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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 사례연구
-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중심으로*
1)

김재한

<요약문>
국경 이슈는 한 쪽이 얻으면 그만큼 상대 쪽이 잃는 제로섬 관계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만일 국경이 체류 및 이용의 배타적 담 대신에 인간 교류 및 생태계 연결의 통로로 기
능한다면, 그 접경 지역은 공생적인 공간으로 될 수도 있다.
접경지역 협력은 주로 변방에서 실현되고 있다. 접경지역은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시대에 따
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접경지역이 한 단위체의 외곽에 불과한 '변(邊, edge)' 이냐 아니면 한 단위
체와 다른 단위체를 구분시키는 ‘경(境, boundary)’이냐, 또 곁 혹은 나눔이 선의‘계(界, boundary)’
이냐 아니면 면의 ‘방(方, square)’이냐에 따라 변계, 경계, 변방, 경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개념 틀로 보자면,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접경지역은 경계가 옅은 변방의 성격을 지
닌다.
그러한 맥락에서 접경지역 협력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
경지역 협력에서 국력은 중요하게 작동한다. 강대국은 접경지역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협력에서
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접경지역 협력 가능성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로부터도 영
향을 받는다. 중앙정부권력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다자적 접근이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더 높인다. 셋째, 접경지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및 행위자는 현지지역이다. 접경생물권보전
지역 사례를 통해 본 국경 관련 성공적인 국제협력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
니었다. 대신에 현지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지구촌 공공재의 생산과 유지라
는 맥락에서 추진될 때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생태보호와 같은 비공식적인 변방 협력은 역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대적 국경관계를 변화시
킬 수 있다. 즉 전근대적 의미의 국경과 근대적 의미의 국경 모두를 초월한 탈근대적 의미의 국
경 개념 속에서만 진정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본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주제어 : 국경, 변경, 변강, 변계, 변방, 경계, 경방, 접경, 접계, 연경, 프런티어, 유네스코, 생물
권보전지역

* 이 글은 2008년 동북아역사재단에 제출한 연구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 특히 여
러 오타를 세심하게 지적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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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는 말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국경은 북쪽으로 금단의 땅인 비무장지대이고 동서남쪽으로는 바다
이다. 반도(半島)라는 속성에다 분단이라는 속성이 더해진 현재의 국경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
는 숙명론적 실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체제변동 가능성, 중국의 동북공정 연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인근 해양의 가치제고 및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안선 변경 가능성 등
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국경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접경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 사례는 실제 접경지역의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
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접경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과 국가 간 협력이 다르게 전
개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국경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 전쟁과 종전
(終戰)협정으로 국경(國境)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경 이슈는 한 측이 얻으면 그만큼 상

대측이 잃는 제로섬(zero-sum) 관계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일 접경지역이 ‘배
타적 소유와 사용’이라는 속성을 실천시키는 것 대신에 인간 교류 및 생태계 연결의 통로로 기
능한다면, 그 접경지역은 상생(相生)적이고 공생(共生)적인 공간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BR)으로 지정된 접경지역에서의 국제협력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갈등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접경지역에서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1)
본 연구는 주로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의 사
례를 살펴보는 것인데, TBR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민이 조밀하지 않다는
점에서이다. 한국의 국경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백두산 및 독도 모두 과거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곳이다. 험한 산지인 백두산과 먼 바다의 독도는 접근이 과거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분쟁이 발
생하는 것이다. 유네스코 BR 대부분도 거주 인구가 희박한 지역들이다. 그러한 BR에서의 국제
협력 현황은 오늘날 한국에도 의미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의 생태보호 노력 측면에서이다. 북한의 백두산 그리고 중국의
장백산이 모두 유네스코 BR로 지정되어 있다. 백두산 지역은 잠재적인 국경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개별 국가의 유네스코 BR이 인접국가의 협력으로 지정되는 것이 TBR인데, 백두산
지역이 TBR로 지정될 경우의 효과와 그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기구의 구역 지정은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그 대표적 예이다. 중국은 한국에서 강릉 단오제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하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이 동북공정(東北邊疆歷史與現狀
1) 생태계의 보존 및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1971년 발족된 유네스코 인간생물권위원회
(Man and the Biosphere; MAB) 프로그램이 BR을 주관하고 있다. BR은 소재지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
천하며, BR로 지정되더라도 관할권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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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列硏究工程; 東北工程)을 추진한 직접적 계기도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북한의 2001년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2002년에 동북공정을 시작하였고
2003년에 요령성 환인과 길림성 집안의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

