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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인간의 생존 및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지구생태 시스템과 탄소저장소라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습지는 대체
될 수 없는 중요한 생태기능과 효과를 제공한다. 습지가 생태계에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들에는 담수저장, 홍수조절, 정수(淨水), 야생동물을 위한 서식지, 기후조절, 수
중 생물의 보존을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
습지의 50 %가 손실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농업개발로 인해 담수습지의 23%,
호수의 16.1%, 강의 15.3%, 해안습지의 51.2%를 잃었다.
습지경관(wetland landscapes)은 공간적 이질성(異質性)이 있는 습지 단위나 미시
와 거시를 아우르는 메타개체군(metapopulation)을 포함한다. 이러한 습지경관은
다양한 생태적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지형의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습지경관의 변화는 습지경관역학뿐 아니라 생태연구분야에도 중점을
둔 지역생태학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다. 습지환경역학의 분석은 습지환경변화와
생태적 변화 사이의 연관관계를 탐색하는데 유용하다. 경관구성요소의 공간분포 정
량화는 습지경관의 기능 및 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역
학 및 원동력(driving force)에 기반을 둔 습지경관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전형적
인 습지진화(wetland evolution)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습지보호 기술을 발전
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습지경관의 기본과정과 원동력은 현재 습지과학의 핵
심 연구주제들이다. 중국의 주요 국제강 중 하나인 두만강을 따라 분포하는 습지는
동북아시아의 환경보호에 주요한 구심점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은 일
반적 개방전략의 실시와 함께 다국적 협력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경은 여러 종류의 형태와 강도로 간섭받았고 손상되었다. 이러한 퇴보는 습지경관
의 파편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유발하였으며, 두만강 유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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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두만강 유역은 중국 길림성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두만강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국제적인 강으로 두만강 유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습지생태계가
있으며 중국, 북한, 러시아, 동쪽으로는 동해와 국경을 이루며 북위 41~44도, 동경
127~131도에 위치해 있다 (그림1참조). 연평균 강수량은 400~600mm로 전형적인
온대몬순기후의 특징을 띠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2~6도이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섭씨 34~38도 및 -34~-23도이다. 두만강 상류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전
체 유역에서 가장 높은 1,000~1,500mm이다. 또한 이 유역 일대의 습지는 적갈색
두루미 등의 멸종위기 철새들의 도래지이며 다양한 희귀동식물의 특별한 서식지이자
자생지이다.

<그림 1> 두만강 유역의 범위

두만강 유역 습지의 유형은 다양하며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상류지역의 습지는
주로 산림이탄 늪이며, 중하류의 습지는 주로 관목 늪, 허브 늪, 강, 호수 등이 많다.
동북아 생태계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습지 동식물 자원도 2,000여 종이 넘는다.

PLZ Forum for Ecozoic Era 2019
The Rights of NATURE and Ecological Transformation

<특별 스피치> 두만강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생태 현황과 과제

1960년부터 2009년까지 원격감지영상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두만강 유
역의 상, 중, 하류 지역의 경관역학 연구가 이루어져왔다(그림2 참조). 두만강 상류
의 대표적 습지는 주로 안투군(郡)의 유안치와 장백산 동쪽의 허룽시에 위치한 중산
마을에 위치하며 두만강 계곡의 대표적 습지는 연길시, 룽징시, 두만시에 위치한다.
두만강 하류의 대표적 습지는 훈춘시의 징신마을에 위치한다. 습지경관 변화율의 동
적측정을 사용하면 단일경관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연
구지역의 공간적 이질성과 다양한 유형의 경관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동적 정량화
방법을 활용한 습지경관변화율은 단일 경관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변화량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전체 연구대상지 및 서로 다른 유형의 경관 패턴의 공간적 이질성을 제시
한다. 이동 매트릭스 검측 방법(transfer matrix detection method)은 습지경관
변화 분석에 활용되며 경관지수(패치 개수(plaque number, NP), 경관 패치 면적의
백분율, 평균 패치 크기, 패치 밀도, 샤논 다양성 지수(Shannon Diversity Index,
SHDI) 및 샤논 균등성 지수(Shannon Uniformity Index, SHEI))는 경관지수 산
출 프로그램인 프래그스테트(Fragstats)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지형도와 위성영상
을 활용하여 지난 50년 동안의 습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만강 유역의 습지면적은
지난 50년 동안 50% 감소했다. 원형 못의 상류와 하류에 있는 다섯 곳의 자연 습지
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자연 호수들은 사라졌다. 습지, 강, 농경지의 면적은 감
소하였고, 인공적으로 조성된 다른 습지 유형의 면적은 매우 증가하였다. 경관의 변
환(개조)라는 관점에서 많은 자연 습지와 인공 습지가 비습지(non-wetland)로 바뀌
었으며, 많은 농경지가 건성 경작지와 건축지로 바뀌었다. 변화율, 경관 패치 수, 패
치 면적 평균, 경관 다양도는 감소한 반면, 경관 파편화 지수 및 균등지수는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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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60-2000 두만강 유역의 대표적 습지형태

건강성평가외에도 두만강 유역의 습지안전성 평가를 위해 PSR모형을 활용하여 습지
생태환경의 생태안전성 지표체계를 구축하였고 3S기술을 이용하여 1976년, 1990
년, 2000년, 2010년 4개 년도의 TM/MSS 위성영상에서 습지경관지수를 획득하였
다. 다음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활용하여 매개 지표의 가중
치를 계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법에 의해 두만강유역 습지생태안전성 평가
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76년과1990년의 안전성평가결과(ecological total viable
count, TVC)는 각각0.650, 0.620으로 안전등급으로 나타났고 2000년과 2010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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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 0.454로 습지생태계가 안전경고등급으로 분석되었다. 회색 예측 모델(grey
prediction model)을 기반으로 습지 생태안전 예측모델이 구축되었고, 향후 40년
동안 두만강 유역의 습지 생태 안전성 예측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각각 0.3903,
0.3345, 0.2866 및 0.2456이다. (그림 3).

(a)과거의 변화분석

(b)미래동향분석
<그림 3> 생태안전지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생태문명 건설촉진에 대한 의견과 습지
보호 및 복원프로그램”의 기초원리에 중점을 둔 “생태문명 제도개혁 종합계획”에 의
하면 두만강 유역의 습지보호 및 지속 가능한 관리와 관련된 이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한다.
첫째, 국가 주요재단 특별기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세부적인 습지 조
사작업을 수행하며, 두만강 유역 습지의 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원하
기 위해 습지 위치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습지 생태계의 건강 평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그룹, 복원 및 재
건이 필요한 그룹 등의 기능적 그룹을 식별하고, 계층적 관리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함으로써 습지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과 습지 생태계 기능의 개선을 촉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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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습지 보호 및 복원 시범 프로젝트를 더욱 촉진한다. 자연의 복원과 인공물 복
원의 조합을 준수하고, 생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중요 습지의 복원을 우선시하
며, 연변 주에 위치한 헤이룽장, Daohuaxiang”의 전통적 특성을 가진 ‘국립 습지
공원’ 건설을 장려한다.
넷째, 과학기술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환경교육의 새로운 길을 넓힌다. 전통적 환
경 교육방법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연변, 생태 연변 (두만강 지역, 즉 중국 연변지역
습지생태환경 교육의 새로운 부분으로 대두되는 지역) 등 다양한 자원과 생태적 이
점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마지막은 습지를 주제로 한 국가 차원의 환경 교육 시범 기지 건설이다. 연변대학교
Yanchun 캠퍼스에 ‘국가환경교육 시범기지’(자연 학교라고도 함)가 설립되고 대중을
위한 습지 과학의 홍보 및 교육이 행해질 것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사용은
습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대중화할 것이며, 이 지식을 전파하고 습지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습지에 관한 과학지
식을 널리 보급하고 사회적으로 습지보호에 대한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습지보
호에 다 같이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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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 ·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군의 역할

김도선 (육군본부)

Ⅰ.
DMZ는 1953년 종전 이후 「한국정전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사 관할구역이다.
정전협정 1조에 의거 군사분계선에는 1,292개의 표식물을 설치하였고,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하여 4km의 완충지대 즉, DMZ를 설정하였다. 2016년 유엔
사 조사결과 60여년이 지나면서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대다수가 부식 또는 침식되어
현재는 약 15% 정도가 남아있고,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도 DMZ 안쪽으로 설치
하여 DMZ의 실제면적은 정전협정 당시보다 줄었다. 이는 군사적인 완충구역과 생
태계 보존면적의 축소를 의미한다. 비록 DMZ의 면적은 축소되었지만 군사적으로는
남·북의 완충지역으로, 생태적으로는 한반도의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생태축으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유엔사의 관할구역이지만 육군의 안
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이후 대한민국 육
군은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주역인 셈이다. 이렇듯 DMZ의 생성에서 현재와 미래
의 관리적 측면에서 육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내용은 DMZ의 보존·관리의 필요성과 DMZ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에 의한 DMZ
의 훼손과 보존실태를 알아보고, 향후 DMZ 보존을 위한 우리 군의 역할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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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DMZ 보전·관리의 필요성
DMZ는 정전 이후 60여 년 동안 민간의 발길이 차단된 곳이며 일부 제한된 지역에
서만 극히 제한된 인원이 “민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정전협정 위반과 DMZ내 사고
예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전협정에는 남과 북이 DMZ 출입인원의 총수를 각
각 천명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민정경찰에 의해 지뢰가 없는 곳으로 확인된
지역 외에는 모두 지뢰지대로 간주하고 있어 DMZ 내의 활동도 매우 제한적이다.
60여 년 간 DMZ 내에서는 극히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활동만을 할 수 있었던 곳
이기 때문에 DMZ는 생태계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연안, 하천, 계곡, 습지, 농경지,
산림 등 다양한 생태계로 구성되어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
이기도 하다. 생태적 중요성과 경제성이 높고, 연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차원
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지역이다. 또한, 이곳은 냉전과 이데올로기 대
립의 군대유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전사적 차원과 외세침입을 막았던 강화해협,
한강하구 등이 위치해 있고, 고구려 궁예터, 구석기 문화유산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보존가치도 매우 큰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민통선 지역을 포함한 DMZ는 동서로 248km, 남북으로 DMZ 2〜4km, 민
통선 10km 내외의 폭을 고려하면 매우 넓은 면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백두대간, 도
서연안을 포함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DMZ는 생태,
역사, 문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전·관
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2. 군에 의한 DMZ 훼손 실태 및 보전 노력
DMZ 일원은 자연환경 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산림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태·문화유산이 보전되고 있다. 또한 DMZ 남측지
역의 민사행정은 군사정전 협정 제1조에 의거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책임지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입법, 사법, 행정권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1) 즉, DMZ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법 적용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는 유엔사가 “행정적 관리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렇듯 DMZ와 DMZ 일원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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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이후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 심화 되면서 현행작전에 필요한 GOP철책, 소초,
초소, 관측소, 개인호, 화기진지, 전술도로, 사격장, 훈련장 등으로 훼손되었고, 일
부 지역은 이러한 군사시설 설치 결과로 나타난 산사태 등 2차 피해와 과거 화공작
전과,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산불도 DMZ 훼손의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러나 2008년 육본과 산림청이 훼손지 복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민통선
이북지역 훼손지 230ha를 복원하였고, 전술도로 22개소 116km를 임도로 전환하여
군과 산림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환경부와 국방부의 비무
장지대 생태계 조사 협력에 관한 합의서」3)에 의거 식생, 지형, 동·식물상, 환경정
책 등 8개 분야에 대한 조사 당시 우리군은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처럼 군은
DMZ 보존을 위한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생태계 조사지
원, 자연정화활동, 생태계 보전활동 등은 물론 2009년 DMZ 생태 문화유산 보존계
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1) 박영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일감법학 제32호, 2015, 283쪽
2) 이효원,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통일전략 제12권 제1호, 282~283쪽
3) 자연환경 보전법 제32조(자연환경 조사)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 자연환경 조사 목적으로 ’08. 2월
체결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19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

11

12

<제3세션> 자연의 권리와 DMZ의 미래

육군 DMZ 생태·문화유산 보전 추진개념4)

이와 같은 군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장병들에게 대한
DMZ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태보전 활동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DMZ 보존의식 확
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 하겠다.

