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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전후의 경계 공간에 대한 공간적 고찰
정해용1※

Spatial Analysis on the Boundary Spac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Hae-Yong JEONG1※

1

요    약

본 연구는 한반도 분할과 관련된 경계에 대해 공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북위 38°선에 대한 

추출과 정전협정 전문의 부록의 지도를 디지타이징 함으로써 그 범위를 추출하였고, 정전협정 전

문과 부록, 유엔사 규정 등 근거로 하여 보다 정확한 범위를 추출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올바르

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무장지대의 범위는 UNC 551-4(2014)와 UNC 551-5(2015)에 의거 

남방한계선의 위치 변경이 없음과 비무장지대 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이 제외됨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889.7㎢로 측정되었다. 군사분계선과 한강하구수역의 표식물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군사분계선의 표식물의 간격은 관리주체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로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을 거쳐 DMZ 및 접경지역 

연구, 교육에서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공간분석, 6·25전쟁, 군사분계선, 38°선

ABSTRACT

This study is a spatial analysis of the boundarie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boundary space was extracted by extracting 38th parallel and digitizing 
the map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nex.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was to extract 
more accurate scope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the appendices, and the UNC 
regulations and to analyze the wrong information correctly. The range of demilitarized 
zones was determined by UNC 551-4(2014) and UNC 551-5(2015) to ensure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location of the Southern Limit Line. It also confirmed that the 
MACHA was excluded in the DMZ. As a result, the area of the DMZ was measured at 

2019년 03월 18일 접수 Received on March 18, 2019 / 2019년 03월 24일 수정 Revised on March 24, 2019 / 

2019년 03월 25일 심사완료 Accepted on March 25, 2019

* 이 논문은 정해용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였음
1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wjdgofyd@hanmail.net



6·25 전쟁 전후의 경계 공간에 대한 공간적 고찰 / 정해용 115

889.7㎢. Also this study identified the interval and number of markers in the MDL and 
the Han River estuary.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interval of markers within the 
MDL depends on the subject of management. This study is more accurate from the start 
and can be used as basic data needed in the study and education of DMZ and border 
areas after verification by public organizations.

KEYWORDS : DMZ(Demilitarized Zone), Border Region, Spatial Analysis, Korea War,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38th Parallel

서  론

한반도의 38°선은 1945년 8월 11일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의 짧은 시간 내에 급작스럽

게 군사적 편의에 따라 분스틸과 러스크라는 두 

대령에 의하여 획정되었다(Lee, 1995). 우리 

민족에게 고난을 강요해 온 38°선 설정은 어

떤 경위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저널리즘에서 부단히 구명

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

고, 명확한 이론적 확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Kim, 1976; Song, 1986). 분명한 사실은 

38°선이 그 당시의 경계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이후 6·25전쟁의 시작선이라는 것이

다. 또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

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에 의해 또 하나의 경계

인 군사분계선이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의 경계

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경계는 정치지리학적 현상 아래 자연

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호 관계적 측면에

서 양 측의 공간 또는 다양한 공간을 구분하는 

하나의 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는 

작게는 인접 마을 간의 경계로부터 국가 간의 

경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기능들의 분리와 접

촉의 선형 개념으로서 수많은 변화 양상을 반영

하기도 한다(Jeong, 2017). 또한 경계는 어떠

한 정치체제가 지니고 있는 힘의 지적(地的) 표

현으로 관할권의 힘이나 정치체제의 힘이 토지

에 투사되어, 그 결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존

재하게 되는 일종의 정치지리학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능에 따라 양 체제의 주권, 정

치권력, 관할권, 이권, 이념 등을 분리하거나 접

촉시키는 역할을 한다(Im, 1972; Ju, 1989). 

