of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2. Diagram of research process of developing 

a damage type approach for ecological 

restoration.

Table 1. the explanation about 6 type of damage.

Explanation Memo

Landform change Origin landform change space(30cm and over)

Surface soil loss Loss of the upper 30cm soil, including vegetation ME

Soil contamination 
Loss of natural soil cleaning performance by the activities 

of people such as oil spills, waste, pesticide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ME

Change in soil 

physiochemical property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Agriculture glossary

Vegetation decline Vegetation withered phenomenon goes the partial or full Agriculture glossary

Species invasion Group non-indigenous species in that habitat Kim, J. W.

Figure 1. DMZ damage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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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구 결과 및 고찰

1.훼손 황  유형 분석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훼손 원인과 향  훼

손 원인은 자연  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

산불, 종의 손실  침입 등과 같은 자연  요인

과 농업활동, 개발사업, 군사시설  군사활동 

등과 같은 인간에 의한 인  요인으로 구분이 

가능하 다. 훼손 향은 생태기반환경, 생태환

경, 기타 분야로 나  수 있었다. 표 인 훼손 

유형은 생태기반환경  원지형 변형, 표층부 

유실, 토양오염, 토양 이화학성 변화 4가지와 생

태환경  식생 쇠퇴, 종의 이입 2가지로 총 6가

지로 나타났다.

도면분석은 비무장지 (DMZ) 일원의 도로 

 철도, 경작지, 개발사업(개발계획  정지), 

주민 거주지(민통선마을), 자연재해 발생지, 기

타(철도역, 망 )에 의한 훼손 면 을 분석한 

결과, 비무장지  인근 체 훼손지는 면  약 

1,865.31km2의 145개 훼손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서부는 약 1,081.16km2 

(57.96%)의 72개소(49.66%), 부는 면  약 

505.37km2(27.09%)의 42개(28.97%), 동부는 면

 약 278.78km2(14.95%)의 31개소(21.38%)씩 

발생되었다. 가장 다수의 넓은 훼손지를 보이는 

서부는 경작지, 개발사업지, 주민거주지, 소규모 

개발 등 인  요인에 훼손되었는데, 이는 평

지가 많은 지형  특성에 따른 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악지형인 동부는 산사태 등 자

연재해에 의한 훼손이 집 되고 있었고, 부는 

다수 분포하는 민통선마을이 주된 훼손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었다.

2.훼손지 장조사 결과

1) 훼손 원인별 분석

장조사 결과, 자연  요인  토양침식이 

미치는 훼손 향은 1차 으로 표층부가 유실

되고, 2차 으로 식생쇠퇴가 나타나고 있었다. 

Figure 3. Relationships between the causes and effects of damages in the vicinity of DMZ identified 

from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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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훼손 향  산불은 식생쇠퇴와 토양이

화학성의 변화, 종의 침입 등의 향으로 식생

환경이 산불 발생 과 다르게 천이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활동은 논, 밭, 논과 밭이 

혼재하는 경우, 축사 등 기타 농업이 있는 경우

로 구분할 수 있다. 강변에 치한 서부의 농경

지는 철새서식처로 이용되고 친환경농업이 이

지고 있었으나, 부는 토양이화학성에 향

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나 밭(인삼밭)

은 인근 산림에도 향을 미쳤는데, 주로 원지

형 훼손이 1차 훼손 향이었고, 오랜 인삼 경작

으로 지력이 약해지고 토성이 변화하는 등 토양

이화학성 변화, 경작지 주변 식생 쇠퇴 등의 

향이 2차 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지형

이 훼손되는 정도는 낮은 구릉지의 서부와 산림

지형인 동부에서 산림을 고들어가는 형태로 

훼손이 두드러졌다.

도로에 의해 훼손된 지역은 1차 훼손 향은 

원지형 변형, 2차 향은 표층부 유실, 토양이화

학성 변화, 식생쇠퇴, 종의 침입 등 다양하게 나

타났다.

