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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분단과 통일의 역사

한반도의 현대사를 한마디로 하면‘분단의 역사’라 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사는 꿈에도 

그리는‘통일의 역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 중 한국과 독일은 

유사한 현대사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DMZ박물관은 통일 독일의 사례를 배우고, 분단 한반도의 현실을 공유하고자 독일의 

포인트 알파 재단 및 뫼들라로이트 국경박물관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한독포럼

이 우리 박물관에서 열리게 되고,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시를 열게 된 것은 교류협력의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번 전시는‘공감 Sympathie, 분단과 통일의 역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45년의 분단과 

22년의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역사와 67년 분단의 경험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가 바로‘공

감(共感)’의 대상입니다. 

독일의 평화혁명에서 통일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분단된 한반도 북쪽의 일상을 간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맺은 독일 두 기관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도 소개하였

습니다. 

특별한 전시를 위해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독재청산 연방재단, 포인트 알파 재단과 뫼들라

로이트 국경박물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한의 모습을 담은 사진

을 내어주신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연방 의원님께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협력

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반종구

DMZ박물관 관장



Sympathie, Geschichte der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Die moderne Geschichte der koreanischen Halbinsel kann man in einem Wort als "die 
Geschichte der Teilung" ausdrücken. Die Geschichte der Zukunft derselben sollte die erträumte 
"Geschichte der Wiedervereinigung" werden. Von all den unzähligen Ländern dieser Erde weisen 
Korea und Deutschland gleichartige Erfahrungen der modernen Geschichte auf.

Das DMZ Museum in der Gangwon Provinz hat mit der Point Alpha Stiftung in Deutschland 
und dem Deutsch-Deutsches Museum Mödlareuth eine Austauschvereinbarung abgeschlossen, 
um vom deutschen Beispiel der Wiedervereinigung zu lernen und um die Realität der geteilten 
koreanischen Halbinsel zu teilen. Das Eröffnen dieses Koreanisch-Deutschen Forums in unserem 
Museum und der Sonderausstellung zur Feier dieses Ereignisses ist das erste Resultat jener 
Austauschkooperation. 

Diese Ausstellung hat den Titel "Sympathie, Geschichte der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Der Gegenstand der "Sympathie" ist die deutsche Geschichte der 45-jährigen Teilung und der 
Wiedervereinigung vor 22 Jahren und die koreanische Geschichte der 67-jährigen Teilung, die 
noch andauert.

Es ist eine Gelegenheit, um den deutschen Prozess von der Friedensrevolution bis zur 
Wiedervereinigung zu betrachten und den nordkoreanischen Alltag der geteilten koreanischen 
Halbinsel indirekt zu erleben. Auch wird das Gestern und Heute der beiden deutschen Organe 
vorgestellt, die mit uns in Partnerschaft stehen.

Ein großes Dankeschön geht an die Bundesstiftung Aufarbeitung, die uns für diese 
Sonderausstellung wertvolle Materialien zugänglich gemacht hat, die Point Alpha Stiftung und 
das Deutsch-Deutsches Museum Mödlareuth für die Zusammenarbeit. Hrn. Bundesabgeordnete 
Hartmut Koschyk, der uns schwer zugängliche Fotos von Nordkorea zur Verfügung gestellt hat, 
gilt unser besonders tiefer Dank. Auch möchten wir uns bei der Hanns Seidel Stiftung in Korea 
bedanken, die sich für die gute Zusammenarbeit beider Länder keine Mühe gescheut hat.

Wir hoffen auch weiterhin auf eine fortdauernde, substanzielle Austauschkooperation.

  

Ban, Jong-Gu

Direktor DMZ Museum



완전히 고립된 땅의 한 조각

독일연방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2001년 3월 1일에 당시 한국 정부의 희

망에 따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00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유럽정

상회의(ASEM)에서 만난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독일연방 총리와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사

이에 이 주제에 관한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다. 

나는 독한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정치현안들에 관한 논의를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독일 및 유럽의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

젝트들을 돌아보는 기회에 그 곳의 산하와 사람들과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사진기를 가지고 사람과 풍경, 그리고 자연을 담기 위해 항상 애를 

썼습니다. 