3. DMZ 보전을 위한 군의 역할
DMZ 보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 DMZ 훼손에 대한 원
인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원인별 정확한 처방과 일관성 있는 보전노력의 추진이다.
2009년 이후 정부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연구한 DMZ 일원 관련 연구는
30여 건이 넘지만 민통선 이북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과 정보가 공유되고 연
구 결과물이 체계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보고서가 군에서

4) 이효원,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통일전략 제12권 제1호, 282~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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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 계획과 과정에부터 군 함께 참여해야 하고, 내용면
에서도 군의 취약한 부분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2015년과 2018
년 산림청에서 발주하고 한국산림기술사 협회에서 추진한 「민통선 군사 주둔지 주변
산사태 위험지 조사연구」는 군의 참여와 보고서 공유,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산
림청의 긴급복구, 군 실무자에 대한 연구결과 교육 등 군이 산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한 연구결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에도 산사태 위험지역 및 복원지
역 판단, 복원지 모니터링 등의 연구용역이 시행되고 있지만 민북지역 산지관리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는 데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민북지역의
산지관리 실태조사는 기존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산림훼손지역, 복원지역, 추가
복원소요, 산림피해 예상지역과 소요예산, 우선순위 등을 사단별, 지역별로 판단하여
산림청, 지자체, 군부대에서 예산확보와 산지관리 정책수립의 근거문서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보고서에는 민북지역 산지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근본적
인 원인을 찾고, 실행가능한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다. 2019.7월 북부지방산림청 주
관 전방 1개 사단을 대상으로 철책지역, 군 주둔지, 전술도로의 3개 유형별 3〜4명
의 전문가를 편성하여 4일간 집중적인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공통적인 의견은 산
림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산지관리와 GOP 전 사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형태로든 민북지역의 훼손실태 진단을 통해 문제점과
원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두 번째로는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는 산림청에서 전담하고, 군은 현행작전과
전투준비에 전념하는 것이다. 민통선 지역은 민간인을 엄격히 통제하고, 군에 의해
현행작전과 최고수준의 전투준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후방지역과 달리 일반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험준한 산악지역에서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곳이다.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전투원에 대한 의·식·주 해결, 산불·산사태 등 재해 예
방, 오수·폐기물처리 등 환경보전 활동과 시설, 장비, 탄약관리 등 모든 것을 군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무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중완급에
의한 업무가 수행되면서 장차 중요할 수 있으나 당장 급하지 않은 업무는 우선순위
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업무 중의 하나가 산지관리인 셈이다. 반면, 산림청에
서는 산지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업무이다. 법률적으로도 산지관리법, 사방사
업법 등에 의거 산지복구와 사방사업 시행의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다수의 전문조직도 갖추고 있다. 군에서 사용하는 전술도로나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임도는 사용목적이 다를 뿐 산지를 전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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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북지역 전술도로의 일부를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로 전환하여 군과 산림청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산림청 주관으로 사방댐설치, 계류보전, 산사태 예방사
업 등 다양한 산림분야의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업을 군에서
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분야의 사업이지만 군과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
의 결과는 경제성과 효율성 면에서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월등히 나은 면을 보
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이다. 이러한 차이는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감독
면에서 군과 산림청의 업무수행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지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차이인 것이다. 따라서 보존가치가 높은 산지가 다수 분포해 있는 민북지역의 산지
관리, 즉 산지전용사업과 사방사업은 산림청에서 전담하고, 군은 현행작전과 전투준
비에 전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림기본법의 산림사업 범위에 「민북 지역에서 국
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산지 전용, 사방사업」을 포함한다면 산림
전문가의 참여가 좀 더 쉬울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는 생태조사와 보전을 위한 군 작전시설 활용 및 작전 활동과 병행한 생태보
호 활동의 추진이다. 많은 학술단체, 지자체, 정부 부처에서 민북지역과 DMZ에 대
한 지질, 식생, 토양,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희망하고 있다. 민북지역 출
입의 승인권은 해당 지역 사단장이, DMZ 내부 출입은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
능하다. 민간의 출입은 단순한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 시작부터 끝나고 나가는
순간까지 안내와 경호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이 민북지역에 대한 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사는 필요하다. 양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과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에는 적
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TOD, 근거리, 중거리 감시카메라 등 각종 감시장비에 의
해 사계절 24시간 DMZ 내부를 감시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한다면 사계절 생태
조사가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2008년부터 군과 협조하여 DMZ에 설치한 적외선 무
인카메라로도 반달가슴곰의 서식과 멸종위기Ⅰ급인 사향노루를 확인한 바 있다. 또
한, 민북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땅굴탐지용 시추장비는 광범위한 DMZ 일원에 대
한 지질 및 지하수 등의 연구자료로 획득이 가능하다. 물론 군 장비를 활용하는 데
에는 소요자료, 획득방안, 획득자료의 활용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북지역에서 수행되는 경계작전, 수색·정찰 등 군사 활
동간 장병들에 의해 식별된 희귀 동·식물도 생태조사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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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DMZ 생태계 보호활동에 군 장병들의 참여이다. DMZ에서는 제한된 인원
에 의한 제한된 활동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군의 활동이 자유로운 민통
선지역에서 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DMZ가 생태보전의 핵심지역이라면
민통선 지역은 완충지역으로의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민통초소는 완충지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장비에 대한 감시와 교육·홍보가 가능하
다. 또한 민북지역 군부대를 중심으로 작전책임 지역 내 외래식물 제거, 올무, 덫
등 밀렵 도구 수거활동은 민통선 지역의 생태보호에 큰 역할을 했고, 이러한 역할이
지속되도록 DMZ 주변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희귀 동·식물과 퇴치해야 할 외래식
물이 어떻게 분포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과 퇴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생태계보호활동에 군이 참여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국토를 보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DMZ
일원에서 생태계보호활동의 활성화 방법 중의 하나가 포상이다. 자연보호 활동을 계
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대와 개인을 대상으로 포
상을 하는 것이다. DMZ 일원 희귀 동·식물 사진전과 같은 공모도 효과적이다. 경
계작전 중 감시장비에 촬영된 멸종위기 동물들과 작전활동간 발견한 동·식물 편집
및 보안성 검토 후 출품하는 것이다. 본인이 전방지역 확인 간 두더지, 고라니, 노
루, 구렁이, 멧돼지, 산양 등을 촬영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
는 장병에게 참여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수많은 희귀 동·식물에 대한 작품이 출
품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유관기관의 참여와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이다. DMZ 일원을 보전
하고 군사지역으로 인한 낙후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만큼 유관기관도 많
고 그 역할 또한 다양하다. DMZ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행안부, 통일부, 국토부, 환
경부, 문체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경기·강원도, UN사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전방지역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철거된 GP에 대한 잔해물 처리와 산지복구,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하여 개설한 도
로의 구조개량과 유해발굴지역의 복구, GP 평화의길 조성 등 DMZ 생태·문화유산
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이다. 군사합의 이후 후속조치를 위한 부처별 업
무 소요는 기존보다 늘었다. 남북 간 긴장 완화가 지속되고, 시간이 경과 하면서
DMZ와 관련된 업무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증가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정
리하고 부처별 중복되는 업무는 단일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통제하며 부
처별 지정된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 분야 보완 등 업무의 연속성 유지 측면에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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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Control Tower에 의한 업무수행체계를 조기에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DMZ 일원의 군 관련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DMZ에는 구석기시
대로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발
굴하고 보존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추가하여 군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보
존이 필요하다. 최근 과학화 군대육성과 병영시설 현대화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6·25전쟁 이후 과거에 만들어진 군 병영시설, 물자 등 실증자료에 대한 보존은 미
흡한 실정이다. 현재 상태라면 우리군의 발자취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금도 전방부
대를 가고 싶어 하는 옛날 세대에게는 현대화된 군의 문화보다는 과거 열악한 가운
데 군복무를 했던 그 시절의 군 문화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특히 군이 현대화되기
까지 과거 우리 군의 발전과정을 온전히 보존한 산물들은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과 후손들에게 열악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배 장병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진정한 안보교육으로 이어 질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군 관련 문
화유산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인공구조물을 전시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선배
군인들이 생활했던 공간을 옛날 그대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에서의 접근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상비사단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DMZ 일원의 보존가치가 있
는 건물(소초, 벙커 등)에 대한 조사 및 목록유지 등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DMZ 내
미사용 GP 등에 대하여도 보존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에 대한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보존되는 시설 내에는 그 시대의 군 에서 사용한 관
물대, 피복 및 장구류, 식기 등을 전시하여 그 시대의 생활방식을 제대로 알 수 있
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PLZ Forum for Ecozoic Era 2019
The Rights of NATURE and Ecological Transformation

<발제> DMZ 생태 ․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군의 역할

Ⅲ. 결론
6.25 전쟁 이후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만들어진 DMZ는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소중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
에 대한 보존 노력이다. 다양한 가치만큼 다양한 보존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DMZ
를 단순히 관광 상품이라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보존하고
자 하는 기존의 가치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보다 미래의 관점에서
DMZ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나는 DMZ를 지키고 있는
육군 장교로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DMZ 출입을 위해 통문을 여는 순간
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렇게 소중한 DMZ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왔다. 2009년 육군본부 자연환경계획장교로 근무하면서 「DMZ 일원 생태
계·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육군 기본계획」을 완성하여 일선부대에 하달한 바 있다.
그 후 10년 동안 DMZ 일원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곳이 DMZ 이며, 이렿게 보존된 DMZ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더욱
더 절실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금번에 제시한 「DMZ 생태·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군의 역할」은 군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공간적으로도
DMZ를 포함하고 있는 시·군 지역은 물론 민통선 또한 DMZ를 지키는 완충 지역
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0여 년 동안 민간의 발길이 끊긴 DMZ는 과거
논과 밭, 마을도 있었고 원시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그
가치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곳이다. 본론에서 제시된 DMZ 보전을 위한 군의 역
할은 당장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미래에 포함시켜야 할 과제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소중한 DMZ 가치만
큼 지금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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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보전과 이용은 세계유산 추진으로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

녹색연합의 DMZ활동
녹색연합은 2008년 국내 최초로 ‘2008비무장지대환경실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10년 동안 DMZ 일원에서 일어난 변화상을 기록했다. DMZ의 지역현황뿐만 아니라
생태와 산림, 역사적 가치를 상세히 규명해 DMZ 보전의 필요성과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 ‘평화와 생명의 DMZ’를 다시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두 개
의 보고서를 통해서 DMZ의 실체를 규명했다. 바로 DMZ가 한반도 최고의 생태지역
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DMZ는 첫째로 산지, 하천, 습지, 보호구역, 문화유산 등이
망라된 자연환경의 살아있는 박물관이었다.

DMZ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
한반도 허리의 서부에서 동부까지 DMZ의 자연은 압도적 경관을 보여준다. 생태계
와 경관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반도 자연이 빚어내는 다양한 모습을 그대
로 품고 있다. DMZ는 국제적인 생태적 보고로 평가된다. 하지만 군사적 대치 상황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다. 그래서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DMZ는 한반도 허리 248km를 가르는 생태축이다. 살아 있는 한반도 자연의 전시장
이다. 동북아에서 한반도로 뻗어 나온 대자연의 속살과 겉살 모두를 간직하고 있다.
DMZ에서는 응축된 자연의 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경기도 파주부터 연천을 거쳐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2개 광역도와 7개 시군이 연결된 자연생
태계의 횡축은 65년 이상의 세월을 숨죽이며 지내왔다. 하지만 생태계는 DMZ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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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역동적으로 꿈틀거렸다. 온갖 모습을 맘껏 드러내며 인간의 간섭이 제한된 환
경에서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어갔다.
DMZ는 지형적으로 크게 산지, 평지 그리고 습지로 펼쳐진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형태의 자연이 오밀조밀 압축적으로 혹은 변화무쌍하게 엉켜서 한반도 허리를 관통
하며 펼쳐진다. 산업화 이전 북반부 온대림의 원형이다. 유럽에도 아시아에도 찾기
힘든 자연의 모습이다.

DMZ의 자연
서부전선 DMZ는 파주와 연천의 사천강-백학산-사미천-고왕산-임진강-역곡천 등
이 연결되어 하천과 습지 그리고 구릉성 산지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과거 농경지
또는 평야지대가 전쟁 이후 평원으로 변했다. 이 사이 사이에 작은 저수지와 둠벙
등이 습지를 형성하며 어우러져 있다. 구릉성 산지와 하천 그리고 평원과 습지가 자
연상태 그대로 맞물려 있다. 특히 서부전선에는 하천의 물줄기가 남북으로 흐르면서
그 배후와 주변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습지를 빚어냈다. 전쟁 이전에는 거의 논으로
이용되던 곳들이다. 정전으로 DMZ가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농경지가 자연천이 과
정을 거쳐 습지 혹은 평원으로 변한 상태다.
서부전선에는 습지가 다양하고 넓게 분포한다. DMZ와 민통선 지역을 관통하는 물
줄기와 함께 발달했다. DMZ의 습지는 지리적으로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서부전선 DMZ에 들어가면 구릉성 산지 사이 사이로 다양
한 습지가 형성돼 있다. 물과 초지의 경계가 따로 없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서
넉넉한 습지가 되기를 반복하는 곳이다.
서부전선 전체가 자연이 스스로 자신의 질서를 찾아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 겉보
기에는 산지에 숲이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생태계보다 역동적이다. 천
이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생명의 관계를 촘촘히 그물처럼 형성하고 있다. 숲이 안정
되어 가는 각각의 단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순히 숲으로만 형성된 것보다는 여
러 모습의 숲과 초지, 습지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이채롭다. DMZ 바로 뒤쪽 민
통선 산림의 단순한 형태를 뛰어넘는 변화무쌍함이 있다. 이것이 DMZ의 생태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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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습 중 하나다.
중부전선은 철원이다. 전체 DMZ의 1/3이 철원 지역이다.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서
DMZ 철원평야까지 이어진다. 중부전선의 철원 DMZ에서 동북 방향으로 평강고원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한반도 중부 자연사의 정점이다. 철원은 평야를 비롯하여 동쪽
김화읍과 원동읍에는 산지도 우람하게 자리잡고 있다. 안암산-오성산-성제산-계웅
산-한북정맥(삼천봉)-적근산으로 이어지는 철원의 산림지역은 서부와 중부를 거쳐
동부의 산악지형으로 이어지는 생태통로 역활을 한다. 이중 오성산은 우람하게 솟아
있다. DMZ와 붙어 있거나 연접한 산들은 대부분 남한에 주봉이 있다. 그런데 철원
의 오성산은 주봉이 북한쪽에 자리잡고 있다. 산지는 대부분 산림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한탄강, 김화 화강 등이 북에서 남으로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있다.
동부전선은 산에서 시작하여 산으로 끝난다. 화천 백암산-양구 백석산(어은산)-인제
백두대간 삼재령-고성 건봉산으로 연결되는 산림이 이어진다. 동부전선은 DMZ 내
부로 들어가도 군사분계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찾기가 쉽지 않다. 첩첩산
중의 천연림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남방한계선 철책선과 북방한계선 철책선 만
빼면 모두가 산림이다. 이 중간중간에 금성천, 북한강, 수입천, 인북천, 고성 남강
등이 자리잡고 있다.
동부전선에서는 물줄기조차 산속으로 깊이 구불구불 흐르는 듯하다. 동부전선의 산
림은 50년 이상된 숲으로, DMZ 내부와 민북지역 모두 천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동부전선의 민북지역 주요 산림은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동부전선은 민북지역에도 주민들이나 마을이 거의 없다. 양구 해안면을
제외하면 온통 산림지대로 돼 있다.
전쟁 이전 동부전선은 원시림을 자랑했다. 특히 백두대간 고성재-삼재령 일대는 금
강소나무 원시림이 일품이었다. 지름 2m에 높이 30m에 달하는 금강소나무가 태곳
적 신비를 간직하던 곳이었다. 백두대간과 DMZ가 만나는 인제와 고성의 경계지역
이다. 일제의 수탈과 전쟁으로 원시림 거목은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도 DMZ 내부와
민북지역에는 금강소나무의 아름드리 자태를 만날 수 있다.
동부전선의 원시림은 수탈과 전쟁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65년 세월은 이를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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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했다. 이제는 백두대간과 주요 국립공원과 같은 산림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줄기와 한북정맥 줄기 사이를 횡단하여 펼쳐지는 적근산-백암산-백
석산-삼재령-건봉산 등의 DMZ 동부 산림 생태축은 동식물의 천국과도 같은 곳이
다. 이 가로축과 설악산-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이 바로 백두대간과 DMZ가 만
나는 한반도 생태축의 교차점이자, 중심축이다.

