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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의 길이에 관한 연구*
김창환1※

A Study on the Length of DMZ and MDL*
Chang-Hwan KIM1※

1
요    약

본 연구는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의 길이를 측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전협정문 첨부지도

를 사용했다. 이 지도들은 9개의 도엽으로, 지도에 표시된 군사분계선을 추출하기 위해 도곽 좌표

를 근거로 ArcGIS의 지오레퍼런싱 기능을 사용하여 스캔된 이미지 지도에 좌표를 부여했다. 이 

지도들을 스크린 디지타이징하여 군사분계선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벡터를 원도에 중첩시켜 정확

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추출된 벡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했다. 기존 

연구에서 추출된 벡터는 군사분계선의 굴곡 부분에서 오차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추출된 벡터

는 정전협정문 첨부지도의 군사분계선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 길이를 측정한 결과는 239.42㎞

(148.77mile)이다. 이는 현재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 그리고 대중 매체에서 표기하

는‘155마일 휴전선’또는‘248㎞ 비무장지대’라는 표현의 부적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

는 향후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연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길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 기관에서의 본 연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국가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 길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대한다. 

주요어 :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길이, 스크린 디지타이징, 벡터, 239㎞

ABSTRACT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length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on the Korean Peninsular. For this purpose, maps of the 
Armistice Agreement Volume Ⅱ were used. These maps are nine sheets. In order to 
extract the MDL shown on the map, coordinates were assigned to the scanned image 
maps using the georeferencing module of ArcGIS based on the sheet line  coordinates. 
The accuracy of the extracted vectors was checked by overlaying them on the map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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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mistice Agreement Volume Ⅱ. And I tried to validate these vector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vectors extracted from Kim(2007). Vectors extracted from 
Kim(2007) had errors in the curvilinear parts of the MDL, but the vectors extracted 
from this study exactly matched the MDL in the Armistice Agreement Volume Ⅱ. The 
measured length is 239.42㎞(148.77miles). This means that the expression‘155mile 
MDL’or‘248㎞ DMZ’in papers, reports or mass media has so far been inappropriate. 
I think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exact length of the DMZ in 
studies related with DMZ or in policy decisions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it is deemed necessary to verify this result by 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NGII(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fter these verification procedures, 
I hope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will inform the people of the exact length of DMZ 
and MDL. 

KEYWORDS : Demilitarized Zone(DMZ),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Length, Screen 

Digitizing, Vector, 239㎞(149mile)

서  론

2018년은 한반도에서 평화의 바람이 불었던 

해로 각인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

한‘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19일 평양에

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9월 평

양공동선언’등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것이었

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거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결과 만들어진 비

무장지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잊힌 공간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에 대한 국민

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당연히 통일 또는 

남북교류에 대비한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를 대

상으로 하는 연구나 언론 보도를 보면 비무장지

대와 관련된 공간적 범위 내지 길이에 대해 상

당히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간 범위를 155마일 또는 

248㎞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 방향

으로 각각 폭 2㎞로 설정된 띠 모양의 공간이라

고 기술하거나, 강화도까지 비무장지대로 표현

하는 경우도 있다. Kim(2007)는 이러한 문제

점을 바탕으로 당시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지도

와 위성영상 등의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비무장

지대의 위치와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 내

린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 필자는 비무장지대

의 공간적 범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한 자료

의 정밀도(축척 1:50,000 지형도) 문제와 군사

분계선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인

해 측정된 결과 값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연구된 비무장지

대 관련 논문 또는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의 길이를 측

정하여 산출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비무장지대

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

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953년 7월 6·25전쟁의 정전협

정에 제시된 군사분계선과 이를 토대로 설정된 

비무장지대의 공간 범위를 정전협정문에 포함되

어 있는 지도를 이용하여 재확인한 것이다. 물

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길이에 관한 선

행연구는 이전에도 있었다(Kim, 2007). 

선행연구에서는 군사분계선과 DMZ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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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을 위하여 구글어스(Google Earth)에서 제

공하는 위성영상 이미지와 경인문화사에서 

1997년도에 출판한 북한의 1970년대 

1:50,000 지형도를 주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러나 구글어스에서 제공하는 위성영

상에서는 현실적으로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우며, 1970년대 북한의 지형도에 

표시된 군사분계선이 정전협정문과 다소 상이하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정전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던 지도의 

사본으로부터 직접 군사분계선을 추출함으로써, 

정확도를 더욱 향상하고자 하였다.

6·25전쟁의 정전협정문 부록(그림 1)에는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북 경계선과 남 경

계선을 표시한 지도인 축척 1/5만 지형도 9도

엽(개성, 문산리, 삭령, 철원, 평강, 금성, 대정

리, 만대리, 고성)이 첨부되어 있다(그림 2). 각 

도엽마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북 경계선

(북방한계선), 비무장지대의 남 경계선(남방한

계선) 등이 번호 ①, ②, ③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다(그림 3). 

