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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IC Y
PRO PO SAL

정책건의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비전과 전략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지향하고, “평화･생태･경제
축 형성”을 비전으로 설정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을 “지역주민과 세계지
질공원이 동반 발전하는 평화･생태･경제축” 형성으로 설정
포천, 연천, 철원과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와 및 한탄강유역 지역주민이 함께
실현할 미래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

지속가능발전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의 설정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권고사항 이행,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 추진, 지역주민 및 한탄강유역 지자체 간 거버넌스 실현을 반영하여
4대 추진전략을 설정
전략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과 유산 보호
- UNESCO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인 통합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따라
통합관리기구가 전담하여 추진
- 통합관리기구 설치 운영, 북한지역 확대, 한탄강유역 문화유산 보호사업 추진, UNESCO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화 등을 추진

전략 2.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개별적 추진
- 세계지질공원 명소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창출, Geo Village, 둘레길 조성, 대중교통
등 통행망 확충 등을 추진

전략 3. 자연의 인문화(문화화+헤리티지화), 복원 및 현대적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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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개별적 추진하되, 한탄강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는 공동으로
추진
- 한탄강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한탄강유역 역사문화자원 정비, 문화관광프
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전략 4. 한탄강유역 내 지자체･지역주민･시민사회 간 거버넌스와 초광역 협력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
하고, 한탄강유역 주민협의체 대표회의도 구성하여 협업
- 남북한이 공유하는 임진강･한탄강을 매개로 한 수자원 공동관리, 생태 및 문화자원의 공동
보존 및 연구, 발굴, 관광 등의 분야에서 초강역 협력사업을 추진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12대 추진과제 제안
추진과제 설정의 기본 원칙
- 앞에서 설정한 한탄강유역의 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주민과의
논의1)를 거쳐 12대 추진과제를 설정
- 12대 추진과제는 추진 예정인 (가칭)｢한탄강유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2)에 반영하여
구체화하면 될 것임

12대 추진과제 제안
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통합적 CI 정비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② 세계지질공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탐방객･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한탄강 에코뮤지움 사업
④ 한탄강유역 문화관광프로그램 : (가칭) ‘한탄강 8경’ 프로그램
⑤ 한탄강 수질개선 등 물관리체제 구축사업
⑥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지역의 농･임산물 명품화사업
⑦ Geo Village 지정 및 조성사업
⑧ 한탄강 120KM 주상절리길 연결사업
⑨ 한탄강유역 경관도로 지정 및 정비사업

1) 2021.5.12 (수) 14:00 포천 한탄강지원센터 회의실 및 16:00 연천 시인과종자박물관 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 개최 등.
2) 현재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은 공동으로 ｢한탄강유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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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연천 아오라지 주변 정비사업
⑪ 한탄강 UNESCO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학술연구조사사업
⑫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사업

한탄강 발전 분야별 핵심사업 제안
기존 사업계획 중 분야별로 우선적 추진
- 인프라 구축 분야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 관광활성화 분야 : 포천의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 지원, 연천의 지질체험학
습 운영, 지질공원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 등이 포함된 지질공원 운영 지원
- 수질개선 분야 : 한탄강 색도개선 용역
- 남북협력 분야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북한 확대를 위한 지질조사 기초 연구 사업 등을
추진

2. 한탄강유역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초광역 협력과 통합
관리기구 설립 운영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력 추진
한탄강유역의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한탄강 관광 진흥 및 마케팅 사업 협력 사업 : 세계지질공원 CI, 표지판 등에 대한 평가조사
및 개선 방안, 한탄강 비엔날레의 3개 시･군 공동 개최, 한탄강 브랜드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및 운영, 한탄강 인근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 한탄강 수자원 관리 및 활용 협력 사업 : 지질･자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자원 관리와 활용, 한탄강 색도 개선 사업 등
- 한탄강유역의 둘레길, 도로, 대중교통망 인프라 연결 협력 사업 : 120KM 연결 둘레길
완성, 경관도로(Scenic Drive) 지정 및 정비사업 등

광역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광역 관광자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등이 사례. 광역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단체형 지방정부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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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 추진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를
활용.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의 예외적
사안이며,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승인철자를 거쳐서 대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 위한 단계별 접근으로 남북 공동조사
→ 공동등재 → 공동활용 단계로 추진
- 단기적 목표 : 현재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동조사를 단기적 목표로 추진. 북한의 당국자와 접촉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중기적 목표 :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북이 한탄강유역
지질공원 공동조사를 추진
- 장기적 목표 :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공동등재와 함께 북한지역에서 체험과 생활 밀착이
가능한 관광 실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 발전을 위한 통합거버넌스체제 구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UNESCO Global Geopark)은 지정된 세계지
질공원을 정기적으로 재인증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인증 조건으로 권고사항
(Recommendations)을 제시. 재인증 위한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서는 통합 관
리기구 설립 및 독립 예산 확보를 이행해야 함
(가칭)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통합사무국 설립(안)
- 명칭 :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를 설립
- 근거법 : 지방자치법
- 조직형태 : 행정협의회 또는 지자체조합
- 기능 :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 학술조사 시행, 공동 비전 수립, 사업 관리 및 조정 등
- 직원 : 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전문 계약직 등