DMZ 보호지역 10선
65년간 군사적 목적 외에 사람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었던 DMZ일원은 다른 지역
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산림과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지역
이 많다. 다음 지역들이 가장 대표적인 곳들이다.
1. 사천강 습지 - 임진강 하류 습지 (경기도 파주)
2. 사미천 습지 (경기도 연천)
3. 임진강 습지 - (경기도 연천)
4. 평강고원 - 철원평야 (강원도 철원)
5. 한탄강 습지 (강원도 철원)
6. 한북정맥 – 삼천봉 – 적근산 (강원도 철원, 화천)
7. 백암산 – 금성천 – 북한강 - 백석산 (강원도 화천, 양구)
8. 양구 해안분지 (강원도 양구)
9. 백두대간 – 고성재 - 삼재령 (강원도 인제, 고성)
10.건봉산 – 남강 (강원도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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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강 습지

사미천 습지

임진강 습지

철원평야

한탄강 습지

한북정맥 적근산

북한강과 주변 습지

양구 해안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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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고성재

건봉산

이곳들은 자연환경과 산림환경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곳이다. 생태적 측면과 지형·
지리적 측면에서 상징성과 가치를 지닌 곳이다. 특히 한반도 다른 자연지역과 비교
해도 손색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을 비롯하여 지리
학 차원에서 자연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의 보고라 할
수 있다.

DMZ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금자리
DMZ는 기존 보고서에서도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립생태원
은 지난 6월 중순 ‘1974년부터 작년까지 DMZ일대를 조사한 각종 학술보고서를 분
석한 것’을 발표했다. DMZ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모두 101종으로,
전체 267종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DMZ가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금자리
라는 것을 말해 준다.
DMZ의 생태적 가치는 동물이 먼저 언급된다. 종의 다양성과 종별 개체수도 남북한
통틀어 으뜸이다. 추측건대 DMZ는 북한의 백두산 원시림지대를 제외하면 한반도에
서 가장 안정적인 동물의 서식공간이다. 포유동물의 경우 남한 최고의 서식지라고
할 수 있다.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산양, 사향노루, 삵,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등
이 살고 있다. 이중반달가슴곰은 철원부터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중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여유롭게 살고 있다. 국내에서 야생반달곰의 서식은 지난 99년 지리산
에서 확인된 것이 유일하다. 사향노루도 80년대 이후 직접 확인된 것은 DMZ가 유
일하다. 포유동물은 생물학적 진화로 볼 때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의 개발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DMZ는 동물들이 생태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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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다.
식물도 풍부하다. 국립수목원이 조사한 ‘DMZ식물 155마일’에 따르면 식물이 2504
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식물종 4425종의 56%에 해당한다. 이정호 국립식물원
DMZ 자생식물원장은 “DMZ는 한반도 허리답게 북한식물과 남한식물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식물의 보금자리로 보전적 측면과 이용적 측면 모두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DMZ개발과 보전대책
DMZ 자연환경과 그 생태적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훼손 위협에 놓인 DMZ 일
원의 현안을 고민해야 한다. 주요 환경생태 현안으로 산사태, 산불, 대인지뢰, DMZ
관통 도로·철로 문제, 남북경협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이다. DMZ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개발 계획을 포함해 DMZ를
훼손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DMZ 내부는 오직 보전으로 접근해야 한다. DMZ는 이미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
정받고 있는다.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냉전시
대의 유산이다. 그러나, 판문점선언 이후 봇물 터지듯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MZ를 개발하려는 온갖 구상들이 줄을 서고 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DMZ
내부에 도시나 근린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정책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
어 유포되고 있다.
DMZ가 한반도 생태계 벨트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개발과 훼손은 피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도 더 이상 DMZ를 훼손하는 접근은 피
해야 한다. 남북교류사업을 비롯하여 어떤 이유에서도 개발은 곤란하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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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세계유산
환경부는 지난 2000년 “한반도의 생태축으로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연결된 백두대
간을 종축으로 삼고, 서해에서 동해까지 이어진 DMZ를 횡축으로 설정한다”고 선언
했다. 백두대간은 지난 2005년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이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DMZ는 아직 정부의 보호장치가 없다. 법과 제도에 의해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DMZ는 전쟁과 냉전이 만든 비극의 공간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연에게는 유례
없는 낙원이 되었다. 20세기 이래로 근대적 경제활동과 산업화로 더 이상 한반도에
남아있지 않은 자연의 다양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해안지역부터 고산지역까지
본래 자연의 모습이 나이테처럼 켜켜이 자리잡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DMZ를 개발하겠다는 온갖 구상들이 줄을 서
고 있다. DMZ는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축소됐다. 인
민군이 먼저 북방한계선 철책선을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여기에 우리 군도 대응 차원
에서 남방한계선 철책선을 북쪽으로 전진시켰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DMZ를 ‘248km
길이에 남북으로 폭 4km 떨어진 공간’이라 한다. 하지만 실제 공간의 면적은 훨씬
작다.
DMZ의 평화가 난개발의 평화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쟁과 분단의 슬픔을
딛고 한민족이 인류에게 주는 미래의 세계유산이 바로 DMZ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개발도 DMZ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DMZ는 세계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국제적인 생태보고로서 세계자연유
산과 20세기 전쟁과 냉전의 현장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결합된 유일한 현장이다. 이
를 위해서는 남과 북 그리고 남·북·미·중이 함께 지혜와 협력을 발휘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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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법적 현실과 자연의 권리를 위한 제안

정혜진 (변호사), 함보현 (변호사)

1. 들어가며
DMZ의 생태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안은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다. 세계자연
보전연맹(IUCN)은 1992년 DMZ를 국제 평화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 25일 UN 총회 연설을 통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을 제안하며 ‘생태’에 초점을 맞춘 DMZ의 평화적 이용을 개념화해 밝혔다.1) 하지만
그 어떤 제안도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해 구체적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문재
인 정부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면서 DMZ일대를 포함하는 접경지역 평
화벨트 조성을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여기에는 DMZ 일대에서 생태관광, 녹화사업
및 남북의 수자원 공동관리 협력 등을 추진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통일부에
서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는 남북 정상회담과 군사합의, 북 ‧ 미 정상회담 등으로 DMZ를 둘러싸고 평화 분위
기가 조성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2)

1) 정대진, DMZ에 대한 남북의 관점, 그 변화와 향후의 흐름, 2019 한반도DMZ세계문화유산 등재기반
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2019. 4. 23.)
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
다”라고 강조하는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은 현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
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3대 벨트 가운데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DMZ를 비롯한 접경지
역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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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안된 안은 그 세부 내용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DMZ를 하나의 생태 공
간, 보전하여야 할 객체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법
체계가 가지는 내재적 한계를 생각하면 이해할 만하다. 우리는 이 발표문에서 DMZ
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상정해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DMZ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현황을 살피고,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한 뉴질랜드 입법
례를 소개한다. 우리의 제안은 뉴질랜드 사례를 참고한 방향 제시의 정도라는 점을
밝혀둔다.

2. DMZ 규율 법제 현황
가. DMZ에 대한 영토고권과 남북 합의서
남북은 1992년 2월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3)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제1조)고 전제한 뒤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
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
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제5조)면서 평화체제로 전환 전까지 정전협정 준
수를 규정하고 있다.4) 남북기본합의서는 덧붙여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을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제12조). 본
합의서는 남북한 간 합의문서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언급한 최초의 규정이다.
이후에도 DMZ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안과 남북 간 합
의가 나왔다. 2000년 9월 분단 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 후 공동보도문
에서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
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된 ‘9 ‧ 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

3) 정식 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4) 이에 대하여,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DMZ의 존속 및 유지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확인 ‧ 보장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제성호, “DMZ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법조 Vol.602, 법조협회,
2006. 11., 1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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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인 ‘9 ‧ 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5) 제2조에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
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며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과
역사유적 공동조사 및 발굴 등에 대하여 합의하기도 했다.
남북 양측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고권을 주장하면서도 뒤에 살펴
볼 정전협정의 법적‧실질적 유효성과 주권의 제약을 인정하고, 그러한 현실적 제약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합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나. 정전협정상 군사정전위의 관할권과 남북의 관리권
DMZ에 대한 헌법상 영토주권은 대한민국에 속하지만 현실의 인적 ‧ 물적 관할권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일종의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에 속하며, 보다 구체적
인 권한을 양측 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6)
정전협정은 DMZ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법 규범으로 구역의 설정, 출입 및 행위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한에서 남한 관할지역인 DMZ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거나 민사행정이나 구제사업을 이유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면 별도로 군사
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북한 관할지역인 DMZ로 들어가려면 다
시 조선인민군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7)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DMZ의 규범체계가 여전히 유
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 ‧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DMZ를 통과한 인적, 물적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같은 해
11월 유엔군과 북한은, 유엔군이 DMZ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권을 남한
에 이양하는 데 합의하였고8),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관한 국제연

5)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6) DMZ는 헌법상 우리 영토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통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하고, 영유(dominium)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지역이라는 설명은 이장희, “세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사회과학논총 제10집, 명지대학교, 1995, 218-221면 참조.
7) 현재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선인민군 사령관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인원은 DMZ, MDL 통행을 위하여 유엔사와 북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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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2000. 11. 17.)를 채택하였다. 동 합의서는 “정전협정
에 따라…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
구역으로 하는 데 합의한다”고 적시했다. 이로써 DMZ에 대한 관할권 외에 남북관리
구역에 대한 관리권(administration)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일부 구역을 지정하여 남북한이 공동으
로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행사와 개별 합의 건에 대한 관리권 이양의 틀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 도로작업의 군
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 9. 17.),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
의서’(2002. 12. 6.), ‘동 ‧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 ‧ 통신 ‧ 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7. 12. 13.), ‘9 ‧ 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2018. 9. 19.) 등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다. 국내법의 규율
국내법은 DMZ를 둘러싼 국제법적 규율과 영토고권 행사의 한계를 전제하여 분야별
로 필요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제2조 제13호에서 “자연유보지역”에 대해 “사람의 접근이 사실
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
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당
장 「자연환경보전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
하는 날로부터 2년”이라는 유보 규정을 덧붙인 것이다.
동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
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DMZ에 대하여는

