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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머리말

남북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DMZ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와
생태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DMZ는 한국전쟁 당시의
흔적들과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생태적 관광 가치가 높은
장소입니다. 최근 DMZ의 평화적 활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
는 가운데 경기도는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
하고,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MZ에 대한 무분별한 관광개발은 환경을 훼손하고, 생물다
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력이 있는
관광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이 연구는 DMZ 관광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관계와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관광시스템이 어떻
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경기도를 비롯한 DMZ 관련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시사점
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MZ
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1. 8.

경기연구원장

ABSTRACT

연구요약
최근 정부는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DMZ의 높은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보전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전염병
확산 등 외생적 변수에 의해 DMZ 관광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지역주민들
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충격으로 파급되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회복력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관광산
업, 생태계, 지역사회 등 여러 하위시스템 간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DMZ 관광
시스템의 인과순환구조와 비선형적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모
형에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주요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고,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크게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순환지도 구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화로 구분된다. 먼저 DMZ 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DMZ 관광 관련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
과, DMZ 관련 주요 행사 및 관광상품과 DMZ 개발사업 관련 기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DMZ 생태관광 관련 기사는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로 나타나 DMZ 관광이 점차 생태계 보전보다는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앞서 도출된 주요 변수를 토대로 작성한 인과순환지도는 관광의
수요와 공급, 관광의 환경적 영향, 지역주민 소득 등 3개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되
었다.
한편, 본 연구는 DMZ 관광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적 변수를
고려할 경우 향후 30년간 시스템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시뮬
레이션 결과, DMZ 관광시스템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본모형에서
관광객 수, 관광사업체 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관광개발 면적, 지역 소득
은 증가하는 반면 생물다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이 악화된 상태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변수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북관계의 갈등상황이 DMZ 관광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i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정책실험모형은 개발중심 정책과 생태관광 정책을 적용하였다. 먼저 개발
중심 정책모형의 변수를 적용한 결과, 관광객 수, 관광사업체 수, 관광개발 면적
등은 정책추진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은 정책추진 강도가
높을수록 낮아졌으며, 기본모형에 비해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생태관광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관광객 수, 관광사업체 수, 관광개발 면적 등이
정책추진 강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특히 개발중심 모형에 비해 관광객 증가
속도는 느리지만 생물다양성의 저하 속도가 다소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정부의 개발중심 정책은 DMZ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관광지가
쇠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분별한 관광 개발로 DMZ의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생태계 회복이 어려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생태관광 정책은 DMZ의 점진적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경색으로 DMZ 관광시스템이 급격하게 침체되는 것을 해소하
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DMZ 일원의 관광개발
면적은 최소화하고,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생태계 기능 저하
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DMZ 관광수입이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DMZ 일원의 생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고, DMZ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야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DMZ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키워드 DMZ관광, 관광시스템, 회복력, 정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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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한반도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하 DMZ)는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
여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이며, 냉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이
다. 이처럼 DMZ는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역사･생태적 특수성에 의해 세계인으로부
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DMZ 관광은 DMZ와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평화･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관광이다.
DMZ 관광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
및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국방통
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안보관광지1) 방문객은 총 2,224,294명(내국인
1,887,837명, 외국인 336,457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 2020). 또한, 대표적인 DMZ 관광지인 임진각관광지는 2019년
기준 총 2,940,105명이 방문하여 경기도 관광지 중 에버랜드, 킨텍스, 경마공원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입장객이 방문하였다(https://www.tour.go.kr/).
이처럼 DMZ 관광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 및 접경지역
지자체는 DMZ 평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019년 고성군, 철원군, 파주시 3곳에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였으며, 최근 경기도는 도의 ‘평화누리길’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경기도, 2021.07.16.). 또한, 경기도는
DMZ 평화공원 조성과 DMZ 일원 관광지와 연계한 거점시설을 육성하고, 초광역적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안보관광지는 6.25 전적지와 민통선 일대, 연평해전지 등 전적(典籍) 관광자원이 있는 곳에 전후 세대들의 역사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관광지이다(국방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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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차원의 DMZ 관광 인프라 구축이 DMZ 생태계 보전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DMZ에 대한
관광 자원화가 DMZ의 고유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DMZ는 대부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평화의 길’과 같이 DMZ 내 관광
활동이 허용되는 면적이 늘어난다면, 철새 등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훼손할 가능
성도 있다. 최근 DMZ에 대한 국민 인식은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에 다소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연구원(2019)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DMZ 및 접경지역 활용 시 우선시 해야 할 가치로 ‘경제적 가치(17.5%)’보다 ‘환경
적 가치(81.9%)’에 응답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다만, 접경지역 주민의 입장은 다르게 나타난다.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
이 대부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규제로 인해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국토연구원, 2017).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군사 규제에 의한 재산권 행사 및 개발 제한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시
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늘어날수록 지역의 개발 호재가 되면서 관광개발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DMZ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므로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DMZ 관광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염병 확산 등 불확실한 외부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베르네커(Bernecker)에 따르면, 관광은 관광행위 주체인 관광객과
관광 대상인 관광자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를 매개하는 관광산업에
의해 촉진되는데, DMZ 관광은 외부환경에 의해 이러한 상호작용이 중단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의 파급력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접경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으
로 DMZ 관광이 1년 동안 중단되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특히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는 ASF 발생에 따른 DMZ 관광 중단으
로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 기준)가 총 1,099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
다(김용준･정대영, 2020). 즉 DMZ는 지정학적 특성상 국제정치 및 남북관계, 사
회, 보건 등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4∣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모형 개발 연구

관광객 감소와 관광사업체의 피해로 나타나지만, 장기화 되는 경우 관광시스템 자체
가 붕괴되어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종합해보면, DMZ 관광시스템은 DMZ라는 희소성 있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으며, 생태계, 지역경제,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변수들은 남북관계, 보건문제, 정부정책 등에
의해 급변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복력은 지속가능한 DMZ관
광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역량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회복력이란 자연재해, 사회
경제시스템 붕괴, 공동체 해체 등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급되는 시스템의 불안정
성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최남희, 2015). 따라서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지렛대를 탐색하고,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인과관계
로 구성된 DMZ 관광시스템의 동태성을 규명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생태적 교란
(disturbance)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론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란에
대응하여 관광시스템의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실험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DMZ 관광, 관광시스템, 회복력,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념을 고찰하고,
DMZ 관광시스템과 회복력의 관계를 정의한다.
둘째, DMZ 관광 관련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DMZ 관광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변수를 탐색한다.
셋째, DMZ 관광시스템의 구성 변수 간 복잡한 인과관계 및 피드백 구조로 구성된
인과순환지도를 구축한다.
넷째, 작성된 DMZ 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지도를 저량변수와 유량변수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DMZ 관광시스템의 기본모형 및 정책실험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구성 변수의 동태성을 파악하고, 회복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1장 서론∣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DMZ 일원이며,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화를 위한 대상
지는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DMZ
관광이 본격화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시뮬레이션 분석에 적용되는 시간
적 범위는 2019년부터 2049년까지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토픽 모델링 분석, 시스템 사고 기반 인과순환지도
및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그리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먼저 DMZ의 개념, DMZ 관광 현황, DMZ 관광
정책 동향, DMZ 관광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관광시스템 및 회복력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서 시스템 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을 검토하였다.
둘째, DMZ 관광 관련 주요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2010년-2020년 DMZ 관광 관련 언론기사를 분석하였다. DMZ 관광 비정형 텍스
트 수집 분석대상은 뉴스 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인 빅카인즈(BIGkinds)에서
DMZ 관광과 관련된 단어들로 검색되는 언론 기사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고,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문장의
품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기법 중 LDA를 활용하여 언론영역
에서 진행되었던 DMZ관광 담론구조를 분석하였다.
셋째, 시스템 사고를 기반의 인과순환지도를 작성하였다. 질적인 접근이지만
DMZ 관광시스템의 하위 구조를 파악하고, 각 구성 변수의 동태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주요 이슈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추출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피드백 구조를 파악한다.
넷째, 모형화를 통해 계량화된 변수로 구성된 저량/유량 다이어그램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본모형과 정책실험모형을 적용한 시뮬레이
션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기본모형 및 정책실험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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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고,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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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DMZ 관광
1. DMZ의 개념 및 범위
1) DMZ 개념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하 DMZ)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당사자 국가들이 일정한 지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한 경우, 충돌 당사자들 사이에 완충 지대를 두어 병력 및 군사
시설을 주둔시키지 않을 의무를 가지도록 국제법에 의거하여 약속한 지역을 의미한
다(손기웅, 2011).
한반도의 DMZ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해 설정된 개념으로 ‘1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설정된
공간’을 의미한다. 최초 6･25전쟁 당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최고사
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휴전을 전제로 군사분계선의 남북 각 2㎞씩
총 4㎞의 DMZ를 설정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30일 이내로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화 되었으며, 이후 1953년 7월 27일에 다시 체결됨으로써 지금의 군사분계선
이 확정되고 DMZ가 설정되었다. DMZ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
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
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DMZ는 제1조 11개
항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군사분계선 표식은 총 임진강 변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총 1,292개의 표식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DMZ의 관리 및 감시는 정전협정 제19
항~제23항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 및 공동감시소조, 제36항~제43항에 의
해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나, DMZ에
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은 군사정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 및 감시는
DMZ에 인접한 남북한 군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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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정전협정 내 비무장지대 관련 내용
정전협정 제1조 제1항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
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DMZ/비무장지대는 ‘DeMilitatarized/비무장(非武裝)’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또는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0여 년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지리, 식생, 동･식물 등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관광적인 관점에서 학술적, 실용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2) DMZ 범위
DMZ의 공간적 범위는 최초 DMZ 설정 당시 엄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통일된 범위를 갖고 있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정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으로, 동해안의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로부터 중부지역의
양구, 화천 및 철원을 거쳐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서쪽의 임진강 하구에 이르는
약 238㎞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2㎞씩 설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이를
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903.8㎢에 이르며(김창환, 2007),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한다.
[표 2-2] 군사분계선의 길이 및 DMZ 면적
강원도

남한
경기도

남한 전체

군사분계선 길이
(㎞)

159

79

238

238

DMZ 면적(㎢)

300

148

448

456

구분

자료 : 김창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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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체

[그림 2-1] DMZ의 공간적 범위 및 지형 특성

자료 : 김귀곤⋅박미영⋅최희선(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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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및 DMZ 일원은 군사･안보적 목적에 의해 DMZ,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및
접경지역 등으로 구역이 나뉘며, 통상적으로 이를 DMZ 일원 및 접경지역 등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손기웅, 2011).
[표 2-3]과 같이 DMZ를 포함하는 행정구역은 남한의 경우 경기도 및 강원도의
5개 시･군이 포함되며 북한의 경우 개성직할시 및 강원도의 7개 군이 포함된다.
[표 2-3] DMZ 포함 행정구역
구분
남한
북한

행정구역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개성직할시

판문군, 장풍군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금강군, 고성군

자료 : 손기웅(2011).

한편, 법적인 관점에서 DMZ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로
부터 지정된 지역으로서, 동법에 의하면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
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서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점유 비율의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표 2-4] 접경지역 지역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접경지역 범위
구분

행정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주 : *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에 포함되는 행정구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101&lsiSeq=206158#0000”
(2021. 3. 1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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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Z 관광 현황
1) 안보관광
(1) 안보관광의 개념 및 발전 과정
안보관광은 관광 활동 범위를 죽음(death), 재난재해(disaster) 및 잔혹한 행위
(atrocity)에 대한 현장 또는 역사적 기록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하
는 것으로 해석하며,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2)의 용어로 보통 전적지나 관련
기념비 등의 의미를 담을 공간을 방문하는 행위를 뜻하기도 한다(전효재, 2016).
국내 안보관광은 주로 6･25전쟁을 중심으로 관련 전적지, 전쟁과 관련된 유적이
나 기념관 등의 역사적 시설 및 기록을 교육적 관점에서 보여주는 관광상품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 안보관광과 관련한 법･제도적 개념
은 부족한 실정이며, 다만 ‘안보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발간하는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관련부처 관광자원 개발’에 안보관
광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안보관광지 개발은 ‘6･25 전적지와 민통선 일대에
잘 보전된 자연경관 및 전적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는 색다른 관광경험을 제공’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국내 안보관광지 개발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개발
초기에는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전적관 등의 시설물을 건립하여 전적관광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후 평화･생태 중심의 DMZ 관광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광장, 전망대, 평화생태공원 등으로 관광자원 개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안보관광 방식은 기존 북한지역 전망 위주의 안보관광 활동에
서 점차 북한 접적지역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부근의 철책 일부를 답사하는
체험식 관람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2)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또는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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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관광객 현황
국내 안보관광 시설의 개발, 운영 및 관리는 대부분 국방부 및 담당 군(軍)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25개 안보관광
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육군이 담당하는 관광지는 총 15곳이 있으며, 해군
및 해병대가 7곳, 공군이 2곳을 각각 관할하고 있다. [그림 2-2]와 같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안보관광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약 2,695만 명 수준으로서
연간 약 245만여 명의 관광객이 안보관광지를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연도별 주요 이슈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우선, 2010년 3월에 북한 잠수
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된 천안함 피격사건 및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 국민의 심각한 충격과 동시에 남북관계 경색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보
관광지 방문객 또한 전년 대비 약 30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2012년 최초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단에 따른 한국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써 안보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보관광객 수도 점차 회복
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14년엔 ‘도라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허준
묘역’ 방문객이 사상 최초로 150만 명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95%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림 2-2] 안보관광지 연도별 방문객 추이(2009~2019년)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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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5년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 : MERS, 이하 메르스)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안보관광지의 관광객 출입이 통제되고 관광지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비무장지대 내 목함지뢰 매설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보관광지 방문객 역시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결과
를 맞이하였다. 이후에도 2013년 재개되었던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가 대응 차원에서 2016년에 다시금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안보관광지 방문객 추이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남한에서 열린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킨 중요한 이벤트로 기록되고 있다. 제1차 남북정상
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하여 이후 연이어 이어진 제3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남북
한 안보 및 통일 협력에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사건이었으며, 안보관광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맞이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안보관광지 방문객은
고성 통일전망대의 방문객 통계 발표가 이전 연도들과 다르게 측정되어 전체 방문객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an Fever, 이하 ASF)으로 안보관광 및 민통선 출입 금지 조치가 3개월
이상 강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미루
어 볼 때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롯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안보관광지 방문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추가로 2020년도 안보관광지 방문객 통계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전 세계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된 만큼 국내 안보관광지를 찾는 방문객 규모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
이 높다.
이렇듯 국내 안보관광은 여타 다른 관광 형태나 유형에 비해 정치적⋅사회적⋅환
경적 영향 변수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치적, 환경적 요인 등 불확
실성 외부 영향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안보관광지로의 관광객 감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경제적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안보관광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과 검토가 요구된다.
제2장 이론적 검토∣17

국내 개별 안보관광지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방문객이 다녀간 곳은 육군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파주시의 ‘도라전망대, 제3땅굴, 해마루촌, 허준묘역’으로서, 연간
평균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라전망대, 제3땅굴, 해마
루촌, 허준묘역’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내･외국인 총합 약 720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으며, 2014년 한해에만 155만 명이 방문하여 개별 안보관광지 중 가장
높은 방문객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많이 방문한 안보관광지는 강원도 고성군의
통일전망대가 있으며, 이곳 역시 지난 10년간 약 520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이와 함께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안보관광지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장소는 강화도 평화전망대로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공군
관련 안보관광지에서는 공군박물관이 연간 약 2~3만 명 수준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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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안보관광지별 방문객 수(2009~2019년)
(단위 : 명)

자료 : 국방부 통계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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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019년 안보관광지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관광지명

외국인

일반인

584,900

50,165

221,842

312,893

평화전망대, 제2땅
굴, 철원근대문화
유적센터

82,471

6,997

74,986

488

2,363

57

2,306

-

백마고지 전적지

46,724

7,402

39,102

240

열쇠전망대

13,472

1,602

11,658

212

상승전망대

786

156

536

94

승전전망대

2,165

992

1,032

141

88,150

11,465

75,196

1,489

칠성전망대

6,004

200

5,738

66

승리전망대

11,881

5,807

6,059

15

태풍전망대

42,488

4,110

37,815

563

고성 통일전망대

727,772

110,154

613,151

4,467

국립전사박물관

12,796

9,260

3,516

20

육군박물관

62,179

12,761

49,293

125

92,192

39,165

51,298

1,729

260,571

5,962

252,922

1,687

6,439

344

6,075

20

190

130

60

-

22,598

8,012

14,566

20

해사박물관

138,589

30,679

95,722

12,188

철매역사관

17,704

5,528

12,176

-

공군박물관

1,840

1,230

610

-

2,224,294

312,178

1,575,659

336,457

을지전망대
제4땅굴

평택안보공원
천안함 기념관
해
강화도
평화전망대
군
백령도전망대
및
해
연평도 포격전
병
전승기념관
대
포항역사관
공
군

학생

도라전망대, 제3땅
굴, 해마루촌, 허준
묘역

철원DMZ평화문
화광장

육
군

내국인

계

총계

주 : 애기봉전망대는 2019년 통계를 미기재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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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관광
생태관광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DMZ 관련 공식 사이트인 ‘디엠
지기(www.dmz.go.kr)’에는 DMZ 일원의 자연생태 특성 및 자원 현황과 관련 여행
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DMZ의 생태 특성은 임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DMZ 일원은 잘 보존된 생태계라기보다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채 군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에 전반적으로 열악하나 특정 구역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는 매우 특이한 생태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12년 ‘DMZ 일원 생태계 조사 : 민통선 이북지역 생태계 조사’를 수행하고 DMZ
의 주요 식물, 어류, 조류, 파충류 등의 종(種)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남북한 총 904~907㎢에 이르는 DMZ 일원에는 검독수리, 원앙, 산양,
수달 등의 천연기념물을 비롯하여 스라소니,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700여 종 및 고유종이 분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이트는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총 8개 시･군
의 DMZ 및 접경지역 일원의 강, 갯벌, 저수지, 연못, 늪 등을 주요 생태여행 목적지
로 소개하고 있으며, 독특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생태적 특색을 갖춘 장소로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6] DMZ 일원 생태계 조사 결과
구분
식물상

행정구역
 총 798분류군(102과 382속 616종 144변종 34품종 1잡종)의 식물

저서성대형무척추  고유종 총 9종
담수어류
양서 및 파충류
조류
포유류

 총 14과 49종 10,326개체 어류
 양서류 : 총 2목 7과 11종
 파충류 : 총 1목 4과 8종
 총 121종 4,215개체
 총 19종

자료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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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DMZ 일원 생태여행 목적지
구분

행정구역

경기도

 장항습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인천광역시

 서부 민통선 둠벙 (파주시 장단면 일원)
 강화갯벌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일원)
 한탄강 (철원군 갈말읍 일원)
 샘통 (철원군 내포리 일원)
 토교저수지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강원도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93-18)
 임진강 (연천군 군남면 일원)
 대암산 용늪 (양구군 동면)
 두타연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고성군 간성읍･수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자료 :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www.dmz.go.kr” (2021.4.5. 검색).