한반도를 분할하였던 38°선과 군사분계선 또

한 이러한 정치지리학적 현상 아래 한반도의 경

계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계

에 의해 생겨난 지역은 양 체제간의 경쟁과 경

계가 설정되기 전에 왕래하던 습관을 단절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차단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긴장이 고조되어 정주환경이 피폐해지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그에 따라 생활조

건도 열악해진다(Heo, 2007). 한반도 내에서 

분리된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인 38°선과 군사

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접촉지역이 생겨나게 되었

고, 이를 정전협정문 상에서나 남한의 법률, 각

종 보고서 및 논문 등에서 관련 지역에 대한 명

칭을 확인할 수 있었다. 38°선을 중심으로 한 

수복지구와 군사분계선에 의한 비무장지대

(DMZ : Demilitarized Zone)와 그 인접지역 

등 다양한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그동안 이 지

역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그 근거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반도 분할과 관련된 경계

에 대해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형성된 경계공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경계공간을 세밀하게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고찰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제시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수복지구와 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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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대, 군사분계선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

고 있었다.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적 범위에 대

한 연구는 법률로써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 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수복지구에 대

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을 표시하기보

다는 38°선을 기준으로 남한에 편입된 지역으

로만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주된 

내용은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 관련 내용에 

관한 것이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범위는 정

전협정 전문의 제1조 2항의 첨부한 지도에 제

시되어 있으며, 첨부된 지도를 확인한 결과 육

지에만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전 연구에서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범위를 육지

부와 해양부로 나누거나, 서해해상까지 연한 선

으로 그 범위를 정의하였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간적 범위 중 

면적을 제시한 논문의 경우 그 산출 방법에 대

한 언급 없이 면적만 제시하거나 군사분계선과 

폭 4㎞의 곱이나, 1,292개의 표지판과 200m 

간격의 곱으로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Kim(2007)의 경우 공간적 범위에 대해 측정을 

한 수치로서 제시하였다. 이후 Jung et al. 
(2015)이 발표한 논문의 경우 비무장지대의 면

적 감소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있었으나, 비무

장지대 면적 감소라는 용어의 사용이 타당한가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 1).

본 연구는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Researcher Spatial Range of Boundary Space Range

Ju(1989)
Width of DMZ : 4㎞
Length of DMZ : 244㎞(To the West Sea from the East Sea)

Range of DMZ

Ann et 
al.(1995)

Width of DMZ : 4㎞
Length of DMZ : 248㎞
Area of DMZ : 992㎢(248㎞×4㎞)

Range of DMZ

Kim(2000)
Length of DMZ : 248.4㎞(Land), 448.4㎞ including 200㎞ of the maritime area in the western sea area
Area of DMZ : 882㎢(Land)

Range of DMZ

Shim(2000)
Length of MDL : 248㎞(Land), 448㎞ including 200㎞ of the maritime area in the western sea area
Width of DMZ : 4㎞
Area of DMZ : 907㎢

Range of DMZ

Nam(2002)
Length of MDL : 248㎞(155mile)
Width of DMZ : 4㎞
Area of DMZ : 900㎢

Range of DMZ

Jeon(2003)
Width of DMZ : 4㎞
Length of MDL : 248㎞
Area of DMZ : 907.3㎢(Some areas have been narrowed down.)

Range of DMZ

Jang(2003)
Width of DMZ : 4㎞ 
Length of DMZ : 248㎞

Range of DMZ

Chi(2004)
Width of DMZ : 4㎞ 
Length of DMZ : 248㎞(To the West from the East)
Area of DMZ : 907㎢

Range of DMZ

Kim(2007)
Length of MDL : 238㎞
Area of DMZ : 903.8㎢ 

Range of DMZ

Kim(2009)
Length of MDL : 248㎞(Land), 448km including 200km of the maritime area in the western sea area
Width of DMZ : 4㎞
Area of DMZ : 907㎢

Range of DMZ

Jung et 
al.(2015)

Area of DMZ : 570㎢, down approximately 43% from 992㎢ as of 2015. Range of DMZ

Hahn(2009)
Restored Area : An area incorporated in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by 38°
Non-Restored Area : An area incorporated into North Korea from South Korea by 38°

Range of 
Restored Area

TABLE 1. Spatial Range of Boundary Space in Domestic Researc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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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범위를 제시한 대표적인 12편의 논문에

서의 공간적 범위에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내고, 보다 정확하고 학술적, 사회적, 정책적 차