한편, 이 지도들은 벳셀타원체를 사용하는 한

국(동경)측지계로 제작되어 있다. 따라서 도곽 

좌표에 근거하여 ArcGIS의 지오레퍼런싱

(Georeferencing) 기능을 이용하여 스캔된 이

미지 지도에 좌표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좌표가 

부여된 이미지 지도로부터 스크린 디지타이징

(Digitizing) 방법으로 군사분계선을 추출하였다

(그림 4).

이렇게 추출된 군사분계선의 경계선을 기존의 

연구(Kim, 2007)에서 도출된 결과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제시하였다. 한편, 군사분계선을 따라 

만들어진 비무장지대는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비무장지대의 범위는 선과 면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경계 

Armistice 

Agreement 

Volume Ⅱ 

Scanning  

▶

Tokyo 

datum to 

ITRF2000 

datum

▶ Georeferencing ▶
Screen

Digitizing
▶

MDL Vector 

Extraction

FIGURE 4. Digitizing process

FIGURE 1. Armistice Agreement 

Volume Ⅱ Maps

 
FIGURE 2. Map 1-1 

KAESŎNG

FIGURE 3. Map 1-9 

KOSŎ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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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일 간의 6·25전쟁이 1953년 7월 27

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으로 

휴전을 하게 되었다. 이 정전협정에서 군사적 

경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양측의 경계를 이루

는 군사분계선과 이와 관련된 비무장지대 설치, 

그리고 해역의 경계 확정 등이었다. 이 중에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확정된 것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였다. 정전협정문에는 다음과 같이 군

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

로부터 각각 이(2)키로메터씩 후퇴함으로써 적

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

와 같다.

3.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선

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폭 4㎞의 비무장지

대가 설정된 것이다. 결국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의 길이는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군사분계

선 및 비무장지대의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후술

하는 바와 같이 많은 혼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Kim, 2007).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연안 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측과 12해리

를 주장한 공산군 측의 견해 차이로 합의를 도

출하지 못했다. 단지 정전협정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단서 규정만을 두었을 뿐이다.

제 2 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칙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리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ᄂ)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들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든 군사

력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리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리유없이 기한이 넘

어도 이러한 군사력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

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연해섬”이라

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

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

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58분, 동경 124도40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124도42분), 

소청도(북위37도46분, 동경124도46분), 연

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125도40분) 및 

우도(북위37도36분, 동경125도58분)의 도

서군들을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

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

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

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든 

섬들은 국제 련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

에 남겨 둔다. 

이에 정전협정 1개월이 지난 8월 30일, 클라

크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 취지에 따라 남북 간

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38선 이남

인 서해 5도와 북한의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

방한계선(NLL)을 설정했다. 이 선의 설정은 당

시 유엔군사령부가 해군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

민국 해군에게만 전달한 것이다. 이 북방한계선

은 실제적으로 큰 문제없이 유지되었고, 북한도 

1973년까지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이를 남북 간의 

이슈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남북이 논의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동해상에는 군

사분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북방경계선(N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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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ern Boundary Line)을 설정하였으나, 

1996년 7월 이후 서해와 마찬가지로 북방한계선

(NLL)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국방부, 2002).

한편, 군사분계선이 시작되는 임진강 하구에

서 강화도의 말도(唜島, 끝섬)에 이르는 지역은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의거하여 한강 하구 수

역(Han River Estuary)이 정해져 있다. 한강 

하구 중립지역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현재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북방한계선(NLL), 한강 하구 수

역(한강하구중립지역), 군사분계선에 의한 비무

장지대(DMZ)라는 세 가지 유형의 경계선 또는 

구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전협정문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DMZ는 육상 부분에 

한정된 경계이다(그림 5). 따라서 본 연구의 범

위도 육상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 길이에 

대한 논의

지금까지 연구된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연구는 

순수하게 비무장지대를 연구한 것보다는 비무장

지대로 인해 만들어진 접경지역과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군사분

계선의 길이와 관련된 기존의 서술 내용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의 키워드가 접경지역,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민통선 

등이 될 수 있다. 1954년~2015년까지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623편의 연구 성과물과 출

판사 등에서 발행한 서책 등 단행본 106편, 방

송국 등에서 제작한 미디어매체 43편이 확인되

었다(Jeong, 2016). 그런데 이 연구결과물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길이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155마일을 사용하거나 이를 환

산한 248㎞ 또는 250㎞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러나 최초로 비무장지대의 공간 범위에 대해 연

구한 Kim(2007)은 238㎞로 주장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언급한 155마

일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

다. 실제로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5(UNC, 

2015)에서는 241㎞로 기술하고 있다. 비무장지

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에서도 군사분계선 

길이를 155마일 또는 248㎞로 기술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길이를 155마일 또는 248㎞로 