8) 앞서 북한은 DMZ 남북관리지역의 남한지역에 대한 관할권 자체를 남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지만, 유엔군은 관할권 자체의 이양은 불가능하고 행정적인 관리권을 남한에 넘겨줄 수 있다고
답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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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러한 의무가 없다
하겠다. 또한 동법은 자연유보지역에서의 환경 훼손 등 행위제한, 중지명령 등을 규
정하고 있으나, DMZ에 대하여는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 ․ 북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
책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제22조 제2
항). 동법에 의하면 DMZ에 대하여는 남북 간 합의나 통일정책 관련성을 내세워 필
요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특례 규정 역시 ‘관할권이 대한민국
에 속하는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MDL 이남 10㎞의 범위 안에서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하여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과 일정한 행위를 통제하고 있
다. 특히 DMZ를 포함하는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은 원칙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것은 물론 토지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
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밖에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
지법」 등의 개별법은 원칙적으로 DMZ 남한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현실
적으로는 안보와 군사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정전협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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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운 DMZ 거버넌스 고안의 과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적용되
는 국제 협정으로, 정전 이후 남북 간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향후 한
반도에서 정전체제가 극복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DMZ에는 기존의 정
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규범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DMZ가 전쟁과 분
단의 고통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설적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생
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서 평화체제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버넌스의 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주요하게는 관할권 조정과 관련하여
국제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가 남한에 관할권을 반환하고 남북이 새로운 거버넌
스에 합의하는 방식부터, 유엔 ․ 남한 ․ 북한이 일괄 합의하는 방식, 남북이 먼저 합의
하고 유엔군이 추인하는 방식, 정전협정의 당사자(유엔9) ‧ 중국 ‧ 북한)와 실질적 당사
자(남한)가 정전협정 개정에 동참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전쟁에 국제전과
내전의 성격이 혼재한 점, 현재 DMZ 관련 규율 역시 국제법과 국내법 및 남북 간
합의가 뒤섞여 있다는 점,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효과가 비단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
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할권의 반환을 위한 협약에 정전협정의 형식적 ‧ 실질적 당
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관할권이 남북한으로 반환된 후
에는 남북이 DMZ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합의하고 해당 합의서에 법적 구속
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관할권 전면 반환 전에라도 DMZ의 평화적 이
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대북 협
상권을 남한 정부에 포괄적으로 공식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DMZ 내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10) 전쟁과 오랜 분단으로
토지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MDL 이남 지역의 전체 토
지에 대하여 국유화할지 여부, 국유화는 매수청구권의 인정, 협의매수, 공용수용 가
운데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지 문제된다. DMZ는 70년 가까이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9) 정전 협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남한과 유엔’, ‘한국과 참전 16개국’, ‘유엔’ 등의 주장이 있다.
10) 현재 DMZ는 선점의 대상이 되는 무주지(terra nullius)나, 국제공역(international public domain), 국
제법상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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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지역인데다 평화적 이용과 보존의 필요성, 한반도의 평화통일 또는 공존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용수용의 방식
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유화를 위한 공용수용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1)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권의 확정과 보상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의 문제를
넘어 북한의 토지개혁과 체제 인정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한 주민이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남북 간 합의 후 그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더불어 남북한 양측이 대승적인 합의에 이른다면 DMZ 전역을 한반도, 한 발 나아
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남북 또는 국제기구의 공동관리 아래에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3. 뉴질랜드 입법례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한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다. 먼저 2014. 7. 27.
테 우레웨라 법(Te Urewera Act 2014)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기존에 국립공
원의 지위를 가졌던 테 우레웨라 삼림지역은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 “법적 실체(legal entity)”가 되었다. 또한, 2017. 3. 15. 테 아와 투푸아
법(Te Awa Tupua Act 2017;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
이 제정되어 황거누이 강은 법인격(legal personality)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가. 테 우레웨라 법(Te Urewera Act 2014)12)
이 법에 따라 테 우레웨라 지역은 이제 뉴질랜드 영연방국가의 토지도 아니고 국립

11) 토지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안과,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12) Te Urewera Board, Te Kawa o Te Urewera: Final Statement of Priorities (2016),
www.ngaituhoe.iwi.nz/te-kawa-o-te-urew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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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도 아닌 자유보유지(freehold land)다.
테 우레웨라가 국립공원이었을 때는 뉴질랜드 환경부가 관리하였지만 위 법 제정 이
후로는 법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Te Urewera Board)가 관리한다. 이 위원회는 테
우레웨라의 이름으로 테 우레웨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책무를 진다(제17(a)조). 위
원회는 첫 3년 동안은 Tūhoe(마오리 부족)와 정부가 각각 지명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뒤 1인이 추가돼 Tuhoe가 지명한 6명 위원과 정부가 지명한 3명의
위원(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관습적 가치와 법을 반영하고, 의사결정 시 테
우레웨라와 함께 형성된 마오리의 문화와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만장일치
또는 컨센서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테 우레웨라법과 국립공원법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지만 그 목적은 미묘하게 다르다.
국립공원법은 “공원의 내재적 가치와 일반 대중의 편익과 이용 그리고 향유를 위하여”
국립공원의 영구적 보전을 전제로 한다. 공원의 보전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이다. 반면 테 우레웨라법 section 4는 이 법은 “테 우레웨라의 정체성과 그 보호
지위”를 영구적으로 설정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테 우레웨라의 고유한 내재가치와
탁월한 자연적·문화적 가치, 그러한 가치의 온전성, 국가적 중요성 그리고 특히 (a)
Tūhoe족과 테 우레웨라 간의 연계성을 강화, 유지하고, (b) 테 우레웨라의 자연적
특성과 아름다움, 그 온전한 토착적 생태시스템과 생물다양성, 그 역사적 및 문화적
유산을 가능한 한 보전하고, (c) 공공의 이용과 향유, 오락과 학습 및 영적 성찰을
위한 장소로 또한 모두를 위한 영감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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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Urewera Act of 201413)에서 자연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점적으로 검토
해야 할 부분은 제1장 제3절과 제2장 제1절 및 제3절이다.
○ 제1장 제3절—테 우레웨라의 법적 성격 및 토지 부여
제11조 법적 실체로서 테 우레웨라14)
(1) 테 우레웨라는 법적 실체로,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 의무 및 책임을
갖는다.
(2) (a) 다만, 그 권리와 권한, 의무 및 책임은 테 우레웨라 위원회에 의하여 이 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테 우레웨라의 이익을 위하여 테 우레웨라의
이름으로 행사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b) 테 우레웨라의 책임(liabilities)은 테 우레웨라 위원회의 책임(responsibility)
이다. 다만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1장 테 우레웨라
제1절—배경, 목적 및 원칙 (Background, purpose, and principles)
제2절—해석 및 그 밖의 문제 (Interpretation and other matters)
제3절—테 우레웨라의 법적 성격 및 토지 부여 (Legal identity of Te Urewera and vesting of
Te Urewera land)
제2장 테 우레웨라 거버넌스 및 관리
제1절—테 우레웨라 위원회 (Te Urewera Board)
제2절—테 우레웨라 관리계획 (Te Urewera management plan)
제3절—테 우레웨라 운영관리 (Operational management of Te Urewera)
제4절—테 우레웨라 내에서 행위인가 (Authorisation of certain activities in Te Urewera)
제3장 테 우레웨라 토지 및 관련 문제
14) 11 Te Urewera declared to be legal entity
(1) Te Urewera is a legal entity, and has all the rights, powers, duties, and liabilities of a
legal person.
(2) However,(a) the rights, powers, and duties of Te Urewera must be exercised and performed on
behalf of, and in the name of, Te Urewera—
(i) by Te Urewera Board; and
(ii)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this Act; and
(b) the liabilities are the responsibility of Te Urewera Board, except as provided for in
section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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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테 우레웨라에 기본 토지의 부여15)16)
(1) 테 우레웨라 기본 토지는 왕실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2) 기본 토지의 일부로
(a) 보전법(Conservation Act 1987)에 따른 보전지역은 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 토지법(Land Act 1948)에 따른 왕실 토지는 왕실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c) 국립공원법(National Parks Act 1980)에 따른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d) 유보지법(Reserves Act 1977)에 따른 유보지로서 지위는 철회된다.
(3) 테 우레웨라 기본 토지 내 부동산 등 재산은 테 우레웨라에 귀속되고, 이 법에
따라 보유된다.
○ 제2장 제1절 및 제3절—테 우레웨라 위원회 및 운영관리
위원회의 목적은 테 우레웨라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이름으로 이 법에 따라 테 우레
웨라를 위한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제17조). 위원회는 테 우레웨라 관
리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갖는다(제18조제1항). 이러한 역
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마오리 부족의 관리 개념을 고
려하고, 또 제시할 수 있다.(같은조 제2항)
(i) rāhui: 적합한 이유에서 어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감각
(ii) tapu me noa: 타푸(인식의 제고 또는 존중받아야 하는 영적 특질에 대한 지식
을 포함해 인간으로부터 존중을 요구하는 어떤 상태 내지 조건)에서 거룩함의
개념, 어떤 장소에서 인간으로부터 존중을 요구하는 상태; 타푸가 어떤 장소에

15) 12 Vesting of Te Urewera establishment land
(1) Te Urewera establishment land ceases to be vested in the Crown.
(2) Any part of the establishment land that is—
(a) a conservation area under the Conservation Act 1987 ceases to be a conservation
area:
(b) Crown land under the Land Act 1948 ceases to be Crown land:
(c) a national park under the National Parks Act 1980 ceases to be a national park:
(d) a reserve under the Reserves Act 1977 has the reserve status revoked.
(3) The fee simple estate in the establishment land vests in Te Urewera and is held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16) 제13조에 따라 테 우레웨라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 등 처분이 불가능하다(“테 우레웨라 토지는
양도되거나, 담보제공되거나, 세금 등 부과금 부과의 대상이 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
될 수 없다. 다만 제111조에 따르거나 제62조1항에 따라 임차 또는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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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거되었을 때 그 장소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감각
(iii) mana me mauri: 어떤 장소에 살아 있는 영적 힘에 대한 예민한 인식의 감각
(iv) tohu: 사물의 형이상학적 내지 상징적 묘사를 함축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하고, 그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 어느 위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30조).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관하여 만장일치(제33조), 컨센서스(제
34조), 조정인의 조정(제35조), 그리고 투표(제36조)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나. 테 아와 투푸아 법
(Te Awa Tupua :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
왕거누이 강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항해가 가능한 강으로 북섬의 통가리로 산에서
태즈 먼 해까지 290㎞를 흐른다. 황거누이 강 주변의 마오리족 공동체는 1873년 이
래 이 강과의 특별한 관계를 인정받고자 정부를 상대로 싸워왔는데 그들은 황거누이
강은 “불가분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북섬 중앙의 산들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
든 물질적·정신적 요소들을 포용하고 있다고 믿어 왔다. 이 강의 인정과 보호를 보장
받으려는 마오리족의 노력은 1870년대로 거슬러 간다. 당시 유럽인들의 정주와 채광,
농업, 산림 등과 같은 행위는 강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약
150년의 긴 싸움 끝에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강에 법인격(legal personality) 지
위를 인정받음으로써 강을 둘러싼 고유한 전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17)
Te Awa Tupua는 산에서 바다에 이르는 황거누이 강을 구성하며, 그것의 모든 물
리적, 초물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불가분적이고 살아 있는 전체이다(제12조).
Te Awa Tupua의 본질(“Tupua te Kawa”; the intrinsic values)은 다음의 네 가
지 가치를 표상한다.
1) 강은 영적 물리적 지속자립성의 원천이다(the River is the source of spiritual

17) 뉴질랜드의 정부 각료인 크리스토퍼 핀레이슨은 “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접근방식은 독특하다”면
서 “이는 황거누이 강을 둘러싼 전통과 관습, 관행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오리족의 관점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와 마오리족 공동체 간 협상은 2009년 공식적으로 시작돼 5년
후인 2014년 타결됐다. 이어 2016년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법의 통
과에 따라 마오리족 공동에 8천만 뉴질랜드 달러(636억원)를 보상하고, 강의 보존을 위해 추가로
3천만 뉴질랜 드달러(238억원)를 지원하게 된다].연합뉴스 2017. 3. 16.자 기사, “뉴질랜드, 강에
세계 첫 ‘인간 지위’…원주민, 보존싸움 승리”연합뉴스 2017. 3. 16.자 기사, “뉴질랜드, 강에 세
계 첫 ‘인간 지위’…원주민, 보존싸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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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hysical sustenance;“Ko Te Kawa Tuatahi”)

18),

2) 위대한 강은 산에서 발원하여 바다에 이른다(the great River flows from the
mountains to the sea; “Ko Te Kawa Tuarua”)19),
3) 내가 강이고 강이 곧 나다(I am the River and the River is me;“Ko Te
Kawa Tuatoru”)20),
4) 작고 큰 지류들은 서로에게로 흘러 하나의 강을 이룬다(the small and large
streams that flow into one another form one River:“Ko Te Kawa
Tuawhā”)21)이다(제13조).
Te Awa Tupua는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권능, 의무 그리고 책임을 갖는다. 이
법에 따라 황거누이 강은 권리와 의무, 책임 등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마오리족 공동체가 임명한 대표자 1명과 정부가 임명한 대리인 1명,
총 2명으로 구성된 보호자(일종의 신탁위원회)인 Te Pou Tupua가 강의 건강과 안녕
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Te Pou Tupua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제19조제1항).
(a) Te Awa Tupua이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발언한다.
(b) Te Awa Tupua의 지위와 본질적 가치를 지킨다.
(c) Te Awa Tupuato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d) Te Awa Tupua 이익을 위하여 Te Awa Tupua에 부여된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역할기능을 수행한다.
(i) 그 밖에 Te Pou Tupua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
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는 마오리 토지 소송을 해결한 법으로 평가받는(이
런 이유에서 ‘Claims Settlement Act’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법은 생태계 보호의 필
요성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정신적 태도를 포함하는 원주민

18) Te Awa Tupua is a spiritual and physical entity that supports and sustains both the life and
natural resources within the Whanganui River and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iwi, hapū,
and other communities of the River.
19) Te Awa Tupua is an indivisible and living whole from the mountains to the sea, incorporating
the Whanganui River and all of its physical and metaphysical elements.
20) The iwi and hapū of the Whanganui River have an inalienable connection with, and responsibility
to, Te Awa Tupua and its health and well-being.
21) Te Awa Tupua is a singular entity comprised of many elements and communities, working
collaboratively for the common purpose of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e Awa Tup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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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법적 포럼을 제공하는 독특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 법은 서양 법률 시스
템에서 환경법에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생태계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 가치를
통합하는 환경 보호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22)

4. 나가며 – DMZ 자연의 권리를 위한 제안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한 뉴질랜드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자
연에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입법 제도 자체도 낯설지만, 법인격이 부여된 장소가 탁
월한 생태계를 가졌다는 점만 DMZ와 유사할 뿐, 장소의 문화와 역사는 너무 다르다
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법인격이 부여된 자연은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생태적 가치를 뛰어넘는 문화적, 영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수
십 년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보전되어 온 DMZ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DMZ가 가지는 독보적인 생태
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DMZ를 생태공원화, 즉 자연을 객체화하는데 머물지 않
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 자체에 권리를 주는 입법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
을까 라는 가능성 때문이다. 남북공동으로 DMZ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관리위원회가
수탁자가 되어 DMZ의 정체성과 탁월한 자연적 ․ 문화적 가치와 토착적 생태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제안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연의 권리가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DMZ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대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DMZ 내 토
지에 관한 소유권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야 관리위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점에
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서는 아이디어 제시 차원의 제
언 수준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22) Christopher Rodgers, “A new approach to protecting ecosystems: The Te Awa Tupua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 Environmental Law Review, 2018, 19(4), 26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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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lands are closely related to human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are subject to human activities and climatic changes. As critical parts
of the global ecological system and carbon pools, wetlands provide
crucial ecological functions and effects that cannot be replaced: they
offer

a

large

number

of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freshwater

storage, ﬂood control, water puriﬁcation, habitats for wildlife, regulation
of climate and preservation of aquatic life. However, over the past
century, ~50% of global wetlands have been lost due to anthropogenic
factors. Similarly, China has lost 23.0% of its freshwater marshes,
16.1% of its lakes, 15.3% of its rivers, and 51.2% of its coastal
wetlands due to agricultural development.
Wetland landscapes contain wetland units of spatial heterogeneity or
metapopulations from the micro-to macroscale. The wetland landscape
is a result of the combined action of various ecological processes, which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landscape. Changes in the wetland landscape cause significant regional
ecological effects. These are a focus not only of scientific research on
wetland landscape dynamics but also in the field of ecology. Analyses of
landscape dynamics are useful for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scape changes and ecological processes. Quantification of the spatial
distribution of landscape components is the basis for further study of
the

function

and

dynamic

changes

of

the

landscape.