원에서의 통일된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기별로 경계로서 38°선과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그 주변 경계공간에 대해 고

찰하였다. 먼저 38°선에 대해서는 당시 38°

선이 정확히 그려졌던 지도 검색 및 확인이 제

한되어 구글어스 PRO 상에서 북위 38°선에 

대해 육지부분만 추출하고, ARCGIS 프로그램 

내의 한반도 경계를 나타내는 SHP 파일과 일치

시킴으로써 북위 38°선을 최종 추출하였다. 이

를 활용하여 행정구역도와 중첩하여 당시의 해

당 행정구역을 추출하였고, 남한의 수복지구와 

미수복지구를 제시하였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는 정전협정문 부록의 지도를 지오레퍼런싱

(Georeferencing) 기능을 활용하여 디지타이징

(Digitizing)하였고,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 버퍼분석(Buffering)을 통해 추

출하였으나, 한강하구수역(Han River Estuary)

과 동해 지역의 경계는 한반도 행정구역도와 일

치시켰다.

군사분계선의 표식물은 UNC 551-4(2014)

에 표시된 표식물의 위치를 활용하여 좌표롤 변

환을 통해 그 범위를 재구성하였으며, 간격 또

한 근접하게 산출하였다. 다만 유엔군사령부 규

정에서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좌표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는 근사치라고 서술되어 있어 북한 측

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간격 및 위치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Jeong, 2017). 비무장지대

의 면적과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내의 지역에서 

제외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에 대해서는 

UNC 551-5(2015)의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

역에 대한 이미지를 구글어스 상에 중첩한 후 

그 범위를 추출하였고 이를 ARCGIS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그 면적을 산출하였다.

현 접경지역에 대한 범위는 시기별로 관련 법

에서 정의한 범위를 바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38°선과 경계공간

1) 38°선의 형성과정

1945년 광복과 함께 찾아온 것은 당시 미국

과 소련에 의한 신탁통치에 의한 38°선 남북 

분할 통치였다. 38°선 설정에 대한 해방 직후

의 통념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소간

에 밀약되었다는 이른바 얄타밀약설이었다(Kim, 

1976). 그러나 얄타회담 문서가 공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자 얄

타밀약설의 설득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38°선을 획정했

다는 정치적 의도설과 당시 미국 트루먼 대통령

의 회고록 내용 중“38°선을 획정함에 있어 

일본의 항복접수를 위한 책임의 편의적 할당”

이라는 군사적 편의설 등 두 가지 설로 38°선

의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Lee, 1995). 

38°선 설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고, 명확한 이론적 확립은 아직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Song, 1986). 

1945년 9월 2일 미태평양 연합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 의해 공포된 일반명령 1호

(General Order No. 1, Department of State, 

1960)에 의해 한반도 내에서의 경계선으로 설

정된 38°선을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강제

적으로 나뉘게 된다(Jeong, 2017). 이후 1946

년 5월 18일에 이르러 미국·소련 합동 측량 

부서에 의해 38°선의 측정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다(Gleason, 1971).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에 실시된 UN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승인을 지지하는 회원국에 의해 

결국 분단이 결정되었다(U.S.S.R., 1950).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설정된 38°선은 6.25전쟁을 

치르는 기간까지 한반도의 남과 북을 나누는 경

계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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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8°선과 인접한 시·군의 공간적 범위

38°선은 한반도의 중간을 지나는 중앙위선

에 해당하며, 도서를 제외한 한반도 내륙을 중

심으로 측정한 길이는 약 318.06㎞이다. 이는 

현재의 구글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

다. 다만, 1946년 당시의 경계설정 방법과 측량

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현재 측정

된 위선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당시 38°선에 걸친 시‧군에는 강원도의 경우 

양양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춘천군, 경기도

의 경우 가평군, 포천군, 연천군, 장풍군, 개풍군

이 해당된다. 황해도는 연백군, 해주시, 벽성군, 

옹진군이 속해있다. 수리적 위치로서는 동단은 

오늘날 양군 현북면 진교리(128°44′16″)이

고, 서단 황해도 옹진군 월촌리(126°07′0

6″)이다. 당시 경기도 장풍군, 개풍군, 황해도 

전 지역은 6·25 전쟁 이후 북한지역에 속하게 

된다.