나는 강원도 DMZ박물관의 이번 전시를 위해 매우 기꺼이 내 사진을 제공하였는데, 이를 통해 

극도로 폐쇄된 북한에 대한 인상을 담은 몇 장의 사진들이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

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들을 대립과 모순이 가득한 땅으로의 여행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사람들과 풍광을 담은 사진을 보는 관람객들이 진심 어린 인상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는 완전히 고립된 땅에 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진을 통해 북한과 그 사람들에 관해 

더욱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속담 중에‘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북한방문을 통해 나는 이 폐쇄된 국가에 대해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들을 보았

습니다. 

나는 이 사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약간의 인상이나마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

기를 바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추진한 강원도 DMZ박물관과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연방의회 의원
독일 연방 재무부 차관

독한 포럼 공동의장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ie Demokratische Volksrepublik Korea (Nordkorea) 

haben am 1. März 2001 auf Wunsch der damaligen südkoreanischen Regierung diplomatische 

Beziehungen aufgenommen. Vorausgegangen war im Jahr 2000 ein entsprechendes Gespräch des 

damaligen deutschen Bundeskanzlers Gerhard Schröder mit Südkoreas damaligen Präsidenten 

Kim Dae Jung am Rande des dritten ASEM-Treffens in Seoul. 

Als Vorsitzender der Deutsch-Koreanischen Parlamentariergruppe besuchte ich seit dem Jahr 

2002 bis 2009 regelmäßig Nordkorea, um dort politische Gespräche zu führen, aber auch um Land 

und Leute kennenzulernen, z.B. bei der Besichtigung deutscher und europäischer humanitäre 

Hilfsprojekte. 

Bei meinen Reisen nach Nordkorea war ich stets darum bemüht, mit meiner Kamera gerade die 

Menschen, die Landschaften und die Natur in den Blick zu nehmen. 

Sehr gerne habe ich für die Ausstellung des DMZ-Museums Gangwon-do eine Auswahl meiner 

Fotos zur Verfügung gestellt, um einen Einblick in den sonst so verschlossenen Norden der 

koreanischen Halbinsel zu ermöglichen. 

So darf ich auf eine Reise durch ein Land einladen, in dem die Gegensätze und Widersprüche 

nicht größer sein könnten. 

Ich hoffe, dass die Betrachter der Bilder von Menschen, Landschaften und der Natur Nordkoreas 

Eindrücke gewinnen können, die zu Herzen gehen. Wir können viel über das hermetisch 

abgeschottete Land sprechen, aber menschliche Bilder von dort zu sehen, bringt uns Nordkorea 

und seine Menschen ganz konkret näher. 

Ein traditionelles koreanisches Sprichwort besagt: “Einmal gesehen ist besser als tausend mal 

gehört”. Ich habe bei meinen zahlreichen Besuchen in Nordkorea stets mehr gesehen, als ich zuvor 

über dieses verschlossene Land gehört habe. 

An meinen bildhaften Eindrücken möchte ich gerne auch die Öffentlichkeit Anteil haben lassen. 

Daher danke ich der Hanns-Seidel-Stiftung Korea und dem DMZ-Museum Gangwon-do sehr 

herzlich für die Initiative und die Realisierung dieser Ausstellung. 

Hartmut Koschyk 

Mitglied des Deutschen Bundestages 
Parlamentarischer Staatssekretär beim Bundesminister der Finanzen 

Ko-Vorsitzender des Deutsch-Koreanischen Fo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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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순안 국제공항 Pyongyang Sunan International Airport

Pyongyang Sunan International Airport

평양 순안 국제공항은 평양시 북쪽에 위치한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이다. 북한에서의 공식 명칭은 평양비행장으로 순안구역에 

위치해 있다. 두 개의 활주로에 주차장, 면세점, 라운지, 레스토랑, 

서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려항공의 허부공항이며, 

외국 항공사로 취항한 것은 중국국제항공 뿐이다. 