청하였다. 북한 및 중국 영토 내의 고구려 고분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04년에 등
록되었다. 중국의 변강(邊疆)연구 자체가 국제기구 인증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라는 체제적 특성에서이다. TBR의 상당수는 구(舊)사회주의국가의 영토에 있
다. 사유지보다는 국유지가 그 특성상 생태보호구역 지정에 더 용이하다. 실제 TBR이 서유럽
보다 동유럽에 많은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럽 대륙의 TBR은 대부분 루마니
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체코, 폴란드 등 구사회주의국이자 동시에 구소련위성국의 관할
구역이었다. 구소련과 구소련위성국가 간의 관계가 국경 획정과 TBR 지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도 사회주의체제라는 속성뿐만 아니라 두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그
것이 대등한 관계이든 위성적 관계이든)에서도 보아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BR로 지정된 백두
산지역의 국경에 관해 중국과 북한은 1962년 조․중 변계(邊界)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조
약으로 백두산 국경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그어졌다는 주장(서길수 2008)도 있고, 반대로 북한
이 중국에게 많이 양보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넷째, 접경 하천이라는 특성에서이다. 수자원 이용권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하천유역 변화에
따른 불안정한 국경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있어 왔다.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의 작은 섬들은
주(主)강줄기 변경으로 인해 늘 분쟁과 논쟁의 대상이었다. 다뉴브강 델타의 TBR 운영 사례는
북한의 압록강 및 두만강 유역 접경지역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
론 TBR(루마니아-우크라이나 간 다뉴브강 델타 및 모리타니-세네갈 간 세네갈강 델타)뿐만 아
니라 국경으로 기능하고 있는 다른 하천 사례들도 함께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분단이라는 측면에서이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Vosges du Nord / Pfälzerwald 구역
은 프랑스 BR과 독일 BR이 각각 1988년과 1992년에 지정된 후, 1998년에 TBR로 지정된 곳
이다. 독일통일 이전에 인접국인 프랑스의 접경지역이 먼저 BR로 지정되었고, 독일통일 이후
에 독일 지역이 포함된 TBR이 지정된 것이다. 이 외에도 아직 TBR로 공식 지정되지 않았지만
체코공화국 혹은 오스트리아와의 국제협력이 진행 혹은 요구 되고 있는 독일의 BR들도 있다.
또 독일(다스그뤼네반트, Das Grune Band), 베트남, 예멘, 키프러스(사이프러스), 요르단-이스라
엘(홍해해양평화공원, Red Sea Marine Peace Park) 등 분단국이(었)거나 혹은 통일된 단위체 혹
은 접경국가들이 국제협력 차원에서 접경지역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는 한반도 분단 시대의 북한-중국 간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 시대의 통일한국-중국 간 접경지
역의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의 TBR 외에 다른 종류의 국경지역 국제협력 사례는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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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와 람사르회의(Ramsar Convention Bureau)가 지
정하는 지역이 그 예이다.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 BR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비(非)배타적 국경
협력을 이해하기 위해 접경 개념의 변화를 먼저 논하고자 한다.

2. 접경 개념의 변천
접경(接境)지역은 글자 그대로 경계(境界)와 맞닿은 지역을 말하는 용어이다. 경계, 변경, 변
방, 변강, 접계, 연경(連境), border, boundary, frontier, periphery, march 등 이루 헤아릴 수 없
을 정도의 많은 개념적 논의들이 오래 동안 있어왔다(Fawcett 1918; Boggs 1940; Hall 1952;
Fischer 1957; 김홍철 1997; 임덕순 1999). 여기서는 그러한 개념적 논의들을 다시 소개할 필요

까지는 없고, 대신에 본 연구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접경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짙은 경계 vs 옅은 경계

<그림 1>은 한 국가의 경계가 짙은 경우와 옅은 경우를 각각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왼

쪽 원의 안과 밖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 원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명
확치가 않다.
전(前)근대적 의미의 국경은 <그림 1>의 오른쪽 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오른쪽 원은 왼쪽
원과 실제 크기가 동일하게 작성되었지만 원 변경(邊境)의 색(관할권)이 너무 옅어 눈으로는
왼쪽 원보다 작게 보인다. 즉 실제적 관할 범위가 작았던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국경은 변경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할의 범위를 넓혔다. 관할권 크기의 극대화
라는 정치권력적 차원에서 그 경계가 명확해졌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는 변방의
이해관계가 중앙정부에 의해 대리됨으로써 사실상 변방의 이해관계는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다
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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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근대적 의미의 국경과 변방

<그림 2>는 전근대적 의미의 국경과 변방을 보여주고 있다. 국경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한다

고 해도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방은 어느 쪽의 체제에도 실제 속하지 않고 나
름대로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지역이었다.
그렇다고 변경에서의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에서도
변방에서의 침탈 행위들은 빈발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은 중앙집권적 정부 간의 충돌이라기
보다, 일방의 중앙정부의 관할과 그 관할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집단(오랑캐) 간의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관할권이 서로 중첩하거나 혹은 서로 맞닿아서 발
생하는 갈등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관할권이 미약하여 발생하는, 즉 힘의 공백에서 발생하는
규율되지 못하는 이탈 현상인 것이다.
근대에서도 육지가 아닌 바다의 경우엔 명확한 국경이 획정된 것은 아니었다. 동북아시아 지
역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 여러 도서 및 해양이 쌍방의 관심이 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
가 근대에서도 확정되지 못했다.
국경분쟁도 국가 간 경계에 관한 주로 역사에 기초한 주장들 간의 대립이다. 어떻게 보면 엄
밀한 의미의 국민이 형성되지도 않은 시대를 근거로 그 경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근대국가의 경계는 근대적 의미의 국민 생활분포로 결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근대적 의미의 국
민 거주 분포를 파악할 수 없다면 탈근대적 의미의 경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림 3>은 근대국가 체제에서의 국경과 변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경 책정은 민

족국가건설(nation building)과 연계되어 이루어졌다. 근대국가 간의 국경 갈등 속에서 변방도
타국에 대해 매우 배타적으로 행동하게끔 되었다.
그렇지만 변방 주민이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는 것은 인위적일 때가 많다. 근대체제에서도 변
방 거주자들이 특정 근대국가로의 소속감을 늘 느꼈던 것은 아니다. 구소련의 접경지역 주민들
은 자신의 정체성을 중앙지역 주민과 다르게 인식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사이의 변방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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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잉글랜드인과 웨일스인 모두를 외부인으로 취급하였다(Williams 2004). 티베트 거주자들
도 마찬가지였다. 즉 주변부 거주자들이 느끼는 자기 정체성은 중심부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과
는 구분되었다.
<그림 3> 근대적 의미의 국경과 변방