운영방안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의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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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제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인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으로 하고, 경기도와 강원
도는 정책 개발, 예산 지원 등 지원 역할로 역할분담 할 수도 있음
- 5개 지자체의 담당자는 정기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질공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에
상호 협조 하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를 관리함
-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다양한 분야가 집합체로 구성되므로, 운영은 파트너를 통하여 분담하
고 상호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이를 위하여 파트너십 양해서(MOU)를 체결함

키워드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한탄강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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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20.7.10.) 이후 한탄강유역에서는 경기
도, 포천시,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각 지자체별로 관련 사업과 시책사업이
추진 중임
- 한탄강유역 관련 사업은 총 33개 사업, 167,975백만원 (국비 56,710, 도비 59,212,
시･군비 52,053백만원)으로 나타남

한탄강유역이 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에 대한 통합적이
고 일관된 비전과 전략 없이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 주체도 난립 되어
정비가 필요함
- UNESCO 세계지질공원은 지구의 역사 보존과 지역주민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가
있으며, 지질공원지역 내 각 지자체는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과 사업을 요구함
- 경기도는 2020년부터 도-시･군-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발전 종합 프로젝트 추진
TF’ (위원장 행정2부지사)를 만들고, 각종 조사연구와 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하기 시작함

연구의 목적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은 세계지질공원이란 공동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발
전 비전을 일관성 있게 설정하고, 관련 사업들의 유사 중복을 없애는 통합적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이후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등에서 각종 발표 및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경기도 관련과 뿐만 아니라 관련 시･군마다 분산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 발생
- 한탄강유역의 세계지질 보존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기도 및 관련 시･군(북한지역
포함), NGO가 함께하는 일관성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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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의 추진, 관련 사업
의 유사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한탄강유역 (연천, 포천, 강원도 철원지역)
시간적 범위 : 분석 기준년도 2020, 목표년도 장기
내용적 범위 : 세계지질공원 지정 및 관련 사업 추진현황, 한탄강유역의 지역발
전 비전과 전략, 강원 및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력사업,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 통합관리기구 설립 운영방안 등

연구의 내용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
- 현재 추진 중인 사업 (2020.12. 기준으로 3개 분야 (인프라조성, 관광활성화, 수질개선)
33개 사업, 총사업비 1,680억원 규모)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도출
- 관련 사업의 유사 중복요인 분석과 통합적 조정 및 신규 사업 발굴 방안
- 한탄강 종합발전계획 추진단 TF 운영 현황 등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발전 비전과 전략의 수립1)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2) 등재 취지에 부합하면서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비전 및 전략 수립
-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및 우선적 신규사업 발굴

인근 강원도 철원군 지역과의 초광역 협력 및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 방안
1) 선행 주요 연구로는 포천시 의뢰로 2019-2020년 동안 수행한 ｢한탄강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가 있음.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한탄강 개발환경 및 관련계획 분석, 한탄강 일대 종합발전계획 기본구상, 홍수터 부지 주변지역
발전방안 구상, 사업타당성 분석, 민간자본유치 및 계획의 실행력 강화방안 등을 연구하였음
2) 세계지질공원 : 유네스코가 지질학적으로 뛰어나고 자연유산적으로 가치를 지닌 지역을 보전하고 관광을 활성화함으로
써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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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유역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포천, 연천군과, 강원도의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력방안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방안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 거버넌스체제 구축 방안
-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권고사항인 통합관리기구(headquarter) 설립 및 운영방안
- 세계지질공원 관련 독립된 예산 확보 등

3. 연구의 기대효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
통합관리기구(headquarter) 설립 및 운영, 독립예산 확보 등 재인증 조건 충족
방안을 제시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 증대
세계지질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하면서 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의 추진
관련 사업의 유사 중복을 최소화하여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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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한탄강유역의 현황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인증
유네스코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은 공동으로 2020. 7. 10에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인증받음
- 지정면적 : 1,165.6㎢ (포천 493.2㎢, 연천 273.7㎢, 철원 398.7㎢)
- 지질명소 : 총 26개소 (포천 10개소, 연천 10개소, 철원 6개소)

[그림 2-1] 유네스코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의 일반 현황

자료 : 이계삼(2020.12.24.).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발전 전략 계획”,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국제학술
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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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위치

자료 : 이계삼(2020.12.24.).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발전 전략 계획”,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국제학술
대회 발표자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의 4가지 요소
국제적인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Geological heritage of international
value)의 요건은 국제적 가치가 있는 지질유산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단’에 의해 국제적으로 발표된 연구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비교 평가 후 결정

관리계획(Management)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에 의해 관리됨. 이 기구
는 전체지역을 관리해야 하며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포함해야 함
- 모든 파트너가 동의한 관리계획은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활동
(문화정체성의 보존, 공원관리, 인프라, 재정, 협력 등)을 포함시켜야 함

가시성(Visibility)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오투어리즘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함. 지역
의 지오투어리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질공원의 가시성이 중요
-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웹사이트, 홍보물, 지도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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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CI(Corporate Identity)도 가져야 함