평양 순안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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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탑 Monument

Monument

주체사상탑은 평양 시내 대동강 기슭에 있는 상징탑이다. 
김일성의 70회 생일에 맞추어 1982년 4월 15일에 완공되었다. 
높이는 170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이다. 
승강기로 150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고 평양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평양 락랑구역 통일거리 
입구에 있다. 높이는 30m, 너비는 61.5m인데 6·15 남북 공동선언을 
뜻한다. 2001년 8 월 14일 준공되었다.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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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Il-Sung Square

김일성광장

김일성광장은 평양직할시에  위치한 중앙광장으로 대동강의 서쪽에

있으며, 강 건너편에는 주체사상탑이 있다. 1954년 8월에 착공되었다.

북한의 주요 축제, 집회, 정치 문화 활동, 군사퍼레이드 등이 이뤄지는 

곳으로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명소이다. 

김일성광장 Kim Il-Sung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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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Store

Store

상점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소재 국영상점들은 돈 많은 간부나 특권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일반 주민들은 출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물건 값을 외화로 받기 때문에 외화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간단한 의약품에서부터 의류, 술과 담배, 과자, 음료(단물) 

등이 진열되어 있는데, 꽃을 함께 취급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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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Street

Street

거리

북한의 가족법에 따르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웨딩촬영은 형편상 대부분 

생략하지만, 하게 된다면 반드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찍는다. 이를 

강제하진 않지만 통상적인 사회 윤리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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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Riverside

Riverside

강변

강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가롭다. 낚시를 하기도 하고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독서를 즐기기도 한다. 수변 위에는 전마선을 탄 

사람들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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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Picnic

Picnic

야유회

물 맑고 산 좋은 절경으로의 소풍은 즐겁다. 풍광 좋은 야유회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먹을거리다. 특히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는 모두를 

절로 웃음 짓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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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hool Children

아이들 1

북한의 취학 전 교육기관으로 는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다. 

탁아소는 만1∼3세의 영아를 보육하고, 유치원은 낮은반(만 4세)과 

높은반(만 5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높은반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어 모든 어린이들이 이수해야 한다. 

아이들 1 Pre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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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2 Children 

Children

아이들 2

유치원을 마치면 소학교에 입학 하게 된다. 

소학교는 이전에 인민학교로 불렸다. 남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6

년간 다니는 것과는 달리, 북한 어린이들은 소학교에서 4년간 공부하게 

된다. 최근에는 5년으로 기간을 늘린다는 보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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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3 Children

Children

아이들 3

‘야영각’(건물이름)에 서 만난 아이들. 화면노래반주기에 맞춰 목청껏 

노래 부르는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컴퓨터 전자게임도 재미나고, 

여럿이 함께하는 물놀이는 더없이 즐겁다. 미소 짓는 모습은 모두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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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4 Youth 

Youth

아이들 4

소학교를 졸업하면 고등중학교로 불리던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나뉘는데 북한에서는 합쳐서 

6년으로 되어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남자의 경우 70%정도가 군에 

입대하고 20%정도는 직장배치, 그리고 나머지 10%가 대학에 진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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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Soldier

Soldier

군인

북한의 청소년들은 만 14세가 되면 징집 대상자로 등록된다. 

만 15세에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개 

군에 입대한다. 하사관(부사관)은 당성이 강한현역 사병이나 전문학교 

실무교육 이수자 중에서 선발하며, 군관(장교)은 3년 이상 근무한 현역사병이나 

하사관 중에서 출신 성분이 양호하고 특히 당 성이 강한 인원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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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노동자 Farmer & Worker

Farmer & Worker

농민과 노동자

남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어깨에 멍에를 두른 황소가 끄는 쟁기, 

집단으로 모내기 하는 모습 등 북한의 농촌은 남한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복무중인 군인도 반 농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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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Artist

Artist

예술가

북한의 예술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가 발현된 창작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홍보와 선전기능이 중시된다.  ‘기증주의 예술관’이라고 불리는 

주체문예이론은 북한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북한 사회의 문화 예술영역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미술에서 

‘추상은 죽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상화나 추상조각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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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안원 Traffic-Cops

Traffic-Cops

교통보안원

절도 있는 모습으로 평양시내의 교통을 통제하는 교통보안원은 ‘평양의 

명물’로 외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이들은 평양시 교통지휘대 

소속으로 차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평양시내에서 인간 신호등 역할을 

한다. 근래에 신형 교통신호등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여성교통보 

안원의 수가 줄고 있다.