Accordingly,

research on the processes underlying the dynamics and driving for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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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land landscapes should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ypical wetland
evolution

and

help

advance

techniques

to

protect

wetlands.

The

underlying processes and driving forces of wetland landscapes are core
research topics in current wetland science. Wetlands distributed along
the Tumen River, which is one of the main international rivers in
China, are a major focus of eco-environmental protection in Northeast
Asia. However, in recent years, the area has also become the focus of
multi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general opening
-up strategy. The environment has been interfered with and damaged
to different degrees. Such degeneration has induced the fragmentation
of the wetland landscape and decreased biodiversity, thus endangering
the surviv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Basin.
The Tumen River Basin is loc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Jilin
Province, China. The Tumen is an international river located within the
national boundaries of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The Tumen
River Basin has various types of wetland ecosystems and ranges from
N41° to 44° and from E127° to 131° (Fig. 1), and borders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near the East Sea in the east. It is characterized by
a

typical

temperate-zone

monsoon

climate

with

a

mean

annual

precipitation of 400–650 mm. The average temperature is 2–6°C, and
the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s are 34–38 and –34 to -23°C,
respectively.

The

mean

annual

rainfall

is

1000-1500

mm

in

the

upstream region of the Tumen River Basin, which is the highest in the
entire basin. Furthermore, this area is unique because of the types of
wetland, which are a transient habitat for endangered migratory birds,
such as red-crowned cranes, and various rare animals and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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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cope of Tumen River Basin

The wetland types in the Tumen River Basin are diverse and widely
distributed. Among them, the wetland types in the upper reaches are
mainly forest peat swamps; the wetlands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are mainly shrub swamps, herb swamps, rivers and lakes.
There are more than 2,000 kinds of wetland flora and fauna resources,
which occupy a central position in the ecological network of Northeast
Asia.
Previous studies have used remote sensing image data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to study the landscape dynamics of the upper,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Tumen River Basin from 1960 to 2009
(Fig.2). The typical wetlands in the upper reaches of the Tumen River
are mainly located in Yuanchi, Antu County, and Zhongshan Town,
Helong City, east of Changbai Mountain. The typical wetlands in the
Tumen River Valley are located in Yanji City, Longjing City and Tumen
City. The typical wetland in the lower reaches of the Tumen Rive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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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in Jingxin Town, Hunchun City. Using dynamic measurement of
the wetland landscape change rate can not only reveal the temporal
change

of

a

single

landscape,

but

can

also

reveal

the

spatial

heterogeneity of the entire study area and different types of landscape
patterns. The transfer matrix detection method was used to determine
the change of wetland landscape, and the landscape index (plaque
number (NP), percentage of landscape plaque area, average plaque size,
plaque density, Shannon Diversity Index (SHDI) and Shannon Uniformity
Index (SHEI)) was derived using the landscape index software program
Fragstats. Analysis of wetland changes over the past 50 years using
topographic maps and satellite images has shown that the wetland area
of the Tumen Basin has decreased by 50% over the past 50 years.
Except for the five natural marshes upstream and downstream of the
round pool, almost all other natural lakes have disappeared. The area
of swamps, rivers and rice fields decreased, while the area of other
types

of

constructed

landscape

conversion,

wetlands
a

increased

large

number

significantly.
of

natural

In

terms

wetlands

of
and

constructed wetlands were transformed into non-wetlands, and a large
number

of

paddy

fields

were

transformed

into

arid

farmland

and

construction sites. Change, landscape plaque number, average plaque
area and landscape diversity decreased, while landscape fragmentation
index and evenness index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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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1960-2000Typical wetland types in the Tumen River Basin

In addition to the health assessment, a system for ecological safety
indicators in the wetland ecosystem was established using the PSR
model to assess wetland safety in the basin. The wetland landscape
index was also obtained through interpretation of TM/MSS satellite
images from 1976, 1990, 2000 and 2010 using 3S technology. Next, the
index weight was calculated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finally, the wetland ecological safety assessment in the Tumen
River Basin was conducted using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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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ty evaluation results (ecological total viable count (TVC)) from
1976 and 1990 were 0.650 and 0.620 respectively, but the ecological
TVC in 2000 and 2010 were 0.536 and 0.454 respectively, a warning
state. Based on the grey prediction model, the wetland ecological safety
prediction model was constructed, and the wetland ecological safety
prediction of the Tumen River Basin over the next 40 years was made,
which was 0.3903, 0.3345, 0.2866 and 0.2456 respectively (Fig.3).

(a)Analysis of past changes

(b)Future trend analysis

Fig.3 Ecological safety index

Considering the “Opinions on Accelerating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issued b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State Council and the “Overall Plan for the Reform of
Ecological Civilization System”, and focusing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etland

Protection

and

Restoration

System

Program”

and

the

issues related to wetland protec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in the
Tumen River Basin as described abov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First, actively strive for the national major foundation special fund,
carry out detailed wetland census work, and urgently need to set up a
wetland

positioning

monitoring

station

to

provide

support

for

the

protection, resto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Tumen River
Basin wetland.
Second, according to the health assessment of wetland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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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functional groups such as priority protection,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and further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for hierarchical
management, thereby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wetland ecological
networks and the improvement of wetland ecosystem functions.
Third,

further

promote

the

wetland

protection

and

restoration

demonstration project. Adhere to the combination of natural restoration
and artificial restoration, give priority to the restoration of national and
provincial important wetlands with severely degraded ecological functions,
an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Constructed Wetland Park”
with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Heilongjiang, Daohuaxiang” in Yanbian
Prefecture.
Fourth, improve the science and technology support system and broaden
the scope of wetland ecological education. Using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method,

we

will

further

develop

wetland education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based on various resources and ecological advantages such
as beautiful Yanbian and ecological Yanbian.
Finally,

construction

demonstration

base

of
with

a

national-level

the

theme

of

environmental

wetlands.

In

the

education
Yanchun

Campus of Yanbian University,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Demonstration

Base”

(also

known

as

the

Natural

School)

will

be

established, and the publicity and education of wetland science will be
carried out to the public. The use of the Internet and mobile media will
popularize the scientific knowledge of wetlands, and we should aim to
spread this knowledge and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we work
together as a society for wetl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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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Army
in the Conservation of Ecology
and Heritage in the DMZ
Do Sun Kim (Environmental Researcher, ROK Army Headquarters)

Ⅰ. Introduction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is a United Nations Command
(UNC) jurisdiction established und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t
the end of 1953.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1,292 markers were installed alo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and a 4km long buffer zone - the DMZ - was set up to
prevent military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a UNC survey conducted in 2016, most of the markers on the MDL had
corroded or eroded over the past 60 years, with only approximately 15%
remaining.

The

Northern

and

Southern

Limit

Lines

were

also

established inside the DMZ, so the actual area of the DMZ was reduced
compared

to

it

was

during

the

Armistice

Agreement.

This

means

military buffer zones and ecosystem conservation were also reduced.
Although the area of the DMZ has been reduced, it is a buffered are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n

important

area

as

an

ecological axis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area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NC, civilians are not allowed to enter without
guidance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Army, which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management of the DMZ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Ⅱ.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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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Requirements of DMZ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e DMZ has been closed to the public for more than 60 years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Only a limited number of “civil police” are
stationed in some limited areas, and are responsible for preventing
viol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ccidents in the DMZ. The
Armistice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have more than 1,000 DMZ personnel, and the DMZ is considered a
mine field with a limit on all activity unless a particular area is
identified as mine-free by the civil police. The ecosystem inside the
DMZ is well-preserved because for more than 60 years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have been allowed to engage in limited activity there.
The

DMZ

consists

of

diverse

ecosystems

including

coastal

areas,

streams, valleys, wetlands, farmland, and forests which are rich in
species diversity and are also a home to rare fauna and flora. The DMZ
should be preserv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of its
ecological importance, economic feasibility, and research value. It is the
military heritage of the Cold War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in
addition,

the

Ganghwa

Strait

and

the

Han

River

Estuary,

which

prevented foreign invasions, are located there. From a historical and
cultural perspective, its value and the need for its preservation is very
high

because

there

are

many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assets

within it, including from the Goguryeo Dynasty and the Paleolithic era.
The DMZ, is 248km wide from east to west and 2~4km wide from
north to south, and includes a 10km wide Civilian Control Area. It
covers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s well as coastal areas and
is one of the three major ecological axes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various perspectives - ecology, history, culture, and society – the DMZ
has important value and thus require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2. DMZ Damage by the Military and Conserva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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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the DMZ, various forms of ecological and cultural heritage are
preserved based on law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the Natural Park Act, the Forest
Law, and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Civil administration in
the southern part of the DMZ is defined by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istice Agreement under Article 1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nd is interpreted as including all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In other words, the DMZ is not subject to
domestic law, and in matters that require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 the UNC hands over “administrative control”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espite

surrounding

area,

the

military

legal

protections

confrontation

for

the

between

DMZ

North

and

and

the

South

Korea intensified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DMZ was damaged by
general outposts, guard posts, observation posts, firearm camps, tactical
roads, shooting ranges, and training camps. The installation of these
military facilities also resulted in secondary damage such as landslides
in some areas. However, in 2008, the headquarters of the ROK Army
and the Forest Service signed an agreement on restoration of damaged
land, restoring 230 hectares of damaged land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A total of 116km of 22 tactical roads have also
been converted into forest roads and used jointly by the county and the
Forest Service.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2009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Cooperation in the Demilitarized Zone Ecosystem Survey,”
the ROK military actively supported eight areas including vegetation,
topographical, fauna and flora, and environmental policies. As such, the
military is working closely with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Forest Service to preserve the DMZ, has made
systematic efforts b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DMZ Ecological
Heritage

Preservation

Plan

in

2009,

and

has

supported

surveys, nature restoration, and ecosystem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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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Ecological and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Promotion Concept

The efforts of the military have had tangible results, especially through
spreading the awareness of DMZ conserv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DMZ among soldiers, as well as through participation in ecological
conservation activities.

3. Role of the Military in the Conservation of the DMZ
The primary tasks for DMZ preservation are to clearly identify the
causes

of

DMZ

damage,

and

to

promote

targeted

solutions

and

consistent conservation efforts for each identified cause. Since 2009,
more than 30 studies on the DMZ area have been conduc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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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departments,

local

governments,

and

civic

organizations.

However, only few of them have either shared their studies with the
ROK Army (which manages the area north of the CCL) or systematically
promoted the research results. In order for the research reports to be
properly

used

by

the

military,

the

military

should

participate

in

planning and carrying out the research, and aspects of the military
which need improvement should be pointed out and addressed.
“Research on Landslide Hazard Sites Around the Civilian Control Line
Military Posts,” order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in 2015 and 2018
and conducted by the Korea Forest Engineers Association, is a study
that has

given the

military

a

new role in

mountain

management.

Recently, research on landslide risk areas, research on areas recovered
after

landslides,

and

monitoring

of

recovered

areas

have

been

conducted,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identifying the weaknesses of
mountain management and finding solutions in the region north of the
CCL.
First, the Forest Service, local governments, and military units should
use existing data and on-site surveys on mountain management in the
area,

forest

damage

areas,

restoration

areas,

additional

restoration

needs, forest damage prediction areas, required budgets, and priorities
by

division

management

and

region

policies.