네트워킹(Networking)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역주민들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킹 GGN,
Global Geoparks Networking)을 통해 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협력해야 함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GGN(Global Geopark Networking)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원국 간 혹은 회원공원 간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해야 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의 10가지 주제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자연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필요성과 그 활용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환경과 자연
경관에 대해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지질재해(Geological Hazards)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화산, 지진, 쓰나
미 등과 같은 지질재해에 대해 알리고 지역 사회에 재해 완화 전략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줌
기후 변화(Climate Change)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과거의 기후 변화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자 역할 뿐 아니라
에너지 활용에 대한 모범 사례 및 녹색관광의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
교육(Education)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모든 연령대의 교육활동을 개발･
운영하여 지질유산 및 자연･문화･무형유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질유산을 알림
과학(Science)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구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
해 학술 기관과 협력하여 지구과학 및 기타 분야의 과학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함
문화(Culture)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에 관한 것이며
지역 공동체, 생활방식 및 지구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기 위한 것임
여성(Women)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여성참여와 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
할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함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지질유
산이 있어도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없는 한 유네스코 세계지
질공원이 될 수 없음
지역 및 토착 지식(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 유네스코 세계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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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은 지역 및 토착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문화를 보존함
보존(Geoconservation)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가
지고 지구의 유산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보호해야 함을
인식시키는 데 앞장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의 권고사항 (Recommendations)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시,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연구 / 북한 한탄강유역 조사연구, 통합 관리기구 설치 및 독
립 예산 확보,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지역주민 교육 활동
등을 준수할 것을 미리 제시
유네스코에서 한탄강 일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시 권고사항의 세부내용
- 과학연구를 통한 지질유산의 국제적 중요성 명시, 용암 기원(북한 오리산)까지 확장, 독립적
재정의 통합관리조직, 다른 자원과의 연계 활용 프로그램, 관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물
권보전지역과 연계, 가시성(안내와 홍보) 제고, 재해와 기후변화의 지역사회 교육 8가지임
[표 2-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시 준수해야 할 권고사항
1. Incorporate scientific research into
the future Geopark action plan to clarify
the geological heritage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proposed for the Geopark.

1. 향후 지질공원 실행계획에 과학연구 항목을
도입하여 세계지질공원 제안서에 포함, 지질유
산의 국제적 중요성을 명확하게 제시

2. Explore the potential to integrate
Quaternary volcanic activities and future
territory extension to ensure geological
coherence of the area.

2. 지역의 지질학적 연속성(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Ÿ 제4기(신생대)의 화산 활동과 향후 지질공원
의 영역 확장을 통합할 가능성을 연구 : 용암
기원(북한 오리산)까지 확장 가능성 타진

3. Integrate the current Geopark
management structure to form a unified
management body (the present Geopark
management body which is composed
of separate departments belonging to
different government bodies); ensuring
that it has an independent financial
budget.

3. 현재의 지질공원 관리구조를 통합하여 통합
관리기구(현재의 지질공원 관리기구는 서로 다
른 정부 기관에 속하는 별도 부서로 구성됨)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예산을 확보

12∣한탄강유역 종합발전전략과 통합관리방안 연구

<표 2-1 계속>
4. Develop links between geological
heritage and the other territorial
heritages (natural biotic, culture,
intangible)
through
interpretation,
education, tour visits, etc.

4. 지질유산과 다른 유산(생태, 문화, 무형유산)
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적 해석 및 해설을 이용하
여,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

5. Develop and implement training
programs for guides, tour operators and
partners, etc.

5. 가이드, 투어 운영자, 지질공원 파트너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6. Establish formal cooperation with the
recently designated Yeoncheon Imjin
River
and
Gangwon
Eco-Peace
UNESCO Man and Biosphere Reserve
and work together to promote the
territory.

6. 최근 지정된 연천 임진강, 강원 생태･평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공식적인 협력체제
를 구축하고 진흥을 위해 함께 노력

7. Improve Geopark visibility:
Ÿ Consider the installation of directional
road panels to facilitate site access to
the main entrance and for various
trails, geological sites, etc.
Ÿ Develop a coherent Geopark brand
identity including Geopark logo,
designs
and
layout
for
all
communication material.
Ÿ Update tourist maps for visitors
ensuring all sites, facilities, partners
etc. are included.
Ÿ Improve the use of English translation
in all materials, guided tours,
exhibitions etc.

7. 지질공원의 가시성 향상:
Ÿ 주 출입구 및 각종 탐방로, 지질명소 등에 대
한 현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표지판 설치
Ÿ 미디어, 홍보물 등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지질공원 로고, 디자인, 배치 등 통합 지질공
원 브랜드 정체성 확립
Ÿ 모든 지질명소, 시설, 파트너 등이 포함되도
록 방문자를 위한 관광지도 업데이트
Ÿ 모든 자료, 가이드 투어, 전시회 등에 있어서
영어 번역 활용도 향상

Ÿ Improve educational strategies and
activities to facilitate the mitigation of
natural hazard and climate change in
schools and for the local population.

