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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대   회   명

대회일시  

개최장소

참가인원

주          제

행사내용

주최/주관

후          원 

심사결과

2017 DMZ 미술대회

2017. 5. 13(토) 10:00~16:30

연천 전곡읍사무소 문화체육관 內

전국 초·중·고등학생 301명

DMZ의 미래, 생명의 땅 DMZ

개회식 및 축하공연, 그림그리기 등

경기도 / 경기관광공사

통일부 / 연천군 / 경복대학교

29점 선정 

(초등부 저학년 7점, 초등부 고학년 7점, 중등부 7점, 고등부 8점)



심사위원장

경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학과장  |  교수 문 희 숙

대상 수상작은 대회 취지와 대회 주제 (DMZ의 미래, 생명의 땅 DMZ)를 뛰어난 발상으로 

살려내어 DMZ의 미래와 생명에 대한 염원을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독창적인 구도와 화면구성의 주목성은 물론 풍부한 미술적 감성의 표현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화면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미래의 주역이 될 국가관을 시사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DMZ의 

미래와 생명의 땅으로서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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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수상작

재미있는 내용과 표현을 보인 작품이 많았으며 특히 주제와 독창성, 조형성 및 완성도 높은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저학년의 경우 집중력 있게 대회주제를 잘 살려낸 작품을, 고학년의 경우 주제에 부합하면서 

풍부한 상상력과 미술적 재능을 보인 독창력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었다.

초등학생 부문

콘텐츠가 우수한 작품이 많아서 심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주제 표현이 

우수한 작품을 우선하였다. 또한 대회의 취지에 맞게 독창적인 작품과 완성도 높은 조형성을 

보인 경우에 가산점을 주었다. 특히 수상작 모두 뛰어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쉽게 낙선한 작품 중에서도 훌륭한 그림이 많았다.

중학생 부문

참가 인원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높은 수준의 작품이 많았다. 

특히 수상한 작품들은 모두 오랜 기간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표현력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대회 주제를 잘 살린 그림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독창적 조형 기법을 보인 경우 가산점을 주었다.

고등학생 부문

심 사 평



수상작 

및 

작품 설명

최은혜

최선우, 정지우, 유예린, 장서현, 김지영, 강수빈, 하시은

이려원, 김시우, 이연서, 신효주, 김선영, 김관익, 정의찬

남상연, 김나형, 이예진, 한규비, 김여경, 노동건, 박주원

최세현, 김현지, 조유진, 김동현, 김미르, 윤은빈, 인서연

대           상

초등부(저)

초등부(고)

중   등   부

고   등   부



If we have no peace, it is because we have forgotten that we belong to each other.   - Mother Teresa-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 마더 테레사 - 

고등부 통일부장관상 금촌고등학교 1학년  |  최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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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안의 평화로운 동물과 

나무들처럼 북한과 우리도 빨리 

통일이 되어서 친구들과 기차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초등부(저) 경기도지사상 (최우수) 인천동수초등학교 3학년  |  최 선 우



DMZ에서 남과 북이 만나 빨리 

통일이 되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서로의 소식을 물고 오가며,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온 나라에 

꽃 피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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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저) 경기도지사상 (우수) 황곡초등학교 2학년  |  정 지 우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자.

초등부(저) 연천군수상 (장려) 신동초등학교 1학년  |  유 예 린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될 북한 대표 어린이와 한국 대표 어린이인 내가 DMZ에서 열기구를 타고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상상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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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저) 경복대학교총장상 (입선) 율현초등학교 2학년  |  장 서 현



통일기차를 타고 나의 가족, 식구 등등이 기차를 타고 북한에 가서 네 가족과 식구를 만나러 갑니다. 

통일기차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식구를 이제 못 만날 때 통일기차를 타고 가족과 식구를 만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초등부(저) 경인일보사장상 (입선) 봉래초등학교 2학년  |  김 지 영



우리 국민과 국군이 통일로 

가는 길에 통일열차를 타고 DMZ를 

지나는 길입니다. 

