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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을 소개합니다”

◾ 판문점 견학해설서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소리책(오디오북)·영문판 제작 

◾ 4월 27일부터 교육원‘누리집’ 등에서 배포

□ 2년 전 오늘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선언
했습니다.

o 지금까지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이제 ‘평화’의 아이콘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 통일부 통일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판문점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9월 해설서인 ‘판문점을 소개합니다’를 발간한 데 이어 올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4.27)’ 2주년을 맞아 ‘판문점 해설서’ 소리책(오디오북)과 
영문판(Introducing Panmunjom)을 발간하였습니다.

o 이 해설서에는 판문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남북관계 속에서 판문점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판문점 관광 코스 해설 등이 담겨 있습니다.

□ 소리책은 시각장애인 ․ 노령층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다른 활동시에도 청취 할 수 있습니다.

o 영문판은 주한 외교 공관 등에 배포될 것이며, 외국인들이 판문점을 방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 교육원은 이번 소리책과 영문판 자료 발간을 통해 판문점을 찾는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판문점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체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o 판문점 해설서는 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1.「판문점 해설서」 소리책(오디오북) 소개 1부.
2.「판문점 해설서」 영문판(Introducing Panmunjom) 소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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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판문점 해설서 소리책(오디오북) 소개  

목차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 판문점 개요
◦ 판문점 역사
◦ 장벽을 넘어 ‘사람’이 넘나드는 통로
◦ 군사적 공간에서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의 장소로
◦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평화관광의 명소
◦ 견학 코스 안내
◦ 자유의 집
◦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 공동 기념 식수 장소
◦ 도보다리
◦ 평화를 향한 만남의 ‘다리’가 되다

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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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판문점 해설서 영문판 소개  

목차

Introducing Panmunjom
◦ Overview
◦ History
◦ A Gateway for People to Traverse Fences
◦ From a Military Site to a Place of Dialogue and Contact Between North
and South

◦ A Landma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Panmunjom Tour Summary
◦ The Freedom House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Conference Room (T2)
◦ Tree of Peace and Prosperity
◦ Foot Bridge
◦ Panmunjom, the Bridge Towards Peace

표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