8. 학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기
후 변화완화에 대비하는 교육 전략과 활동의 개
선

자료 : 경기도 공원녹지과 내부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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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탄강유역의 일반 현황
1) 한탄강의 유래
‘큰 강’, ‘추운 여울’ 등 한탄강의 유래
한탄강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찾아보면, 명칭이 상이하거나(대탄강) 한탄강이라
는 표음은 유지하되 한자표기와 의미가 상이한 경우 寒灘江, 韓灘江, 恨歎江 등
으로 파악됨
[그림 2-3]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의 유래

자료 : 1925.7.25. 동아일보; 최동원(21.4.2) 워크샵 자료에서 발췌.

이러한 한탄강의 지명에는 다양한 해설이 존재함
- 평강에서의 화산 분출에 따른 용암대지의 형성 이후, 새로운 물길을 만든 한탄강은 침식기
준면이 낮아진 관계로 엄청난 속도로 하방침식을 하게 됨. 이러한 하방침식의 영향으로
한탄강은 협곡을 만들게 되고, 강바닥에는 여울이 많아지게 되었음
- 한탄강은 ‘여울이 많은 강’을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탄(漢灘)’이 되었다는 것이 현재까
지 가장 의미있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북한에서는 한탄천이라 부르며, 비무장지대를 통과한 직후 남한의 철원 화강과 합류하면서
한탄강이라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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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에서는 신경준 ≪여암전서旅菴全書≫13 산수고4, 수경水經에는 한탄강이라는 지명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
- 즉, “대탄강大灘江은 회양淮陽 쌍령雙嶺의 송관리松官里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흘러 말흘
천末訖川이 되고, 당탄塘灘이 됨. 장암산帳巖山의 광탄천廣灘川을 지나 자연담수紫烟潭
水에 이르러 적실원赤賓院을 지나 고랑高郞의 명승지 남에서 정자연亭子淵이 되고, 김화
천金化川을 지나 체천砌川이 되어 평강平康 저동豬洞의 양천凉川을 지나 철원 삼부연의
개울 남에 이르러 마흘천磨訖川이 됨. 화적연의 물을 지나 마하천磨訶川이 되고, 백호천白
湖川을 지나 청송리靑松里에 이름. 양주楊州 불곡산佛谷山의 초촌천樵村川 서쪽을 지나
대원탄大原灘이 되어 종담으로 들어감.”
- 오늘날의 “한탄강”이라는 지명이 공식적인 매체에 나타난 것은 1925년 동아일보의 재해피
해에 대한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음
[그림 2-4]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유역의 현황과 가치

자료 : 이계삼(2020.12.24.).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발전 전략 계획”,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국제학
술대회 발표자료.

2) 한탄강의 일반현황
주민등록인구
2020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포천시 인구가 147,274명으로 가장 많고, 철원군
44,699명, 연천군 43,516명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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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은 2011년 157,967명에서 10년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소흘읍 43,812명, 포천동 18,856명, 선단동 14,461명 순으로 인구가 많고, 창수면
2,168명, 화현면2,753명, 관인면 2,803명 순으로 적음
- 연천군은 2011년 44,900명에서 일부 인구가 2016년까지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음. 전곡읍이 19,358명으로 가장 많고 연천읍 7,869명,
청산면 3,933순으로 많으며, 중면 200명, 장남면 719명 순으로 적음
- 철원군은 인구증감이 있었으나 2011년 48,084명 대비 2019년 감소하였음. 동송읍
15,483명, 갈말읍 12,054명, 서면 5,797명순으로 인구가 많고, 근북면 109명, 근남면
2,271명, 김화읍 3,571순으로 적음
[그림 2-5] 주민등록인구(2011-2020)

자료 : 행정안전부(2020). 주민등록인구.

[그림 2-6] 포천시 주민등록인구

자료 : 행정안전부(2020). 주민등록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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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연천군 주민등록인구

자료 : 행정안전부(2020). 주민등록인구.

[그림 2-8] 철원군 주민등록인구

자료 : 행정안전부(2020). 주민등록인구.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최근 10년간 3개 시･군에서 고령인구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 포천시는 2020년 기준 고령인구가 29,314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19.9%로 비율은 가장
낮았음
- 연천군은 2020년 기준 고령인구가 11,490명이며, 비율은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철원군은 2020년 기준 고령인구 10,171명이며, 비율은 22.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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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고령(65세 이상)인구수 및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2020). 주민등록인구.