[표 2-8] DMZ 일원 생태자원 현황
구분

내용

천연기념물

 두루미, 검독수리, 독수리, 원앙, 어름치, 하늘다람쥐, 수달, 산양, 호사비오
리, 남생이, 사향노루, 점박이물범, 흰꼬리수리, 흑두루미, 흑고니, 검은머
리물떼새, 올빼미, 수리부엉이, 새매, 먹황새, 재두루미, 큰고니, 고니, 검은
목두루미, 개리, 황조롱이, 저어새, 붉은배새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금개구리, 구렁이, 스라소니, 여우, 삵, 하늘다람쥐, 수달, 산양, 호사비오
리, 맹꽁이, 무산쇠족제비, 담비, 솔개, 새홀리기, 벌매, 물수리, 간점박이올
빼미, 남생이, 사향노루, 점박이물범, 흰꼬리수리, 흑두루미, 흑고니, 검은
머리물떼새, 올빼미, 수리부엉이, 새매, 먹황새, 재두루미, 큰고니, 고니,
검독수리, 붉은배새매, 두루미, 독수리, 저어새, 큰말똥가리, 가는돌고기,
한둑중개, 버들가지, 묵납자루, 열목어, 다묵장어
 홍월귤, 제비동자꽃, 조름나물, 애기송이풀, 왕제비꽃, 대청부채, 닻꽃, 날
개하늘나리, 기생꽃

고유종

 멧토끼, 태백기린초, 참물부추, 솜다리, 등대시호, 노랑무늬붓꽃, 금강초롱
꽃, 개느삼, 독중개, 참종개, 쉬리, 새코미꾸리, 북방종개, 버들가지, 묵납자
루, 어름치, 이끼도룡뇽, 참배암차즈기, 둥근이질품, 왜매치, 몰개, 동사리,
눈동자개, 긴몰개, 금강모치, 배가사리, 미유기, 돌마자, 가는돌고기, 꺽지

자료 :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www.dmz.go.kr” (2021.4.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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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내 DMZ 관광 현황
경기도는 도(道) 조직 내 평화부지사-평화협력국을 설치하고 DMZ 정책과를 두
어 경기도와 관련한 DMZ 활성화 정책, DMZ 일원 생태자원 보전 및 이용, DMZ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DMZ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DMZ 홈페이지(dmz.gg.go.kr)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DMZ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DMZ 관광지는 앞서 국방부의
안보관광시설 중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을 주요 DMZ 관광명소로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역사/문화유적, 자연/생태, 여가/휴식으로 세분된
여행 카테고리를 제시하며 [표 2-9]와 같이 총 60곳의 경기도 DMZ 및 해당 지역
주변 여행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표 2-9] 경기도 DMZ 관광지 현황
구분

지역
파주시

안보관광

연천군

 열쇠전망대, 1.21 무정공비 침투로, 상승OP/제1땅굴, 태풍
전망대, 경원선 철도중단점

김포시

 애기봉전망대

파주시

 화석정, 자운서원, 헤이리예술마을, 영집궁시박물관, 반구
정, 두루뫼박물관, 율곡문화제, 보광사, 파주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농경유물전시관, 파주삼릉

고양시

 중남미문화원, 행주산성, 밤가시 초가, 북한산성, 목암미술
관, 서오릉, 행주문화제, 벽제관지

연천군

 전곡리 선사유적지, 경순왕릉, 연천향교

파주시

 도라산평화공원, 재두루미 도래지, 용미리석불입상

고양시

 송포의백송

연천군

 고대산, 동막골 유원지, 임진강유원지, 은대리물거미서식지

파주시

 평화누리공원, 아쿠아랜드, 금강산랜드, 통일촌, 쇠골마을,
장단콩축제, 탐라국유일레저타운

고양시

 테마동물원쥬쥬, 일산호수공원, 풍동애니골까페촌, 고양선
인장전시관

연천군

 재인폭포, 한탄강관광지

역사/문화유적

자연/생태

여가/휴식

관광지
 판문점, 임진각관광지, 오두산 통일전망대, 도라산역, 도라
전망대, 제3땅굴, 통일공원, 통일연못, 자유의 다리

자료 : 경기도 DMZ. “www.dmz.gg.go.kr” (2021.4.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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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MZ 관광의 정책추진 동향
1) 정부의 DMZ 관광 관련 정책
DMZ 및 접경지역 관광 관련 정책은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한 낙후지역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DMZ 생태평
화공원 조성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기에 본격화되었
다. 특히, 2018년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 되면서 접경지
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및 관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균형발
전 모색 등 실질적인 접근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DMZ/접경지역 지방정부의 DMZ 관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접경
지역 돼지열병,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주요 사업의 중단 이전까지 다양한 정책이
계획 및 추진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된 DMZ 관광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추진한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과 한국관
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을
통한 통합홍보 지원사업을 들 수 있으며, 문체부 이외 중앙부처 사업으로는 행정안
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있다.
(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 발전 기반
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ʻ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효율화,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관광자원 확충,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관광경쟁
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6대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중 마지막 개발전
략인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남북한 연계 관광개발 기반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전국을 6개의 초광역관광벨트로 구성하고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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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및 접경지역을 ‘한반도 평화생태 관광벨트’로 규정하여 DMZ 국제 생태투어
프로그램, 남북 주요 관광지 연계코스 등 한반도 공동 관광상품 개발 계획을 수립하
였다.
[표 2-10]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중 DMZ 관광 관련 계획
구분

행정구역
 DMZ 국제 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생태관광명소 브랜드 형성, 남북공동 브랜드 개발, Peace Plaza
조성, 안보/평화 관련 컨벤션 시설 도입 등)
관광경쟁력 제 통일대비 한
고를 위한 국 반도 공동 관  남북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제 협력 강화 광개발 추진
(남북한 공동 크루즈 관광 코스 개발, 남북관광열차 운영 및 철도
관광상품 개발, 남북한 주요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
 한국 관광홍보 센터 운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그림 2-4]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 구분 및 개발방향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1).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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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초의 6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중 하나로서 경기, 인천,
강원도의 DMZ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민자를
포함한 약 5,321억 원을 투자해 독특한 테마를 갖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DMZ 인접 지대에 대한 난개발 우려와 부처 간 중복사업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2010년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한반도 생태평화벨
트 조성｣ 기본안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4월 ‘제7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총리실 주관, 세부 실행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총괄로 진행되는 세부 계획이 완성되
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최종안은 6개 중앙부처에서 86개 사업 총 2조 3,681
억 원(민자 1,889억 원 포함)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은
3개 시･도 10개 시･군의 44개 세부사업(4,610억 원/민자 516억 원)으로 확정되어
추진되었다. 이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간평가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2017년 개별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관리사업 낙찰금액 감액
등을 통해 최종 2,391억 원으로 조정된 사업비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표 2-11]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개요
구분
목적

주요 내용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안보･역사 자원의 활용,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대상지역






사업기간

 2013~2022년 (10년간)

사업비
사업내용

계획수립 방향

3개 시･도 10개 시･군
인천광역시(2) :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3)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5)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2,391억 원(국비 1,056, 지방비 1,225, 민자 110)
 총 24개 사업 (관광자원개발 16개, 광역연계사업 8개)





통합 연계발전체계 구축
특화 녹색 관광명소 구축
특화 콘텐츠 발굴 및 활성화사업
홍보･마케팅 다각화 사업

자료 : 경기도 DMZ. “www.dmz.gg.go.kr” (2021.4.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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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주요 내용
파주시
연천군

사업명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국비
1,575

임진강 평화공원

3,559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생태보호센터

700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100

강화군

한겨례 얼체험공원 조성

4,634

철원군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1,962

양구군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

925

인제군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1,500

총 합

14,955*

9개 사업

주1 : *는 실행계획 연구용역비(250백만 원)를 제외한 금액임
주2 : 2020년 8개 사업 9,186백만 원 추진 예정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3) DMZ 통합홍보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의 관광 활성화(비무장지대 평화관광)를 위한 통합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은 비무장지대가 보유한 평화적 기능을 복원하고 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 유일의 평화관광지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 및 관광공사와 함께 ‘비무장지대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천 대표 관광
자원, 음식, 주요 행사 등을 선정해 통합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8년 9월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
며,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마련하였다. 추진협의회는 문체부
제2차관을 의장으로,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이 주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
영하며 추진협의회는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로 개최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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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 수립된 ｢신지역발전정책｣에 따른 초광역개발
권 기본방향 및 구상의 후속 조치로서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접경벨트로 지정하여
접경지역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 상징성을 활용한 ‘세계적
인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생태 및
평화적 이용 가치 극대화,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 거점 구축, 저탄소 첨단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통일시대 신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수립되었다(행정안전부, 2011).
[그림 2-5]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전략

자료 : 행정안전부(2011). p. 30

총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계획
당시 총 5개 전략 165개 사업으로 민자를 포함하여 약 18.8조 원 규모로 수 전략으
로 수립되었으나, 이후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하여 변화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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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을 반영하고,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하여 2019년 기존
계획을 변경 및 확정하였다. 이에 최초 165개 약 18.8조 규모에서 변경 후 총
225개 사업 약 13.2조 원으로 사업 규모가 조정되었으며, 이중 경기도의 경우 45개
사업 약 7.5조 원에서 변경 후 38개 사업 약 3.5조 원으로 축소되었다. 비록 당초
계획과 비교해 전체 사업비는 감소하였지만, 국비 및 지방비는 각 1,443억, 351억
원씩 증가하여 사업 실현성이 낮은 민자사업들이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5개
주요 추진전략 중 DMZ 관광 정책 및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전략은 ‘1.
생태･관광벨트 육성’ 및 ‘2.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전략 내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3]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중 DMZ 관광 관련 사업
구분

주요 내용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지정
접경지역 일원 지질공원(Geo-Park) 인증
생태계복원 및 생태천이 프로그램 운영
자연환경 보전대책
(남북협력 거점 조성,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 연계)
산림관리대책
(녹색공간 확충 및 산림생물자원 보전)
 DMZ 일원 통합정보화기반 구축




생태계 보전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습지생태벨트 조성(습지생태자원 활용 체험･학습시설 조성)
세계적인 생태･평화  평화생명벨트 조성(접경지역 서식 희귀 동식물 보호 및 관찰센터 설치)
공원 조성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거점 조성)
 안보관광벨트 조성(안보관광 체험시설 확충)
평화누리길 조성

 접경지역 10개 시･군 내 지역 관광명소 주변 핵심거점 순환형 및 관광명
소간 연계 테마로드 조성

DMZ 글로벌 관광명
소화 추진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곳! 「DMZ」
(UN 환경센터와 환경 복원사업 공동추진, DMZ 세계MTB대회, 세계자
전거 축전, DMZ 세계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접경지역 바로알기 체험교실 운영

지역특성을 활용한 안
보생태빌리지 조성

 민통선내 통일촌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는 명품 안보생
태빌리지를 조성하여 생태･평화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용
(군부대 이전지 활용 숙박, 휴게, 병영체험 등 계획 및 지역 특산물, 자연
경관, 안보시설 등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자료 : 행정안전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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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의 DMZ 관광 관련 정책
(1)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경기도의 DMZ 관광 관련 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접경권
초광역개발계획, PLZ(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의 계획을 경기도 실정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반영 및 활용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지난 2011년 수립된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을 통해 DMZ 관광 관련 계획
및 사업 정책을 기획하였는데, ‘문화･관광’ 분야의 전략계획 중 ‘2. 아시아를 대표하
는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화’ 계획과제를 도출하면서 공간적으로는 임진강 평화생태
벨트를 구축하고 DMZ 평화생태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문화･생
태관광 거점을 이룩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 및 전략으
로는 평화생태공원, 야생동물리조트 등을 조성하여 DMZ 관광거점으로 구축, DMZ
탐방루트 개발, DMZ 안보･통일･생태･문화 주제 연구･체험프로그램 강화, DMZ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림 2-6] 경기도 관광레저 거점 구축

자료 : 경기도(2011).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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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 중 DMZ 관광 관련 정책
구분
계획과제

주요 내용
추진방향
전략
평화생태공원, 야생동물리조
 생태보전연구소, 생태탐방로, 야생동물차료사,
트 등을 조성하여 DMZ 관광
보호 휴양소, 전시관 등 조성
거점으로 구축
DMZ 탐방루트 개발

 평화･누리길 탐방 편의시설 및 스토리 개발, 체
험프로그램, 걷기대회, 사진전･공모전 개최 등

DMZ 평화생태
DMZ 안보･통일･생태･문화
콤플렉스 조성
 전쟁분단 유적 및 스토리 복원 콘텐츠화
주제 연구･체험프로그램 강화

DMZ 관광 네트워크 구축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활동가, 시민단
체, 기업, 관이 협력하는 조직 구축,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컨설팅, DMZ 관리･마케팅 전
담조직 설립

자료 : 경기도(2011).