2) 훼손 유형별 분석

①원지형 변형

원지형 변형은 자연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나, 규모 훼손이 발생된 지역은 부분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원지형이 훼손되

면서 토양, 식생 등 반에 걸쳐 훼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속해서 사

람들이 이용하여 이용객에 의한 이 우려된

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 같은 선형 사업은 

훼손 면  비 사면 발생 면 이 게 나타나 

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도로 내 사면 발생 차이

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on of the causes of damages and the effects of the damages on study sites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from preceding research.

Effect

Cause

Preceding research Field observation 

Ecological 

infrastructure

Ecological 

environment 

Ecological 

infrastructure

Ecological 

environment 

Natural

factor

Species loss / invasion - ⑤, ⑥ - -

Soil erosion ② ⑤ ② ⑤

Fluctuation of ground-water table ④ - - -

Natural fire ④ ⑤ - -

Artificial 

factor 

Natural fire ④ ⑤ ④ ⑤

Agriculture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Development(Surface type) ①, ②, ④ ⑤, ⑥ ①, ② ⑥

Development(Line type) ②, ④ ⑤, ⑥ ① ⑤

Military facility / activity ②, ③ ⑤ ② ⑤

Maintenance(Small river / waterway) - ⑤ - -

Human activity - ⑤ - -

Secondary effect - ⑤, ⑥ - ⑥

*① Landform change, ② Surface layer loss, ③ Soil contamination, ④ Change in soil physiochemical property, 

⑤ Vegetation decline, ⑥ Species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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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표층부 유실

표층부 유실 조사지의 부분은 시설에 의해 

훼손이 발생된 경우 다. 훼손은 토양침식, 인간

행 , 군사활동, 자연재해 등 다양한 향에 의

해 발생되고 있었다. 개발사업 는 지속 인 인

간활동이 이루어지는 표층부 유실 지역은 추가 

오염에 한 책 마련이 필요하고, 방치되는 곳

은 폭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

어 안 성을 고려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

물종은 조사지 내부에는 다수의 조경수가 식재

되어있으며 상태 한 불량하고, 훼손지 주변은 

망 , 환삼덩굴 등 외래종이 자생하고 있는 특징

이 있어 자생종 서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종에 한 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으로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발생, 산

사태 발생에 따른 안정화 , 다수의 객 

유입, 인간활동에 따른 외래종 유입 등 다양한 

요인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③토양오염

토양오염 조사지는 부분 산, 축사 등 개

발사업에 의해 훼손이 발생한 곳이었다. 과거 

산으로 이용되던 곳은 채석으로 인해 토양오

염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원지형 변형, 표층부 유실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가축의 분뇨, 농약 등이 토양으로 흘러

들어 지하수 등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에 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토양오

염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오염 흔 에 한 

별도의 리 시설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오염도 발생가능한 여지

가 있어 토양 질에 한 개선이 요구된다.

④토양이화학성 변화

토양이화학성 변화 조사지는 농경지, 인삼밭 

등의 농업활동 지역과, 군부  각개 투장, 농

공단지에 치한 축사  군사시설 지역이었다. 

조사 상지는 표 활동별 훼손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를 들어 농업활동의 경우, 재배 

작물  특성과 입지한 지역의 지형에 따라 산

림 가장자리만 훼손되거나, 정상부까지 고드

는 형태로 훼손되는 특징이 있었다. 토양이화학

성 변화가 발생되는 지역은 훼손 면 이 80%에 

달하여 규모 훼손지에 한 체계 인 복원 방

향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다만, 이 지

역들은 농경지, 군사지 등 인간이 이용하는 시

설지역이 부분으로 복원에 앞서 사유지 이용 

부분에 한 해결이 필요하다. 특히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인삼밭의 

경우 타지역의 경작지와 달리 산성화된 정도가 

더욱 커, 지력이 약화되고 토양의 화학성 변화

가 심각하 다. 이에 재 인삼 재배지의 경우 

장기 으로 토양 복원을 한 방안의 마련이 필

요한 것으로 단된다.