인구이동
10년간 시･군 간 인구이동을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으로 포천시 –432명, 연
천군 –107명, 철원군 –810명으로 세 지자체 모두 전입보다 전출이 많게 나타남
- 포천시는 10년간 전출이 전입보다 많게 나타남. 연천군과 철원군은 순이동 증감이 있었으
나 대체로 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 인구이동(2011-2020)
단위 : 명

포천시
전입

순이동

전출

연천군
전입

순이동

전출

철원군
전입

순이동

2011

23,388 22,547

-841

5,472

5,279

-193

6,228

5,357

-871

2012

21,761 21,195

-566

5,564

6,287

723

6,205

6,038

-167

2013

20,612 19,625

-987

5,548

5,546

-2

5,473

4,910

-563

2014

21,002 20,193

-809

5,497

5,210

-287

5,507

5,595

88

2015

20,015 19,329

-686

5,595

6,011

416

6,234

7,393

1,159

2016

18,538 18,181

-357

5,916

6,135

219

5,842

5,072

-770

2017

20,065 18,547 -1,518

5,735

5,361

-374

5,720

4,951

-769

2018

20,543 18,647 -1,896

5,782

5,093

-689

5,634

4,929

-705

2019

18,199 16,391 -1,808

5,477

4,840

-637

5,684

4,916

-768

2020

18,315 17,883

5,338

5,231

-107

5,182

4,372

-810

연도

전출

-432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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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현황
2019년 기준 도시지역 면적이 포천시 4.7%, 연천군 4.4%, 철원군 3.0%로 비
도시지역의 면적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포천시는 1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0.3% 늘어 도시지역 면적이 일부 증가해 4.7%임.
도시지역의 녹지지역(3.3%)과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67.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천군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일부 증가했으나 녹지지역이 감소해 도시지역 면적에는
큰 변동 없음. 도시지역의 녹지지역(3.5%)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46.8%)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철원군은 도시지역의 큰 변동이 없으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2.1%)과 비도시지역의 농림
지역(59.8%)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3] 용도지역현황
구분

포천시

용도지역/연도

2010

연천군
2019

2010

철원군
2019

2010

2019

도시
지역

㎡
%

4.5

4.7

4.3

4.4

3.0

3.0

주거
지역

㎡

7,134,872

8,621,552

3,208,775

4,075,622

6,167,469

6,208,961

%

0.9

1.0

0.5

0.6

0.7

0.7

상업
지역

㎡

560,237

560,237

470,697

472,575

739,708

739,708

%

0.1

0.1

0.1

0.1

0.1

0.1

공업
지역

㎡

347,489

2,673,125

911,147

1,467,543

583,682

402,324

%

0.0

0.3

0.1

0.2

0.1

0.0

녹지
지역

㎡

비도시
지역

㎡

관리
지역

㎡

농림
지역

㎡
%

69.1

67.7

자연환경
보전지역

㎡

10,607,587

552,983

%

1.3

0.1

%

%

%

36,871,761 39,013,035 29,841,416 30,445,145 26,687,887 26,456,700

28,829,163 27,158,121 25,250,797 24,429,405 19,197,028 19,105,707
3.5

3.3

3.6

3.5

2.1

2.1

789,572,451 787,431,177 665,429,273 664,785,855 871,752,968 862,977,870
95.5

95.3

95.7

95.6

97.0

97.0

208,298,006 227,675,954 325,470,122 325,745,870 160,436,733 178,707,285
25.2

27.5

46.8

46.9

17.9

20.1

570,666,858 559,202,240 236,789,151 235,869,985 546,136,172 531,953,725
34.1

33.9

60.8

59.8

103,170,000 103,170,000 165,180,063 152,316,860
14.8

14.8

18.4

17.1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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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GRDP
2017년 당해년가격 기준 시･군별 GRDP는 포천시가 665백억, 철원군 174백
억, 연천군 131백억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4] 시도별 GRDP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경기도

381,978,306

407,437,529

451,426,420

포천시

6,164,944

6,442,729

6,651,014

연천군

1,313,318

1,285,750

1,311,552

강원도

40,867,985

43,078,659

45,511,732

철원군

1,556,122

1,619,265

1,741,189

자료 : 통계청, 시군구 GRDP, 당해년가격 기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3개 시･군 모두 2012년 대비 2016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하였음
- 2016년 기준 포천시의 사업체수가 10,058개로 가장 많고, 총종사자수도 75,7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2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연천군의 사업체수는 증감이 있었으나 2016년 1,422개로 증가하였으며, 총종사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9,187명으로 포천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철원군은 사업체수와 총종사자수 모두 증감이 있었으나 2016년은 모두 증가하여 사업체
수 1,249개, 총종사자수 7,859명임
[표 2-5] 사업체수 및 총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지역별(시/군/구)
2012
2013
2014
2015
2016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사업체수