(2) 경기도 업무계획(2021)
경기도의 2021년도 도정 업무계획에서 제안된 DMZ 관련 정책은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남북 평화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중 DMZ 관광정책은 ‘DMZ 일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경기도 대표 축제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DMZ 일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에서는 DMZ의 생태 가치 보전 및 평화생태지구 조성 등 다양한 생태 및 환경
보전사업 및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공원, 평화누리길 거점 센터 등의 관광 인프라
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경기도 대표 축제 추진’은 ‘Let’s DMZ’ 축제
를 개최하여 DMZ 포럼, Live in DMZ, Let’s DMZ 브랜드 마케팅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DMZ 평화 지대화 및 평화･화합의 메시지의 국내외 전달 등을 제안하고
있다. 추가로 도민이 참여하는 DMZ 스포츠 행사로서 155마일 걷기, 평화통일
마라톤, ‘Tour de DMZ’ 등의 행사를 기획 및 추진하는 것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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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MZ 관광 관련 연구 동향
DMZ 관광과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특수목적 관광으로서 DMZ를 방문한
관광객의 관광 동기 및 관광 활동에 관한 연구, DMZ 관광지 내 지역주민에 관한
연구, 안보, 생태 및 다크투어리즘 등 관광자원 대상지로서의 DMZ 연구, 정책적
관점에서 DMZ 관광의 발전방안을 다룬 연구, 그리고 시대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른
DMZ 관광 연구의 트렌드 및 관광 인식을 분석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주요 내용은 [표 2-15]와 같다.
그중에서도 현재까지 DMZ 관광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진 주제는 DMZ 관광
객 및 지역주민과 같이 실질적인 관광 소비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라 할 수 있다. DMZ 및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DMZ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방문객들을 여타 일반적인 관광객과는 다른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광 동기, 목적지 선택
속성,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요인들을 이용해 DMZ 관광시장을 파악하고자 하였
으며, 한편으론 DMZ 정책의 직･간접적 수혜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인식, 삶의 질 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 DMZ 관광과 관련한 연구 주제들은 대부분 정책적, 사회적 분위기와
이슈 등에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주요 연구 동향을 시대적 흐름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80년대부터 6･25전쟁을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
였으며(전효재, 2016), 1990년대 말 금강산관광 및 2000년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남북 화해와 협력 분위기의 형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담론이 나타나고 이때
부터 DMZ 관광의 학술적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기존의
소극적인 생태조사 및 일부 안보관광 논의 수준에 국한되어 있던 연구 범위가 지역
개발과 남북협력의 범위로 넓어지고 구체화 되었으며, 비무장지대의 생태와 역사를
활용한 관광개발 등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박은진･여인애, 2018).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비무장지대 관련 정책이 더욱 활발해지고 관광
객의 관광 활동이 기존의 통일전망대와 땅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안보관광에서
DMZ 및 인근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으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DMZ 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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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의 주제도 관광객의 DMZ 방문 동기, 만족, 행동 등의 개인 심리적
관점에서부터 시장세분화,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 등으로까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
다. 그리고 최근에는 DMZ의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하고 이를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관심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문･역사, 안보･통일, 자연･생태 관광자원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균형적
지역발전 대상으로써 DMZ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표 2-15] DMZ 관광 관련 주요 선행연구 종합
구분

저자

주요 내용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
로 관광동기를 파악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세
비무장지대 외래관광
분화된 방문시장별 가치인식의 차이를 확인
심성우 외
객의 시장세분화와
(2009)
 소극적 관광동기 및 적극적 관광동기 집단으
가치 연구
로 분류된 시장에서 인구통계적 특성 및 총체
적 가치에 대한 집단 간 통계적 차이 도출

김재호
(2011)

DMZ
관광객 및
지역주민

제목


비무장지대 (DMZ)
일원 관광객의 관광
동기-관광목적지 간

의 비교

DMZ 및 접경지역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동기를 파악하고, 각 지역별로 관광동기
차이를 검증
지역 매력성과 탈일상성 동기는 강원지역이
높고, 방문 편리성 동기는 경인지역이 높음

 안보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동기, 관광만족,
비무장지대 관광동기
행동의도 간 영향관계를 검증
박근영 외 가 관광객 만족과
 역사성, 일탈성, 특수성, 평화중요성의 비무장
행동의도에 미치는
(2019)
지대 관광동기를 도출하고 관광만족과 행동의
영향
도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DMZ관광객을 대상으
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관광지
DMZ관광 선택속성
선택속성 및 방문의도와의 관계를 규명
윤순호 외 및 행동의도 연구: 관
(2020)
광객의 라이프 스타  적극, 활동, 전통 및 안정 추구형의 라이프 스
타일 유형과 이에 따른 서비스 쾌적성, 물리적
일을 중심으로
속성, 접근성과의 영향관계 도출

최성록
(2010)

 강원도 DMZ 일원 사업추진 상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이해정도, 사
DMZ일원 국가사업
업추진 역량을 검토하고 개선 및 해법 모색
에 있어 주민참여 현  지자체별 사업 운영 및 주민참여 평가, 사업계
획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역할 고려
황과 과제
등 지역주민 참여기반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및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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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DMZ
관광객 및
지역주민
(계속)

DMZ
관광자원

저자

제목

주요 내용

백재환･
김성민
(2018)

접경지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 접경
지역과 비접경지역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7개 접경지역 시･군과 24개 비접경
지역 시･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삶의 질
비교를 통한 접경지역 정책 시사점 제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영향을 받지만 결정되지는 않으며, 지역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은 접경지역 규제 외에도 지
리･환경적 맥락이 영향을 미침을 파악

이충기
(2005)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
여 DMZ 생태관광자원의 보존 가치를 측정
CVM을 이용한 DMZ
 DMZ 환경보존기금 지불의사에 대한 결과를
생태관광자원의 가치
통해 내국인 21,000원, 외국인 31,000원을
평가: 국제간 비교
산출하고, 총 경제적 가치(보존가치)가 약
7,600억 원으로 추정

이소현･
김병현
(2015)

 DMZ 관광자원으로서 안보관광의 개념, 안보
관광자원의 구성요건, 안보관광자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정리
안보 관광산업에 대
 안보관광 활성화 방안(교통 인프라 확충, 사진
한 연구
활영 탄력 시행, 전문가 양성, 축제 및 프로그
램 개발 등)을 제안

오수경
(2015)

 DMZ 관광상품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생
태, 안보, 다크투어리즘 등 통합적 관점에서
DMZ 지역 관광상품
관광상품화 방안을 고찰
화 방안 연구: 양구지
 접근성, 기반시설 및 주민주도형 관광상품 부
역을 중심으로
족 등 양구지역 DMZ관광상품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안

전효재
(2016)

 DMZ 및 접경지역의 안보관광 정책의 추진
동향, 경쟁력을 진단하여 지역관광 경쟁력 강
화 및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안보관광지역의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관광자원 발굴, 관광시장 창출, 관광산업 기반
확충, 관광정책 역량 강화 등 지역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박은진･
여인애
(2018)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학술자료를 수집하여
시간적 변화에 따른 정책과 연구의 주제 변화
등 시사점 도출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원 정책과 연구의  비무장지대 관련 정책 다각화에 따른 향후 생
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등의 기초자료 축적,
변화 및 시사점
지속가능발전 지역으로서의 목표 및 전략 구
체화 필요성 시사

DMZ
관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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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DMZ
관광정책
(계속)

저자

제목

주요 내용

이웅규
(2018)

 DMZ 관광자원 개발 동향 및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DMZ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DMZ 관광자원 개발
자원 개발 방안을 제시
을 통한 지역경제 활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 평화, 안보특구 조
성화 방안
성 및 서해안과 동해안의 북방한계선을 중심
으로 한 무역관광도시항 조성 방안을 제시

박선일･
배선학
(2018)

 지난 15년간 발행된 DMZ관련 연구물을 텍스
트 마이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연구
텍스트 분석 기법을
주제 및 분야별 경향을 파악
활용한 DMZ 연구 동
 관리･활용, 생태･환경, 정치･제도의 세 연구
향 분석
분야에 따라 각각 ‘분류’, ‘정치’, ‘북한’의 중
요 단어 및 주제 도출

박경열･
안희자
(2019)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DMZ관광 이슈에 관
한 핵심 토픽을 도출하고, 의미이해를 중심으
로 DMZ관광을 현상학적으로 분석
텍스트 마이닝을 활
용한 DMZ관광 이슈  ‘DMZ관광’의 목적 및 행태가 구체적으로 정
의 토픽 모델링 분석
립되지 못하였으며, 경기도 및 파주지역에 한
정되어 DMZ관광을 인식, 일회성 축제 및 이
벤트, 경기 등에 국한되어 나타남을 시사

노희경
(2019)

통일관광을 위한 비  2009~2019년간 비무장지대(DMZ) 관광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토픽 모델링하
무장지대(DMZ)의 관
여 DMZ관련 인식, 의견 및 관심 변화 파악
광학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소셜  관광, 안보, 생태, 역사, 이벤트, 인프라, 정치
등의 핵심 토픽 추출 및 일회성 이벤트를 중심
미디어 빅데이터를
으로 한 DMZ 관광 인식성 확인
중심으로

한주형･
황지영
(2020)

 DMZ 및 접경지역 관광 관련 연구 트렌드를
분석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나
타나는 연구 경향성 파악
DMZ 관광 연구트렌
 DMZ가 초기 군사지역으로서 기능에서 관광
드 분석: 언어네트워
을 통한 사회적 기능의 수행 장소로 변모하는
크분석을 활용하여
과정을 연구 경향을 통해 확인하고, 향후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 시
사점 제안

DMZ
관광 트렌드

자료 : 선행연구 토대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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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광시스템
1. 관광시스템의 개념
관광시스템은 관광 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간의 관계를 조직화 및 구조화하여 체계적(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system)이란 목표 달성을 지향하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로 정의된다. 따라서 관광시스
템은 관광 현상 속에서 요구되는 과업 또는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합으로서의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개방적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연속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김계섭･조장현,
2004).
관광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한 관광 현상을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규명해보려
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광의 이해에 관한 유용성으로 인해 1930년대 이후부
터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관광 현상의 시스템적 접근은 사회체계의
계층구조 속에서 관광체계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접근방법이 시도되었다.
초기 연구자들은 관광이 관광행위 주체인 관광객과 관광 대상인 관광 객체(자원)
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2체계적 구조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관광
현상의 복잡화가 가속화되면서 관광 주체와 객체 사이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나
여행업체와 같은 관광조직 또는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관광 매체의
등장이 이루어지면서 관광 주체-관광 매체-관광 객체로 연결되는 3체계론이 관광
시스템의 기본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관광산업이 사회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관광에 대한
정부(행정)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정부의 행정을 별도의 관광시
스템 요소로 파악하는 4체계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관광에서의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관광 매체 요소의 하나로 인식하던 교통수단을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소로 보는 시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관광 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의 한 방법으로 등장한 관광시스템은 관광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방식에서도 연구자들의 접근 관점에 따라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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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시스템 관점에서 관광 현상이 관광 주체, 관광 객체 및 관광 매체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 Berneker(1956)에 따르면 관광 주체는 관광 수요시장을 형성
하는 주체적 요소인 여행자이며, 관광 객체는 관광객의 욕구나 기호에 부합하여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자원이나 관광시설 등이고 마지막으로 매체는 이러한
관광 주체와 객체를 연결 또는 중재하는 관광사업 부문이 해당된다. Morrison과
Mill(1985)은 마케팅적 관점을 강조하며 관광시장(market), 여행(travel), 목적지
(destination) 및 마케팅(marketing)을 관광 현상의 핵심 구성요소로 보았다. 한
편, Leiper(1979)는 관광객 이동의 관점에서 관광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으며 관광
을 인적(관광객), 지리적(관광배출지, 관광목적지, 경유지), 산업적(관광마케팅, 교
통수단, 숙박, 관광자원 등), 환경적 요소(여가, 조직과 계획, 내재적 관광자원, 지원
산업, 관광산업)로 구성되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Gunn(1988)은 관
광계획 수립에 중점을 둔 기능적 시스템으로 관광 현상을 파악하고 관광이 서비스/
관광시설, 관광대상/자원, 교통, 정보, 홍보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시스템에서 총체적 여행이란 많은 산업적 구조와 공공장소, 다양한 조직과 대행
사들이 특별한 기능을 조화롭게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소
와 프로그램의 복합적 성격은 각 부분이 설계 및 경영되어 다른 부분과 연결되고,
이에 더해 각각의 근본적 기능들이 잘 수행됐을 때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밖에도 다수의 연구자가 관광시스템의 구성요소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2-16]과 같다.
[표 2-16] 관광시스템 구성요소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Berneker
(1956)

구성요소
관광주체

 관광 욕구에 따라 관광 행동을 유발하는 관광의 수요자며 소비자
인 동시에 관광수요 시장을 형성하는 주체적 요소

관광객체

 관광객의 욕구, 기호 등에 부합함으로써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
물이나 특징,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관광 공급시장을
형성하는 요소

관광매체

 주체와 객체를 연결 및 중재하는 촉매 작용을 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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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연구자

구성요소
관광시장

Mill &
Morrison
(1985)

여행

 관광객의 요구 및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관광
가능자를 식별해 그들의 의사결정과정을 파악하는 기능
 발생지→목적지, 목적지 내, 목적지→출발지로 3분 됨

목적지

 관광자원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서비스 및 시설

마케팅

 마케팅 목표를 명확히 하고 표적시장을 선정하여 상품, 가격, 촉
진, 유통, 패키징, 프로그래밍, 사람, 파트너십 등의 구성요소를
적절히 혼합하는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가 이루어짐

인적요소

 방문지로 이동(경유･체재)하여 방문 활동(관람･숙박･식음료･쇼
핑 등)을 하는 소비자로 거주지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관광객)
관광배출지  관광객이 거주하는 지역, 관광의 시작과 종료 지점

지리적 요소

관광목적지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매력을 지닌 장소
경유지

산업적 요소
Leiper
(1979)

환경적 요소

Gunn
(1988)

서비스/
관광시설

 관광마케팅, 교통수단, 숙박, 관광자원, 기타 서비스(면세점, 기념
품점, 관광보험, 여행자 수표, 택시 등) 및 관광 규제
여가

 여가의 증가는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수요의 증가
를 가져오는 기초적인 투입 요소

조직과 계획

 관광 중 사회적 경험은 관광객 스스로에 의해 이루
어지며 단체관광에서는 단체 소속원 간의 접촉, 문
화에 대한 가치관 및 관심의 정도 등

내재적
관광자원

 기후, 조경, 바닷가, 수자원, 경치, 생태계, 지역주
민의 우호성, 문화와 관습, 지역 분위기 등

지원산업

 관련 산업 분야의 사업체 및 조직, 시설 및 서비스,
가게, 식당, 공공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관광산업

 관광 경험 과정 중에서 시스템의 모든 부분과 특별
한 관계 보유

기반시설

 관광지에 존재하는 모든 시설들의 기능 및 지역주
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능 담당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도, 통신, 발전소,
각종 안전시설 등

부대시설

 관광자원 외에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시설
 숙박, 위락, 지원, 정보 및 판매시설

환대서비스
관광대상/
자원

 여정 내 지리적 환경, 접근 편리성이 관광 흐름의
방향과 양을 결정하고 교통수단의 영향을 받는 곳

 인적･제도적 요소와 관광 분위기 조성
 환대성, 친절성, 관습, 출입국제도 등

 관광객이 여행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관광대상 및 자원으로 관광
매력이 연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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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연구자
교통
Gunn
(1988)
(계속)

Hudman &
Hawkins
(1989)

구성요소
 인간이나 재화의 상호교류로 장소적 이동을 의미
 교통시설, 교통수단의 다양성, 교통 편의성, 편리성, 접근성 등

정보

 관광객의 관광 의사결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
 관광 해설, 정보 팜플렛, 노면표지, 게시판 등

홍보

 여행시장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되는 유혹과 설득의 모든 형태
 광고, 선전, 쿠폰, 할인, 패키지 등

수요

 (영향 요소) 문화, 욕구 체계, 사회･심리적 요인, 관광 동기 등
 (관광 동기) 건강, 호기심, 스포츠, 즐거운, 상용, 종교 등

공급

 목적지 성격 및 유형, 관광자원, 숙박･음식서비스, 방문자서비스,
회의시설, 서비스, 공적･사적 관광조직 등

연결

 의사소통, 홍보, 교통, 여행 운영, 유통구조 및 가격전략 등

자료 : 선행연구 토대로 연구자 작성.

2. 관광시스템의 구성요소
앞서 제시한 관광 현상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적 접근 중 다수의 관광학자는
Leiper(1979)와 Gunn(1988)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Leiper(1979)가 관광객
이동에 중점을 두어 관광 현상을 설명하였다면, Gunn(1988)은 [그림 2-7]과 같이
Leiper(1979)의 시스템적 구조를 보다 기능적으로 세분화하여 관광 구조를 제시하
였으며, 각 구성요소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수요시장(tourism demanding market)의 관점에서 관광객(tourist)은 관
광시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관광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되며, 관광하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을 갖춘 관광 활동의 주체로서 관광 욕구(tourism needs) 및 관광
동기(tourism motivation)에 따라 관광 행동을 유발한다.
관광자원(tourism resources)은 관광의 소비자인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목적지에 존재하는 관광대상이자 관광매력물(tourism attractions)
로서 관광공급시장(tourism supplying market)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관광대상으로서의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 욕구 및 동기를 자극하여 관광
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관광객은 관광행위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관광시설 및 서비스(tourism facilities and service)는 관광객의 관광 활동 및
관광목적지 체재 등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욕구를 만족시키고 관광객과 관광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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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결부시키는 수단이자 방법으로써, 관광을 위해 요구되는 숙박을 비롯하
여 식･음료, 관광 기념품, 레크리에이션 등 시간적 매체 및 관광 준비 및 안내,
상부구조(super-structure) 및 하부구조(infra-structure) 등 기능적 매체와 시설
이 복합적 요소로 작용하여 관광사업시장(tourism business market)을 형성한다.
또한 교통(transportation)은 관광객과 관광대상(tourism objects)이 존재하는
관광목적지(tourism destination)를 연결하는 장소적 매체로서 기능하며, 관광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이동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관광 정보 및 홍보(tourism
information and promotion)는 관광 주체인 관광객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상품의 구매를 자극하는 기능적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 현상을 확산시키고 관광
객 의사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관광 정보에는 관광 해설, 정보 팜플렛,
노면표지, 게시판 등이 있으며, 홍보에는 광고, 선전, 쿠폰, 할인, 패키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Gunn(1988)의 관광시스템의 구성요소 이외에도 점차 복잡･다
양해지고 있는 관광환경을 고려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의 각종 외부요인을
관광시스템에 추가하여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관광 현상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이어
지고 있다.
[그림 2-7] Gunn(1988)의 관광시스템