접경지역을 보는 관점은 중앙과 변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프런티어(frontier)라는 용어도 중
앙의 관점에서는 미(未)개척지역을 개척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변방의 관점에서는
제국주의적 침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접경지역 국제협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중앙집권적 의미인 것이다.
<그림 4> 탈근대적 의미의 국경과 변방

<그림 4>는 세계화와 탈근대화에 따른 국경과 변방의 의미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

다. 모든 것이 국경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국경을 넘어 여러 거버넌스(governance)가 작동
하는 것이다. 전근대와 다른 변방의 이해관계 및 관심이 표출되고, 또 근대와 달리 변방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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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로 국제기구와 NGO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변방의 변화는 세방화(glocalization)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변방의 삶도 현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에 속하든 현지주민
과 지구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은 접경지역을 두 가지
기준에 의해 4가지 경우로 구분한다. 먼저, 접경지역이 한 단위체의 외곽에 불과한 '변(邊,
edge)'이냐 아니면 한 단위체와 다른 단위체를 구분시키는 ‘경(境, boundary)’이냐에 따라 구분

한다. 변(邊)이 한 구심적 단위체의 중심에서 벗어난 가 혹은 곁을 의미한다면, 경(境)은 두 개
의 원심적 단위체를 구분하는 나눔이다.
<표 1> 접경지역의 개념 구분
계(界, 선, 담)

방(方, 면, 통로)

변(邊, 단자적, 구심적)

변계(邊界)

변방(邊方)

경(境, 양자적, 원심적)

경계(境界)

경방(境方)

또 나눔 혹은 곁이 선이냐 면이냐에 따라 ‘계(界, boundary)’와 ‘방(方, square)’으로 구분시킬
수 있다. 계(界)가 경계 자체 혹은 그 경계 안을 의미하는 짙은 경계라고 한다면, 방(方)은 단순
히 곳 혹은 장소를 의미하는 옅은 경계이다. 계가 담 혹은 보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방은 통
로 혹은 접촉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담은 바로 관할권의 담인데, 그 관할의 대상
으로는 사람, 물건, 돈 등이 있다. 공식 통과가 아닌 것은 밀입국, 밀수, 밀반출 등으로 불린다.
담은 통행 통제 외에도 전염병 및 병충해 등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담이 근대
적 의미의 국경 개념에 가깝다면, 통로는 탈근대의 국경 개념과 가깝다. 물론 한반도 비무장지
대(DMZ)처럼 긴 완충 벨트의 경우엔 긴 담이 생태 통로로 작동하기도 한다.
전쟁 혹은 이념 갈등이 대립하고 있는 곳은 경계(境界)의 성격을 지닌다. 어떤 경우에는 타
국에 대한 배타성이 중심지대보다 외곽지대에서 더 강하다. <그림 1>에서 원의 테두리가 원의
중심보다 더 진한 경우로, 즉 오른쪽 원과 정반대의 그림이 된다. 전쟁이나 체제이념과 관련되
면 접경지역은 중앙보다도 더 진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컨대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특
정 국가의 접경지역 거주자들이 중앙 거주자들보다 인접국가에 대해 더 적대적으로 의식하고
행동한 경우는 많았다. 특히 인접국과 전쟁을 경험한 경우 접경지역 거주자들은 더욱 그렇다.
남한지역의 대북 감정은 오히려 북한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더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경계적 현상이다.
이에 비해 TBR은 경계가 옅은 변방(邊方)의 성격을 지닌다. TBR은 그 배타성이 자국에 대
해서든 타국에 대해서든 큰 차이가 없다. 또 생태적 측면에선 매우 중요한 통로의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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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한 생태 통로의 기능은 인구밀도가 조밀하지 않은 외곽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하
였다. 만일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변계(邊界)와 경방(境方)은 경계와 변방의 중간적 모습이다. 중간적 접경 개념 가운데 외곽을
강조하면 변계가 되는 것이고, 국경을 넘는 지역공동체를 강조하면 경방이 되는 것이다. 즉 중
앙과 차별되지만 국경이 진한 외곽은 변계이고, 중앙과 유사하지만 국경을 넘는 교류가 있는
외곽은 경방이다.

3. BR에서의 국제협력
(1) 접경 BR의 개괄
유네스코 BR의 대부분은 그 지역의 관할권이 한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 네트워크와 연결이
라는 생태보호의 특성상 인접지역과의 협력이 중요시되어 TBR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BR로
지정된 구역 가운데 TBR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국제협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필
요한 접경 BR도 있음은 물론이다.
TBR은 주로 산악 혹은 사막지역이다. 따라서 지형적으로 인구분포가 조밀하지 않았던 지역

이었으며 글자 그대로 변방이었다. 접경지역을 당사국들이 모두 활용하는 윈윈(win-win)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변방과 주변 지역들이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발에
의한 이익 창출은 국제사회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접경지역의 윈윈은 자
연생태를 보호하면서 추진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이다. 물론 유네스코의 TBR이 그러한 목적으
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운영되는 TBR은 당사국들 모두 혜택을 보고 있거나 적어
도 앞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2009년 5월 현재 유네스코 지정 BR은 남한 3개 지역(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과 북한 3