In

to

secure

addition,

budgets
survey

and

reports

establish
should

mountain
cover

the

overall problems of mountain management north of the CCL, their
causes, and viable alternatives. In July 2019,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eams of three to four experts of in steel
barbed-wire fence areas, military stations and tactical roads were
created to conduct intensive four-day investigations north of the CCL.
Their mutual opinion was that forest management by forest experts and
a full survey of general outpost divisions were require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full-scale investigation which diagnoses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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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of the CCL, identifies problems,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Second, the Forest Service should take charge of mountain management
north of the CCL while the military should be dedicated to ongoing
operations and combat readiness. The Civilian Control Area (CCA) is
where civilian access is strictly controlled and current operations and
the highest level of combat readiness are carried out by the military.
Unlike in the rear area, in the CCA, missions are performed in rugged
mountainous areas without basic infrastructure such as paved roads. In
the DMZ, the military concentrates on their military missions such as
preparation,

education

and

combat

training,

maintenance

of

military

facilities and combat equipment, as well as other missions such as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natural disaster prevention. As such,
some of missions that are regarded as of low- and medium-level
importance can be deprioritized. One of these is mountain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forest management i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task for the Forest Service. The legal foundation for this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and the Work Against Land Erosion or Collapse Act, and there are
a number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that implement and operate based
on these legal rules. Tactical roads used by the military and forest
roads used by the Forest Service have different purposes, but they have
in common the opening of mountain roads. In fact, in some areas north
of the CCL, tactical roads have been converted to roads for forest
management, and are jointly used by the military and the Forest
Service. The Forest Service is carrying out a variety of projects in
various forest areas, such as erosion control dam installation, mountain
stream

conservation

and

landslide

prevention

projects,

and

similar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in the military. However, among the
results of the projects carried out by the military and the Forest
Service, the view of experts is that the projects carried out by the
Forest Service are much better in terms of economic feasibili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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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different work practices of the
military and the Forest Service in terms of design, contractor selection,
construction and supervision. The difference comes down to expertise in
mountain areas. Therefore, the Forest Service should focus on mountain
management

whereas

the

military

should

be

dedicated

to

ongoing

operations and combat readiness. It is likely that participation of forest
specialists will be facilitated if the “Forest Land Use under the Act on
Defense

Military

Facilitie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forestry projects under the Basic Forest
Law.
Third is the promotion of ecological protection activ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use of military operations facilities and operational activities
for ecological research and conservation. Many academic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and

government

departments

hope

to

engage

in

research north of the CCL and in the DMZ in various fields such as
geology, vegetation, soil and ecosystems. Visitors need permission from
the division commander to access areas north of the CCL, and from the
UNC

for

access

to

the

DMZ.

Civilian

access

is

monitored

from

throughout the period of access, from beginning to end. While these
procedures make any research north of the CCL difficult, nevertheless
they are necessary. Military and equipment stationed in the area can be
used to meet both requirements. The inside of the DMZ is monitored
24/7 using various kinds of equipment such as thermal observation
devices and short and medium range surveillance cameras to prevent
enemy

infiltration.

Using

these

devices

would

make

year

round

ecological surveys possible. Since 2008,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cooperation with the military, has identified endangered species such as
the Asiatic black bear (known as the white-chested bear) and musk
deer with unmanned infrared cameras installed in the DMZ. In addition,
underground tunnel detection drilling equipment used in areas north of
the CCL can be used in geological and groundwater research.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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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use military equipment, specific consultation with the military on
details

such

as

required

data,

acquisition

plans,

and

utilization

of

acquired data would be necessary. In addition, rare animals and plants
identified

by

soldiers

during

military

activities

such

as

security

operations, search operations and reconnaissance are also available as
ecological survey data.
Fourth,

military

protection

personnel

activities.

In

the

should
DMZ,

participate
only

in

limited

DMZ

ecosystem

activity

by

limited

personnel is possible, so the role of the military is very important in
areas

around

the

CCL

where

military

activity

is

relatively

less

restricted. This is because if the DMZ is a key area of ecological
conservation, the area north of the CCL can serve as a buffer zone.
CCL posts, which control civilian access, can help in monitoring and
education,

and

can

facilitate

personnel

and

equipment

entering

and

leaving the buffer zone.
In addition, removal of non-native plants and collection of poaching
tools such as snares and traps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ecological
protection in the area north of the CCL. In order for this role to
continue, education is needed on how animals and plants are distributed
in the DMZ, which animals and plants we need to protect and preserve,
and

how

best

to

accomplish

this.

In

addition

to

education,

the

involvement of the military in ecosystem protection activities is an
important task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nature and to learn how
to preserve
ecosystem

the land. Rewards
protection

activities

are
in

one of the ways
the

DMZ.

to promote

Suggestions

include

proposing ways to quantify nature conservation activities, evaluating
performance,

and

rewarding

troops

and

individuals

who

excel.

Competitions and exhibits featuring rare DMZ animals and plants would
be

effective

as

well.

For

example,

photos

of

endangered

animals

captured by surveillance cameras and of rare animals and plants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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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military

operations

could

be

submitted

after

editorial

and

security review. Based on my experience photographing various animals
such as moles, elk, roe deer, snakes, wild boars, and mountain goats in
the front area, if soldiers stationed in the region hav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a significant number photos of rare animals and plants
will be submitted.
Fifth, the involvement of related agencies and the role of a control
tower are important. In order to keep up efforts toward preservation of
the DMZ, there are as many relevant agencies and roles as there are
laws in effect. Regarding the DMZ, the Ministry of Defens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Forest Service, the provinces
Gangwon-do, Gyeonggi-do and the UN are all involved.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front

since

the

September

19,

2018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for example matters related to debris
disposal and nature restoration in areas around demolished guard posts,
road construction and establishment of sites to facilitate joint recovery
of remains in the DMZ, and the creation of guard post peace roads are
all closely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DMZ ecological and cultural
heritage. Since the military agreement, the demand for follow-up work
by various departments has increased.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continues yet, over time, DMZ-related work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order to maintain continuity of work, including
providing

supplementation

insufficient,

a

work

established.

This

in

areas

performance

control

tower

where

control
will

progress

tower

organize

system
the

has

been

should

increased

be

work

demands, adjust and control redundant work so it can be operated by a
single department,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ate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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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the military-related cultural heritage of the DMZ should be
preserved. There are many cultural sites in the DMZ ranging from the
Paleolithic era to modern history. It is important to discover and
preserve this cultural heritage. Recently, scientific efforts to modernize
troops and military facilities have accelerated, but the preservation of
post-Korean War military barracks and supplies, as well as related
empirical data, has not been sufficient. Because of this, it has not been
easy

to

conditions

trace
in

our

military

which

past

history.

soldiers

Even

served,

now,
the

despite

older

the

poor

generation

of

veterans wants to be reminded of, even relive, the those days when
they

served

in

the

military

in

the

past.

Fully

preserv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our military from the past until modernization
would help us to understand the elderly soldiers who tried to protect
our country many

decades

ago.

Therefore,

military-related

cultural

heritage needs a new approach - to show the places our past soldiers
lived and served as they are, rather than displaying artificial structures
in an artificial space. In order to do so, standing divisions should
establish conservation measures including investigation and maintenance
of lists of DMZ structures (such as posts and bunkers) that are worth
preserving. In the case of unused guard posts in the DMZ,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if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m and, once
this

is

determined,

urgently

establish

conservation

measures

for

facilities of cultural value. In order for visitors to understand the
military life of the era, objects such as clothes, utensils and tableware
should be displayed in preserved facilities.

Ⅲ. Conclusion
Created as a military buffer zone after the Korean War, the DMZ has
been recognized for its value in various field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More important and pressing than the value of the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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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fforts toward its preservation. If the DMZ is developed simply to
maximize its value as a tourist destination, it may lose its significance.
There is a need to take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the value of
the DMZ, keeping a wider and more future-oriented perspective.
I am very proud to have served as an army officer guarding the DMZ.
My heart felt full every time I entered and exited the DMZ, and I have
long been thinking about how to protect this sacred place. In 2009, I
worked as an officer in the Natural Environment Planning Office of
Army

Headquarters,

Conservation

of

completing

Ecological

and

the
Cultural

Army

Basic

Heritage

in

Plan

for

the

the

DMZ

and

delivering the plan to front-line troops. There have been various
changes in the DMZ since then. However, amid such changes, the DMZ
remains unchanged, and the efforts of our military to protect the
long-preserved DMZ are more necessary than ever. In that sens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preserving DMZ ecological and cultural heritage
is desperately needed in the government as well as in the military. The
city and county areas near the DMZ, as well as the CCL, are very
important as a buffer zon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 DMZ.
Civilian access to the DMZ has been banned for more than 60 years,
and this has helped to preserve its unique ecological valu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DMZ conservation presented in this article is feasible
right now, and future challenges are expected. What we need to do is
not only plan, but also act. In order to preserve the DMZ, it is time
for active participation of the nation and the people as well as our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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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ing the DMZ
as a World Heritage Site
Jaechul Seo (Expert Advisor, Green Korea)

Green Korea’s DMZ Activities
In 2008, Green Korea released a report entitled “Environmental Status
in

the

Demilitarized

Zone

2008,”

the

first

such

report

in

Korea.

Throughout the next decade, they recorded changes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 addition to the DMZ’s regional importance, a detailed
description of its ecological, environmental and historical value suggested
the necessity of, and steps toward, its preservation. Subsequently, in
2018, Green Korea released the report “Peace and Life in DMZ.” They
confirmed in these two reports that the DMZ is the most important
ecological region on the Korean Peninsula – with its mountains, rivers,
wetlands, reserves, and cultural heritage, it is a living museum of the
natural environment.

Ecological Value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MZ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rossing it from
west to east, the natural beauty of the DMZ is overwhelming. The
ecosystems and the landscape are in perfect harmony and it retains the
varied forms of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MZ is considered
an

international

ecological

treasure,

the

value

of

which

has

been

preserved because access has been limited due to decades of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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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rontation.
The DMZ is a living museum of nature and an ecological axis that
spans 248 kilometer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MZ is the true
embodiment of nature’s outer and inner beauty. This natural ecosystem,
which connects seven cities and counties, from Paju and Yeoncheon in
Gyeonggi-do through Cheorwon, Hwacheon, Yanggu, Inje and Goseong
in Gangwon-do, has been left alone to live and breathe for more than
65 years. The ecosystem pulses dynamically. All forms of life live to
the fullest, and its order has been maintained in an environment with
limited human interference.
The DMZ is widely spread across mountains, plains and wetlands. These
three basic forms of nature unfold kaleidoscopically across the entire
length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pristine

example

of

the

temperate forests of the northern hemisphere before industrialization,
which is very rare in Europe and Asia.

Nature in the DMZ
The western portion of the DMZ runs through the rivers, wetlands, and
hills and mountains of Paju and Yeoncheon, connecting the Sacheon
River,

Baekhak

Mountain,

Sami Stream,

Gowang

Mountain,

Yeokgok

Stream, and the Imjin River. Farmland became plains after the Korean
War, and between them small reservoirs and puddles formed wetlands.
Hills

and

mountains,

rivers,

plains

and

wetlands

are

intertwined

naturally. The western portion, in particular, has seen rich and varied
wetlands created by the many streams flowing north and south. This
area was used mostly as rice fields before the war.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the

DMZ

was

created.

Most

of

wetlands or plains through natural stream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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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lands are diverse and wide in the western section. They developed
along with the streams that run through the DMZ and the Civilian
Control Line area. The wetlands of the DMZ are spread across the
western and central portions. When you enter the western part of the
DMZ area, various wetlands are seen between hilly mountains with no
boundaries between water and grassland. When the rains come, the
water fills up and becomes a vast wetland.
The entire western portion of the DMZ is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finding its natural order. The forests in the mountain area appear
scant, but they are more dynamic than the forests in other ecosystems.
Through the process of ecological succession, the western DMZ has
become a thick web of interconnected life. Each stage of the forest’s
stabilization process is represented. Not just a simple forest, the mix of
woodland, grassland and wetlands of various shapes is unique. Just
across the line in the DMZ, there is a tremendous amount of natural
change beyond the simple forests that are common in the Civilian
Control Line area. This is one of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DMZ’s
ecological value.
The central portion - one third of the DMZ - is in Cheorwon. It begins
at the Chugaryeong Gucho Valley and continues to the Cheorwon Plains
where the Pyeonggang Plateau - the most important ecologic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s

central

section - spreads

out

toward

the

northeast. Cheorwon consists of plains and the mountains of Kimhwa
County and Wondong County. The forest area of Cheorwon serves as an
ecological pathway that leads through the west and central portions of
the DMZ to the mountainous regions of the eastern section. There,
Oseong Mountain rises to a great height. Most of the mountains in or
near the DMZ have their main peak in South Korea, however Oseong’s
peak is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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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stern portion of the DMZ begins with mountains and ends with
mountains. The forests are connected by the mountains of Hwacheon,
Yanggu and Goseong. If you enter the eastern section of the DMZ, it is
difficult to find where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is and
where it goes because of the denseness of the forests. In fact the whole
area is covered with forests except for the barbed wire fences which
run along Southern and the Northern Limit Lines and some major
rivers such as the Bukhan.
In the eastern section, even the streams seem to meander deeply into
the mountains. The forests there are over 50 years old and consist of
natural forests both in the DMZ and in the area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Since 2006, major forests in the eastern section have
been

designated

as

national

forest

resource

reserves.

The

eastern

section has very few residents or villages nor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except for the coastal areas in Yanggu.
The primeval forest of the eastern DMZ, which were extraordinary
before the Korean War, mostly disappeared during the fighting. They
have significantly recovered over the past 65 years, and now the area
has forest ecosystems such as in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nd major national parks. In particular, the eastern DMZ forest ecology
between the streams of Baekdudaegan is a paradise for animals and
plants. The place where the DMZ meets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between Kumgang Mountain and Seorak Mountain is the central
ecological point of the Korean Peninsula.