자료 : Gunn(1988).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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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회복력
1. 회복력의 개념
리질리언스(Resilience)라는 용어는 ‘튀어 올라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라틴어 ‘resalire’에서 파생되었으며(Community & Regional Resilience
Institute, 2013),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회복력(回復力), 회복탄력성(回復彈力
性), 복원력(復元力), 회복탄성력(回復彈性力) 등3) 분야마다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김동현 외, 2015). 즉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회복’이라는 의미와 외부 충격
으로부터 다시 튀어 오르는 탄력 또는 탄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력 개념은 1973년 캐나다의 생태학자인 C. S. Holling에 의해 최초
로 도입되었다. 그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 인간의 영향에 의한
개체군의 변동 등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생태학
이론들에 대해 의문을 갖고, 생태적 회복력(Ecological Resilience) 개념을 도입하
였다. 그에 따르면, 일시적인 교란(disturbance) 후에 평형 상태(Equilibrium or
Steady-state)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안정성
(Stability)으로 정의하고, 생태계(Ecosystem)가 변화나 교란(Random event)을
흡수하는 수용력 혹은 개체군이나 상태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유지되는 시스템
지속성의 척도를 회복력(Resilience)이라고 정의하였다(Holling, 1973). 즉 회복
력은 교란 이전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Holling의 연구 이후 발표된
1970년대 회복력 관련 연구들도 대부분 이러한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Beddington
et al., 1976; Thomson & Lehner, 1976; Harwood, 1978; Harrison, 1979),
최근에도 Holling의 정의는 회복력 이론의 기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 이후 회복력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발전되었다(Holling et
al., 1995). 첫째, 공학적 회복력(Engineering Resilience)의 개념이다. 공학적
회복력(Engineering Resilience)은 어떤 교란이 닥쳤을 때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
게 평형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척도로 볼 수 있다(Walker
3) 리질리언스를 사회생태적인 관점으로의 개념적 확장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수 있는 “회복력”이
적합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회복력”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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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4). 이는 시스템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전 시스템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교란에 대해 저항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Folke, 2006).
둘째, 생태적 회복력(Ecological Resilience) 개념이다. 이는 Holling이 1973년에
정의한 회복력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평형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으며,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고 본질적인 기능과 구조, 정체
성, 그리고 피드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Walker et al., 2004). 즉 공학적
회복력 개념과 달리 교란에 의해 생태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필요 없이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생태학과 자연과학에서 시작된 회복력 이론은 최근 방재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등 도시
및 생태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회복력 개념이 방재학에서 논의되
고 있다. 방재학에서 회복력 개념은 도시 시스템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Campanella, 2006)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고 사회시스템이
재구성되는 등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후 적응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Cutter, 2008). 경제학의 경우, 금융위기에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의 내구성
평가와 비용･편익 관점에서 회복력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심리학에서는 역경이나
재난을 성장의 경험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Polk, 1997)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처럼 회복력 개념은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발전되어왔으나, 현실 세계는
각 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협소한 개념의 회복력을 적용한
정책으로는 안정된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Walker & Salt, 2012). 이에
점차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간 환경에 대한 회복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었으며(Carpenter et al., 2012), 이는 사회경제 시스
템(Social-Economic System)과 생태계 시스템(Ecological System)을 통합적으
로 고려하는 사회생태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 차원의 회복력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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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생태시스템과 회복력
1) 사회생태시스템의 회복력
회복력 이론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환경이 밀접하게 얽혀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초기의 회복력 관련 연구들은 인간 활동(관광 활동, 환경오염
등)을 단순히 생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외부요인으로 간주하고, 회복력을 생태시스
템 범주 내에서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Brand & Jax, 2007).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문제들이 대두되고, 사회시스
템과 생태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 즉 사회시스템과 생태시스템의 구성요소 사이에서 다
양한 수준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태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 SES)으로 개념화되었다. 따라서 사회생태시스템은 다양한 위계로 구분된
사회시스템과 생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시스템은 환경정보와 정책을
교환하면서 피드백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생태시스템에는 미생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 있는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요소들은 물리적･행
태적 특성과 동태성을 내재하고 있어 다이내믹한 시스템을 형성한다(Anderies et
al., 2004). 즉 시간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는 동태적 시스템으로서 피드백
구조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림 2-8] 사회생태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 개념

자료 : Biggs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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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처 능력을 지닌 사회생태시스템은 단일 시스템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회복력을 갖춘 사회
생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9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ndersson, Nykvist, Malinga, Jaramillo, & Lindborg, 2015; Walker & Salt,
2012).
[표 2-17] 회복력을 갖춘 사회생태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건
조건

세부 내용

다양성

 생물적, 지형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탱할 수 있
어야 함

생태적 변이

 생태적 변이를 통제하거나 줄이려 하기보다는 이를 수용하여 이러
한 변화와 함께 움직여야 함

모듈화

 여러 모듈 요소로 이루어져야 함

견고한 피드백

 임계점(threshold)과 관련된 ‘느린’ 조절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함

사회자본

 구성원 간 신뢰, 잘 형성된 사회관계망, 리더십(적응력)을 증진시
켜야 함

혁신

 새로운 일을 학습, 실험해보면서 그 지역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거버넌스 중복

 ‘중복된’ 거버넌스 구조가 담겨 있고, 접근권이 중복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이 뒤섞여 있는 단체들이 존재하도록 해야 함

생태계서비스

 사회적･생태적 가치가 균등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자료 : 선행연구 토대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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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주기
적응주기(Adaptive Cycle)는 Holling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으로서 사회생태
시스템과 같은 적응성(Adaptability) 있는 복잡한 시스템을 표현한 모형이다. [그림
2-9]와 같이 한 시스템이 성장(r)하여 극상(Climax)단계(보전, K)에 도달하지만
교란에 의해 생태계가 붕괴(Ω)되며, 이후 재조직화(α)를 거쳐 다시 성장(r)하는
순환 주기를 의미한다(Gunderson & Holling, 2002).
적응주기는 사회시스템과 생태시스템이 다양한 규모의 시간과 공간에서 작동하
는 여러 연결된 주기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사회생태시스템은 빠른 성장(rapid
growth), 보존(conservation), 해체(release), 재구성(reorganization)의 적응주
기를 거친다(Bass, 1988). 적응주기의 특성, 단계, 관계는 모두 시스템 내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며, 피상적인 개념들을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적응주기를 바탕으로 사회생태시스템 내의 회복력을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2-9] 적응주기(Adaptive Cycle)

자료 : Gunderson & Hollin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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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제 전환과 문턱
체재(regime)란 특정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상태의 집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교란이 발생하고 축적되어 임계변화가 나타났을 때,
체제가 변환하는데, 이를 체제 전환(regime shift)이라고 한다(Walker & Salt,
2012). 즉 체제 전환은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며, 시스템
의 통제변수가 문턱(threshold)을 지났을 때 시스템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과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턱은 변화하고자 하는 체제와 그 이전 체제 사이의 임계점이
다(Walker & Salt, 2006). 적응주기의 외적으로 존재하는 문턱은 곧 체제 전환의
경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체제 전환은 주로 인간에 의해 생태시스템에서 발생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무분별
한 인간의 활동이 생태시스템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으며, 이렇게 변화된 생태시스템
은 다시 사회시스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회생태시스템은 체제 전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Folke et al. 2010). 체제 전환은 교란이나 점진적
변화(gradual change)에 의해 발생하는데, 교란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으며, 감염병 확산과 같이 시스템 내부의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구동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점진적 변화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생태시
스템에 대한 영향이 축적되어 체제 전환이 한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 이 때 한
변수가 느리게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가, 이 값이 임계점을 넘어가면 상태를 체제를 전환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변수를 ‘느린 변수’라 한다. 즉 체제 전환은 반응 변수의 외부적･내부적 구동력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시스템의 체제 전환에 있어서 적응성(Adaptability)은 2가지 측면에서 나
타날 수 있다. 첫째, 문턱의 수준을 조절하여 시스템이 그 임계점을 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을 의미한다. 둘째,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은 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거나, 바람직한 체제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Pardini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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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
시스템의 전환(Transformation)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 체제를 재화와 노력을
들여 바람직한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 체제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단편적인 혹은 단기간의 해결책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경우 현 체제를 의도
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Sendzimir et al.,2008).
기존의 시스템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스템이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적응력을 갖추어 다른
체제로 문제없이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Olsson
et al. 2006). 이 때, 현재의 시스템에서 체제 전환을 방해하는 요인과 체제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체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Sendzimir et a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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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복력 원칙
1) 다양성
다양성은 시스템이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크게 ‘반응
다양성’과 ‘기능중복성’으로 구분한다. ‘반응다양성’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요소가
다양할 때, 교란이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서 모든 방식이 동시에 실패할
가능성을 낮춘다(Leslie et al., 2013). 예를 들면, 식량 공급이라는 단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작물을 심을 경우, 작물마다 교란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 작물의 흉작이 식량 공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능중복성’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의 수가 많아서 한 요소가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다른 요소가 해당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한다(Walker, 1992).
직장에서 특정 업무에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 인력풀을 운영하여 해당 업무를 백업
하는 시스템이 ‘기능중복성’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처럼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고 중복되게 구축하여 다양성을 확보하면 교란이 오더라도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성
연결성은 다양한 규모에서 시스템 구성요소 간 정보, 물질, 에너지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Biggs et al., 2015). 구성요소 간 유연한 연결은 하나의 요소
에서 교란이 발생했을 때 다른 요소에 교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다른 요소가
교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연결은 교란을 빠르게
전달할 수도 있다. 즉, 적당한 모듈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국제적으로 유연한 연결을
통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교류, 백신 확보 등을 함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사람들의 활동을 모듈화함으로써 코로나19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적절한 연결 구조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시스템의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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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시스템을 운영 및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부분적이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지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교란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조, 기존 지식의 지속적인 수정, 가치의 재평가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Chapin et al., 2010). 이러한 지식의 수정 및 창출 과정을 학습이라고 한다.
학습을 통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변화
와 추세를 감시하면서 느린 변화를 인지해야 한다(Lindenmayer & Likens,
2009). 또한, 다양한 규모(마을-도시-지역-국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소통과 지식
교류를 위한 워크샵 등을 통해 각 그룹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축소
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배양해야 한다.

4) 참여
참여는 다양한 규모의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목표의 파악부터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의 구현, 그리고 결과 평가까지 시스템 관리를 위한 모든
단계 혹은 일부 단계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Stringer et al., 2006). 시스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지식기반의 정당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 충격과 교란을 탐지하고 다채
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Folke et al., 2005). 특히 비과학적이나 삶의
경험적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의 참여는 과학적 과정을 통해 습득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역사적, 생태적, 사회적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에서 특정 그룹을 참여시키지 않거나, 참여에 대한 검토
및 수정 과정이 없는 경우, 효과적인 시스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참여는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악용할 경우, 회복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그룹 간 적절한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각 그룹 내에서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갈등을 관리하며 그룹 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Fol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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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5). 또한,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유발하고, 참여자의 역할이나
규칙을 명확하게 인지시킴으로써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Lynam et al., 2007).

5) 다중심적 거버넌스
다중심적 거버넌스란 여러 시간적･공간적 규모의 정책 과정에서 통합적 의사결
정을 위해 정부 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 NGO 등이 각자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
계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소통하는 협의체이다(Goodwin & Painter, 1996;
Hall, 2012). 생태계 보호지역 인근에 개발 이슈가 있는 한 시스템을 예로 들면,
이 시스템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생태계 보호지역이 포함된 마을 단위의 거버
넌스, 시･도 단위의 거버넌스, 중앙정부 단위의 거버넌스, 국제협약 단위의 거버넌
스 등에 속해있을 수 있다. 생태계 보호지역이 포함된 마을 단위의 거버넌스에는
지역주민, 지역 기반 민간기업, NGO, 마을 단위의 공무원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 단위의 거버넌스에는 시･도단위 공무원, 지역기반 전문가, 민간기업 등이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단위의 거버넌스로는 환경부 등 중앙정부 공무원, 대학
등 전문가그룹, 민간기업 등이 구성될 수 있으며, 국제협약 단위 거버넌스에는 ‘람사
르 습지 협약’이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등 국제협약
과 관련된 정부 부처, 기관, 전문가그룹 등이 구성될 수 있다.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심적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특정 규모의 거버넌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규모의 거버넌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즉, 다양한 규모의 거버넌스가 네트워크를 형성되어 있을 때 원활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심적 거버넌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연결성
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학습과 참여에 기반
하여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심 거버넌스는 앞서 언급된 4가지의
회복력 원칙이 모두 포함되어야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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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스템 다이내믹스
1. 시스템 사고
DMZ와 같이 ‘생태계 보호지역’을 포함하는 관광지는 관광개발 압력과 생태보전
의지 간의 정책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확대와 같은 논쟁으로
이해관계자 간 가치가 대립되는 상황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과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18]과 같이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는 단선적 사고와 달리 시스템
의 작동 메커니즘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기 위한 접근방식이다(김동환, 2000).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의 행태
가 행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가 행태를 결정하며 초점은 패턴
(pattern)과 관계(relation)에 있다는 점이다(박경열, 2012).
[표 2-18] 단선적 사고와 시스템 사고의 비교
구분

시스템 사고

단선적 사고

방식

구조 → 패턴의 사고

원인 → 결과의 사고

초점

전체적인 변화의 패턴에 주목

특정 시점의 변화에 주목

사건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탐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탐구

상호 연결 관계의 고리로 파악

단선적 인과관계로 파악

목적

자료 : 박경열(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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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념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는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모형화하는 도구로서 1960년대 MIT의 J. W. Forrester 교수가 최초
로 개발하였으며, 사회시스템과 관련하여 제품 판매 예측, 전략 및 대안의 효과
예측, 정책의 효과 예측 등의 문제를 모형화하는데 주로 활용되었다(곽상만･유재국,
2016). 사회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일방향적으로
분석하는 기존의 단선적 접근방법과는 달리,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하위시스템 간
동태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통합된 시각을 갖고, 전체 시스템4)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최남희, 2003).
특히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연구 대상과 관련된 특정 변수에 대한 정확한 측정값보
다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모형을 구성하고, 각 변수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이 모형이 어떠한 피드백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피드백 구조의 특성에 따라 전체 또는 하위시스템이 성장과
쇠퇴, 주기적인 변동, 평형상태 유지, 안정 및 불안정 상태 등을 나타내는지를 파악
한다(Meadows, 1980). 다시 말해,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모든 변수들이 통합적으
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구조에서 하나의 변수가 변화될 때 그 변화가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정 변수가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복잡한 사회경제･생태시스
템의 인과 구조에 대한 체계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 모든 변수에 대한
시계열 예측과 각 시스템의 동태성 분석에도 용이하다.

4) 시스템(system)이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분해가 가능하며, 분해된 요소들은 전체로서의 특성을 갖지 못하고,
다른 구성요소들이 없이는 자체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개체이다.

52∣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모형 개발 연구

3.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
1) 수행단계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영역은 인과순환지도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포함하
는데, 구체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의 단계는 [그림 2-10]과 같이 문제의 정의,
인과순환지도 작성, 모형 구축, 모형 시뮬레이션과 모형 행태분석, 모형의 타당성
평가, 정책 분석의 단계로 구분된다(최기열, 2008).
[그림 2-10]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수행단계

자료 : 김도훈 외(2001)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시스템 다이내믹스 수행단계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한다. 문제의 정의는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동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문제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한다.
둘째, 피드백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인과순환지도를 작성한다. 인과순환지도
는 변수와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요소와 화살표와 함께 + 나 –
부호를 사용하여 인과관계의 성격을 설정하는 요소, 그리고 여러 개의 인과관계들이
하나의 폐쇄된 원을 형성할 때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로 작성한 후 시스템
구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분된다(김영표⋅조윤숙, 2006).
셋째, 작성된 인과순환지도를 컴퓨터상에 반영하여 계량적인 모형에 대한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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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작성하는 모형 구축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과순환지도를 구성하
고 있는 주요 변수의 개념적 동태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텔라 (STELLA), 벤심
(VENSIM), 파워심 (Powersim) 등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김영표⋅조윤숙, 2006).
넷째, 모형 시뮬레이션과 모형 행태분석을 통해 각각의 루프에 대한 피드백 특성
을 분석하고, 통합된 시스템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작성된 시스템 구조의 정확도와 현실성 평가를 토대로 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책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당초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어떠
한 행태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러한 정책 분석 및 의사결정의 과정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DMZ 관광시스템
의 구축과정에서 총체적인 DMZ 접경지역에 관한 시스템적 사고를 토대로 DMZ
관광 육성방안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과순환지도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인과관계로 설정
하여 분석한다(정창권 등, 2019). 이러한 인과관계는 양의 인과관계와 음의 인과관
계로 구분된다. 인과순환지도 작성 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작동
하여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도 증가하거나, 독립변수가 감소할 때 종속변수
도 감소하면, 화살표 머리에 플러스(+)로 표기한다. 반면, 독립변수가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감소하거나 독립변수가 감소할 때 종속변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변수
간 관계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면 마이너스(-)로 표기한다. 특히 시스템 다이내믹
스는 피드백 구조를 시스템 구조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피드백 구조의 형성과정과
특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피드백 구조는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과 음의
피드백(negative feedback)으로 구분된다.
먼저 양의 피드백의 경우 음의 인과관계 개수에 의해 피드백의 속성이 결정된다
(정창권 등, 2019). 각 변수의 속성을 곱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림 2-11]에
서 (가) 피드백 루프의 경우 ‘(+) × (-) × (-) = +’가 되며, (나) 피드백 루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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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 (+) = +’가 된다. 특히 (가) 피드백에서 B→C의 인과관계는 계속 감소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C→A의 인과관계는 계속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피드백은 D 변수가 증가하면 E 변수가 증가하는 피드백이다. 이처럼 음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짝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속성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이를 강화 피드백 루프(Reinforcing feedback loop)라고 한다.
예를 들어, 관광지에 관광시설 수가 증가하면 관광매력도가 높아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관광시설 수가 감소하면 관광매력도가 낮아져 관광객 수가 감소한다. 이처
럼 강화 피드백 루프는 피드백 구조의 변수가 '선순환' 또는 '악순환'의 성격을 가지
고 연속적으로 변하게 된다(Anderson & Johnson, 1997; Meadows, 2008). 따라
서 선순환 루프는 정책 목표를 향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면, 악순환 루프는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 의도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림 2-11] 양의 피드백 루프 예시

자료 : 연구자 작성.