개 지역(백두산, 구월산, 묘향산)을 포함해 107개 국가의 553개 지역이다. 그 가운데 TBR은 9
개 지역으로 다음과 같다.
POLAND / CZECH REP의 Karkonosze / Krkokonose
POLAND / SLOVAKIA의 Tatra
POLAND / SLOVAKIA / UKRAINE의 East Carpathians
ROMANIA / UKRAINE의 Danube Delta / Dunaisky
FRANCE / GERMANY의 Vosges du Nord / Pfälzerwald
PORTUGAL / SPAIN의 Geres / Xures
MOROCCO / SPAIN의 Intercontinental BR of the Mediterranean
BENIN / BURKINA FASO / NIGER의 'W'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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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URITANIA / SENEGAL의 Delta du Fleuve Sénégal

아직 TBR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경지역에 위치한 개별 국가 BR 간에 국제협력이 진행
되고 있거나 필요한 10개 BR은 다음과 같다.
POLAND / BELARUS의 Belovezskaya / Bialowieza BRs
HUNGARY / SLOVAKIA의 Aggtelek and Slovak Karst BRs
AUSTRIA / HUNGARY의 Nuesiedler See BRs
AUSTRIA / CZECH REPUBLIC / GERMANY의 Bavarian Bohemian Forest BRs
CZECH REPUBLIC / GERMANY의 Sumava and Bavarian Forest BRs
USA / MEXICO / NATIVE AMERICAN RESERVATIONS의 Sonoran Desert Alliance BRs
USA / MEXICO의 Chihuahuan Desert BRs
USA / CANADA의 Crown of the Continent BRs
COSTA RICA / PANAMA의 La Amistad BRs
NORTH KOREA / CHINA의 Mount Paekdu / Changbai Mountaion BRs

BR 외에도 국경보호지역협력(Transfrontier Protected Area Cooperation; TFPAC)으로 불리는

수많은 지역이 있다. 러시아와 핀란드의 우정공원(Friendship Park) 초국경자연보호구, 프랑스
와 벨기에의 에노(Hainaut) 초국경자연공원,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메르깡투르(Mercantour)-마리
팀알프스(Apli Marittime) 초국경유럽공원,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아르키펠라고디라마딸레나
(Arcipelago di La Maddalena)-보니파시오해협(Bouches de Bonifacio) 초국경해양공원 등 여러

곳이 있다. 국제적 접경지역 보호구역은 100개가 넘는다(Fall 2008). 여기서는 위 18개 접경
BR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의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유럽대륙 접경지역 - 경계와 BR 협력
국경 분쟁이 역사적으로 많았던 지역은 유럽이다. 근대국가체제가 유럽에 처음으로 도입되
면서 자연스럽게 근대적 의미의 국경 분쟁도 가장 오래되었다. 즉 유럽의 접경은 ‘경계’개념으
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유럽의 국경 역사에서 폴란드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폴란드가 소련, 독일, 리투
아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과 겪었던 분쟁은 국경이 당시의 정치적 관할권에 기초
하느냐 아니면 민족의 역사적 점유 사실에 기초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주장되었다.
16세기에 형성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으로부터 주변 강대국들(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

이센)은 18세기 말 여러 차례에 걸쳐 영토를 분할 받았다. 파리평화회의에서의 자칭 폴란드 대
표였던 로머(Eugeniusz Romer)가 1916년 폴란드 영토회복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Romer
1917), 로머의 폴란드 국경 기준은 언어적이지도 않았고 민속적이지도 않았으며 18세기 말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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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드의 역사적 경계가 자연적 경계와 일치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Eriksonas 2004). 1918년 미
국 윌슨 대통령은 ‘14개조’의 제13조로 폴란드 독립과 영토를 언급하게 되었다. 1918년 리투아
니아 평의회는 빌니우스(Vilnius)를 수도로 하는 독립 민주공화국을 선언했고, 1920년 폴란드
군대가 빌니우스를 점령하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간에는 분쟁이 오래 지속되기도 했었다. 또
폴란드는 같은 신생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와도 1918년에 국경분쟁을 갖기 시작하여 1958년
양국 간의 조약으로 국경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폴란드의 국경 문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강대국과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동부 및
서부 경계는 각각 커즌(Curzon)선 및 오데르(Oder)-나이센(Neisse)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커
즌선은 1919년 연합국이 폴란드의 동부 국경으로 결정한 것인데, 1920년 소련-폴란드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 외상 커즌이 이 선에서의 휴전을 권고하여 커즌선으로 불린다. 이후 전개된 전
쟁에서 폴란드가 커즌선 동쪽 지역을 점령하였고 1921년 리가조약은 폴란드 동부 국경을 커즌
선보다 동쪽으로 더 이동시켰다. 그러나 1939년 소련은 독일과 불가침조약 부속 비밀의정서를
맺어 폴란드를 분할하여 커즌선 동쪽 지역을 소련 영토로 하기로 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
치면서 소련은 이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이를 1943년 얄타회담에서 재확인하였다. 이는 1945년
소-폴 국경조약에서도 폴란드가 합의해준 내용이었는데, 이는 소련이 폴란드에게 폴란드 서부
국경 회복을 약속하여 이루진 것이었다.
폴란드 서부 국경인 오데르-나이센선은 오데르강과 나이세강을 이은 선이다. 파리조약으로
오버슐레지엔 영토 일부를 상실한 독일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1943년 테헤란회담과
1945년 얄타회담에서 소련은 오데르-나이센선을 폴란드의 서부 국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고, 독일 항복 후 소련은 오데르-나이센 동쪽 지역의 시정권(施政權)을 폴란드에게 주었다.
1945년 포츠담회담은 폴란드의 잠정적 시정권만 인정하고 국경은 독일-폴란드의 평화조약으