3) 수복지역의 형성과 공간적 범위 고찰

6·25전쟁으로 인하여 기존 38°선은 과거

의 기준선이 되었고, 정전협정의 의해 군사분계

선이 하나의 경계를 나누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전협정이후 1953년 7월 27일부터 

1954년 5월 11일「미8군 AG.384.4호」가 발

효되기 전까지 남한에 포함된 38°선 이북지역

은 유엔사의 관리로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

지 못하였다. 그러나「미8군 AG.384.4호」발효

와「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1954.11.17.)」에 

의해 이 지역은 한국 정부로 이양된 지역이 되

었다(Park, 1981). 이 지역은 동법에 의거 수

복지구라고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수복지구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38°선 이북

에 해당하는 남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총 면적은 약 5,222㎢이며, 전체 

83.2%를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인제군

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장 많다(1036.6㎢). 가

평군이 8.8㎢로 가장 적게 차지하고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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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의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 속초시 전 지

역은 수복지구에 해당한다(그림 1).

수복지구와 달리 전쟁 이후 38°선 이남의 

지역 중 북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수복지

구라 명명하나 북한에서는 신해방지구라 지칭하

며 관련 제반 정책을 폈다(Hahn, 2012). 미수

복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개성, 개풍, 판문, 

황해도 옹진, 남연백, 배천, 청단, 강령, 연안 등

이 해당된다(Hahn, 2015). 6·25전쟁 이전에

는 남한에서 통치하였던 지역이었으나 전쟁 이

후 북한이 차지한 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약 

2,757.2㎢이다. 황해남도의 강령군(618.1㎢)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해주시가 

6.1㎢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측정된 수복지구 면적(약 5,222㎢)은 미수복

지구 면적(2,757.2㎢) 보다 약 1.9배 크며, 이

는 정전협정 이전의 면적보다 약 2,464.8㎢가 

남한 측에 추가가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표 

2).

2. 군사분계선과 경계공간

1) 군사분계선의 형성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기습남침을 단행하면서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

었다. 이후 전선은 남-북간 이동이 거듭되는 상

황에서 1951년 6월 23일 휴전제안에 따라 2년

여 동안의 정전협정을 위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포로협정 등 상호의견 

차이와 상호 갈등으로 말미암아 회담 개최 및 

무산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1953

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3월 28

일 공산군 측에서 포로 교환 동의에 대한 휴전

회담 재개를 요청하여, 1953년 4월 26일 회담

이 다시 시작되었고, 동년 7월 27일 아침 10시

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Im, 1972). 정전협

정은 충돌을 정지시키고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

을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

립할 목적에 동의함으로써 그 규정들의 의도는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명시된 만큼, 그 의

미가 단순히 전쟁의 정지를 의미하는 휴전

(suspension of arms)의 개념보다는 군사적 충

돌 방지 및 무장행위 정지를 보장하기 위한 전체

적인 범위, 즉 한반도 내에서의 전투행위 정지를 

의미하는 전반적인 휴전(General Armistice)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Ju, 1989).

정접협정의 결과, 전쟁 이전 남북의 경계 역

할을 해왔던 경계선인 38°선에서 정전협정 전

문 1권 제1조의 경계선인 군사분계선으로 대체

되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남북한은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2) 정전협정문과 군사분계선

정전협정문은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1권에는 전문과 부록이 기록되어 있으며, 2

권에는 정전협정 당시 관련 지도가 수록되어 있

다. 1권의‘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내용에서는 군사분계선의 획정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간적 범위와 출입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제1조 2항과 3항에서 첨부한 지도를 근거

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첨부한 

지도가 2권에 수록된 협정지도를 의미하게 된

다. 2권 지도는 5개 부문 총 23장의 지도가 수

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문이 군사분계선, 비

무장지대와 그 경계인 남·북방 경계선에 대해 

9장의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지도 상단에는 한

글, 영문, 중문 순으로 지도에 대한 설명이 기록

Category

Total

Hwanghae-do Gyeongi-do Gangwon-do

Administrative 
Division

Non-Restored Area Non-Restored Area Restored Area Restored Area

Area(㎢) 7,179.2
2,114.2 643 875.6 4,346.4

2,757.2 5,222

TABLE 2. The Area of Restor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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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지도 하단에는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의 북 경계선, 남 경계선에 대해 한글, 영

문, 중문 순으로 서술되어 있고, 축척도 마일, 

미터, 야드 순으로 1:5만 축적을 나타내고 있다. 