10 Protected Areas in the DMZ
The DMZ area, where human access has been tightly control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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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65

years,

forms

an

amazing

network

of

forests

and

ecosystems which are of high conservation value. The following areas
are particularly important:
1. Sacheon River Wetland - the lower reaches of the Imjin River (Paju,
Gyeonggi-do)
2. Samicheon Wetland (Yeoncheon, Gyeonggi-do)
3. Imjin River Wetland (Yeoncheon, Gyeonggi-do)
4. Pyeonggang Plateau - Cheorwon Plain (Cheorwon, Gangwon-do)
5. Hantan River Wetland (Cheorwon, Gangwon-do)
6. Hanbukjeongmaek - Samcheon Peak – Mt. Jeokgeun
(Cheorwon and Hwacheon, Gangwon-do)
7. Mt. Baekam – Geumseongcheon – Bukhan River – Mt. Baekseok
(Hwacheon and Yanggu, Gangwon-do)
8. Yanggu Coastal Basin (Yanggu, Gangwon-do)
9. Baekdudaegan Mountain Range – Goseongjae – Samjaeryeong
(Inje and Goseong, Gangwon-do)
10. Mt. Geonbong – Nam River (Goseong,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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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heon River Wetland

Samicheon Wetland

Imjin River Wetland

Cheorwon Plain

Hantan River Wetland

Hanbukjeongmaek Mt. Jeokgeun

Mt. Baekam Bukhan River

Yanggu Coastal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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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dudaegan Mountain Range

Mt. Geonbong

When compared with other natur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these are the most important, symbolic and valuable places in terms of
ecology,

topography

and

geography.

They

include

areas

where

the

ecology has been very well-preserved, for example in terms of habitats
and biodiversity. The entire DMZ region is a treasure trove of nature.

The DMZ as a Home to Endangered Species
For many years, the DMZ has been fully recognized for its ecological
valu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nounced last June analytical
reports of DMZ surveys from 1974 to last year. There are 101 species
of endangered wild flora and fauna living in the DMZ, representing 38%
of the 267 endangered species in Korea. This tells us that the DMZ is
an important home to endangered species.
The ecological value of the DMZ is illustrated by the list of animals
living there. The diversity and the number of animal species are the
highest on the Korean Peninsula. Presumably, the DMZ is the most
stable habitat for animals on the Korean Peninsula, except for the
primeval forest of Mt. Baekdu in North Korea, and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mammals. In addition to Asiatic black bears, there are wild
goats, musk deer, wild cats, otters, martens, and flying squirrels.
Asiatic black bears live throughout various counties of the centr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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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DMZ, for example in Cheorwon, Hwacheon, Yanggu, Inje, and
Goseong. Other than the DMZ, the only confirmed domestic habitat for
wild bears was at Mt. Jiri in 1999. Moreover, the DMZ is the only
place where musk deer have been positively identified since the 1980s.
Since

mammals

are

the

closest

animals

to

humans

in

biological

evolution they are directly affected by human development and activity.
In terms of ecology, the DMZ is the place where animals can live most
stably without human interference.
Plants are also abundant.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entitled “Plants in the DMZ: 155 Miles of
Trails” there are 2504 species of plants. This is equivalent to 56% of
the 4425 plant species in the two Koreas. Jung-ho Lee, Director of the
National DMZ Native Botanical Garden said, “As the DMZ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plants of the two Koreas live
harmoniously and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spects of the DMZ
are important as a home for plants.”

DMZ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Measures
Despit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quality of its ecology, we need
to consider threats to the DMZ from development and damage. Majo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issues include landslides, wildfires, mines,
and roads and railroads through the DMZ, as well as environmental
pollution due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s there are no
means to protect the DMZ, there is a need to respond to damaging
factors such as development plans.
The only approach should be to protect the DMZ. The value of the
DMZ

is

already

recognized

worldwide.

Not

only

is

it

extremely

important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it is also the world’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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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ing Cold War legacy. Furthermore, interest in the DMZ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This interest has led to all
kinds of initiatives to develop the DMZ. The idea of creating a city or
neighborhood park in the DMZ under the name of peace is being
packaged and spread in the name of the policy.
Further development and damage must be avoided for the DMZ to
properly function as an ecosystem belt for the Korean Peninsula. Any
approach - for any reason - that undermines the DMZ should be avoided
including inter-Korean exchange projects or any other development
initiative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practical protection measures.

The DMZ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00,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eclared, “The two ecological axes
of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which
connects Mt. Baekdu and Mt. Jiri, and the DMZ, which runs from the
West Sea to the East Sea.”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has
been protected since the Baekdudaegan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05. The DMZ, on the other hand, has no government protection yet.
Legal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taken.
The DMZ is a tragic space created by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Paradoxically, it became an unrivaled paradise for nature. In the
DMZ, various aspects of nature, which are no longer found o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economic activity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20th century, remain intact. From the coastal areas to the alpine
regions, the natural scenery is layered like tree rings.
After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all kinds of development initiatives have suggest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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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The DMZ has already been reduced by over 40% of its total area
through the Cold War. After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moved
the Northern Limit Line southward, the ROK Army moved the Southern
Limit Line northward in response. The government officially calls the
DMZ “248km long and 4km wide from north to south” but the actual
area is much smaller than that.
We must prepare so that the peace of the DMZ is not the peace of
development. The DMZ is a site of future world heritage given to
mankind by the Korean people who have experienced war and division.
This requires that any form of development should take place outside of
the DMZ.
The DMZ is significant as a site of world heritage. As an international
ecological treasure, it is the only site that combines world natural
heritage with 20th century history and world cultural heritage. With this
in mind, South and North Korea must work together, and they must
also be joined b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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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for DMZ’s Legal Reality
and Rights of Nature
Hyejin Jung, Bohyun Ham (Attorneys at Law)

1. Introduction
Proposals to preserve the ecosystem of the DMZ have been steadi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o take only a few examples,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proposed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Peace and Nature Park in 1992, and in a
speech to the UN General Assembly on September 25, 2014, President
Geun-hye

Park

proposed

the

DMZ

World

Ecological

Peace

Park,

envisioning the peaceful use of the DMZ and focusing on “ecological
value of it.”1) However, none of the proposals were successfully realized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such as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Meanwhil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ut

forward the concept of a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roposed the creation of a peace belt in the DMZ border area. This
includes

plans

to

promote

ecotourism,

greening

projects,

and

joint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DMZ
area.

It

is

known

th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currently

developing “The Basic Plan for the DMZ Eco-Peace and Security
Tourism District,” and

recently

an

atmosphere

of peace

has

been

1) Dae-Jin Chung, “North and South View of DMZ, the Changes and the Future Directions” at
Academic Symposium for the Promotion to Support the DMZ Korea World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April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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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round

the

DMZ

through

the

Inter-Korean

Summit,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2)
The proposals put forth so far may differ in detail, but they have in
common a view of the DMZ as an ecological space – an object to be
preserved. This is understandable given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his presentation,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granting of legal personality to the DMZ. First, we will look at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the DMZ, and then we will introduce recent
New Zealand legislation that has granted legal personality to nature.
We would like to clarify that our proposal is merely a suggestion using
the case of New Zealand as an example.

2. Current Framework of DMZ Legislation
A. Territorial Supremacy and Inter-Korean Agreements on the DMZ
The two Koreas agreed in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hich came
into effect in February 1992,3) to “recognize and respect each other’s
system” (Article 1).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stipulates compli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before the transition to a peace accord,
as stated in Article 5: “The two sides shall endeavor together to
transform the present state of pea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shall abide by the present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until such

2) The president Moon emphasized in the speech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Day, “The DMZ will soon belong to the citizens.” This shows the
peaceful use of the DMZ has emerged as a major agenda in the current government’s ‘New
Economic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Among the three belts of the ‘New Economy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ace Belt in the Border Region’ presupposes
peaceful use of the DMZ and other border areas.
3) The official title is ‘Agreement on Reconciliation, Inviolability,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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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

of

peace

has

been

realized.”4)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lso added, “In South-North Joint Military Commission, the
two sides shall discuss and carry out … the peaceful utilization of DMZ.”
(Article 12) This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was the first of
its kind to refer to the peaceful use of the DMZ.
Subsequently, proposals to reduce military tensions for peaceful use of
the DMZ and for inter-Korean agreements, have emerged. After the
Inter-Korean Defense Ministerial Talks, which was the first time the
two Korean administrations had met since the division, the Joint Press
Statement said, “The matter of establishing inter-Korean jurisdiction to
ope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e Demilitarized Zone around
railroads and roads connecting North and South will be decided based
on the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 of the September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5) a
subsidiary agreement of the September 19 Joint Declaration that was
announced as a result of the Inter-Korean Summit in September 2018,
said that “The two Koreas have agreed to take practical military
measures to make the DMZ a peace zone.” The Military Agreement also
agreed

to

the

withdrawal

of

observation

posts

in

the

DMZ,

the

demilitarization of the Joint Security Area of Panmunjeom, and the
joint investigation and recovery of remains in the DMZ.
While the two Koreas have officially claimed territorial rights over the
entire

Korean

effectiveness

Peninsula,
of

the

they

Armistice

recognized
Agreement

the
and

legal
the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4)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analysis that the existence and maintenance of the DMZ
establish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is confirmed and guaranteed by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Sung-Ho Je, “Legal Issues in the Peaceful Use of the DMZ,” 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 602, The Korean Legal Association, Nov. 2006, p. 134.
5) The official name is “The Military Sector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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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reignty, which will be discussed later in this presentation, and
made certain agreements based on such practical constraints and the
need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B. The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nd Its Administration by the Two Koreas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DMZ belongs to the Republic of Korea
whereas its jurisdiction belongs t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med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Specific powers are exercised by military commanders from both sides.6)
The

Armistice

Agreement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zones,

restricted access areas and restricted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that governs the DMZ. According to this, access to
the DMZ in the South Korean jurisdiction requires special permission
from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or,

in

the

case

of

civil

administration or relief work, permission from the UN CommanderGeneral.7)
Despite activ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DMZ is still
under the rules that were agreed to between the two Koreas. As the
need for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that pass through the DMZ
increased

after

the

2000

Inter-Korean

Summit

and

the

June

15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the UN Forces and North Korea agreed

6) The DMZ is our constitutional territory, but it is governed by the Armistice Commission,
govern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dominium is a region shared by the two
Koreas. Jang-Hee Lee, Jang-Hee Lee, “Legal Basic Problems for Globalization and Peaceful
Use of the DMZ”, the 10th edition of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10, Myongji University,
1995, pgs. 218-221.
7) At present,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s not stationed in North Korea, so it only
needs permission from th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The personnel of the
two Koreas must obtain a prior approval from UNC and North Korean forces for the passage
of the DMZ and the M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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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UN Forces would hand over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DMZ
Inter-Korean Administrative Area to South Korea8)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Accordingly,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Nations
Armed Forces and the Korean People’s Army on the Opening of Some
Areas of the Demilitarized Zone was adopted (Nov. 17, 2000). The
agreement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ease-fire Agreement... It
agrees to ope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some areas of the
DMZ to make the area an administrative management area of the two
Koreas.” This is how the notion of administration over the North-South
Administrative Zone began.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retained
jurisdiction over the entire DMZ, but designated some areas in which
they allowed the two Koreas to jointly exercise administration.
The framework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nd the transfer of control over individual agreements is
maintained in the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nd
West Sea Districts Inter-Korean Management Zones and the Military
Security

of

Railroad

and

Roadwork

Connecting

the

Two

Koreas

(September 17, 2002), the Basic Agreement on Road Operation of
Vehicles between the Two Koreas (December 6, 2002), the Agreement
for Military Security of Traffic, Communication and Customs Clearance
of the South-North Management Area of the East and West Sea
(December 13, 2007), and the September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September 19, 2018).

C. Domestic Law
Domestic law regulates the contents necessary for each field based on

8) Earlier, North Korea insisted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DMZ inter-Korean management area
should be handed over to South Korea. However, the UN military replied that transfer of
jurisdiction itself was impossible and could transfer administrative control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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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related to the DMZ and the limitations of the exercise
of territorial rights. Article 2 No. 13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defines a “natural reserve area” as “a demilitarized
zone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a presidential decree of territory
and jurisdiction as an uninhabited island which is not used for military
purposes and is an area where the deterioration of ecosystems is
virtually

impossible

due

to

limited

human

access.”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at present,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s
difficult to be applied to the DMZ, the part “two years from the date of
a presidential decree of territory and jurisdiction” has been added.
According to this law, the Minister of Enviro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or

policy

for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and sustainable use of the natural environment for natural
reserves. However, with regard to the DMZ, there is no such obligation
until two years after its jurisdiction falls to Korea. In addition, the Act
stipulates

restrictions

environmental

damage

on
in

activities
natural

such

reserves,

as

those

as

well

which
as

cause

orders

for

suspension of such activities. However, the DMZ is an exception: “This
does not apply to peaceful exploitation projects carried out under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the DMZ and to unification policy
projects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rticle 22, Paragraph 2).” According to
this law, necessary development activities can be undertaken in the
DMZ

through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or

relevant

unification policy. This exemption can also be applied after two years
after jurisdiction falls to Korea.
Next, according to the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Civilian Control Lines are designated within 10 km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o control civilian access and certain kinds of military
operations.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 Civil Control Line,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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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MZ, is a “controlled protected area” that, in principle, restricts
access to the public and is subject to significant restrictions on land
ownership. However, there are areas that are designated as “restricted
protection zones” to mitigate the restrictions - “areas to be designated
and

developed

foundation

for

by

the

state

reunification

or

agency
for

for

the

the

establishment

promotion

of

of

a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Paragraph 1, Article 5).”
In addition, in principle, individual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Agricultural Land
Act also apply to the South Korean portion of the DMZ. In reality,
however,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take precedence as areas important for security
and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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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hallenges of DMZ Governance
The Armistice Agreement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is applied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until a lasting
peace settlement is achieved” and has served as a military buffer
between the two Koreas since the armistice. In the future, when the
armistice is ended and a peace regime is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a new system of norms should be applied to the DMZ to
replace the existing armistice agreement.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DMZ is a symbol of the suffering of the war and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the time has come to develop a new system of governance
that transforms the DMZ into a place that realizes the values of
reconciliation, peace, and respect for life.
Of

course,

there

are

many

practical

problems

to

be

solved.