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1950년 동독 정부는 폴란드와의 국경획정조약에서 이를 인정하
였으며, 1955년 폴란드는 전쟁종결선언에서 이 선을 평화경계선으로 부르며 공식화하였다. 이
에 대해 서독을 포함한 서유럽국들은 인정치 않다가, 1960년대 서독과 폴란드의 양국 교회가
지난 과오를 인정하였고, 서독 브란트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1970년 독일-폴란드
국교정상화 조약에서 오데르-나이세선을 독일-폴란드 국경으로 인정하고 불가침을 확고히 하
게 되었다.
유럽의 국경지역 보호구역을 지도로 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TBR의 지정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 예컨대, 중유럽의 동카르파티아산맥(East Carpathians) 접경지역은 슬로바키
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세 나라가 각각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던 곳이었다. 폴란
드 MAB은 1990년 3개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제안했고, 1992년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제출한 신청을 유네스코가 받아들였으며, 1998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동카
르파티아 TBR이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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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럽의 국경지역 보호구역

출처: Sandwith et al(2001)

이 지역은 폴란드 동부 및 서부 국경과 마찬가지로 국경 획정 이슈가 자주 등장했던 곳이다.
2차 대전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고 하여 폴란드 남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구소련에 의해 강제 이주되기도 했다. 1951년 소련과 폴란드 간의 국경교환조약으로 소련 관
할권에서 폴란드 관할권으로 회복되었다. 이 지역은 공산주의체제 특성상 주로 집단농장으로
활용된 국유지이었기 때문에 국립공원 지정 면적을 대폭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체제는 재산권 수용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팔쳐발드(Pfälzerwald)-보쥬뒤노르(Vosges du Nord) TBR은 지속가
능이라는 측면에서 초국경적 접근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Stein 2008). 물론 정치적 국경을 넘어선 대화와 활동을 제공하고 양국 국경지역의 매우 복잡

하고 오래된 문제의 해결에 도움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
체제이념뿐만 아니라 국가 간 우열관계도 중요하다. 다뉴브 델타에서 루마니아의 차우셰스
쿠(Chaushesku)정권은 늘 소련 정책을 추종하였었다.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가 그 관할권을
이어받은 이후에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우열 관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Ivan 2007). 접경지역에서의 국제협력도 당사국의 국력에 따
라 그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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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프리카대륙 접경지역 - 경방과 BR 협력
<그림 6> 아프리카의 국경지역 보호구역

출처: Sandwith et al(2001)

<그림 6>은 아프리카에서의 다양한 국경지역 보호구역을 표시한 것이다. 세네갈강 델타
TBR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대륙의 여러 하천을 매개로 한 분쟁과 협력은 그 빈도와 강도에 있

어 다른 대륙보다 더 많고 더 세다. 남아프리카 림포포(Limpopo)강 지역의 갈등과 협력에 대해
스와툭(Swatuk 2005)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림포포강은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모잠비크가 공유하는 하천이다. 비협력적 상류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적
특수 이익을 위해 그 수자원을 장악했다. 과거의 식민 모국들이 자원 사용에 관해 협력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식민주의가 끝난 시대에도 그 자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간주하고 종종 하류의 남아프리카공화국-모잠비크 간 접경지역이 말라버릴 정도로 그 자원을
이용했었다고 한다. 림포포강은 이제 자원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형평성 있게 공유하는 방법들
을 모색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의 초점이다. 환경 협력은 적대적인 전략 환경을 변화시켜 신뢰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공식 협력은 서로 적대적인 중앙 정부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의 많은 하천들은 법률상 국경이지만, 사실상 국경을 넘는 교류가 쉽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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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이다. 즉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경지역이라
고 하여 인구가 훨씬 희소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경을 매우 중시하고 있지만,
국가 권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 현지에서는 인위적인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사회․경제 협력
이 실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자원이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정도는 삼림자원이나 광물자원보다 더 크다고
한다(Swatuk 2005). 정부권력과 경제력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수자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수자원 기반 지역에 강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에 그리고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
역적일 때에 수자원 협력은 더 잘 실현된다고 한다. 반면에 최종 사용자/수혜자가 자원에서 멀
리 떨어져 있을수록 또 자원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현지지역에서의 협력을 달성하기가 더 어려
워진다는 것이다. 주요 수혜자가 비용부담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다
자간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혜택이 다양할수록 사용자끼리 또 자원끼리 연결성을 분
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Swatuk 2002; Swatuk 2005). 이러한 수자원 갈등/협력을 설
명하는 인과관계는 접경지역 협력 일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권력이 연관되는
것보다는 지역적 혹은 다자적 접근이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더 높인다.
<그림 6>의 지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목할 만한 곳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의 접경

지역이다. 1994년 요르단-이스라엘 간 평화조약 및 1996년 아까바(Aqaba, Jordan)-아일랏(Eilat,
Israel) 간 특별협약에 의해 산호초 보호 및 갈등 종식을 위한 홍해해양평화공원(Red Sea
Marine Peace Park)이 지정되었다. 그러한 지정에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 클린턴 행정부는

요르단에게 대미관계 정상화와 대미부채 탕감을 제공하여 평화조약 체결을 주선하였던 것이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의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미국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미국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등의 미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즉 접경지역에서의 분쟁에서뿐만 아니라 협력에서도 강대국은 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4) 아메리카대륙 접경지역 - 변방과 BR 협력
일반적으로 변경연구라 하면 유럽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인구가 조밀
하며 근대국가가 처음으로 형성되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자
면 아메리카대륙의 접경은 유럽대륙의 접경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유럽의 국경이 원심적으
로 구분되는 ‘경계’의 의미라면, 아메리카의 국경은 구분이 외곽에서는 희미한 ‘변방’의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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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북아메리카의 국경지역 보호구역