9장의 지도는 서쪽으로부터 개성, 문산리, 삭령, 

철원, 평강, 금성, 대정리, 만대리, 고성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부문은 지도 한 장으로 

구성되며 군사정전위원회 감독하의 한강구역으

로 불리며, 그 영역이 표시되어 있다. 세 번째 

부문은 서해 5도에 대한 지도로서 2장의 지도

가 연속되어 있으며 예성강 하구부터 우도에 이

르는 구간에 대한 선(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남과 이북의 섬에 대한 통제를 표시하고 있을 

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또한 서해 5도가 연합국총사령관의 군사통

제하에 남겨둔다고 정하고 5도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네 번째 부문은 한반도 주요 교

통선(철도 및 도로)과 주요출입항 위치를 수록

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문은 중립국 시

찰소조의 출입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지도로서 지역 내에서와 교통 선에서의 통행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지도이다.

2권의 첫 번째 부문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를 통해 군사

분계선의 길이와 비무장지대의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그림 2). 군사분계선은 당시 경기도 장

단군 장단면 정동리에서 시작하여 고성군 고성

면 대강리에 이르는 총 연장 약 239㎞이다. 군

사분계선은 남한의 현재 파주시로부터 연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 이른 6개 시‧
군에 걸쳐 있다.

군사분계선은 현재 시점으로 볼 때 남한에서

는 강원도와 경기도, 북한은 강원도, 개성시에 

접해 있으며, 그 길이를 측정한 결과 남한의 강

원도는 158.7㎞, 경기도 80.6㎞, 북한의 강원도

의 경우 180.1㎞, 개성시가 59.2㎞이다(Jeong, 

2017). 군사분계선 길이는 남북 동일하게 강원

도에 접한 선이 더 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문 제1조 4항에 의

거 군사분계선을 명백히 표식하며, 남‧북방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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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따라 설치한 표식물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감독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의 경계 

표지물은 일부 수정된 정전협정 합의서

(1979.10)에 의해 하천의 중앙을 지날 경우에 

한해 양쪽 제방에 번갈아 표지물을 설치 및 관

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관리 작업 간 발

생한 사건들로 군사분계선 표식물 관리는 중단

된 상태이다(UNC, 2014).

선행 연구 중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서 

구간에 200m 간격으로 표지물이 설치되어 있다

고 언급하고 있으나(Kim et al., 2003), UNC 

551-4(2014)에 따르면 표식물의 관리 및 구

간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지

도로도 규정하고 있다(그림 3). 유엔사에서 관

Number Supervision Markers Section Interval(km) Interval of Markers(m) Administrative Division

0001 ~ 0204 UNC 204 26.3 128.9 Gyeongi-do

0205 ~ 0292 North Korea 88 18.9 214.8 Kaesong

0293 ~ 0442 UNC 150 26.2 174.7 Gyeongi-do

0443 ~ 0565 North Korea 123 25.9 210.6 Gangwon-do

0566 ~ 0707 UNC 142 26.2 184.5 Gangwon-do

0708 ~ 0861 North Korea 154 29.6 192.2 Gangwon-do

0862 ~ 0982 UNC 121 30.4 251.2 Gangwon-do

0983 ~ 1140 North Korea 158 20.1 127.2 Gangwon-do

1141 ~ 1231 UNC 91 18.2 200.0 Gangwon-do

1232 ~ 1292 North Korea 61 17.5 286.9 Gangwon-do

Total UNC 708 127.3 179.8 -

Total North Korea 504 112.0 222.2 -

TABLE 3. Number and interval of Markers on the M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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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갑”구의 표식물은 5구간 총 708개이

며, 북한군/중국인민지원군이 관리하는“을”구

의 표식물은 5구간 총 584개로 유엔사에서 관

리하는 표식물 수가 204개가 많다. 관리 구간 

또한 유엔사가 127.3㎞로 북한군/중국인민지원

군 관리구간보다 15.3㎞ 더 많으나 표식물 간격

은 유엔사가 더 조밀(평균 179.8m)하다(표 3). 