51

병원 Hospital

Hospital

병원

북한의 병원(양방)에는 반드시 고려의(한의)과가 있으며 양·한방협진을 

한다. 진료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차 진료기관은 리·동 단위의 

진료소이며, 2차 진료기관은 군이나 구역의 인민병원이고, 3차 진료기관은 

도나 시 단위의 인민병원이다. 하급진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진료긴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장애인협회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해 

의족지원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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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World Cup

World Cup

월드컵

2005년 3월 30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2006년 독일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북한-이란전이 열렸다. 경기 도중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페널티 

킥을 선언하지 않은 주심에게 항의하던 북한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았고, 

이에 격분한 북한 팬들은 물병 등을 그라운드에 던졌다. 내심 북한 

원정경기가 껄끄러웠던 일본은 이 사건을 핑계 삼았고, 결국 북한은 

일본과의 홈경기를 제3국인 태국 방콕에서 관중 없이 치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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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 Nampo

Nampo

남포

북쪽은 평양직할시와 평안남도, 남쪽은 황해북도와 접한 대동강 하구의 

도시이다. 1986년 서해갑문이 건설되어 교통의 요지로 항만교통이 

더욱 발달하였다. 특히 남포항은 2002년부터 대한민국과의 교류의 

통로가 되었으며, 현대적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54

개성공업지구 Kaesong Industrial Complex

Kaesong Industrial Complex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 지구는 흔히 개성공단으로 불리며,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의 결합으로 민족공동번영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특구이다.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약 10㎞쯤 떨어져 있으며,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2005년 리빙아트, 신원 등의 기업들이 입주한 

이래, 현재 5만 여 명의 북한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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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북녀 North Korean Women

Men From The South, 
Women From The North

남남북녀

‘남남북녀(南男北女)’는 남자는 남부지방의 남자가 잘났고, 여자는 

북부지방의 여자가 곱다는 뜻이다. 비록 감정적인 관찰과 단정으로 

사실을 무리하게 일반화한 것이라지만 …통일 후 의 남녀북남의 만남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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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분단과 통일의 경험
SHARING, EXPERIENCE OF DIVISION AND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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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알파 재단 Point Alpha Stiftung 

Point Alpha Stiftung

포인트 알파 재단

포인트 알파(Point  Alpha)는 독일 분단기 국경 관측 미군기지의 이름이다. 

당시 서독지역이었던 헤센 주 라스도르프와 동독지역이었던 튀링겐 주 

가이사의 경계에 위치한다.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냉전기에 이곳은 서방의 중요한 국사기반시설이 집중된 

프랑크푸르트와 가까워 전략적으로 매우 중시되었다. 동독 국경수비대의 

순찰로 위에 지어진 전시관은 냉전기 군사장비와 사진자료 등을 통해 

비인간적인 국경수비의 모습과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비폭력투쟁(혁명)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한 포인트 알파 

기지도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단의 사무소와 아카데미(교육장

)는 가이사 시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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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알파 Point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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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알파 Point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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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들라로 이트(Mödlareuth)는 옛 동독지역인 튀링겐 주와 

서독지역이었던 바이에른 주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동서독 경계선상에 위치했던 대부분의 마을이 사라졌는데, 

뫼를라로이트는 다행히 남았다. 이곳은 분단된 마을이라는 뜻으로 

‘작은 베를린(Little Berlin)'으로 불렸다. 베를린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콘크리트 장벽이 있었던 곳이다. 분단시기의 장벽과 철책, 감시탑, 

각종 국경 구조물 등의 흔적을 그대로 보전하여, 분단의 경험을 

돌아보고 통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의미 깊은 공간이다. 

동서독간의 경계를 주제로 만들어진 기관 중 가장 오래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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