394,004

50,019

8,068

1,307

1,185

총종사자수

3,319,624

350,224

61,830

7,649

6,991

사업체수

414,125

52,959

8,609

1,415

1,257

총종사자수

3,535,862

377,616

64,890

8,229

7,309

사업체수

443,472

55,225

9,216

1,388

1,252

총종사자수

3,739,908

388,464

68,173

8,361

7,068

사업체수

447,057

55,467

9,448

1,387

1,220

총종사자수

3,887,638

403,574

70,961

8,526

7,342

사업체수

468,641

57,069

10,058

1,422

1,249

총종사자수

4,056,901

419,625

75,746

9,187

7,859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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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보급률
상하수도 보급률에서 연천군이 각 98.0%, 8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포
천시는 89.8%, 84.9%, 철원군은 각 89.0%, 84.6%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10] 상하수도보급률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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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가치 제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핵심가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유역은 지구역사의 증거이며,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장소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지역 발전의 핵심가치는 ‘지질 명소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정 가능
지질 명소의 보호는 지구역사와 환경생태자원이 훼손되지 않고, 후세대에 그대
로 전수하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성장과 주민의 소득과 생활의 질 없이는 세계지질공
원의 보호와 보전도 요원함
[그림 2-1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 발전의 핵심 가치 도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인문적 가치 제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가치와 저변에 기초한 자연(nature)의 인문화(문
화화+헤리티지화)가 가능한 중요 소재
- 지구역사(geo history)와 자연(nature) → 사회적 자연(social nature)으로 접근 가능
- 인간사회에서 ‘아름답다, 무공해다, 소중하다, 보호하자...’ 등과 같은 자연에 대한 의미와
가치는 사회적으로 부여되고 구성되는 것. 따라서 한탄강의 사회, 문화, 경제 및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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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끊임없이 현재의 관점과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발굴할 수 있다는 이론적
틀로서 사회적 자연론 즉, ‘소셜 네이처(social nature)’론이 성립3)
- 한편, 여기서 자연의 인문화란 문화화(culturalization)와 문화유산화(헤리티지화,
heritagezation)을 의미함. 그동안 한탄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해 온 여러
주체들은 주로 강 유역의 지질･지형자원, 생태자원, 문화자원 등을 개별적으로 인지하고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음
- 새로운 인식론 및 접근법에서는 이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
을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생산’하는 것을 독려하고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게 함
[그림 2-12] 한탄강유역의 지질명소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자연-인문적 가치의 결합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지역과 지역주민이 향유
- 자연요소는 신생대 제4기 하천 주변 용암대지,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 재인폭포, 화적연 등
- 인문요소는 '한탄강' 정선의 그림, 영평팔경 살기에 척박한 몹쓸 땅, 정약용 유년 고장,
금강산 유람 길 등
- 자연요소와 인문요소의 결합을 통해 산업과 경제, 일자리, 소득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3) Olwig(1999), Castree(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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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자연-인문적 가치의 결합과 경제적 가치 창출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접근방향
지속가능발전(SD)에 기반한 한탄강유역 공동의 비전 마련
- 지구역사인 지질공원의 보존에 대한 지구인과 지역주민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고, 지속가
능한 지역발전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
- 한탄강유역의 경제적, 공간적,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 등 지자체의 인식 제고와 사업 발굴의 방향성을 정립
-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 등 5개 지지체가 함께하는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의 토대 마련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브랜드화와 부가가치 창출
- 한탄강 지질공원 유역의 CI를 만들고,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지 증진으로 연결
- 현 세대 만이 아닌 후속 세대들도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원을 소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발전사업 기획과 추진 활성화
- 세계지질공원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
- 세계지질공원의 명소화와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
-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주민, NGO, 기업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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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관련
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 개요
한탄강유역 경기지역의 관련 사업은 총 33개 사업, 167,975백만원 규모
사업비를 분류하면, 국비 104,215, 도비 104,852, 시군비 70,702, 경기도 자
부담 607백만원으로 나타남4)
경기도가 6개 5,850, 포천시가 18개 90,870, 연천군이 8개, 183,656백만원
을 차지함
[표 3-1] 기관별 한탄강 연계 추진(예정)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개 / 백만원)
구 분

추진사업 현황

합 계

32개 사업

32

280,376

18

214,764

14

65,612

경기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학술연구용역 등

6

5,850

2

4,200

4

1,650

포천시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 등

18

90,870

11

68,090

7

22,780

연천군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 등

8

183,656

5

142,474

3

41,182

합계

신규(예정)
’20년부터

기존

자료: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2021.3), 2021년 3월 기준 사업관리카드 참고.

4) 2021년 3월 사업관리카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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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별 사업 현황
경기도 사업
경기도 사업은 모두 6개 사업에 국비, 도비, 시군비, 가업시행자 자부담 모두
포함하여 5,850백만원 규모임
[표 3-2] 경기도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개요

사업비
합계 :
도비 :
시군비
자부담

6개 사업

5,850
4,528
: 715
: 607

1

경기도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
토리텔링 개발
- 스토리텔링 웹툰 제작 및 해설이
있는 여행상품 운영

’19~’22

합계 : 3,110
도비 : 3,110

2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학술연구 용역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위한
지질유산의 국제적 가치규명 학술연구

’21~’22
(신규)

합계 : 300
도비 : 300

(도)공원녹지과

3

한탄강 색도개선 용역
- 한탄강 수계 하천 및 공공처리시설
색도기준(안) 마련
- 색도 유발 오염원 조사 및 원인분석
등

’20
(신규)

합계 : 200
도비 : 200

(도)환경안전 관
리과

4

공공 하･폐수 색도개선 약품비
- 공공처리시설 색도개선을 위한 약
품 추가 투입비용 지원

’21
(신규)

합계 :
도비 :
시군비
자부담

800
240
: 280
: 280

( 도) 북부환경관
리과

5

중소기업 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 (북부 10개시･군)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개선 지원(70%, 최대 30
백만원)