⑤식생 쇠퇴

식생 쇠퇴 원인은 정비사업, 도로  철도의 

2차 훼손, 산불, 종의 손실  침입 등 인간에 의

한 활동에 의해 발생되고 있었다.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조림

을 실시하 으나, 원래의 식생보다 쇠퇴가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기타 식생쇠퇴가 발생되는 

경우는 산불 발생, 도로 이용객에 의한 2차 훼

손, 보호지역 내 찰, 서식지 주변에 치한 개

발지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활동에 의해 훼손이 

발생되고 있었다. 식생 쇠퇴 지역은 부분 1차

로 훼손이 발생되고 난 후 시간이 차 지날수

록 기존식생 는 새로 복원, 용된 식생의 이

용  훼손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

쇠퇴가 발생된 수 은 지뢰제거 후 복원지는 식

생을 모두 제거하고 복원하여 100% 훼손되었

고, 산불지역은 산불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40%, 조림지는 20%, 개느삼자생지는 종의 리

를 하여 교목, 목을 제외한 본류는 제거

하는 등의 하부 식생 리로 약 70%가 훼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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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복원지의 경우, 식재한 수종

(참나무류)이 고사하거나, 잎이 마르는 등의 병

충해 피해 흔 의 확인이 가능하 다. 

⑥종의 침입

종의 침입 훼손이 발생되는 원인은 인간 행

와 2차 훼손, 정비사업 등 인간 활동에 의해 발

생되고 있었다. 주로 개발로 나지화된 지역, 도

로변, 인간 휴게공간 주변의 녹지 등 지속 으로 

이용되거나 그 주변에 방치되는 공간에 종의 침

입이 발생되었다. 개발지역 내 나지에 종이 침입

하거나, 해송림 등 식생 군락 하부, 인공조림지 

내부, 마을의 거주지나 경작지 등 경계부에 종이 

침입하고 있었다. 외부 자연 식생 는 생태계교

란종과 같은 선구수종이 이입하고 있었어, 리

가 필요하 다. 종의 침입 유형에 있어 주된 

요인은 개발지역에 교란종이나 해종을 식

재하여 기에 안정화 유도는 가능하나, 자생종 

서식처로 안정화를 하는데 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재뿐만 아니라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

Table 3. Classification of damage types over the DMZ vicinity.

Damage type Major cause 

Ⅰ. Landform change

Ⅰ-a. Agriculture, 

Ⅰ-b. Development (Surface type), 

Ⅰ-c. Development (Line type)

Ⅱ. Surface soil loss

Ⅱ-a. Soil erosion (Landslide), 

Ⅱ-b. Agriculture, 

Ⅱ-c. Development (Surface type), 

Ⅱ-d. Development (Line type), 

Ⅱ-e. Military facility & activity 

Ⅲ. Soil contamination 
Ⅲ-a. Agriculture, 

Ⅲ-b. Military facility & activity

Ⅳ. Change in soil physiochemical property 

Ⅳ-a. Change in ground-water table, 

Ⅳ-b. Natural fire, 

Ⅳ-c. Agriculture, 

Ⅳ-d. Development (Surface type), 

Ⅳ-e. Development (Line type)

Ⅴ. Vegetation decline

Ⅴ-a. Species loss & invasion, 

Ⅴ-b. Soil erosion (Landslide), 

Ⅴ-c. Natural fire, 

Ⅴ-d. Agriculture, 

Ⅴ-e. Development (Surface type), 

Ⅴ-f. Development (Line type), 

Ⅴ-g. Military facility & activity, 

Ⅴ-h. Maintenance (Small river / waterway), 

Ⅴ-i. Human activity, 

Ⅴ-j. Secondary effect 

Ⅵ. Species invasion 

Ⅵ-a. Species loss & invasion, 

Ⅵ-b. Development (Surface type), 

Ⅵ-c. Development (Line type), 

Ⅵ-d. Seconda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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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종의 구성  천이 정도를 명확히 악하여 