출처: Sandwith et al(2001)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에서의 다양한 국경지역 보호구역은 각각 <그림 7>과 <그림 8>에 나
타나 있다. 여기서는 변방적 접경협력 사례로 미국과 캐나다 간 접경 BR 협력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간 접경 BR 협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과 캐나다 간 BR 협력 사례는 미국의 몬태나(Montana)주와 캐나다의 앨버타(Alberta)주
및 브리티시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 걸쳐있는 콘티넨트크라운(Crown of the Continent)
BR이다(Bibles 1995). 글레이셔(Glacier)-워터턴(Waterton)은 BR 지정 이전에 이미 세계 최초로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되었었다. 국제로터리(Rotary International) 등의 NGO에 의해 연구, 자
원관리, 공공교육 등에서 비공식적 국제협력관계가 이루어졌었다. 1932년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글레이셔(Glacier)-워터턴레이크(Waterton Lakes) 국립공원을 양국 국민 및 정부 간에
존재하고 있는 평화와 선의의 오랜 관계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한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하였
다. 이 국제평화공원 개념은 발전되어, 관리방식이 유사한 공원 간의 협력 그리고 정치적 국경
과 관계없이 생태체계는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글레이셔-워터턴 BR로부터 8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인 브리티시

콜럼비아 북플래트헤드강(North Fork of the Flathead River)의 지류에 노천 석탄광산이 계획되
었었다. 북플래트헤드강은 글레이셔의 서쪽 경계가 된다. 수질 및 어장의 악화를 우려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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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남아메리카의 국경지역 보호구역

출처: Sandwith et al(2001)

들은 플래트헤드 유역 전체에 관한 환경적/경제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수질자문기구인
플래트헤드유역위원회(Flathead Basin Commission; FBC) 설립을 건의하게 된다. 1983년 미국
국립공원관리국(US National Park Service)과 캐나다국립공원관리국(Parks Canada)은 심포지엄
을 공동 후원하였으며 이어 BR 관리위원회(Management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캐나다 정
부와 미국 정부는 국제공동위원회(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IJC)를 설립하여 계획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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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산의 초국경적 수질 및 어업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1988년 IJC는 석탄광산채굴 금지를
권고하였으며, 또 강 유역에서 “조화롭고(compatible) 공평하고(equitable), 지속가능한(sustainable)
행위”를 위한 관리전략을 미국정부와 캐나다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1991년
과 1992년에 FBC는 미국측 지역의 공공/민간 부문 전략관리계획을 개발했고, 1993년에는 글레
이셔-워터턴의 BR 매니저와 과학자들이 전략기획과정을 캐나다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다음은 미국과 멕시코 간 접경 BR 협력 현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미국-멕시코 간 접경
BR 협력 가운데 성공적 사례는 소노라사막(Sonoran Desert) BRs이다(Bibles 1995; Sonoran
Institute 2008). 엄밀히 말하자면 국제소노라사막협력체(International Sonoran Desert Alliance;
ISDA)는 양국 협의체가 아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2개 국가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원주민(Native
American Reservations)까지 포함된 삼국의(tri-national) 삼문화의(tri-cultural) 조직이다. 이 지역은

원주민들이 일만 년 이상 살아왔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키노(Kino) 신부가 이곳에 도착하
여 포교단을 만들었고, 유럽인의 유입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지역을 국제공원으로 만드
는 것에 관한 다양한 제안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나왔으나 시행되지는 못했었다.
1976년에 133,278 헥타르의 오르간파이프선인장국립천연기념물(Organ Pipe Cactus National
Monument; ORPI)이 미국 최초의 BR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었다. 이 BR 지정으로 미국 애리조나
(Arizona)주 그리고 멕시코의 소노라(Sonora)주 및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주 간의 국경지

역에는 3개의 BR이 있게 되었다. 미국의 ORPI, 멕시코의 엘피니케이트(El Pinacate y El Gran
Desierto de Altar) 및 알토골포(Alto Golfo de California y Delta del Rio Colorado)가 그것이다.
1982년 미국 및 멕시코의 학자 및 관리인들의 워크숍이 개최되어 접경 지역에서의 소노라사

막(Sonoran Desert) BR 개념이 제안되었다. 1980년대 중반 ORPI는 국경에 소노라사막BR센터
(Sonoran Desert BR Center)를 설치했다. 그렇지만 국방성(Department of Defense), 토지관리국
(Bureau of Land Management), 어류야생동물관리국(Fish and Wildlife Service), 국립공원관리국
(National Park Service) 등의 관련 연방조직이 BR 확대계획에 협조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

다. 멕시코 환경보호단체인 프로나츄라(PRONATURA)를 돕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
FPN(Friends of PRONATURA)과 ORPI는 1988년 멕시코계 주민, 오오드함(O'odham)계 원주

민, 미국계 주민 등 3개 집단이 함께 모여 BR 개념에 입각한 상호이익을 확인토록 권고하였다.
1988년 소노라-애리조나위원회(Sonoran-Arizona Commission) 및 FPN의 후원으로 엘피니케이