음의 피드백의 경우에도 음의 인과관계 개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
에서 (가), (나) 피드백 루프는 음의 인과관계가 각각 3개, 1개로 홀수이다. 따라서
각 변수의 속성을 곱하면 모두 음의 값이 산출된다. (가) 피드백 루프의 경우 인과관
계 속성을 따라가면 한번 순환할 때마다 속성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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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음의 피드백 루프 예시

자료 : 연구자 작성.

예를 들어, 관광지에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 생물서식지의 훼손 정도가 높아져
관광객 수는 감소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다시 생물서식지의 훼손 정도를 감소
시키므로 관광객 수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음의 피드백 루프는 특정한 균형
점에 수렴하는 특성이 있으며, 균형 피드백 루프(Balancing feedback loop)라고
한다.
시스템은 여러 개의 피드백 루프를 조합하여 구조화되며, 어떤 루프가 지배적인
지에 따라 다양한 행태를 나타낸다. 즉 인과순환지도는 피드백 루프가 어떤 행태로
작동되는지,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루프는 무엇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배적
피드백 루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다(Choi et al., 2017).
[그림 2-13]은 여러 개의 피드백 루프가 결합하여 지배적인 피드벽의 변화를
나타내는 예시이다. ‘보호생물종 서식지 면적’이라는 변수와 ‘보호생물종 개체수’라
는 변수 사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지연(delay)을 표현한 것이다. 피드백
구조를 살펴보면,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 결합된 형태이다. 자연관광지에서
관광시설 수가 증가하면 관광매력도가 높아지고, 관광매력도가 높아지면 관광객
수가 증가한다. 하지만 서서히 보호생물종 서식지 면적이 감소한다면, 보호생물종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관광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이러한 양의 피드백 구조가 지배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음의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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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지배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관광지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시설을 확충하려는 결과가 ‘보호
생물종 개체수 감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관광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시스템 구조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규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어떤
현상에 대해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당면하거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2-13] 양의 피드백과 음의 피드백이 결합된 피드백 루프 예시

자료 : 연구자 작성.

3) 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지도
관광시스템의 피드백 구조는 크게 개발중심형 관광시스템과 생태보전형 관광시
스템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먼저 개발중심형 관광시스템은 [그림 2-14]와
같이 관광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피드백 루프
(R1)가 환경수용력을 나타내는 피드백 루프인 B1과 B2보다 우세한 시스템이다.
관광인프라 개발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관광수입이 증가하면 다시
관광개발 수요로 나타나지만 점차 생물서식환경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발 정책을 통해 관광인프라 개발을 추진한다면(R2)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관광지의 생물서식환경의 질은 더욱 악화
되어 관광매력도가 낮아지고, 관광객 수도 감소할 것이다. 또한, 환경수용력이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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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넘어서는 경우 회복이 어려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14] 개발중심형 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구조 예시

자료 : 연구자 작성.

반면 생태보전형 관광시스템은 [그림 2-15]와 같이 개발중심형 관광시스템과
달리 생물 서식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피드백 루프인 B3과 B4가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R1에 비해 우세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15] 생태보전형 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구조 예시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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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은 생물 서식환경의 질이 저하되어 생태보전 및 복원 의지가 높아지면 보호구
역 지정, 생태복원사업 등 생태계 보전 노력이 높아져 다시 생물 서식환경의 질이
회복하는 피드백 루프이며, B4는 생태보전 정책을 통해 이를 증폭시키는 피드백
루프이다. 또한, 관광수입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원된다면 생물 서식환경의 질뿐
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인해 다시 관광수입을 증가시키는 강화 피드백 루프(R3)가
형성될 것이다.

4)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간 흐름에 따른 시스템의 구성요소 간의 피드백 관계,
물질이나 정보의 흐름에 대한 지연효과를 모형화하는데 최적화된 방법론이다(곽상
만･유재국, 2016). 복잡계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수많은 저량(stock)과 유량(flow)
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상태의 시스템 흐름이 ‘저량-유
량 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상태에 인위적인 개입이 발생하여 나타나
는 저량과 유량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제하는 ‘저량관리구조’라고 한다(정창권 등,
2019). 수학적 방법이 적용된 수많은 통계학적 방법들이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듯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화도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 간의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6] 저량･유량 다이어그램의 예시

자료 : 정창권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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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관광 이슈 도출
제1절 언론영역의 DMZ 관광 담론 분석
1. 분석개요
1) DMZ 관광 비정형 텍스트 수집
분석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뉴스 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인 빅카인즈(BIGkinds)5)에서 DMZ 관광
과 관련된 단어들로 검색되는 언론 기사들이다. 수집단어는 ‘DMZ+관광’, ‘DMZ+
투어’, ‘비무장지대+관광’,‘안보관광’, ‘평화관광’ 5개로 선정하였다.

2) 텍스트 마이닝 기법 적용
언론매체에서 수집된 텍스트 자료는 규격화된 데이터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 자료이며, 불규칙한 형태와 명확하지 않은 의미로 인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
을 통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신동훈⋅김세현,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에서 활용 가능한 텍스트 분석 패키지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이 되는 비정형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고,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
하여 문장의 품사를 분석하였다. 또한, 텍스트 분석을 위해 추출된 명사를 바탕으로
DTM(Document-Term Matrix)를 구성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내용으로
는 키워드의 출현 빈도, TF-IDF 빈도 산출, 영역별, 시기별 토픽 모델링 등이다.

3) 토픽 모델링 기법을 통한 담론 분석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문서에 존재하는 단어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잠재적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이다(김세현, 2018).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

5)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2021.4.21. 검색)

제3장 DMZ 관광 이슈 도출∣63

기법 중 LDA를 활용하여 언론영역에서 진행되었던 DMZ관광 담론구조를 분석하고
자 한다. LDA는 문서에 존재하는 주제들의 분포와 각 주제를 담은 단어들의 생성확
률을 통해 특정한 주제를 담은 문서들이 생성될 확률을 계산한다(신동훈⋅김세현,
2020). 특히 디지털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확률적 토픽 모델링 알고리
즘으로 기존 텍스트 분석 기법들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단어 간 의미의 관계성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이 크게 개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남춘호,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DA 기법을 통해 DMZ 관련 언론 기사들 간에 숨겨
진 구조를 파악하고, 잠재적 요인을 유추하여 복잡하게 구성된 자료의 차원을 축소
하여 제시할 것이다.

2. 기초분석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DMZ 관광 관련 기사 건수는 총 18,439건으
로 2018년 2,4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에는 1,045건으로 가장 적었다.
[그림 3-1]과 같이 기사 건수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정 시기별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18년은 2017년(1,187건)에 비해 기사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9년 아프
리카돼지열병,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DMZ관광이 일시 중단되면서 기사
건수는 1,722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DMZ관광 관련 기사는 2015년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정부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후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DMZ관광 관련 기사 건수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64∣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모형 개발 연구

[그림 3-1] DMZ 관광 관련 연도별 기사 건수(2010년~2020년 기준)

자료 : 연구자 작성.

[그림 3-2]는 분석 범위 내 언론 기사에 포함된 전체 키워드 중 상위 빈도 250개
단어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지역’, ‘평화’, ‘남북’, ‘북
한’, ‘한반도’ 등 분단의 상징으로서 DMZ의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사업’, ‘추진’, ‘조성’, ‘계획’ 등 DMZ 관광사업과 관련한 단어들과
‘정부’ ‘경기도’, ‘강원도’ 등 사업 추진 주체 관련 단어들도 많이 등장하였다.
[그림 3-2] ‘DMZ 관광’ 관련 키워드 워드클라우드(2010년~2020년 기준)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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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픽 모델링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은 분석 범위 내 전체 언론 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
며, 핵심 토픽은 [표 3-1]과 같이 총 9개로 분류되었다. 핵심 토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은 전체 기사 중 토픽별 비율은 나타낸 것이다.
[표 3-1] DMZ 관광 관련 토픽
토픽 구분
1

토픽명
DMZ 관련 주요 행사 및 관광상품 홍보

비율
20%

2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15%

3

DMZ 문화관광 정보

7%

4

대통령과 정치인의 국정연설

5%

5

DMZ 개발사업 공약

20%

6

DMZ 생태계 보전 및 생태관광

12%

7

DMZ 평화･안보 관광

13%

8

인사발령

2%

9

DMZ 철도

6%

자료 : 연구자 작성.

[그림 3-3] ‘DMZ 관광’ 관련 토픽별 비중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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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DMZ 관련 주요 행사 및 관광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행사’, ‘개최’, ‘유치’
등 행사 관련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 ‘여행’, ‘상품’, ‘체험’, ‘프로그
램’ 등 DMZ 관광상품 관련 키워드들도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빈도
가 두드러지게 높은 빈도로 나타나 DMZ 관광 관련 기사는 강원도나 인천시보다는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 ‘문화’ 등 DMZ 관련 행사 또는 관광상
품의 테마를 나타내는 용어들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둘째,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에 관한 내용이다. DMZ 관광은 남북관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와 갈등에
관한 기사들이 다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남북’, ‘정부’, ‘북측’ 등
한반도 관계의 주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사가 다수 존재하며, ‘대통령’, ‘위원
장’ 등 남북의 국가원수를 지칭하는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협력’, ‘합의’, ‘공동’
등 남북 간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활발하게 다루어졌으며, ‘정상’, ‘회담’, ‘금강
산’, ‘재개’ 등이 빈번하게 등장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연관
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DMZ 문화관광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DMZ
의 어두운 이미지 대신 문화와 평화 이미지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만들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 ‘문화’, ‘전시’, ‘작품’,
‘작가’, ‘사진’, ‘예술’ 등의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넷째, 대통령과 정치인의 국정연설에 관한 내용이다. 국정연설에서 DMZ 관광이
다수 언급되었다는 것은 국가 및 지역 정책에 있어서 DMZ 관광의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국회’, ‘예산’, ‘확대’, ‘투자’ 등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운영계획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였으며, 또한, ‘경
제’, ‘일자리’, ‘산업’ ‘혁신’ ‘기업’ 등의 키워드 등도 나타나 지역관광 혁신 및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 의지를 담고 있었다.
다섯째, DMZ 일원 개발사업 공약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 ‘사업’, ‘추진’,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정부’, ‘경기도’,
‘강원도’ 등 추진 주체에 대한 키워드도 등장하였다. 또한 ‘경제’, ‘산업’, ‘발전’,
‘활성’ 등 DMZ 일원 개발사업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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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DMZ 생태계 보전 및 생태관광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DMZ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이와 관련하
여 ‘생태’, ‘지역’ 등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평화’, ‘공원’, ‘조성’
등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한 키워드가 등장하였으며, 유네스코에 의
해 2019년 지정된 생물권 보전지역과 2020년 지정된 세계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철원’, ‘철원군’, ‘양구’, ‘화천’, ‘한탄강’, ‘세계’, ‘지질’, ‘지정’ 등 키워드가 등장하
였다. 특히 강원도 접경지역과 경기도 연천군 일대를 대상으로 지정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2012년 당시 철원군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 ‘철원’ 키워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일곱째, DMZ 평화･안보 관광에 관한 내용이다. DMZ는 초기 6.25 전적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보관광에서 평화와 공존을 강조하는 평화관광으로 전환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 ‘안보’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지리적
측면에서 ‘파주시’, ‘파주’, ‘임진각’ 등이 강원도의 ‘고성’에 비해 높은 빈도로 나타
나 파주시 임진각 일대가 평화･안보관광의 거점으로서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남북’, ‘전쟁’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키워드와 DMZ관광의
‘중단’, ‘재개’에 대한 키워드도 등장하였다.
여덟째, 인사발령과 관련된 내용이다. DMZ를 포함하는 경기도, 강원도 등 접경
지역 지자체는 DMZ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 ‘과장’, ‘팀장’,
‘부장’, ‘국장’, ‘담당관’ 등 직위가 등장하였으며, ‘승진’, ‘파견’, ‘전보’ 등 인사조치
에 관한 기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DMZ 철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2014년부
터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역에서 종착하는 관광열차 'DMZ
트레인'을 운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열차’, ‘여행’, ‘코레일’, ‘예매’, ‘운행’,
‘승차권’, ‘트레인’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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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DMZ 관광 관련 주요 토픽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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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와 [그림 3-6]은 각각 연도에 따른 토픽별 기사 수와 전체 기사 중
토픽별 기사의 비율을 나타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DMZ 관련 주요 행사 및 관광상품 홍보 기사는 2016년과 2017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와 관련된 기사의 비중
이 크게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
년부터 관련 기사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DMZ 관련 주요 행사 및 관광상
품 홍보 기사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은 코로나19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DMZ 관광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DMZ 관련 행사
및 관광상품 홍보 기사는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2010년 이후 DMZ 문화관광 정보 관련 기사 수는 최근까지 유사한 수준으
로 유지되었다. 이는 국제정세, 남북관계, 대북정책, 전염병 등 DMZ 일원을 둘러싼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DMZ 문화관광 정보가 시민들에게 꾸준히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최근 DMZ 생태계 보전 및 생태관광 기사는 감소하는 반면 DMZ 평화･안보
관광 관련 기사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정부가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조성과 DMZ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DMZ 생태계
보전 관련 기사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DMZ 평화･안보 관광 관련 기사는 2014년까지 생태계 보전 및 생태관광 관련
기사에 비해 비중이 낮았으나 2015년부터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2018년부터 이후
격차가 커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2010년 이후 DMZ 관광 관련 언론 기사 수 추이는 토픽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0년까지 DMZ 관련 주요 행사 및 관광상품 홍보(20%), DMZ
개발사업 공약(20%) 관련 기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DMZ 생태계 보전 및
생태관광(12%) 관련 기사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즉 언론영역에서는 DMZ의 생태
계 보전 관점보다는 개발 및 활용의 관점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DMZ
관광이 경제, 산업, 일자리 등 지역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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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연도별 토픽별 기사 수

자료 : 연구자 작성.