DMZ는 통일로 가는 꽃길이 되어 

우리 국민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그린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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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저) 경기관광공사사장상 (입선) 가현초등학교 3학년  |  강 수 빈



If man does find the solution for world peace it will be the most revolutionary reversal 

of  his record we have ever known.   - George C. Marshall- 

만일 인간이 세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다면 우리가 지금껏 알아온 인간의 발자취를 역행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 조지 C. 마샬-

초등부(저) 경기관광공사사장상 (입선) 가온초등학교 2학년  |  하 시 은



뒷배경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색으로 빛나듯이 

그 빛이 우리들의 염원으로 밝게 빛나서 

DMZ에 심어진 생명의 나무로 가꾸어 

보자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그 길을 어서 걷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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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고) 경기도지사상 (최우수) 금촌초등학교 6학년  |  이 려 원



남북한이 평화로운 화합이 되면 DMZ라는 특별한 곳에 사는 동물들을 만나고 싶었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의 나비를 생각했다. 전쟁의 장소가 아닌 푸른 DMZ를 표현하고 싶었다.

초등부(고) 경기도지사상 (우수) 파주초등학교 6학년  |  김 시 우



전쟁의 흔적인 구멍 뚫린 철모가 있는 

DMZ에서 북쪽 친구들과 손을 잡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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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고) 연천군수상 (장려) 다솜초등학교 6학년  |  이 연 서



미래의 DMZ 생태공원을 표현해보고자 그리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자유로운 공원이라는 것 입니다. 

그림의 새 2마리는 평화를 유지한다는 의미, 끊겨진 38선은 함께하지 못한 남과 북이 앞으로 함께 갈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하였고 푸른 잔디와 꽃을 이용하여 DMZ를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나가 되어 좋은 뜻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부(고) 경복대학교총장상 (입선) 경의초등학교 6학년  |  신 효 주



미래를 상징하는 꽃에 희망과 생명의 

물을 뿌려주어 평화를 대표하는 

비둘기와 사랑, 무지개를 그려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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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고) 경인일보사장상 (입선) 전곡초등학교 5학년  |  김 선 영



For peace is not mere absence of war, but is a virtue that springs from, a state  of mind, 

a disposition for benevolence, confidence, justice.   - Baruch Spinoza-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마음의 상태, 자비, 신뢰, 정의에서 비롯되는 미덕이다.   - 바뤼흐 스피노자-

초등부(고) 경기관광공사사장상 (입선) 경의초등학교 6학년  |  김 관 익



DMZ하면 무서운 철조망이 남북을 분단시키고 있으니까 서로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을 

철조망과 하트모양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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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고) 경기관광공사사장상 (입선) 호동초등학교 6학년  |  정 의 찬



먼저 DMZ의 풍부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뒷배경을 평화를 상징하는 데이지 꽃과 월계수 열매 등 여러 식물들로 장식했습니다. 

또, DMZ에 살고 있는 여러 동물들도 그려넣어 DMZ의 생명이란 주제를 더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DMZ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미래의 자연으로 가득 찬 DMZ에서 손을 잡고 있는 북한군과 남한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굳이 군인들의 모습을 종이 인형으로 그린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통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등부 경기도지사상 (최우수) 신원중학교 2학년  |  남 상 연



War is a cowardly escape from the problems of peace.   -Thomas Mann- 

전쟁은 평화의 문제로부터의 비겁한 도망이다.   -토마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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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 경기도지사상 (우수) 고양제일중학교 2학년  |  김 나 형



Peace cannot be kept by force. 

It can only be achieved by 

understanding. 

-Albert Einstein-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중등부 연천군수상 (장려) 목암중학교 2학년  |  이 예 진



분단이 되어 서로 다른 환경과 시간 속에 살아가다 필름이 합쳐지면서 서로 같은 공간 속에 자연과 같이 동화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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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 경복대학교총장상 (입선) 금릉중학교 3학년  |  한 규 비



전쟁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롭게 

피어나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원한다.

중등부 경인일보사장상 (입선) 원당중학교 3학년  |  김 여 경



DMZ란  비무장지대란 뜻으로 사람들이 DMZ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쟁, 통일, 평화, 자연이 있습니다. 

평화에 상징인 비둘기 안에 살아 숨쉬는 미래의 땅 DMZ의 자연을 그려 넣음으로서 DMZ의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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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부 경기관광공사사장상 (입선) 가람중학교 2학년  |  노 동 건



War may sometimes be 

a necessary evil. 

But no matter how necessary, 

it is always  an evil, never a good. 

We will not learn how to live 

together in peace by killing 

each other's children. 

-Jimmy Carter- 

전쟁은 때때로 필요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악이며 선이 아니다. 