’10~’23

합계 : 1,090
도비 : 328
시군비 : 435
자부담 : 327

( 도) 북부환경관
리과 / 북부 10개
시･군
※’21년도 예산

6

공공처리시설 수처리 공법 신기술 실
증사업
- 공공처리장 색도처리 운영비 절감
및 자동 모니터링이 가능한 우수기술
성능 실증

’21

합계 : 350
도비 : 350

( 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자료: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2021.3), 2021년 3월 기준 사업관리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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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사업은 3개이며, 국비, 도비, 시군비 모두 포함하여 5,301백만원 규모임
[표 3-3] 강원도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3개 사업

1

지질공원 운영 및 활성화 사업
- 홍보영상, 홍보책자 제작, 탐방객
모니터링, 교육자료 제작 등 등

’20~‘21

2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 통합 플랫폼 구축, 그린기술 융ㆍ
복합, 에코로드 조성 등

’21~‘22

3

철원 고석 GeoPark 조성 사업
- 지질테마공원, 휴게시설 조성 등

’17~‘20

사업비
합계 : 5,301
국비 : 2,700
도비 : 820
시군비 : 1,781
합계 : 302
도비 : 130
시군비 : 172
합계 : 2,000
국비 : 1,200
도비 : 240
시군비 : 560
합계 : 3,000
국비 : 1,500
도비 : 450
시군비 : 1,050

비고

(도)환경과/
(철원)문화관
광체육과
(도)환경과/

(도)환경과/
(철원)문화관
광체육과

자료: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2021.3), 2021년 3월 기준 사업관리카드 참고.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사업은 18개로 가장 많으며, 국비, 도비, 시군비 모두 포함하여
90,870백만원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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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포천시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18개 사업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사업
1
’21~’23
- 내부순환도로 L=7.7km, B=6m
조성, 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 등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시설정비사업
-(포천)지질공원
2
’18~’24
정비사업(멍우리협곡 탐방 편의시설
설치, 플리마켓 부지조성 등)
한탄강 지질공원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조성
3
’20~’22
- VR,AR 콘텐츠 5종 개발 및 시스템
구축
화적연 문화재 종합정비사업
4 - 관람대, 체험장, 휴게시설,
경관조명 설치 등

5

’21~’22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 (포천)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및 지속사업
홍보물 제작, 지오투어링 행사 개최 등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북한 확대를
위한 지질조사 기초 연구
6 - 한탄강 북한권역 세계지질공원
’20~’21
확대 가능지역 선정, 한탄강 북한 조사
연구 등
7

한탄강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
- 주차장 조성

8

운산-비둘기낭간 도로 확포장
- 도로개설 및 확포장

30∣한탄강유역 종합발전전략과 통합관리방안 연구

사업비
합계 : 90,870
국비 : 33,965
도비 : 28,830
시군비 :28,075
합계 : 5,000
국비 : 4,000
시군비 : 1,000
합계 : 3,500
도비 : 1,700
시군비 : 1,800
합계 : 2,000
국비 : 1,600
시군비 : 400
합계 : 1,600
국비 : 1,120
도비 : 240
시군비 : 240
합계 : 210
국비 : 105
시군비 : 105
(2021년 예산)
합계 : 50
시군비 : 50

’18~’20
(완료)

합계 : 1,750
도비 : 500
시군비 : 1,250

’19~’22

합계 : 3,000
국비 : 2,400
시군비 : 600

비고

(도)균형발전
담당관/
(포천)
한탄강사업소
(도)공원녹지
과/
(포천)
한탄강사업소
(도)균형발전
담당관/
(포천)
한탄강사업소
(도)문화유산
과/ (포천)
한탄강사업소
(도)문화유산
과/ (포천)
한탄강사업소

(포천)
한탄강사업소
(도)균형발전
담당관 /
(포천)한탄강
사업소
(도)균형발전
담당관 /
(포천)한탄강
사업소

<표 3-4 계속>
사업개요

사업기간

9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
- 전망대설치 1개소, 한탄강
하늘다리 설치, 주차장 조성

’15~’21

10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 생태경관단지 조성, 교량설치

’15~’21

11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
- 테마파크 조성(점핑테마파크,
암석원 등)

’16~’20
(완료)

12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7~’21
- 탐방로 30.1km, 교량, 편의시설

13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
- 수변생태공원 조성, 진입로,
부대시설 등

’17~’21

14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 둘레길 개선, 부대시설(테마공간,
전망공간, 생활체육시설 등)

’17~’21

15

한탄강 종합발전계획
’19~’20
- 한탄강 홍수터 부지와 연계한
(완료)
주변지역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 수립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
’20~’24
16 - 보도현수교 2개소, 전망대 1개소,
(신규)
편의시설 설치
한탄강 생태계 조사 연구
17 - 한탄강 생태계의 조사 및 보존
2021
활용방안 계획 수립, 생태도감 작성 등
화적연 전통문화 창작 뮤지컬 개최
18 - 포천 화적연 창작 실경 뮤지컬 1회 2021
개최(지역주민 참여 사업)