[그림 3-6] 연도별 토픽별 기사 비율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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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DMZ 관광 관련 주요 변수 도출
DMZ 관광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슈들을 토대로 [표 3-2]와 같이 DMZ 관광시스
템을 구성하는 핵심 변수를 도출하고, 각 변수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DMZ 관광시스템을 관광시장, 관광자원, 관광시설 및 서비스, 그리고 외부환경으로
하위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MZ 관광
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정부,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들 간의 갈등 구조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하나 또는 다수의 시스템 내에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주요 변수들
을 파악하고, 이들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표 3-2] DMZ 관광시스템 관련 주요 변수 도출
대분류

중분류

주요 변수

DMZ 관광시스템에서의 영향관계

관광객

 DMZ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
내국인･외국인
적인 투자로 매력도가 증가하여 관광객 증가
관광객
 불확실한 정치･사회･환경적 영향으로 DMZ 관광
이 중단되는 경우 DMZ 일원 관광객 급감

관광소비

 DMZ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비지출 증가로 지
1인당 관광객
역경제 활성화
지출액
 DMZ관광 중단에 관광객 감소와 관광소비지출 급
감으로 지역경제 침체

관광시장

 DMZ는 냉전 시기의 대립과 전쟁의 산물로서 세계
적으로 보기 드문 관광자원
안보 관련 관광  안보관광지는 관광객 방문이 가능하지만 체류는 불
안보관광자원
자원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 당일여행 위주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시 DMZ 출입 통제 가능
 일부 안보관광지 운영실적 저하로 지방재정 부담
 DMZ는 국제적인 생태계의 보고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성이 높은 편
관광자원
생태 관련 관광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로 DMZ 생태계 보전의
생태관광자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대안으로 생태관광 제시
자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람사르 습지 등록
등에 대해 중첩규제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
연계관광자원 DMZ 평화의 길

 DMZ 도보 이용객이 증가로 주변 관광자원 연계
및 지역 소득 증대
 평화누리길 사업으로 DMZ 일원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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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주요 변수

기반시설

도로 및 철도

DMZ 관광시스템에서의 영향관계
 수도권에서 DMZ 관광지로의 교통편 부족
 DMZ train, 경의선 시범사업 등 추진

 DMZ 주변 숙박시설 부족 및 노후화로 체류형 관광
객 유치 미흡
관광숙박업･일
 DMZ 내 철수 예정인 GP, 군 막사 등을 활용한
숙박 및 위락 반숙박업･농어
숙박･체험시설 조성 추진
시설･서비스 촌민박업･야영
 접경지역 주변 캠핑장 확충으로 야영객 증가
장업 등
 DMZ 관광 중단 시 관광객 감소로 주변 숙박업 매
관광시설
출액 감소
･서비스
지원시설
일반음식점･휴  DMZ 관광 중단 시 관광객 감소로 주변 음식점,
･서비스
게음식점 등
카페 등 매출액 감소
정보시설
･서비스
판매시설
･서비스

관광정보

 DMZ 접경지역의 기념품 및 농･특산품이 판매되고
기념품점, 토산
있으나 관광객 접근이 어렵고 홍보가 미흡한 실정
품판매장, 전통
 DMZ 관광 중단 시 관광객 감소로 주변 전통시장,
시장
농산물 직판장 등 매출액 감소
보전중심정책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DMZ
를 생물권보전지역 지정하고 생태관광 추진

개발중심정책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관광개발 증가
 정부 주도의 안보관광지 개발로 관광객 증가

재정

DMZ 관광예산

 정부의 DMZ 관광 관련 예산 증가로 DMZ 관광인
프라 및 관광사업 확대

인력

관광행정인력

 DMZ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관
광행정인력 확충

남북관계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DMZ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9.19 합의서’에 따라 남북,
DMZ 내 GP 병력･화기 철수
 북측 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경우 안보관광지 운영
중단 및 접경지역 관광객 감소

지역 소득

 DMZ 관광 중단 시 관광객 감소로 민통선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 심화

갈등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는 탈북민 단체와 이를 반
대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갈등 심화
 DMZ 일원 관광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관광
개발을 지지하는 지역주민의 갈등

산림면적

 군사시설보호지구역 해제로 토지개발 증가
 관광개발･이용 사업 등으로 서식지 산림 훼손 심화

정책

외부요인

 정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DMZ 관광 관련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객 접근성 향상

정치･안보

지역사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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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관광시스템의 동태적 모형 개발
제1절 문제의 정립
DMZ 일원은 남북관계, 안보와 생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
하는 지역이다. 최근 정부는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환경훼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환경
단체들은 DMZ의 생태적 가치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접경지역 지역주민들은 정주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정부는 남북협력 기반 조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환경단체
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관광지와 달리 DMZ 일원은 외부요인에 의해 관광이 촉진되거나 제한되는
특성을 갖는 곳이며, 이는 관광수요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1]은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DMZ 일원의 관광객 유동인구(내외국인)6)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3차에 걸친 2018 남북정상회담과 2019년까
지 이어진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기간을 두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부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DMZ 관련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2019년 8월에는 관광객 유동인구가 1,600만 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상황
에 따라 DMZ 관광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9년 9월부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대되
면서 정부는 DMZ 관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DMZ 일원의 관광객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심화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DMZ 관광은 재개
와 중단을 반복하면서 관광객 유동인구가 변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2차, 3차
대유행 시기에는 국내 관광 이동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6) 관광객 유동인구 데이터는 LTE 시그널 기반 데이터로서 기지국별 인구 이동 커버리지 내에서 5분 단위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매핑(mapping)한 것으로 해당 지역(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를 제외한
‘비상주인구’를 추출한 것이다. 단 외국인은 로밍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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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2018년-2021년(6월) DMZ 일원의 월별 관광객 유동인구 추이

자료 : 연구자 작성.

또한, DMZ관광 중단은 지역주민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DMZ 관광 중단 조치는 지역주
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특히 민통선 내 관광지는 입지적 특수성 때문에 DMZ
관광 중단 조치로 사실상 관광객이 끊겼으며, 연계 관광마저 어려워져 주변 전통시
장 또는 상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한겨레신문, 2020.01.06). 즉 DMZ 관광
중단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되는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DMZ 관광시스템은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외부요인(남북관계, 전염
병 등)에 취약한 구조,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DMZ 관광시스템이 중장기적으로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불확실한 교란에 의해 영향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균형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DMZ 관광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이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발중심의 관광진흥 정책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DMZ 접경지역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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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긴장 완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DMZ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개발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 및 지자체는 DMZ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는 생태관광 정책이다. 생태관광은 관광의 대상이
되는 생태환경과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로부터 이루어
질 수 있다. DMZ의 생태계서비스7)를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생물서식지를 보전하
고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개발
중심정책은 단기적으로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관광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관광
매력물인 환경의 질이 저하된다면 관광객은 점차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관광 정책은 관광시장의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DMZ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할 수 있으며, 관광객에 의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관광객에게 자연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과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MZ 관광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쟁점과 이슈들을 토대로
DMZ 관광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DMZ 관광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시스템을 ‘관광의 수요와 공급’, ‘관광의 환경적 영향’, ‘관광과 지역주
민 소득’으로 제시하고, 인과순환지도를 구축하였다.

7)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는 생태계와 생물종이 지속가능하고 인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상태와 과정,
인간이 생태계 기능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재화와 서비스 혜택,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편익
그리고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 등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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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기도 DMZ 관광 현황분석
1. 대상지 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기도 DMZ 일원이다. 경기도 DMZ 일원은 전체 DMZ
면적의 33.8%인 153km²로서 DMZ와 연접한 파주시, 연천군과 고양시 등 접경지
역을 포함한다. 다만, DMZ 관광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는 본 연구에서
는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여 DMZ와 연접한 파주시와 연천군, 그리고 김포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8) 2021년 경기도는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
(2021-2025)｣을 수립하고, DMZ의 평화적 가치 증진과 활용을 위해 생태환경 보
전계획 및 인프라 조성계획을 제시하였다.
먼저 생태환경 보전계획은 DMZ 일원 생태계 조사 및 우수한 생태적 가치 홍보,
DMZ 일원 생태계 보전 및 환경교육 사업,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이 포함된다.
경기도 DMZ에는 야생 동･식물 총 1,807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멸종위기종
28종이다(경기도, 2021). 둘째, 인프라 조성 계획은 DMZ 생태축을 따라 우수한
생태자원 및 역사･문화 자원을 통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인프라 조성 계획은 [표 4-1]과 같다.
[표 4-1]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2021-2025)｣의 인프라 조성계획
시군명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사업명

주요시설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년)

애기봉
전망대, 전시관, 평화광장, 주차시설 등 22,590 2013∼2021
평화생태공원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 한반도 실감미디어 체험관, 방문자센터,
11,166 2016∼2021
종합관광센터
기획전시, 편의시설 등
수리 에코타운
조성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임진강독개다
17,700 2013∼2018
리, 습지체험학습원

고랑포구 고호팔경 고랑포 전시관, 휴게공원조성, 조경 및
11,200 2014∼2018
풍류촌 조성
녹지시설 등
합계

62,656

자료 : 경기도(2021).

8) 김포시는 입지상 DMZ가 아닌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 NLL)과 연접한 지역이지만, 애기봉평화생태공
원, 평화누리길 1~3코스 등 DMZ 관광자원이 조성되어 있어 연구대상지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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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DMZ 관광시스템 관련 통계 데이터
1) 관광객 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2020년 기준)9)에 등록된 경기
도 DMZ 일원 관광지(김포시 17개, 연천군 24개, 파주시 35개)는 총 76개소이다.
연구대상지의 관광객 수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관광객 추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시기별로 외부 충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전체 관광객 증가율은 1.1%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지의 관광객 증가율은
1.7%로 나타났다.
[그림 4-2]와 같이 2010년 연구대상지의 관광객은 929만 명에서 2012년 1천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등락을 반복하며, 2018년 79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9백만 명대로 다시 회복하였지만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7.7% 감소하여 6백만
명대로 급감하였다. 2017년~2018년은 사드 배치에 따른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4-2] 2010년-2020년 경기도 및 연구대상지의 관광객 수
(단위 : 천명)
25,000

20,410
20,000

21,721

20,534

19,394

18,578
15,950

16,348

19,346

20,480

17,000
13,622

15,000

10,000

9,292

9,947

10,724

10,804

10,216

9,520

10,006

9,875

9,734
7,951
6,063

5,0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기도 DMZ 일원

경기도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 (인터넷 검색일자: 2021.06.04.)

9) 내국인과 외국인 합계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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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사업체
본 연구에서 집계한 관광사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에 소재하며,
「경기도사업체조사」에 제시된 산업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이다. 이에 따르면, 관광 관련 사업체10)는
숙박업, 기타 숙박업, 음식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등을 포함한다.
2019년 기준 연구대상지의 관광사업체는 13,236개로 경기도 전체의 7%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 5.6%에 비해 1.4% 증가한 것이다.
한편, [그림 4-3]과 같이 경기도의 관광사업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대상지의 관광사업체는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2,414개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DMZ 일원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관광사업체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3] 2010년-2019년 경기도 및 연구대상지의 관광사업체 수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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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관광사업체조사.

10) 관광사업체는 일반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명시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핵심관광사업을 의미
하지만, 연구대상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447개(2019년 기준)에 불과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고 보기 어려워 ‘산업분류’에서 관광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였다. 다만, 통계자료 취득을 위해
DMZ 내 사업체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지(김포시, 연천군, 파주시) 행정구역 단위 내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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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연구대상지
의 보호구역비율(2020년 기준)은 김포시 71.87%, 연천군 94.62%, 파주시 88.65%
로 나타나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는 실정이다.
연구대상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동이
나타나지 않다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57.01km²가 감소한 1440.48km²로 나타
났다. 이는 2018년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다만, DMZ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면적이
점차 증가하면서12)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그림 4-4] 2013년-2019년 연구대상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단위 : k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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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

주 : 경기도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면적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 경기도(각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11) 국방부 보도자료(2018.12.05)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참조
12) 국방부는 2021년에도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7km²를 추가 해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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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 요소소득
관광객에 의한 지역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지역 내 총 부가가치’를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관광수입’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부문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내 요소소
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기타생산세’로 구성된다. 다만, 본 연
구에서는 통계자료 수집의 한계를 고려하여 ‘관광산업’을 통계청 GRDP 분류기준
에 따라 ① 숙박 및 음식점업과 ②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경제활
동별 지표를 산출하였다.
[표 4-2]와 같이 2018년 연구대상지의 관광산업 부가가치(명목)는 1.3조 원으로
2015년 0.9조 원에 비해 약 0.4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총 부가가치 중
지역 내 요소소득의 비중은 84.1%로 2015년에 비해 0.5% 증가한 반면, 고정자본소
모의 비중은 13.8%로 2015년에 비해 1% 감소하였다. 즉 관광으로 창출된 부가가
치가 시설투자보다는 인건비나 영업잉여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2] 2015년-2018년 연구대상지의 총부가가치
(단위 : 십억 원)

구분
총 부가가치

2015년
994

2016년
1,111

2017년
1,217

2018년
1,387

자료 : 경기도(각년도). “경기통계”

[그림 4-5] 2015년-2018년 연구대상지의 부가가치 요소소득
(단위 : 십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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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도(각년도). “경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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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산세

1,166

2018년

제3절 인과순환지도의 도출
1. 관광의 수요와 공급
DMZ 관광의 수요와 공급을 형성하는 시스템은 [그림 4-6]과 같이 관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광매력도가 높아지면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관광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관광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강화 피드백 루프(R1)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전대욱⋅전진형, 2014; 최윤의 등, 2014; Mai & Smith,
2018). 또한, 관광객 수의 증가는 관광개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시 관광시설
투자로 관광시설 수와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R2 루프를 형성한다. 하지만 관광객
수가 감소하면 DMZ 관련 행사나 홍보 활동을 통해 관광객 수가 다시 증가하는
B1 루프를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토픽 모델링 결과에서도 지난 11년간
언론기사에서 ‘DMZ 관련 주요 행사 및 관광상품 홍보’ 관련 주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그림 4-6] 관광의 수요와 공급 인과순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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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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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MZ 관광은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다. 북측의 군사적 위협으로 남북관계 경색되는 경우 관광객의 위험
지각 수준이 높아져 관광객이 감소할 수 있으나(박수지⋅정철, 2021)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과 북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그 자체만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근영⋅최현준⋅조환기, 2019).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연계되어 군사시설보
호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심재정, 2018), 이로 인해 개발압력이 증가하
면 관광시설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2. 관광의 환경적 영향
관광지에 관광객이 증가하거나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생태자원을 훼손하거
나 환경부하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는 생태계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면서 관광매력도가 떨어지고 관광객의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전대욱⋅전진
형, 2014). B2는 관광객 및 관광시설의 증가에 따른 관광개발 면적의 증가가 동⋅식
물 서식지 환경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로 관광
매력도가 저하되어 관광객이 감소하는 균형 피드백 루프이다.
[그림 4-7] 관광의 환경적 영향 인과순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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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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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생태 및 환경 위해요인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관광매력도와 관광객이 감소하는 균형 피드백 루프이다. 관광객이 유
발하는 소음이나 빛공해 등이 동식물의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생존율을 낮출 수
있는데(최윤의 등, 2014), DMZ에서 특정 생물종의 개체수 감소는 생태관광자원으
로서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생태계의 교란이나 훼손의 영향은 일정 시간
이 소요된 이후 가시화되기 때문에(허희영 등, 2006; Mai & Smith, 2018) ‘생물다
양성’ 변수와 ‘관광매력도’의 관계에는 지연효과가 존재한다. 이는 관광객의 영향으
로 특정 생물종의 개체 수가 감소한 경우, 이는 즉각적으로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관광과 지역주민 소득
DMZ 일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개발규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자유로
운 경제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
는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DMZ 일원의 고유한 문화･자연자원
을 활용하여 관광상품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소득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서 크게 관광고용에 따른 소득과 연관산업에서의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R3는 관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가
하고, 그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관광개발 투자가 촉진되어 다시 관광시설이
증가하는 강화 피드백 루프이다. 박경열 등(2013)의 연구에서는 메가이벤트에 따른
지역 관광수입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최도시 소득 규모를 증가시키며,
인프라 확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관광시설 증가가 관광사업체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지역
소득 증가가 관광개발 지지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다시 관광시설이 증가하는
강화 피드백 루프(R4)를 형성한다.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는
Hosmans(1958)의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근거한다(손은호
⋅박덕병, 2010).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상대방과의 교환을 통해 자신의 이익에
충족되는지를 주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즉 관광개발
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광개발을 지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제4장 DMZ 관광시스템의 동태적 모형 개발∣87

[그림 4-8] 관광과 지역주민 소득 인과순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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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구자 작성.

4. 통합 인과순환지도
1) 통합 인과순환지도 구축
[그림 4-9]는 ‘관광의 수요와 공급’, ‘관광의 환경적 영향’, 그리고 ‘관광과 지역주
민 소득’의 하위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한 DMZ 관광시스템의 통합 인과순환지도
이다. ‘관광객 수’와 ‘관광시설 수’ 변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강화 피드백 루프
(R1)는 각각 ‘관광객에 따른 생태 및 환경 위해 수준’과 ‘서식지 훼손’이라는 변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B2, B3와 영향 관계를 구성하였
다. 또한, R1의 ‘관광시설 수’ 변수는 지역 경제와 관계에서 ‘주민 근로소득(관광산
업 부문)’과 ‘관광사업체 영업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 소득의 증가라는 경제적 혜택이 ‘관광개
발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시 관광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강화 피드백
루프(R4)와 연결되었다. 즉 통합 인과순환지도는 ‘관광객 수’와 ‘관광시설 수’가
‘관광개발 면적’, ‘지역 소득과’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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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통합 인과순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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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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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중심 정책의 인과순환지도
[그림 4-10]은 개발중심 정책의 인과순환지도로서 기본 구조는 통합 인과순환지
도를 기반으로 한다. 개발중심 정책은 크게 ‘기존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DMZ
내 신규 관광공간 조성’, ‘신규 관광상품 개발’로 구성하였다.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2010년~2020년까지의 계획은 인프라 조
성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개발중심 정책은 기존 관광지
또는 신규 대상지에 물리적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편의 또는 매력성을 높이고, 신규
관광상품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설명된다.
[그림 4-10] 개발중심 정책의 인과순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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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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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관관수수

3) 생태관광 정책의 인과순환지도
[그림 4-11]은 생태관광 정책의 인과순환지도로서 개발중심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분 구조는 통합 인과순환지도를 기반으로 한다. 생태관광 정책은 ‘생태보전활동’,
‘대체 서식지 확보’, ‘환경교육’으로 구성하였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관광객 또는
관광시설의 증가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기하였으며, 관광
객의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증대시키거나 생태보전활동 및 대체서식지 확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DMZ
일원 발전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계획의 추진전략을 기존 ‘인프라 조성’
중심에서 ‘보전과 활용’의 가치를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립한 바 있다.
[그림 4-11] 생태관광 정책의 인과순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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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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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1. 시뮬레이션 모형의 목적과 구성
1) 모형화의 목적
본 연구는 DMZ 관광과 관련된 복잡한 시스템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DMZ 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지도를 수식
으로 전환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저량-유량 다이어그램(Stock-Flow
Diagram)으로 구축하였다. 저량-유량 다이어그램을 통해 구성된 모형화의 최종목
적은 DMZ 관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 그리고 정책적인 변수를 투입하는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예측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ensim DSS 7.3.5를 사용하여 모형을 작성하고, 시뮬레이
션 및 결과 검토를 통해 균형 값을 도출하였다. 다만, 모형화는 예측 결과에 대한
정확성보다는 시스템 구성 변수 간의 흐름 변화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복잡한
변수는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였다. 저량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관광객 수’, ‘관
광사업체 수1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관광개발 면적’, ‘누적 지역 소득’
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유량변수를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모형은 [표 4-1]과
같이 크게 기본모형과 정책변수가 투입된 정책실험모형으로 구분된다.
[표 4-3] DMZ 관광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형 구성 개요
구분

기본모형

정책실험모형

범위

DMZ 일원에 예측되는 미래 상황이나
현재 DMZ 관광시스템 동향을 중심으로
추진 중 또는 도입 가능한 정책들을 반
모형을 구성
영하여 모형을 구성

목적

DMZ 관광의 현재 여건을 중심으로 기
본적인 관광수요 흐름과 상호작용하는
구성 변수들의 변화를 시간 변화에 따라
예측

DMZ 관광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미래 상황 또는 정책들이 투입되는
경우 향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예측

자료 : 연구자 작성.