트 지역에 관한 최초의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게 되었다.
비영리단체인 소노라연구소(Sonoran Institute; SI)와 FPN은 BR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제
소노라사막협력체(ISDA)를 설립하였다. 1994년 1월 멕시코, 미국, 오오드함(O'odham)민족으로
부터 각각 4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하여 12인으로 집행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경으로 분할된
지역을 위한 지속가능 경제개발에 관한 정보, 합의, 공공정책 등을 공유하고 있다. ISDA는 멕
시코인, 인디안, 미국 주민의 3자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있다. ISDA는 모든 BR 관련자에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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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되어 있고, 지역거주자는 누구나 ISDA에 가입할 수 있다. 연방, 주, 지방, 부족 등 정부 소속
의 공무원들이 ISDA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자문을 맡고 있다. 공무원들은 ISDA 정식회원
은 아니고 자문위원으로만 활동한다. 즉 (중앙)정부 단위보다 (지역)주민 단위의 협력체이다.
그러한 조직에 이를 때까지 적지 않은 장애가 있었다. 3개국, 3개 언어, 국경지역 등의 장애
요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발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차이 그리고 5백만 헥타르의 넓은 지
역에 걸쳐 적은 인구가 거주하여 통제되지 않는 개발 등의 장애가 있었다.
BR 지역에서 멕시코는 원주민의 전통적 농법을 유지시키면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영농

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관광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베이스를 구축하고
자 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관계가 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이 대두되었다.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지역 생태계의 훼
손 없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도로건설, 산업 및 거주 개발, 관광서비스 등
을 추진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즉 미국과 멕시코 간 접경지역 협력도 자유무역관계
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도 큰 것이다.
소노라사막 BR 외에 미국과 멕시코 간 BR 협력으로 치후아후안(Chihuahuan) 사막 BR도 있
다(Bibles 1995). 1976년 UNESCO에 의해 지정된 서부 텍사스의 빅벤드국립공원(Big Bend
National Park; BIBE)과 남부 뉴멕시코의 라조나다공원(La Jornada Experimental Range; JER),

그리고 1977년 지정된 멕시코의 매피미(Mapimi) BR 등으로 구성된 곳이다. 이 보호구역들은
서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 1981년 미국이 양국 과학자들을 위해 양국 국경지대를 흐르는
강인 리오그란데(Rio Grande) 관찰 건물을 지은 것 말고는 1980년대까지는 협력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현재 연구와 환경교육이 주요 협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주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병행시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각 BR의 특색을 살려가면
서 세 BR을 공식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캐나다 간의 협력이 일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기초한 양국 주정
부 차원(State to State)의 이니셔티브였다면, 미국-멕시코 간의 협력은 정부의 공식적 협력이라
기보다 좀 더 지역적 차원의 협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동아시아대륙 접경지역 - 변계와 BR 협력
동아시아 국경지역은 ‘변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는 중화(中華)질
서이었고, 국경은 중(中)과 구분되는 외(外) 아니면 변(邊)으로 불렸던 것이다. 그렇지만 옅은
국경을 갖고 국경을 넘나드는 생활공동체인 ‘변방’의 특징을 갖추지는 못한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의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충돌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렇게 확보된 영토에서의 관할
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접경지역에 이주민을 정착시켰지만, 산간지대와 도서지대라는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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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조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넓은 지역에 걸쳐 하나의 현지 생활권이 형성되지 못했고,
서로 배타적인 모습도 보였던 것이다. 북한과 중국 간의 변경 무역도 대부분 중국의 중앙정부
가 지정한 국경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9> 동북아시아의 국경지역 보호구역

출처: Sandwith et al(2001)

<그림 10> 동남아시아의 국경지역 보호구역

출처: Sandwith et 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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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와 <그림 10>은 아시아에서의 국경지역 보호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이다. 다른

대륙의 그림들과 비교해보면, 동아시아의 접경지역과 접경협력은 적은 편이다. 다른 대륙들이
하나의 대륙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고 말한다면, 동아시아는 하나의 바다를 중심으
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재한 2005).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보다 바다에 인접한
국가가 더 많다. 동아시아국가들은 자국 해안선이 비교적 길고 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국 해양영역이 자국의 육지 면적만큼 넓다. 또 특정 국가에서 특정 국가로 연결될 때 반드시
제3의 국가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동아시아에서는 대륙에서 서로 인접하지 않은 A국
과 B국도 해양이라는 공통된 접경지역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해양이 육지보다 덜 배타적이
고 더 공공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본다면, 동아시아는 육지 경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정
학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독도를 유네스코 BR로 등록하는 방
안도 검토할 만하다. 영토분쟁의 심각성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영유권 확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려면, 성급한 시도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림 9>에서 한반도 지역은 백두산지역뿐이다. 백두산지역에서의 BR 협력도 필요한데, 국