유엔사에서 관리하는 구간 중 가장 조밀한 구간

은 경기도와 접한 제1구간(128.9m)이며, 북한

군/중국인민지원군에서 관리하는 가장 조밀한 

구간은 북 강원도 금강군과 접한 제8구간

(127.2m)으로 관리구간 거리에 비해 많은 수의 

표식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Jeong, 2017).

3) 비무장지대 현황 분석

선행연구에서도 본 바 비무장지대의 폭인 남‧
북방 경계선 사이의 폭은 4㎞로 기술하고 있지

만 그 면적은 연구마다 다양하게 산출되고 있

다. 가장 적은 면적으로 산출한 520㎢부터 992

㎢까지 연구자마다 측정 방법을 달리하여 공간

적 범위로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분

계선의 길이에 대해 155마일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248㎞로 환산하고 비무장지대의 폭 4㎞를 

곱하여 992㎢로 정하였다. 또한 남·북방 경계

선의 이동에 따라 감소된 면적으로도 비무장지

대의 면적을 기술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

였다(표 1). 그러나 DMZ의 공간적 범위에 대

해 서술한 논문 중 군사분계선의 길이를 기존 

방법이 아닌 GIS를 활용하여 측정한 연구가 수

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의 길이가 기

존의 248㎞보다 약 10㎞ 적은 238㎞임을 측정

하였고 비무장지대 면적도 보다 정확하게 산출

되었다(Kim, 2007). 그러나 군사분계선의 길이 

및 이에 따른 비무장지대의 면적에 대해서는 현

재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155마일 

또는 248㎞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

다 정확한 비무장지대 면적 산출을 위해 정전협

정문 제2권의 지도와  UNC 551-4(2014)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첨부 지도상의 남‧북방 경

계선과 구글어스 상에서의 경계 철책선과의 차

이는 Jung et al.(2015)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

었듯이 남북한 상호 진출로 인하여 철책선은 정

전협정 당시의 남‧북방 경계선과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남·북방 경계선과 철책선과의 일치여부에 따

라 비무장지대의 면적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

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 UNC 551-4 

(2014)의 내용과 정전협정 전문 제1조 3항에 

명시된 비무장지대를 확정하는 북경계선 및 남

경계선인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에 대한 고찰

이 필요하다. UNC 551-4(2014)에는 별개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된 철책선은‘일반전초

(GOP)철책선’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 즉 남

방한계선과 관련이 없는 선이라고 명시되어 있

다. 또한 일반전초 철책선은 북한군 침투를 차

단하는 장벽으로서 북쪽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현재 일반전초 철책선은 

2/3가량이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고, 일부 구간

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몇 백미터 밖에 떨어지

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Jeong, 2017. 이에 일반전초 철책선의 존재로 

인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위치에 대한 커

다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남방한계선은 철책선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 이격되어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UNC, 2014). 이와 같이 일반전

초 철책선과 남방한계선의 위치는 다르며 이를 

혼동하여 비무장지대의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

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

을 중심으로 각기 2㎞의 버퍼 존으로서 면적은 

889.7㎢에 달하나, 비무장지대의 면적을 처음으

로 산출한 선행연구(Kim, 2007)와 비교시 면

적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존의 비무장지대의 

면적에 대해 기술한 Kim(2007) 연구 이전의 

선행연구는 면적을 지도상이나 현지측정 등의 

방법보다는 기존 군사분계선 155마일에 대해 4

㎞의 버퍼존을 활용하여 산출한 면적 또는 군사

분계선 표식물의 간격 등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에 

대한 개념이해의 부족과 그 외의 한강하구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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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표식물 간격 등 공간적 범위에 대해