13) ‘관광사업체 수’는 인과순환지도에서 ‘관광시설 수’로 사용되었으나 모형화 과정에서 통계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
하기 위해 관광산업 범주에 있는 사업체 수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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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모형 구축
기본모형은 현재 DMZ 일원 관광수요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를 중심으
로 변수를 구성하여 관광객-관광사업체-관광개발 면적-지역 소득 간의 상호작용이
외생변수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행태를 나타내는가 예측하고자 하였다.
저량변수는 ‘관광객 수’, ‘관광사업체 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관광개발
면적’, ‘누적 지역 소득’을 포함한다.
먼저 ‘관광객 수’14)는 연구대상지(경기도 DMZ 일원)의 연평균 관광객 증가율을
반영하고, DMZ 관련 행사 및 홍보를 통해 연간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관광편의성’, ‘생물다양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에 의해 형성되는
‘DMZ 관광매력도’가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관광
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 위험지각’은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에 의해 결정
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여기서는 ‘IF THEN ELSE’ 함수를 이용하여 남북관계에
따라 관광객 위험지각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설정하였다.15) 예를 들어,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경우, 관광객의 위험지각 수준이 높아져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둘째, ‘관광사업체 수’16)의 경우 ‘신규 관광사업체’는 ‘관광 총부가가치’가 ‘관광
시설 투자 의지’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폐업 또는 운영중단’은
‘폐업률’17)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관광개발 면적’18)의 경우, ‘신규 관광개발 면적’이 ‘신규 군사시설보호구
역 해제 면적’과 ‘관광개발 면적 비율’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군사
시설 보호구역 해제 가능 비율’은 현재까지 해제된 비율을 고려하여 5%로 가정하였
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가능 면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가능
비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14)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2019년 기준 경기도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의 관광지의
총 입장객 수를 초기값으로 설정하였다.
15) “IF THEN ELSE(한반도 평화협정 수준<=0.5, (1-한반도 평화협정 수준+0.5), (1-한반도 평화협정 수준))”
16) 경기도사업체조사의 산업중분류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기도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 사업체를 집계하여 초기값을 설정하였다.
17) 폐업률은 2019년 기준 경기도 자영업자 폐업률 13%를 적용하였다.
18) 경기도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의 전체 면적 1,627km²의 1.13%로 산정하여 초기값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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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020년까지의 경기도 김포시, 연천군, 파
주시의 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60.38km²)을 초기값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누적 지역 소득’은 관광산업 부가가치 총액19) 중 ‘총 영업잉여’와 ‘총 피용
자보수’를 합산한 값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관광 총 부가가치’에 고정자본소모 비율
(13.8%)을 적용함으로써 ‘신규 관광사업체’ 개발에 투입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밖에 ‘관광개발 면적’은 ‘서식지 훼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물다양성’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생물다양성’은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
을 고려하여 상식선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Vensim의
‘Look up’ 함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관광매력도’의 관계에서 즉각
적인 효과가 아닌 지연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Delay1’ 함수20)를 이용하였다.
기본모형의 저량/유량 다이어그램은 [그림 4-12]와 같다.

19) 경기도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의 관광 관련 산업(숙박 및 음식업 등)의 2018 기준 요소소득액 1,166십억 원을
초기값으로 설정하였다.
20) “DELAY1(생물다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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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기본모형의 저량/유량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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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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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실험모형 구축
정책실험모형은 불확실한 미래 상황 변화나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즉 정책실험모형은 DMZ 관광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였을 경우 관광객-관광사업체-관광개발 면
적-지역 소득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값들이 어떠한 변화 행태를 나타내는지 예측
하고자 수행하는 것이다. DMZ 관광시스템과 관련된 미래 상황과 정책 시나리오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DMZ 일원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이를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사회적 딜레마를 고려하여 ‘개발중심 정책’과 ‘생태관광 정책’으로 시나리
오를 설정하였다.
첫째, 개발중심 정책모형은 기본모형에 ‘기존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DMZ 내
신규 관광공간 조성’, ‘신규 관광상품 개발’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이는 DMZ
내 관광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관광편의 및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먼저 DMZ 일원에 새로운 관광콘텐츠로서 전망대, 전시관, 체험관 등이 신규 관광공
간이 조성되는 경우 ‘관광매력도’가 향상되어 관광객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기존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변수가 증가하면, ‘관광편의성’이 일정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신규 관광개발 상품’이 증가하면 ‘행사 및 홍보’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개발중심 정책모형의 저량/유량 다이어그램은
[그림 4-13]과 같다.
둘째, 생태관광 정책모형은 기본모형에 ‘생태보전활동’, ‘대체 서식지 확보’, ‘환
경교육’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이는 DMZ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생태관
광자원을 보전하고, 관광매력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광객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관광객에 의한 생태 및 환경 위해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관광객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DMZ 일원의 ‘생태보전활동’으로 관광개발에 의한 ‘서식지 훼손’을 완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생물다양성은 ‘대체 서식지 확보’를 통해 증진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생태관광 정책모형의 저량/유량 다이어그램은 [그림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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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개발중심 정책모형의 저량/유량 다이어그램

신신관관관관관관

DMZ 내신신
관관관관조생

DMZ 관관관관관

책책개서

생생생생생

관관개개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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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연지지

관관관관관인한
환환위해수수

관관관감소

관관관위위위위

군군관관군군군군
해해면면

일인시관관위관투

신신군군관관군군군군
해해면면

군군관관군군군군
해해가가면면

관관관수

<관관군관관수>

군군관관군군군군
총면면

관관관증가

행군및홍군

관관관증가고

한한관평평평평
수수

한한관평평평평개
위평평관

군군관관군군군군
해해가가고고

관도관관

기기관관위
편개관관확확

관관편개생

생생생개
투평자고(loo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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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시평평
투투투투
관관군관관시
연면면

관관관관면면

관관군관관수

관관관관위위

폐관폐

폐관또또운영개운

총영관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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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영영고고

총피고투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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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관시필수환고

관관수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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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관관군관관

관관관관투투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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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위훼훼

서서위훼훼위수

관관관관면면고고

관관수관

신신관관관관면면
총가가총총투개
피고투군수고고

관관영관영영증감

누면위군소소

관관피고투군수
증감

자료 : 연구자 작성.

제4장 DMZ 관광시스템의 동태적 모형 개발∣97

[그림 4-14] 생태관광 모형의 저량/유량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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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관관군관관

관관시평평
투투투투
관관군관관시
연면면

신신관관관관면면

관관관관면면고고

관관수관

서서위훼훼위수

서서위훼훼

생생생개투평자고

대관서서위확군

생생관관평책

생생생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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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생생생

생생군생생생

군군관관군군군군
해해면면

일인시관관위관투

관관관위위위위

관관관감소

관관관관관인한
환환위해수수

책책개서

DMZ 관관관관관

관관관수

<관관군관관수>

군군관관군군군군
총면면

군군관관군군군군
해해가가면면

신신군군관관군군군군
해해면면

총가가총총투개
피고투군수고고

관관영관영영증감

누면위군소소

관관피고투군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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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군및홍군

관관관증가고

한한관평평평평
수수

한한관평평평평개
위평평관

군군관관군군군군
해해가가고고

관도관관

자료 :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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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모형 적용 및 분석 결과
제1절 분석 결과
1. 기본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21)
1) 기본모형
모형 행태 분석(Base Run)은 시스템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각 변수의 행태변화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인
경기도 김포시, 연천군, 파주시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2019년부터 2049년까지의
시스템 변화를 예측하였다. 즉 DMZ 관광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현재 상태를 30년 동안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예측된 결과이다. 경기도 DMZ 관광시
스템의 기본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5-1]과 같다.22)
[그림 5-1] 기본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저량변수)

21) 모형의 타당성은 Vensim에서 제공하는 수식 검증(equation check)과 단위 검증(unit check)으로 확인하였다.
22) 그래프 시간 축에서 0은 시작 시점인 2019년, 30은 종료 시점인 204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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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을 살펴보면, 분석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관광객 수’, ‘관광사업
체 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관광개발 면적’, ‘누적 지역 소득’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누적 지역 소득’은 다른 변수에 비해 증가율은
다소 낮은 편이며, 대부분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5-1] 기본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저량변수)
구분
관광객 수
(천명)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49년

9,734

10,390

10,939

11,407

11,811

12,179

12,466

관광사업체 수
(개)

13,236

24,369

29,322

32,272

34,123

35,366

36,109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 면적
(km²)

60.38

127.94

160.17

179.65

191.43

198.55

202.16

관광개발 면적
(km²)

18.31

81.73

124.90

154.86

174.40

186.76

193.20

누적
지역 소득
(백만원)

1,166

1,177

1,187

1,197

1,207

1,217

1,226

[그림 5-2], [표 5-2]는 보조변수 중 ‘DMZ 관광매력도’과 ‘생물다양성’의 시뮬레
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관광객 수’, ‘관광사업체’ 등 저량변수와 달리 ‘생물다
양성’ 변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관광객
과 관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생태 및 환경 위해 수준이 높아지면서 서식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뮬레이션 조건과 같이 가정한다면, 2030
년까지 경기도 DMZ 일원의 관광객 수는 2019년 대비 12.4%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초기에 관광 활동이나 관광 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부재할 경우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DMZ 관광매력도’ 변수는 시뮬레이션 시작 시점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5년부터 감소세로 변화되었다. ‘생물다양성’변수

23)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위협정도’를 ‘양호’ 수준으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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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MZ 관광매력도’ 변수에 포함되는 수식을 고려할 때, 이는 ‘DMZ 관광매력도’
의 감소가 ‘생물다양성’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DMZ 관광매력
도’ 변수는 5년 동안 증가하다가 감소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생태계의 교란이나 훼손의 영향은 일정 시간이 소요된
이후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생물다양성’ 변수에 지연효과(3년)
를 적용하였으며, ‘관광매력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 기본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매력도 및 생물다양성)

[표 5-2] 기본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매력도 및 생물다양성)
구분

2019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49년

관광매력도

2.52

2.84

2.66

2.50

2.40

2.36

2.34

생물다양성

3.01

-9.69

-15.03

-18.37

-20.40

-21.59

-22.19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형을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남북한 간 정치･외교･군사적 상태에 따라 ‘양호’와 ‘악화’ 시나리오로 구
성하였다.24) 분석결과, [그림 5-3]과 같이 ‘악화’ 시나리오는 관광객 수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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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부터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사업체 수는 8년 이후부터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수는 ‘누적 지역 소득’ 변수에도 영향을 미쳐 ‘양호’
시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이 ‘양호’한 경우, ‘관광개발 면적’
이 계속 증가하지만 ‘악화’의 경우 소폭 증가하다가 정체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25)
즉 DMZ 관광시스템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악화’ 시나리오의 경우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다른
변수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교란이 관광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림 5-3]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에 따른 기본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저량변수)

24) 단, ‘악화’시나리오의 경우 지속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30년간 감소 추세가 나타난 것이다. 만약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 변수에 대한 지속기간을 설정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양호’ 시나리오는 기본모형
의 Base Run 결과와 동일하게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에 ‘0’을 입력하였다.
25)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변수는 ‘관광개발 면적’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이와 유사한
행태 변화를 보였으며, 그래프는 지면상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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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나리오 결과 비교
1. 모형 기본 변수 설정
1) 개발중심 정책모형
본 절에서는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DMZ 관광시스템의 주요 변수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개발중심 정책모형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신
규 관광상품 개발’, ‘DMZ 내 신규 관광공간 조성’, ‘기존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의
정책변수를 투입하여 두 가지의 정책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정책 1-1은 정책변수
값을 기본모형 대비 5% 증가시키고, 정책 1-2는 10% 증가하는 시나리오이다.26)
개발중심 정책모형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DMZ 일원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석 결과,
[그림 5-4], [표 5-3]과 같이 관광객 수에 대해 정책 1-1은 연평균 1.7%, 정책
1-2는 연평균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개발중심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객 수)

26) 각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증가율(5%, 10%)은 정책추진 강도를 의미하며, 각 정책변수는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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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책 1-1과 정책 1-2와 같이 경기도 DMZ 일원에 ‘신규 관광상품 개발’,
‘DMZ 내 신규 관광공간 조성’, ‘기존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이전보다 적극
적으로 추진할 경우 기본모형 대비 각각 1.29배, 1.65배의 관광객 증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3] 개발중심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객 수)
(단위 : 천명)

2020

Base Run(기본모형)
결과값
증감률
9,820
0.9%

2025

10,390

1.1%

10,791

1.9%

11,196

2.6%

2030

10,939

1%

11,809

1.8%

12,709

2.5%

2035

11,407

0.8%

12,840

1.6%

14,392

2.5%

2040

11,811

0.7%

13,904

1.6%

16,295

2.5%

2045

12,179

0.6%

15,045

1.6%

18,503

2.6%

2049

12,466

0.6%

16,045

1.6%

20,567

2.7%

연도

연평균

정책 1-1(5% 증가)
결과값
증감률
9,863
1.3%

0.8%

1.7%

정책 1-2(10% 증가)
결과값
증감률
9,917
1.9%

2.6%

주: 분석 시작 시점은 2019년이며, 증감률은 각 연도의 전년 대비 산출 값임

둘째, 관광사업체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관광객 증가 효과에 비해 크지 않았다.
분석 결과, [그림 5-5], [표 5-4]와 같이 관광사업체 수에 대해 정책 1-1은 연평균
3.7%, 정책 1-2는 연평균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본모형이 연평
균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 시작 시점
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로 나타났으나, 점차 증가율이 낮아지
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 주도의 인프라 조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초기
에는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DMZ 일원의 관광사
업체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형 구조에서 ‘관광시설 투자의지’ 변수는 간접적으로 ‘누적 지역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누적 지역 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DMZ 일원의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지역 소득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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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개발중심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사업체 수)

[표 5-4] 개발중심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사업체 수)
(단위 : 개)

2020

Base Run(기본모형)
결과값
증감률
15,679
18.5%

정책 1-1(5% 증가)
결과값
증감률
15,679
19.4%

정책 1-2(10% 증가)
결과값
증감률
15,679
19.4%

2025

24,369

5.9%

24,828

6%

24,878

6%

2030

29,322

2.8%

29,925

2.8%

30,120

2.9%

2035

32,272

1.5%

33,033

1.6%

33,447

1.7%

2040

34,123

0.9%

35,106

1%

35,793

1.2%

2045

35,366

0.6%

36,638

0.8%

37,638

0.9%

2049

36,109

0.5%

37,658

0.7%

38,931

0.8%

연도

연평균

3.5%

3.7%

3.8%

주: 분석 시작 시점은 2019년이며, 증감률은 각 연도의 전년 대비 산출 값임

셋째, 개발중심 정책의 추진 강도가 높아질수록 생물다양성은 감소율은 약간 낮
아지고, 관광매력도는 증가하였다. [그림 5-6]은 정책 시나리오별 정책변수 투입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DMZ 관광매력도’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개발중심 정책의
추진 강도가 높아지면서 기본모형에 비해 생물다양성은 소폭 낮아지고, 관광매력도
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5-5]는 두 변수에 대한 기본모형 결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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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정책 1-1과 1-2의 수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생물다양성’ 변수는 정책
1-1의 경우 기본모형 대비 평균 1.8% 낮게 나타나고, 정책 1-2는 평균 4%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DMZ 관광매력도’ 변수는 정책 1-1과 1-2가 기본모형 대비
각각 평균 15.4%, 31.9%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개발중심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광매력도는 크게 향상되며, 속도는 느리지만 생물다양성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6] 개발중심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생물다양성 및 관광매력도)

[표 5-5] 개발중심 정책모형의 생물다양성 및 관광매력도의 증감률
연도
2019

생물다양성(%)
정책 1-1
정책 1-2
0%
0%

DMZ 관광매력도(%)
정책 1-1
정책 1-2
5.4%
11.0%

2022

-1.8%

-3.6%

7.2%

14.8%

2025

-1.5%

-3.1%

9.3%

19.2%

2028

-1.5%

-3.2%

11.5%

23.6%

2031

-1.6%

-3.4%

13.5%

27.9%

2034

-1.7%

-3.7%

15.6%

32.2%

2037

-1.8%

-4.1%

17.6%

36.4%

2040

-2.0%

-4.6%

19.5%

40.5%

2043

-2.3%

-5.3%

21.3%

44.5%

2046

-2.6%

-6.1%

23.1%

48.4%

2049

-2.9%

-7.1%

24.9%

52.2%

연평균

-1.8%

-4.0%

15.4%

31.9%

주 : 표 내용은 기본모형의 각 연도 생물다양성 및 DMZ 관광매력도 변수 대비 비율을 산출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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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관광 정책모형
본 연구에서는 ‘환경교육’, ‘생태보전활동’, ‘대체 서식지 조성’의 정책변수를 투
입하고, 생태관광 정책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중관광과 달
리 생태관광은 관광객이 환경에 대한 높은 책임의식을 갖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교육’ 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
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생태보전활동’ 변수
를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 일원에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관광시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저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대체 서식지 조성’이라는
변수를 설정하였다.27) 다만, 생태관광 모형은 개발중심 모형과 비교할 때,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책추진 강도를 10%, 3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책 2-1은 정책변수 값을 기본모형 대비 10% 증가
시키고, 정책 2-2는 30% 증가하는 시나리오이다.28) 생태관광 정책모형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모형에 비해 연평균 관광객 증가율이 높지만, 개발중심 모형에 비해서
는 연평균 관광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그림 5-7], [표 5-6]과
같이 관광객 수에 대해 정책 2-1은 연평균 1.6%, 정책 2-2는 연평균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MZ 일원의 관광편의성이나 관광매력도를 증진시키는 사
업들이 추진되지 않더라도 생태관광자원의 보전을 통해 관광객 수는 기본모형에
비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생태관광 정책모형은 기본모형에
비해 각각 1.25배, 1.37배의 관광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개발중심 모형에
비해서는 연평균 증가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며, 정책 2-2의 경우, 정책추진 강도가
30%로 가정하였음에도 개발중심 정책의 추진 강도가 10%인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종료 시점에서 관광객 수가 더 적게 나타났다.