표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155마일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6·25전

쟁이 한참이던 1952년 10월 1일자‘The 

FIGURE 5. NLL, Han River Estuary and DMZ

* The solid red is MDL and the broken line have been an undefin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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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ational Herald’의 기사 중 당시 변

영태 외무장관이 10월 14일 유엔총회 개회 때 

한국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7가지 내용 

중 첫 번째에“지금 국련군(연합군)은 한국 삼

팔선 일백오십오마일 전선에서 정체되고 있다”

라고 한 것이다. 또한 1952년 10월 9일자 경향

신문 보도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일년래 최대공세, 155마일 전전선 확보’이

다. 다시 말해서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

일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치한 전선이 현재의 군

사분계선이다. 1952년 10월 이후에도 양측은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를 9개월 간 계속했다. 

그 결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1954

년 3월 11일자에는“언제나 적의 공격에 대비

하고자 155마일 전선에 공고한 방어진을 구축

하였으며”라는 기사가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도 검증없이 그대로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

의 길이를 155마일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 관행

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공식적인 문서나 보고서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국가

적 수치라고도 할 수 있다. 군사분계선 155마일

은 그 근거가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전혀 없다. 

한편, Becker(2004)는‘정전협정으로 인해 

폭 2.5마일, 길이 148마일의 비무장지대가 설

치되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Kim의 연구(1997)

에서는 250㎞, 미국 National Geographic의 

Adam(2003)과 Michael(2013) 그리고 Dimitrios 

(2004)은 모두 238㎞(148miles)로 기술되어 

있다. 미국 NASA의 Earth observatory 홈페

이지에서는 250㎞(148mile)로 표기하고 있어 

더욱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국내외적으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의 길이에 대한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본 연

구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길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통일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FIGURE 6. Overlay of Armistice Agreement Volume Ⅱ maps and extracted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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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Kim(2007)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정전협정문 첨부 지도의 벡터

라이징 결과 추출한 벡터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

을 실시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문 첨

부 지도 9개 도엽을 모두 벡터라이징하여 추출

된 벡터를 군사분계선 전 구간에 중첩시킨 결과

가 그림 6이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와 Kim(2007)의 연구결

과에서 얻은 벡터를 정전협정문 첨부 지도에 중

첩시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다. 즉, 

두 연구의 벡터를 비교하면 군사분계선의 굴곡

된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7은 Kim(2007)의 벡터 데이터와 정전

협정문 첨부 지도의 군사분계선을 중첩시킨 결

과이다. 지도의 좌측 부분과 중간 부분의 금성

천 유로 부분에서 오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따. 반면에 그림 8은 본 연구에서 추출한 벡터 

데이터를 동일한 지도에 중첩시킨 결과이다. 그

림 7과는 달리 지도의 군사분계선과 벡터선이 

정확하게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전협정문 첨부 지도에 표기된 군사

분계선의 정확한 길이는 본 연구에서 추출된 벡

터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는 239.42㎞(148.77mile)이다((표 1).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공간 범위 중 그 길이를 측정한 

것이다.‘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결과 형성

FIGURE 7. Overlay of Armistice Agreement 

Volume Ⅱ maps and vector from 

Kim(2007) 

  
FIGURE 8. Overlay of Armistice Agreement 

Volume Ⅱ maps and vector from this study 

Length of the MDL Gangwon-do Gyeongi-do Total

Kim(2007)
㎞ 159 79 238

mile 98.80 49.09 147.89

Kim(2019)
㎞ 157.96 81.46 239.42

mile 98.15 50.62 148.77

TABLE 1. Length of the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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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비무장지대는 세계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산

이자 뜻하지 않게 탄생한 생태계의 보고라는 인

식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 지역으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

양공동선언 등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는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보고서 그리고 단행본들이 출간되었는

데, 이러한 결과물들은 거의 확인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의 

길이를 기술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정확한 공

간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Kim(2007)의 연구가 유일하다. Kim은 

이 연구에서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범위에서 활

용한 자료의 정밀도 문제와 군사분계선의 디지

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인해 측

정된 결과 값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Kim

의 연구 한계점을 보완하고, 국내외에서 비무장

지대 길이 즉 군사분계선의 길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근

거를 가진 비무장지대의 길이를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Kim(2007)의 군사분계선 벡터는 

굴곡된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길이에 있어서도 정확하지 않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정전협정문 첨부지도에 표시된 군사분계선과 정

확하게 일치하는 벡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그 

길이는 239.42㎞(148.77mile)이다.

본 연구는 향후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많은 연

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명확한 길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만으로 비무장지대

의 길이를 정의내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

각한다. 즉,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기관에서 이

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국가 차원에서 비

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의 길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결과를 전 세계의 비무장지대를 다루는 사이트 

등에 내용 수정을 요구하여 통일화시키는 작업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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