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집 과거 모습(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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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널문리 ❷ 중감위·군정위 회의실 ❸ 자유의 집 ❹ 판문각 ❺ 평화의 집 ❻ 통일각 ❼ 돌아오지 않는 다리 ❽ 72시간 다리 ❾ 도보다리 ❿ 중감위 캠프

<돌아오지 않는 다리 과거 모습(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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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경계석 설치 이후 모습(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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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각과 군정위 회의실 과거 모습(1972)>

6

<판문각 준공 이전 모습(1968)>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 설치 당시모습(1953)>

공동경비구역(JSA) 주요 시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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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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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지도 출처 : Google Earth)

공동경비구역(JSA) 과거 모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경비구역(JSA) 개요

공동경비구역(JSA) 주요 시설
(사진 및 내용 출처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역사적 의미

(사진 및 내용 출처 :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판문점은 1951년 10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정전회담이 열렸던 장소

자유의 집

판문각

공동경비구역은 유엔사측과 공산(북한·중국)측이 군사정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북측 판문각을 마주보는 우리측 시설
•적십자 간 연락 및 회담, 접촉, 교류 지원 업무
•최초 준공 : 1965.9.30. (2층 2개동, 팔각정)
•현 건물 준공 : 1998.7.9.
•규모 : 연면적 4,742㎡ (지상 4층, 지하 1층)

•우리측 자유의 집을 마주보는 북측 시설
•적십자 간 연락 업무 등
•최초 육각정 준공 : 1964
•판문각 준공 : 1969.9. / 증축 : 1994.12.
•규모 : 연면적 2.149㎡

평화의 집

통일각

•남북회담을 위한 우리측 회담시설
•준공 : 1989.12.19.
•규모 : 연면적 3,293㎡ (지상 3층, 지하 1층)

•남북회담을 위한 북측 회담시설
•준공 : 1985.8.
•규모 : 연면적 1,521㎡ (지상 1층, 지하 1층)

돌아오지 않는 다리

72시간 다리

•휴전협정 조인 후 양측 포로들이 송환된 다리
•포로들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여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명명
•북측이 판문점 출입시 이용하였으나, 1976년
‘미루나무사건(도끼만행사건)’ 발생으로 다리 폐쇄

•1976년 미루나무사건으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폐쇄되자 건설한 다리
•다리를 72시간 만에 건설하였다고 하여 ‘72시간 다리’
로 명명
•현재 북측에서 판문점 들어오는 통로

군사분계선 상에 설치한 동서 800m, 남북 400m 구역

명칭유래

원래 지명은 널문리였으나, 1951년 10월 정전회담이 개성 내봉장에서 옮겨 오면서 회담 일방인
중공군의 한자 표기를 위해 판문점(板門店)으로 고쳐쓰기 시작

위치

원래 널문리 위치가 군사분계선보다 북서쪽에 위치하여 1953년 10월 현재의 장소로 이전
우리 행정구역 상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와 진서면 어룡리에 인접

특징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수지역

연혁 및
주요사건

•1951.10.

회담장소를 개성 내봉장에서 널문리로 이동하며 임시막사 공사

•1953.07.

1년 9개월 간의 휴전회담을 마친 뒤 목조건물로 정전협정 조인장 건축

•1953.10.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 설치

•1976.0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4.11.23.

소련 관광안내원 망명 총격전(국군 장명기 일병 사망, 북한군 3명 사망)

•1985.11.

남북통신케이블 연결 작업(서울 ↔ 판문점)

•1998.06.16.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1차 소떼 방북

•2004.11.23.

JSA경비 임무 한국군 이양

•2018.04.27.

2018 남북정상회담

•2018.10.25.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관련 화기 및 초소 철수

중감위·군정위
회의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10월에 현재의 자리에 건립
•총 7개동의 가건물. 회색 4개동은 북측이 관리, 하늘색 3개동은 유엔사측이 관리
•T2에서 장성급의 군정위 본 회의, 대령급의 군정위 비서장급 회의, 대령이하의 참모장교회의
등 개최

T1

T2

T3

T1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T2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Conference Building)
널문리 판문점 임시막사

휴전협정조인장

T3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taff Conference Buil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