우리는 남의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 

-지미 카터-

중등부 경기관광공사사장상 (입선) 전곡중학교 3학년  |  박 주 원



There is no path to peace. Peace is the path.   - Mahatma Gandhi-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 마하트마 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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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경기도지사상 (최우수) 금촌고등학교 1학년  |  최 세 현



바이올린을 한반도 모양에 결합시켜 

통일된 한국이 아름답게 연주되어 

노래하고 있는 그림을 통해 푸릇푸릇한 

DMZ의 생태계도 표현하고 미래도 

표현하였다.

고등부 경기도지사상 (우수) 도래울고등학교 2학년  |  김 현 지



I look upon the whole world 

as my fatherland, and every 

war has to me the horror of 

a family feud. 

-Helen Keller-    

나는 온 세상을 나의 조국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나에게 가족 불화의 공포를 준다. 

-헬렌 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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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연천군수상 (장려) 금촌고등학교 1학년  |  조 유 진



남북이 퍼즐조각처럼 합쳐져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 DMZ가 

이산가족들의 보금자리로써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등부 경복대학교총장상 (입선) 금촌고등학교 1학년  |  김 동 현



국토의  가운데인 DMZ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 전쟁의 흔적인 군모 속에서 피어나는 무궁화로 표현했다. 

또한 DMZ의 평화, 즉 국토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아 국토 속에 손을 그려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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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경인일보사장상 (입선) 대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  김 미 르



Mankind must put an end to war, 

or war will put an end to mankind. 

-John F. Kennedy-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존 F. 케네디-

고등부 경기관광공사사장상 (입선) 금촌고등학교 1학년  |  윤 은 빈



Courageous people do not fear forgiving, for the sake of peace.   - Nelson Mandela- 

용기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 넬슨 만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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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 경기관광공사사장상 (입선) 금촌고등학교 1학년  |  인 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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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역사와 의미

한국 전쟁 중단으로 탄생한 DMZ

1953. 7. 27 맺은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각각 2km 후퇴하여 그어놓은

북방 . 남방 한계선은 파주 정동리에서, 고성군 명호리까지 그 길이가 248km에 달합니다. 군사분계선의 남 . 북방 각 2km 이내 

지역이 오늘날의 비무장지대(DMZ : Demilitarized Zone)입니다. DMZ를 제외한, DMZ 일원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 된 

지역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민북마을 탄생 스토리

DMZ 인접지역은 식생우수지역, 습지, 희귀식물군 서식지, 자연경관지 등 다양하고 중요한 자연생태지역이 존재하며, 고등식물과 

척추동물 등 약 2,930여종이 서식 . 분포하고 있습니다.

의 자연 . 인문환경2
전쟁의 폐허에서 생태계의 보고가 된 DMZ

2006

1953 1973 2001

2013

1959

1968~1973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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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냉전사의 현장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DMZ는 미국 타임지에 ‘아시아에서 가볼만 한 곳 25개소’로 선정 될 만큼 세계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 가치, 그리고 미래3
아직도 살아있는 세계 냉전사의 현장

DMZ의 이중성과 양면성

한국전쟁 후 60년, DMZ는
끝나지 않은 냉전사의 현장이자
차가운 남북 분단의 장벽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문점과 DMZ는 유일무이한
매력적 관광지 

세계 유일의 냉전의 현장으로
군사적 충돌을 막는 완충지역 

인간의 발길이 배제 된 세월만큼
자연이 만들어 낸 생태계의 보고 

"DMZ 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면서, 또 지켜내야 할 대상"  
DMZ의 미래,   



DMZ 일원 대표 관광 프로그램

관광명소4
경기도 DMZ일원 관광명소

코   스

소요시간/비용

문   의

코   스

소요시간/비용

문   의

판문점 임진각 평화누리 상세도

1

2

3

4
5

1 3 4 5

자유의 집 ▶ 공동경비구역 ▶ 중감위 회담장

▶ 돌아오지 않는 다리 등

http://nis.go.kr

90분

임진각 ▶ 통일대교 ▶ 군내삼거리 ▶ 초평도 앞

▶ 64T  ▶ 임진각

3시간 / 10,000원

http://ggtou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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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요시간/비용

문   의

코   스

소요시간/비용

문   의

임진각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촌 ▶ 임진각

3시간 / 9,200 ~ 12,200원

http://tour.paju.go.kr

나라사랑 콘서트, 평화기원 리본달기, 레크리에이션 등

당일 체험, 1박 2일, 2박 3일 등

http://dmzcamp131.or.kr

문 의 경기도청 DMZ정책담당관
 (T 031.8030.2652)  |  http://dmz.gg.go.kr



http://dmz.g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