경 문제와 얽혀있어 그렇게 간단하게 실현될 수는 없는 곳이다. <그림 9>에 표기되어 있지 않
지만 남북한 간의 접경지역 협력도 있다. 남한의 강원도가 북한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산림병
충해 공동방제 사업은 접경협력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는 2001
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차례 실시되었고, 북강원도 잣나무넓적잎벌 공동방제는 2003년 7
월부터 2007년 7월까지 5차례 실시된 바 있다. 200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공동의 임진
강 수해방지 사업 그리고 2007년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은 2009년 12월 현재 아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실현되면 접경지역 협력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0>에 표기되어 있는 접경지역 협력 대부분은 비(非)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다. 예컨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국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보호구역 협력은 중
앙정부와 관계없는 해당 지역사회 간의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메콩강위원회는 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하천 상류국이고 동시에 강대국인 중국의 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사례들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는 성공적인 국제
협력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이는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국경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가로
질러 흐르는 임진강 및 북한강 관련 분쟁과 협력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탈북자 관리의 이유에
서이든 자원개발의 이유에서이든 중앙정부가 극도로 관심을 가진 경우엔 오히려 접경지역 국
제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지나친 중앙정부의 관심을 완화시킬 수 없을 때에는
강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적극적 개입으로 국제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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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경지역 국제협력의 특징과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접경지역에서의 국제적 협력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접경지역 협력은 주로 변방에서 실현되고 있다. 접경지역은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시대에 따
라 다른 의미를 갖는데, 접경지역이 한 단위체의 외곽에 불과한 '변'이냐 아니면 한 단위체와
다른 단위체를 구분시키는 ‘경’이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또 나눔 혹은 곁이 선이냐 면이냐
에 따라 ‘계’와 ‘방’으로 구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념 틀에서 TBR은 경계가 옅은 변방의 성
격을 지닌다. TBR은 그 배타성이 자국에 대해서든 타국에 대해서든 큰 차이가 없고 생태적 측
면에선 매우 중요한 통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한 생태 통로의 기능은 인구밀도가 조밀하지
않은 외곽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만일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면 더 이상 변방이 아
니다. 변방이 아니라면 사유권을 인정하는 체제에서의 보호구역 지정은 용이하지 않다. BR이
동유럽에 많은 이유도 토지 국유화의 사회주의체제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국경지역 그리고
중국과의 국경지역도 그러한 체제적 성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토지 사유화 시행 이전에
취해야 할 조치도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접경지역 협력에서 국력은 중요하게 작동한다. 강대국은 접경지역에서의 분쟁뿐만 아
니라 협력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폴란드의 국경은 강대국에 의해 분쟁화 되었지만 동시에
그 해결도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요르단 홍해해양평화공원 사례에서 보듯이 접
경지역 협력 도출에서의 강대국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 4개국
으로 구성된 메콩강위원회가 성공적인 협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대국
중국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루마니아-우크라이나(소련) 다
뉴브델타 사례에서처럼 당사자 간 국력 변화는 접경지역 갈등 및 협력의 양태에 큰 변화를 가
져다주기도 한다. 북-중 접경지역 협력 양태도 중국의 국력과 깊은 연관을 가짐은 물론이다.
셋째, 접경지역 협력 가능성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중앙정
부권력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다자적 접근이 접경지역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더 높인다. TBR을
지정하는 유네스코가 그러한 대표적 국제기구이며, 미국-멕시코 국제소노라사막협력체 사례에
서처럼 자유무역협정이 접경지역 협력에 이바지하기도 하고, 미국-캐나다 콘티넨트크라운 사례
처럼 국제NGO의 이니셔티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넷째, 접경지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 및 행위자는 현지지역이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사
례를 통해 본 국경 관련 성공적인 국제협력은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
다. 대신에 현지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지구촌 공공재의 생산과 유지라는
맥락에서 추진될 때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멕시코 국제소노라사막협력체, 미
국-캐나다 콘티넨트크라운,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3국 국경협력 모두 중앙(연방)정부 단위의
협력조직이 아닌 현지지역 단위의 협력체이다. 동유럽,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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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는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이는 압
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국경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을 가로질러 흐르는 임진강 및 북한강 관련
분쟁과 협력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탈북자 관리의 이유에서이든 자원개발의 이유에서이든
중앙정부가 극도로 관심을 가진 경우엔 오히려 접경지역 국제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러한 지나친 중앙정부의 관심을 완화시킬 수 없을 때에는 강대국이나 국제기구의 적극적 참여
로 국제협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접경지역을 보는 관점은 중앙과 변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프런티어(frontier)라는 용어도 중
앙의 관점에서는 미개척지역을 개척하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변방의 관점에서는 제국
주의적 침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접경지역 국제협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중앙집권적 의미인 것이다. 생태보호와 같은 비공식적인 변방 협력은 역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적대적 국경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전근대적 의미의 국경과 근대적 의미의 국경
모두를 초월한 탈근대적 의미의 국경 개념 속에서만 진정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은 전근대, 근대, 탈근대로 이
어지는 접경지역 개념 변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경론과 같은 기존 정
치지리학 및 국제정치학 문헌에서는 국경관의 역사적 변천을 각 문명권별로, 특히 유럽문명권
과 대비되는 중화문명권과 이슬람권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주로 조약에 기초한 국제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척된 오늘날에는 탈(脫)근대적 국경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TBR 등 전통적 국경관과 다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국경론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과 관련된 접경 문제는 중
화문명권, 사회주의체제, 남북한분단, 수자원협력, 생태보호국제협력 등 여러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백두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도 인구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변방임에는 틀림이
없다. 변방에서의 국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한반도 주변의 국경문제 관련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외국 사례에 대
한 이해를 토대로 동북아시아 공간에서의 국제적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공생적 발전 프로그램
의 구상을 가능케 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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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B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Border Areas

Chae-Han Kim
(Hallym University)

The issue of border has been perceived as a zero-sum situation in which if one wins an amount
then the other loses the same amount. A border area may yield mutual interests if the area works as a
path for human and ecological interchange instead of exclusive ownership. The pre-modern era, the
modern era, and the post-modern era have their respective concept of border. The characteristics of
border area are dependent on whether a border area is an edge of an entity or a boundary which
distinguishes one entity from another entity. And they depend on whether the edge/boundary is
composed of a line or a square. Under this framework of border area concepts, border cooperation is
more likely in square edges. In addition to characteristics of border, such actors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ocal societies seem to play a more positive role
in border cooperation than do national governments. Border cooperation is more likely to be achieved
when local interests as well as global needs are satisfied. Such cooperation as Biosphere Reserve may
ease confront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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