In

particular, in terms of jurisdiction return, there are some options to be
considered: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returns jurisdiction to
South Korea then the two Koreas agree on a new governance; the
United Nations, South and North Korea collectively agree on a new
governance system; North and South Korea come to agreement first
and then the UN Forces follow what has been agreed upon; official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UN,9)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 de facto party) join together in the revi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Considering the complex nature of the Korean
War as an international and civil war; the current DMZ rules being
also a mixture of international law, domestic law and inter-Korean
agreements; and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being
not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it is advisable that the official and

9) There are claims of what parties should be included to the Armistice Agreement whether
‘Sou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or ‘Korea, the 16 Korean War participating countries,
and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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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facto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participate

in

the

Convention for the Return of Jurisdiction. After jurisdiction is returned
to the two Koreas,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two Koreas to agree on
a specific operational plan for the DMZ and to come to a binding
agreement. Before jurisdiction is ultimately returned, the UNC could
also consider officially delegating its right to negotiate with the North,
which is part of its jurisdiction,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promote projects for the peaceful use of the DMZ.
Defining land ownership in the DMZ is also a tough challenge.10) From
the practical problem of the difficulty of verifying land ownership due
to war and the long division; whether to nationalize the land in the
sub-MDL area and, if so, which nationalization method would be used;
recognizing purchase rights, negotiated purchase, and public acceptance
- all are matters to be discussed. Not only has the DMZ had no
ownership for nearly 70 years, but also given the need for peaceful use
and preservation, as well as the public nature of the region which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eaceful unification or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dvisable to adopt a public acceptance scheme.
In

the

process

of

public

acceptance

for

nationalization,

special

legisl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minimiz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individuals.11)
In addition, the settlement and compensation of land ownership in the
North Korean region needs to be carefully processed because the issue
of land reform and recognition of the system goes beyond the issue of
economic compensatio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some South
Koreans will claim land ownership in the area. In this regard, it would

10) Currently, the DMZ is not terra nullius, the international public domain, or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under international law.
11) If the landowner cannot be determined, the government can either acquire it as state property
after recovering cadastral records, or expropri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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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deal to reflect this issue in special laws after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Moreover, if the two Koreas reach a consensus, it would be possible to
designate the entire DMZ as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place it
under

the

joint

management

of

inter-Korean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New Zealand Legislation
In New Zealand there have been two cases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nature. First, on July 27, 2014, the Te Urewera Act 2014 was
enacted. Under this law, Te Urewera, a woodland which had previously
had national park status, became a “legal entity” with all according
rights, powe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the Te Awa
Tupua Act 2017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 was
enacted on March 15, 2017, and the Whanganui River became a legal
personality.

A. Te Urewera Act 201412)
Under this law, the Te Urewera region is now a freehold land that is
neither the land of the Commonwealth of New Zealand nor a national
park.
When Te Urewera was a national park, it was managed by the New
Zealand Ministry of Environment, but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it
has been managed by the Te Urewera Board. The Te Urewera Board

12) Te Urewera Board, Te Kawa o Te Urewera: Final Statement of Priorities (2016),
www.ngaituhoe.iwi.nz/te-kawa-o-te-urew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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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the obligation to act in Te Urewera’s interests (Article 17a). Board
members are appointed - four by the Tūhoe people (the Maori tribe
which traditionally called Te Urewera home) and another four by the
government for the first three years. After those three years, one
member is added and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changes - six
members nominated by the Tūhoe and three members nominated by the
government. The Board should reflect customary values and laws, and
take into account the culture and traditions of the Maori and Te
Urewera in decision making.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Te Urewera Act and the
National Park Law, but their purpose is slightly different. The National
Parks Act presupposes the permanent preservation of national parks
“for the intrinsic value of the park and for the benefit, use and
enjoyment of the general public.” Conservation of the park is in the
national interest. In contrast, Section 4 of the Te Urewera Act provides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nd preservation of “the identity of Te
Urewera and its protected status.”
Because of the intrinsic value of Te Urewera, its irreplaceable natural
and cultural value, and its national importance, in particular (a) the
link between the Tūhoe and Te Urewera should be strengthened and
maintained, (b) the natural character and beauty of Te Urewera, its
indigenous ecological system and biodiversity, and its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need to be preserved as much as possible, and (c) it
shall

be

provided

entertainment,

as

learning,

a

place

spiritual

for

public

reflection,

use
and

and
as

a

enjoyment,
space

for

inspiration for all.
In the Te Urewera Act of 2014,13) the areas that need to be specifically

13) The overall structure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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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ights of nature are Part 1 Subpart 3 and
Part 2 Subparts 1 and 3.
○ Part 1 Subpart 3 The Legal Nature of Te Urewera and Land Grant
Article 11 Te Urewera Declared to Be Legal Entity
(1) Te Urewera is a legal entity, and has all the rights, powers, duties,
and liabilities of a legal person.
(2) However....
(a) the rights, powers, and duties of Te Urewera must be exercised
and performed on behalf of, and in the name of, Te Urewera...
(i) by Te Urewera Board; and
(ii)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this Act; and
(b) the liabilities are the responsibility of Te Urewera Board, except
as provided for in section 96.

Part 1 Te Urewera
Subpart 1— Background, objective, and principles
Subpart 2— Interpretation and other matters
Subpart 3— Legal identity of Te Urewera and vesting of Te Urewera land
Part 2 Te Urewera Governance and Management
Subpart 1— Te Urewera Board
Subpart 2— Te Urewera management plan
Subpart 3— Operational management of Te Urewera
Subpart 4— Authorisation of certain activities in Te Urewera
Part 3 Te Urewera Land and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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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Vesting of Te Urewera Establishment Land14)
(1) Te Urewera establishment land ceases to be vested in the Crown.
(2) Any part of the establishment land that is—
(a) a conservation area under the Conservation Act 1987 ceases to
be a conservation area:
(b) Crown land under the Land Act 1948 ceases to be Crown land:
(c) a national park under the National Parks Act 1980 ceases to be
a national park:
(d) a reserve under the Reserves Act 1977 has the reserve status
revoked.
(3) The fee simple estate in the establishment land vests in Te Urewera
and is held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 Part 2, Subparts 1 and 3 — The Te Urewera Board and Operational
Management
The purpose of the Board is to provide governance for Te Urewera in
accordance with this Act in its name for the benefit of Te Urewera
(Article 17). The Board has various roles and functions, such as
drafting and determining the Te Urewera Management Plan (Article 18
Paragraph 1). In carrying out these roles and functions, the Board may
consider and suggest the following management concepts of the Maori
tribe (Article 18 Paragraph 2):
(i) rāhui: a sense that prohibits or restricts any use for appropriate
reasons

14) 12 Vesting of Te Urewera establishment land
(1) Te Urewera establishment land ceases to be vested in the Crown.
(2) Any part of the establishment land that is—
(a) a conservation area under the Conservation Act 1987 ceases to be a conservation area:
(b) Crown land under the Land Act 1948 ceases to be Crown land:
(c) a national park under the National Parks Act 1980 ceases to be a national park:
(d) a reserve under the Reserves Act 1977 has the reserve status revoked.
(3) The fee simple estate in the establishment land vests in Te Urewera and is held under,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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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apu me noa: the concept of holiness in tapu (a condition that
requires
knowledge

respect
of

from

spiritual

man,
qualities

including
that

raising

should

be

awareness
respected),

or
a

condition that requires respect from man in some places; the
sense of returning to a place when the tapu is removed from the
place
(iii) mana me mauri: a sense of keen awareness of the spiritual
power living in a place
(iv) tohu: the implication of a metaphysical or symbolic description of
things
Members of the Board shall act in good faith in the performance of the
Board and shall not be personally liable for the acts or omissions of
either the Board or the members of the Board (Article 30). The Board’s
decision making method is detailed in terms of unanimity (Article 33),
consensus (Article 34), mediator’s mediation (Article 35), and voting
(Article 36).

B. Te Awa Tupua: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
The Whanganui River is New Zealand’s longest navigable river, which
runs 290 kilometers from the Tongariro Mountains of the North Island
to the Tasman Sea. The Maori community around the Whanganui River
have been fighting against the government since 1873 to recognize their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river. They believe that the Whanganui
River is an “indispensable living organism” that embraces all material
and mental elements from the mountains of the central North Island to
the sea. Maori efforts to ensure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the
river date back to the 1870s. At that time, European settlements,
mining, agriculture, and forestry affected the river negatively. With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Whanganui, which is gained
after 150 years of struggle, the indigenous Maori are now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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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 their unique traditions and relationship with the river they
consider sacred.15)
Te Awa Tupua is an indivisible and living whole, comprising the
Whanganui River from the mountains to the sea, incorporating all its
physical and metaphysical elements(Article 12). The essence of Te Awa
Tupua (“Tupua te Kawa”; intrinsic values) represents the following four
values:
1) The River is the source of spiritual and physical sustenance (“Ko Te
Kawa Tuatahi”),16)
2) The great River flows from the mountains to the sea (“Ko Te Kawa
Tuarua”),17)
3) I am the River and the River is me (“Ko Te Kawa Tuatoru”),18)
4) The small and large streams that flow into one another form one
River (“Ko Te Kawa Tuawhā”).19) (Article 13)
According to this law, Te Awa Tupua has the same legal status as
human beings with rights, powe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e Pou

15) New Zealand government minister Christopher Finleyson said, “The approach to granting a
legal personality to the river is unique.” He added, “it responded to the Maori view of the
tradition, customs and practices surrounding the Wanganui River.” Negotiations between the
New Zealand government and the Maori community began officially in 2009 and were finalized
five years later in 2014. The bill was submitted to Congress in 2016. The New Zealand
government will pay 80 million New Zealand dollars (KRW 63.6 billion) to the Maori community
by passing this law and an additional 30 million New Zealand dollars (KRW22.8 billion) to
preserve the river. Yonhap News, March 16, 2017, “New Zealand, World’s First ‘Legal Entity
Granted’ on a River…
16) Te Awa Tupua is a spiritual and physical entity that supports and sustains both the life and
natural resources within the Whanganui River and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iwi, hapū,
and other communities of the River.
17) Te Awa Tupua is an indivisible and living whole from the mountains to the sea, incorporating
the Whanganui River and all of its physical and metaphysical elements.
18) The iwi and hapū of the Whanganui River have an inalienable connection with, and
responsibility to, Te Awa Tupua and its health and well-being.
19) Te Awa Tupua is a singular entity comprised of many elements and communities, working
collaboratively for the common purpose of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e Awa Tup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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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pua, a guardian (a kind of trust committee) is composed of two
members,

one

representative

from

the

Maori

community

and

one

representative from the government, and will represen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river. Te Pou Tupua’s main functions are as follows
(Article 19 Paragraph 1):
(a) Act and speak on behalf of Te Awa Tupua.
(b) Uphold Te Awa Tupua’s status and intrinsic value.
(c) Promote and protec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e Awa Tupua.
(d) To perform, for and on behalf of Te Awa Tupua, landowner
functions.
(i) Take other reasonable steps to achieve Te Awa Tupua’s objectives
and to perform its functions.
Recognized for resolving the longest-running Maori land litigation in
New Zealand’s history (named the ‘Claims Settlement Act’ for this
reason), this law grants unique legal status that provides an indigenous
legal forum including not only the need for ecosystem protection but
also

cultural

and

mental

attitudes

to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nature. This is a new and innovative approach to legal
environmental protection which focuses on the ecosystem level and
integrates spiritual values in a way which is completely foreign to
environmental law in the Western legal system.20)

4. Conclusion – Proposal for the Rights of Nature in the DMZ
The New Zealand cases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status to nature is
very strange to us. The legislative system itself, which gives legality to

20) Christopher Rodgers, “A new approach to protecting ecosystems: The Te Awa Tupua
(Whanganui River Claims Settlement) Act 2017”, Environmental Law Review, 2018, 19(4),
26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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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is

unfamiliar

Moreover,

cultural

and

historical

differences

between the New Zealand cases and DMZ build up our unfamiliarities
or embarrassment; the Whanganui is a place of indigenous life and a
cultural,

spiritual

place

that

transcends

ecological

values.

Thi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DMZ, which has been preserved for
decades as no one was allowed to live there.
Despite these differences, we introduced the New Zealand cases to
suggest not to view the DMZ as a place with unique ecological value
which we need to preserve, but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hat

gives

rights

to

nature.

The

DMZ

Management Committee, which will be established jointly between the
two

Koreas,

may

function

as

a

trustee

to

preserve

the

identity,

outstanding natural and cultural values, indigenous ecological systems
and biodiversity of the DMZ. In order for this proposal to have
practical meaning, it would be necessary to discuss how the rights of
nature can be established in a legal and institutional manner and to
prepare for alternative forms of legal governance of the DMZ. (In
addition to those discussion, there is another big hurdle of possible
land ownership claims in the DMZ) We hope that these topics will be
discussed further in other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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