식생 복원 방향을 설정하고, 주변의 간  요인

에 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종합 분석

문헌조사와 도면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표 

유형을 바탕으로 장조사에서 훼손 황을 확

인하 고, 선행연구와 장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훼손 향으로 언 된 항목은 모두 포함하

다. 그 결과, 자연  훼손 요인은 종의 손실 

 침입, 강우, 바람, 력에 의한 토양침식, 태

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지하수  변동, 산불 

등이 있으며, 인  훼손 요인은 산불, 농업활

동, 개발사업, 군사시설  군사활동, 정비사업

(소하천  농수로), 인간행 , 2차  향 등이 

해당되었다. 훼손 향은 생태기반환경, 생태환

경, 기타 요인에서 원지형 변형, 표층부 유실, 수

문학  단 ,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하, 식생

쇠퇴, 기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훼손 유형으로 생태기반환경의 ‘원지형 

변형’, ‘표층부 유실’, ‘토양오염’, ‘토양이화학성 

변화’와 생태환경의 ‘식생쇠퇴’, ‘종의 침입’ 등 

6개 항목을 표 훼손지 유형으로 선정하 다.

훼손 원인에 따른 향은 한 가지로 나타나지 

않고 2차 (간 ) 향이나 몇 가지 유형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에 훼손된 지 , 는 지역

을 복원할 때에는 복합 인 향을 고려하되 훼

손 유형별로 면 , 질  측면의 훼손 수 과 토

지이용의 황을 고려하여 훼손이 가장 심각한 

유형을 집 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IV.결  론

본 연구에서는 DMZ 일원의 훼손지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 다. 연구결과, 훼손 원인은 다

양할 수 있으나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표되는 

훼손지 유형을 원지형 변형, 표층부 유실, 토양

오염, 토양이화학성 변화, 식생쇠퇴, 종의 침입 

등으로 도출하 다. Park, E. J. et al.(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훼손원인에 집 하 다면, 본 

연구에서는 원인에 따른 향을 유형화하여 향

후 복원 시 실질 인 활용이 가능하다.

표유형으로 제시된 6가지 훼손 유형에 

한 각각의 복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지형 변형에 한 복원방향은 가  

훼손 이 의 지형으로 복원하고, 지역  측면에

서 주변 환경과 연결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둘째, 표층부 유실에 한 복원방향은 손실된 

표층부를 복원하거나 안정화를 통한 추가 유실

을 방지하도록 한다.

셋째, 토양오염에 한 복원방향은 오염원을 

악한 후 제거하거나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통

한 자체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토양 이화학성 변화에 한 복원방향은 

오염원 제거  토양 개량을 통해 원래의 토성

으로 복원하도록 한다.

다섯째, 식생쇠퇴에 한 복원방향은 재의 

식생과 향후 상되는 변화를 고려하고, 인 한 

식생의 구조  특성을 반 하여 자생종의 개체

수 등을 증가 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종의 침입에 한 복원방향은 생태  

리를 통한 해종(외래종, 귀화종 등)의 우  

방지  생태  안정성 증 를 고려하도록 한다.

훼손 원인에 따른 향은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2차 (간 ) 향이나 몇 가지 

부문에 동시에 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형별 

훼손 원인도 다양하 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

여 훼손 유형이 복합 일 경우, 앞서 언 된 단

일 향의 훼손 유형 6가지  나타나는 훼손 

유형의 복원 방향을 서로 연계하여 함께 고려하

도록 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 훼손 원인별 향은 선

행연구 자료를 토 로 활용하여 훼손 향에 

한 연구의 진행 수 에 따라 표 인 훼손지 

유형 도출에 향이 있었다. 한, 훼손지 유형

별 표 지 을 상으로 조사하여, 추후 충분



193비무장지 (DMZ) 인근의 훼손지 유형 분석  복원방향

한 조사 데이터를 토 로 유형을 재분류하고, 

훼손지의 양 , 질 인 수 의 표 화 과정을 

통한 체계  복원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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