서도 정확하지 못하거나 근거 제시가 어려운 내

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 내용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Jeong, 2017).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의 면적에는 군사정전위

원회 본부구역(MACHA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Area)의 면적이 

제외된다는 점은 그동안 연구에서 간과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UNC, 2014). 비무장지대의 

면적 중 강원도가 차지하는 면적은 296.7㎢이

고, 경기도 비무장지대의 면적(142.7㎢)의 약 2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비무장

지대의 면적은 경기도에 속한 군사정전위원회의 

면적을 제외한 수치이다(그림 3). 북한의 경우 

강원도에 속한 비무장지대의 면적(342.3㎢)이 

개성시(103.0㎢)의 세배이상을 차지하고 있었

다. 개성시에 속한 군사정전위원회의 면적 또한 

제외한 수치이다(표 4).

한편, 한강하구수역의 경우 군사분계선과 접

한 임진강 하안에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

도면 말도와 황해남도 연안군 남쪽 해안까지의 

구역이며, 면적은 302.1㎢이다. 한강하구 표식물

은 선박 운항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한강하구

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경고하기 위해 한강하

구의 남방 한계를 십자형 표식물로 표시하였다.

4) 접경지역 현황 분석

시기별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대한 명칭은 

다르게 불리어 왔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

정에 의하여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나

뉘게 되었다. 1954년 미8군에 의한 행정권 이

양 이후 1950년대는 이 지역을 수복지구로 명

명하였으며, 1960년대「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

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수

복지구와 동 인접지역에 대해 공간적 명칭이 법

률로서 정해지게 되었다.「도서벽지교육진흥법

(1967.1.16.)」의 제정으로 이 지역을 접적지

구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9개 군 42개의 읍면, 

그리고 89개의 리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강

화군, 김포군, 파주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이에 속해 있

으나 법상 학교이 위치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현재 접경지역의 행정구역과 일치

하지 않는다. 당시 접적이라는 명칭 사용은 반

공사상이 높았던 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

을 반영한 용어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수립되었던 낙후지역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이 지역을 접적지역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접

적지역보다는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민통선 북방지역 등의 용어로서 보다 

많이 불리게 되었다. 이는 1970년대의 남북 정

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초반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이 지역

에 대한 명칭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에 등장하는 각종 정부정책 및 법, 연구논문 

등에서의 지역 명칭은 접경지역, 즉 국경에 접

한 지역이라는 용어로서 사용된 것이다. 1995

년부터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해외사례 조사, 법안 마련, 정부 부

처와의 의견 협의 등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

월 3개 시도에서는 접경지역 특별대책팀을 구성

하고, 1999년 3~4월 자체 수정법(안)을 다시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동년 5월

에 지역별로 실시하고, 8월 통일기반조성을 위

한 접경지역지원법 수정법안 마련을 통해 10월 

Area(㎢) Total
South Korea North Korea

Subtotal Gangwon-do Gyeongi-do Subtotal Gangwon-do Kaesong

DMZ 889.7 439.4 296.7 142.7 450.3 342.3 108.0

MACHA 9.3 5.3 - 5.3 4.0 - 4.0

Han-River Estuary 302.1

TABLE 4. Area of DMZ and Han-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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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접경지역지원법안 의원입법 발의를 실

시하였다.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1685호

로 공포되었다(경기도북부출장소, 2000).「접경

지역지원법(2000.121)」에 의해 접경지역의 명

칭과 범위가 정의되었으며, 해당지역은 총 15개 

시·군 7동 18읍 73면이었다. 그러나,「접경지

역지원법(2000.1.21.)」의 실효성 및 법적 한

계에 의한 문제 도출로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Kim, 2001; So, 2002; Kim 

and Shin, 2004; Kim, 2006; Hwang et al., 
2007).

그 결과 2011년「접경지역지원특별법(2011. 