27) 생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이 확보된다면 개발행위가 있더라도 복원사업을 통해 이전의 균형으로 회복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전대욱, 전진형, 2014).
28) 각 시나리오에서 제시하는 증가율(10%, 30%)은 정책실험모형의 투입자원 수준을 의미하며, 각 정책변수는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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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생태관광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객 수)

[표 5-6] 생태관광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객 수)
(단위 : 천명)

2020

Base Run(기본모형)
결과값
증감률
9,820
0.9%

2025

10,390

1.1%

10,524

1.6%

11,204

15.1%

2030

10,939

1%

11,434

1.7%

11,673

1.9%

2035

11,407

0.8%

12,412

1.6%

32.554

1.9%

2040

11,811

0.7%

13,440

1.6%

14,147

1.9%

2045

12,179

0.6%

14,562

1.6%

15,622

2.1%

2049

12,466

0.6%

15,587

1.6%

17,010

2.2%

연도

연평균

정책 2-1(10% 증가)
결과값
증감률
9,820
0.9%

0.8%

1.6%

정책 2-2(30% 증가)
결과값
증감률
9,734
1%

1.9%

주: 분석 시작 시점은 2019년이며, 증감률은 각 연도의 전년 대비 산출 값임

둘째, 기본모형에 비해 연평균 관광사업체 증가율이 높지만, 개발중심 모형에
비해서는 연평균 관광객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그림 5-8], [표 5-7]과
같이 관광사업체 수가 정책 2-1은 평균 3.6%, 정책 2-2는 평균 3.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중심 모형에 비해 각각 0.1% 낮은 수준으로서 생태관광
정책변수가 관광사업체 증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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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생태관광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사업체 수)

[표 5-7] 생태관광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관광사업체 수)
(단위 : 개)

2020

Base Run(기본모형)
결과값
증감률
15,679
18.5%

정책 2-1(10% 증가)
결과값
증감률
15,679
18.5%

정책 2-2(30% 증가)
결과값
증감률
15,679
18.5%

2025

24,369

5.9%

24,382

5.9%

24,397

6.0%

2030

29,322

2.8%

29,422

2.9%

29,478

2.9%

2035

32,272

1.5%

32,554

1.6%

32,680

1.7%

2040

34,123

0.9%

34,672

1.1%

34,893

1.1%

2045

35,366

0.6%

36,248

0.8%

36,586

0.9%

2049

36,109

0.5%

37,302

0.7%

37,747

0.7%

연도

연평균

3.5%

3.6%

3.7%

주: 분석 시작 시점은 2019년이며, 증감률은 각 연도의 전년 대비 산출 값임

셋째, 생태관광 정책의 추진 강도가 높아질수록 관광매력도는 유지하면서, 생물
다양성 저하 속도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9]는 생태관광 정책변
수와 관련이 있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위해 수준’, ‘서식지 훼손’, ‘생물다양성’,
‘DMZ 관광매력도’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분석 결과, 생태관광 정책의 추진 강도
가 높아지면서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위해 수준’, ‘서식지 훼손’이 눈에 띄게 낮아졌
다. 즉, 환경교육에 의해 관광객들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보전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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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서식지 훼손을 완화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DMZ 일원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9] 생태관광 정책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생물다양성 관련 변수)

[표 5-8], [표 5-9]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위해 수준’, ‘서식지 훼손’, ‘생물다양
성’, ‘DMZ 관광매력도’ 변수에 대한 기본모형 결과 대비 정책 2-1과 2-2의 산출
수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위해 수준’은 기본모형 대비
정책 2-1과 2-2의 산출 수치가 각각 –7.3%, -19%로 나타났으며, ‘서식지 훼손’
변수도 –9%, -23%로 나타났다. 즉 생태관광 정책변수가 투입될 경우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위해행위와 서식환경 훼손이 저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 변수는 정책 2-1과 2-2가 기본모형 대비 24.8%,
67.1%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발중심 정책모형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DMZ 관광매력도’ 변수는 정책 2-1과 2-2가 기본모형 대비 각각 평균
5.2%, 13.8%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중심 정책모형의 수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
만 생물다양성 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관광매력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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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생태관광 정책모형의 환경위해 수준 및 서식지 훼손 증감률
연도
2019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위해 수준(%)
정책 2-1
정책 2-2
-9.1%
-23.1%

서식지 훼손(%)
정책 2-1
정책 2-2
-9.1%
-23.1%

2022

-8.9%

-22.6%

-9.1%

-23.1%

2025

-8.6%

-22.0%

-9.1%

-23.1%

2028

-8.3%

-21.3%

-9.1%

-23.%

2031

-8.%

-20.5%

-9.1%

-23.%

2034

-7.6%

-19.6%

-9%

-23.%

2037

-7.1%

-18.5%

-9%

-22.9%

2040

-6.6%

-17.4%

-9%

-22.9%

2043

-6.1%

-16.1%

-9%

-22.9%

2046

-5.5%

-14.7%

-9%

-22.8%

2049

-4.9%

-13.2%

-9%

-22.8%

평균

-7.3%

-19.0%

-9%

-23%

주 : 표 내용은 기본모형의 각 연도 생물다양성 및 DMZ 관광매력도 변수 대비 비율을 산출한 값임

[표 5-9] 생태관광 정책모형의 생물다양성 및 DMZ 관광매력도 증감률
연도
2019

생물다양성(%)
정책 2-1
정책 2-2
32.1%
91.3%

DMZ 관광매력도(%)
정책 2-1
정책 2-2
2.9%
8.3%

2022

88.5%

244.0%

2.7%

7.5%

2025

27.4%

74.0%

3.1%

8.6%

2028

18.9%

50.4%

3.8%

10.2%

2031

16.1%

42.7%

4.5%

12.1%

2034

14.8%

39.0%

5.3%

13.9%

2037

14.1%

37.1%

5.9%

15.6%

2040

14.%

36.8%

6.5%

17.1%

2043

14.6%

38.4%

7.%

18.5%

2046

15.3%

40.6%

7.4%

19.7%

2049

16.5%

43.8%

7.8%

20.7%

평균

24.8%

67.1%

5.2%

13.8%

주 : 표 내용은 기본모형의 각 연도 생물다양성 및 DMZ 관광매력도 변수 대비 비율을 산출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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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DMZ 관광시스템의 저량/유량 다이어그램을 시뮬레이션하여 경기
도 DMZ 일원(김포시, 연천군, 파주시) 관광 관련 주요 변수들의 30년간 데이터를
예측하였다. 기본모형과 정책실험모형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관광객
-관광사업체-관광개발 면적-지역 소득 간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정책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기본모형은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이라는 변수에 따
라 영향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분석결과, 관광수요와 공급, 그리고 지역 소득에
관한 변수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일하게 ‘생물다양성’ 변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시스템의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모형을 통해 관광시스템의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변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발중심 정책모형은 ‘신규 관광상품 개발’, ‘DMZ 내 신규 관광공간 조성’,
‘기존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변수를 투입하여 기본모형과의 주요 변수들과 비교하
였다. 분석 결과, 관광객 수, 관광사업체 수 등 저량변수들이 기본모형과 같이 대부
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모형에 비해 ‘관광매력도’는 크게 높아졌
고, ‘생물다양성’은 더 낮아졌는데, 감소 폭은 ‘관광매력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었
다. 즉 경기도 DMZ 일원에 신규 관광공간을 개발하거나 기존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개발중심의 정책이 추진된다면, ‘관광매력도’가 증가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겠지만, ‘생물다양성’은 천천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태계는 관광
개발이나 관광 활동과 같은 외부교란에 의한 영향이 축적되어 임계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체제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회복이 어려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개발중심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증가라는 성과
가 드러나겠지만, 생태보전에 대한 대안 없이 정책추진 강도가 높아진다면 DMZ
일원의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관광매력도’ 저하
로 이어져 관광객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생태관광 정책모형은 ‘환경교육’, ‘생태보전활동’, ‘대체 서식지 조성’의
정책변수를 투입하고, 기본모형 및 개발중심 정책모형과의 주요 변수들과 비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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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추진 강도를 10%, 3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중심
정책의 추진 강도가 10%인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종료 시점에서 관광객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위해 수준’, ‘서식지 훼손’
변수가 낮아지면서 ‘생물다양성’의 저하 속도는 다소 완화되고, 20년 이후에는 일정
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생태관광 정책모형은 개발중심 정책모형
에 비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생물다양성’의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DMZ라는 생태 민감지역에서의 관광개발 사업이 생물다양성 측면
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체제를 전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체제 전환’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DMZ 관광시스템은 관광수요가 창출됨으로써 관광산업과 관광개발 면적,
그리고 지역 소득이 성장하는 구조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된 속성을 가진
‘생물다양성’ 변수를 관리하는 것이 회복력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간 활동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DMZ 일원 지역의 생태계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래 상태의 ‘생물다양성’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균형점에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
록 하는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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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복잡한 변수들로 구성된 DMZ 관광시
스템의 피드백 구조와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DMZ 관광시스템은 단순히 관광
객과 관광자원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생태계 및 지역주민
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갈등에 의해 언제든지
시스템 균형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회복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DMZ 관광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피해
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MZ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개발중심 정책과 생태관광 정책을 두고 DMZ 관광시스
템의 정책실험모형을 분석한 결과, 개발중심 정책은 관광객, 관광사업체, 관광개발
면적, 지역 소득의 증가로 나타나는 반면, 생물다양성은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DMZ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을 통해 관광매력도가 높아져 관광
객이 증가하지만, DMZ에 대한 생태 및 환경위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결국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생태관광 정책의 주요 전략은 지역주민 주도의 환경교육, 생태보전활동,
그리고 대체 서식지 조성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정책변수들이 적용될 경우 관광객들
의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무분별한 관광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을
방지해 생물다양성의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중심 정책에
비해 관광객 증가 속도는 느리지만, DMZ 일원 내 희소성 있는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보호와 높은 수준의 환경교육 시행으로 생태관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광활성화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DMZ 관광시스템이 급격하게 침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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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DMZ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상황에 따라서 핵심관광자원인 DMZ 내 관광지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DMZ 관광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
로는 DMZ 관광이 안보관광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특색있는 관광자원들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성장하는 것이 DMZ 관광 중단
사태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DMZ 내 관광이 불가능하더라도 접경지역 연계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
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체 서식처 조성, 생태보전지역 지정 등을 통해 생태관광자원을 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습지가 훼손될 경우, 물 순환 및 정화 기능 저하, 생물 먹이자원
감소, 철새 휴식처 상실 등 다양한 생태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훼손된 생태
계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접경지역 내 대대적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
어지면서 DMZ 생태계 보전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태계
가 우수한 지역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습지 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
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DMZ 관광을 통한 수익이 생태계 보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생태계 보전에 투입된 자본을 통해 DMZ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된다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DMZ 관광의 지속가능
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DMZ에 대한 생태보전활동에 자발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DMZ 관광을 통한
수익이 지역주민들의 혜택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관광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의 정도와 규모, 위치, 영향 등을 지속
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
로 환경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먼저 생태계 모니터링은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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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주민들이 일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DMZ 일원의 개발 수요가 있는 관광기업이나 지역주민 등이 DMZ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개발 방향으로 추진하고, 관광객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
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주민들이
지역의 생태, 역사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직접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상품기획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나 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DMZ 관광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중심적 거버넌스 구축
이 필요하다. DMZ 접경지역은 군사, 외교, 환경 등 중요한 이슈가 공존하는 곳으로
서 마을에서 글로벌 수준까지 다양한 규모에 속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다중심
적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 우선 다양성에 근거하여 분야별, 지역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거버넌스 간의 소통과 정보교류를 지원하는 조정자 역할을 함으
로써 DMZ 관광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제6장 결론∣121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모형은 여러 연구를
거쳐 검증된 도구가 아니라 새로이 개발된 도구로서 신뢰성 및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갖는 통계지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생태적 영향 등 검증된 지표들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DMZ의 현실을 모두 반영하는 모형을 구축하기보다는 모형
으로부터 DMZ 관광시스템의 동태적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된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DMZ 관광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모형에 적용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분석은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DMZ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예측 결과가 DMZ 접경지역을 대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접경지역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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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s of the DMZ (Korean Demilitarized
Zone) tourism system through causal loop construction and nonlinear
patterns of changes in the system. Furthermore, policy scenarios were
applied to the simulation model to predict changes in key variables and
improve the resilience of the DMZ tourism system. The process of
analysis is largely divided into building causal loop diagrams with systems
thinking and system dynamics modeling.
First, topic modeling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media data related
to DMZ tourism to explore the main variables of the DMZ tourism system.
Second, based on the derived variables, causal loop diagrams of the DMZ
tourism system were established, and the subsystem consisted of the
demand and supply of tourism,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ourism,
and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further develops a simulation model of the DMZ tourism
system and analyzed how the key variables of the system change over
the next 30 years if policy scenarios are applied. The simulation result
of the basic model showed that if the DMZ tourism system is maintained
as it is, the number of tourists and tourism businesses, the military
installation protection areas, tourism development area, and the total
income of residents increase, while the level of biological diversity
reduces. However, assuming that the level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deteriorates, the result revealed that as the above
variables appear to decrease, conflict situ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DMZ tourism system.
In addition, the policy experimental scenario is largely divided into
a development-oriented policy model and a ecotourism policy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oriented poli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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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ntensity of policy implementation increased, the number of
tourists and tourism businesses, and the area of tourism development
increase while biological diversity decreased, which was more rapid
compared to the base model. In the case of applying the ecotourism
policy model, the number of tourists and tourism businesses and the
area of tourism development increased as the intensity of policy
implementation

increased.

In

particular,

compared

to

the

development-oriented policy model,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s is slow, but the rate of decrease in biological diversity is
somewhat moderated.
In sum, the government's development-oriented policy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DMZ tourism and the income of the residents,
but in the long tern, it can negatively affect the biological diversity and
eventually lead to the decline of tourist destination.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if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the DMZ is exceeded due
to indiscriminate tourism development,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recover the ecosystem. In contrast, ecotourism policies can realize a
sustainable tourism system by inducing the gradual growth of the DMZ
and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trategies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the DMZ tourism system. First, short-term,
mid-to-long-term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recover the DMZ
tourism system, which has been rapidly stagnant due to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Second, a sustainable ecosystem should be
maintained by minimizing tourism development zones in the DMZ and
creating alternative habitats when development is unavoidabl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system that can utilize tourism
revenue generated from the DMZ as an ecosystem conservation project.
Fourth, in order to ensure that the DMZ ecological resources are well
conserved, it is necessary to conduct ecological monitoring of the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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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and provide environmental education for visitors. Fifth, local
residents-led tourism programs should be operated. Finally, cooperative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related
to DMZ tourism participate.

Keyword

DMZ tour, Tourism System, Resilience, Poli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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