5.19.)」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적 범위도 제2조에 의거“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

다.”로서 강원도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

제군, 고성군이 해당하며, 경기도는 연천군, 파

주시, 김포시,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옹진군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며, 2항 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라고 하여 강원도 춘천시, 경

기도의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가 이

에 해당된다. 법률상 접경지역의 범위는 비무장

지대 및 NLL과 인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15개 시·군이다. 

접경지역의 범위가 해당 시군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면적 또한 2000년 당시 15개 시·군 98 

개 읍·면·동 총 8216.5㎢에서 2017년 15개 

시·군 총 9,411.4㎢로 약 1,194.9㎢ 증가하였

다(그림 4).

이렇듯 접경지역은 시대적 이념, 안보상황, 

정부정책 및 법률 제·개정 등의 이유로 시기별

로 불리는 명칭이 상이했으며, 공간적 범위도 

또한 변화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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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45년 광복 이후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분할된 경계 공간에 대한 공간적 범

위를 분석하였고, 정확한 근거를 통하여 경계공

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경계공간을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8°선과 군사분계

선, 비무장지대의 인접지역은 시기별로 많은 용

어로서 불리어 왔으나, 공간적 고찰에 대한 연

구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정전협정 전문을 근

거로 하였지만 정전협정 전문 부록 2의 지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2007년 비무장지대의 

공간적 범위 연구가 진행된 이외의 타 연구에서

는 이 지역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측정된 범위 

값보다는 기존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따라서 38°선과 정전협정 제2권의 지도를 

디지타이징 함으로써 그 범위를 추출하였고, 정

전협정 전문과 부록, 유엔사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접경지역은 38°선에 의한 1차 

경계 분할과 군사분계선에 의한 2차 경계 분할

로 인하여 생겨난 수복지역를 포함하고 있었으

며, 이 연구를 통해 당시의 수복지역에 대한 공

간적 범위를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비무장지대의 범위에 대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된 철책선에 대해 남방한계선이 추진되어 

비무장지대의 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들

이 있었다. 그러나 UNC 551-4(2014)에 의하

면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추진된 철책선은 일반

전초 철책선으로 남방한계선과 관련이 없는 선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남방한계선의 위치에 

대한 커다란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남방한계선은 추진된 철

책선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군사분계선으로부

터 2㎞ 이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UNC, 

2014).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철책선의 이동과 

무관하다는 것이며, UNC 551-5 (2015)에 의

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은 제외됨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전체 비무장지대에서 군사

정전위원회 본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를 

반영하여야만 정확한 면적이 산출된다(889.7

㎢).

이 지역내의 표식물 중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유엔사 관할 관리 5개 구간과 북한 관리 5개 

구간으로, 표식물 관리 수는 유엔사가 204개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유엔사에서 관리하

는 표식물간의 평균거리는 179.8㎞이며, 북한에

서 관리하는 표식물간의 평균거리는 222.2㎞로 

구간 마다의 간격은 상이하였다. 표식물의 간격

을 약 200m로 간주하고 표식물의 수 1,292개

에 곱하여 군사분계선의 길이를 258㎞로 산출

하는 등 표식물을 활용하여 공간적 범위를 산출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한강하구수역이라고 불리는 한강하구 일

원 또한 정전협정 전문 부록면의 지도에서 추출

한 값이 302.1㎢이었고, 한강하구수역에서 또한 

남방한계를 표시하는 표식물이 설치 및 관리되

고 있어, 남방한계선이 한강하구 지역에서도 설

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명명된 군사분계선과 맞

닿아 있는 지역인 접적지역(구), 남북 정책의 

변화 시작인 1970년대 이후 명명된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민통선 북방지

역, 1990년대 초반 남북의 유엔가입이후 접경

지역 등으로 불리게 된 이 지역에 대해 고찰하

였고, 시기마다 이 지역에 대한 명칭과 공간적 

범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반도 경계공간에 대한 잘못

된 근거로서 활용되었던 공간적 범위에 대해 올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 및 지자체,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기초자료

로서 활용하거나 이 지역에 대한 각종 연구간 정

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의 검증을 거

쳐 국가 차원에서의 활용될 수 있도록 법 제도 

및 정책적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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