사업비

비고
(도)일자리경
합계 : 7,630
제정책과 /
도비 : 4,300
(포천)한탄강
시군비 : 3,330
사업소
(도)균형발전
합계 : 11,200
담당관 /
도비 : 8,400
(포천)한탄강
시군비 : 2,800
사업소
(도)균형발전
합계 : 3,900
담당관 /
국비 : 3,120
(포천)한탄강
시군비 : 780
사업소
(도)균형발전
합계 : 26,500
담당관 /
국비 : 18,500
(포천)한탄강
시군비 : 8,000
사업소
(도)균형발전
합계 : 5,900
담당관 /
국비 : 3,120
(포천)한탄강
시군비 : 2,780
사업소
(도)균형발전
합계 : 4,200
담당관 /
도비 : 3,150
(포천)한탄강
시군비 : 1,050
사업소
합계 : 300
시군비 : 300

(포천) 한탄강
사업소

(도)균형발전
합계 : 14,000
담당관 /
도비 : 10,500
(포천)한탄강
시군비 : 3,500
사업소
합계 : 50
시군비 : 50

(포천)
한탄강사업소

합계 : 80
도비 : 40
시군비 : 40

(도)예술정책
과/ (포천)
한탄강사업소

자료: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2021.3), 2021년 3월 기준 사업관리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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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사업은 8개이며, 국비, 도비, 시군비 모두 포함하여 183,656백
만원 규모임
[표 3-5] 연천군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8개 사업

1

2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
- 어린이 캐릭터공원 조성, 물놀이시’17~’21
설 확충, 청년몰 조성 등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 관광안내소(3층), 유네스코 홍보 전’20~’24
시관, 주상절리 전망대, 주차장 등

3

지오트레일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
’18~’20
- 주차장, 탐방로, 징검다리 8개소

4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 재인폭포 관리시설, 공원조성, 갈수
’17~’20
기 폭포용수 공급시설, 보행교, 주차장
등

5

한탄강댐 생태숲 복원사업
- 생태숲 조성(자작나무 술, 자연초’19~’20
원), 수목 9,634주 식재

6

연천 DMZ문화예술 삼매경 사업
’20~’24
-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조경

7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화
사업
’94~’19
- 전곡리 유적 토지매입, 박물관조성
등

8

연천 전곡리 유적 콤플렉스 조성 사업
’21~’25
- 토지매입 및 콤플렉스 조성, 조경

사업비
합계 :183,656
국비 : 70,250
도비 : 71,494
시군비:41,912
합계 : 10,500
도비 : 5,000
시군비 : 5,500
합계 : 15,000
도비 : 8,565
시군비 : 6,435
합계 : 3,000
국비 : 2,400
시군비 : 600
합계 : 8,750
국비 : 500
도비 : 4,567
시군비 : 3,683
합계 : 1,373
국비 : 139
도비 :
42
시군비 : 1,192
합계 : 8,182
국비 : 3,986
도비 : 240
시군비 : 3,956
합계 :118,851
국비 : 48,825
도비 : 53,080
시군비:16,946
합계 : 18,000
국비 : 14,400
도비 : 0
시군비 :3,600

자료: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2021.3), 2021년 3월 기준 사업관리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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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도)예산담당관 /
(연천) 도시과
(도)균형발전담
당관 / (연천) 관
광과
(도)균형발전담
당관 / (연천) 관
광과
(도)균형발전담
당관 / (연천) 관
광과
(도)산림과 / (연
천) 산림녹지과

(도)DMZ정책과
/ (연천) 관광과

(도)문화유산과 /
(연천) 관광과
(도)균형발전담
당관 / (연천) 관
광과

철원군
강원도 철원군 사업은 5개이며,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모두 포함하여
32,173백만원 규모임
[표 3-6] 철원군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5개 사업

1

2

3

직탕관광지 조성사업(민간투자)
- 철원군 대규모 관광인프라 구축
한탄강 얼음트레킹 부교설치사업
- 한탄강 부교(L=7.5km) 및
섶다리 (7개소) 설치 등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인도교)
설치공사
- 현수교(L=0.18km), 진입도로

’18~’22
연례 반복
사업
’15~’21

4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 교량, 전망대, 잔도, 보행데트,
전망공간, 휴게공간 조성 등

’17~’21

5

고석 지오파크 조성사업
- 한탄강지질공원 방문자센터
리모델링공사 등

’16~’20

사업비
합계 : 32,173
국비 : 20,400
도비 : 2,212
시군비 :49,116
민자 : 95,897
합계 :130,317
공공 : 34,420
민자 : 95,897
합계 : 100
시군비 : 100
합계 :10,750
국비 : 5,200
시군비 : 5,550
합계 :23,458
국비 : 13,700
도비 : 1,762
시군비 : 7,996
합계 : 3,000
국비 : 1,500
도비 : 450
시군비 : 1,050

비고
※ 공공표기
사업비
시군비에 포함
관광문화체육
과
(관광개발)
관광문화체육
과
(관광개발)
건설과
(지역개발)
건설과
(지역개발)
시설물
관리사업소
(DMZ시설)

자료: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2021.3), 2021년 3월 기준 사업관리카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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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관련 사업의 특성 분석
1) 사업의 성격 분석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관련 사업은 주로 시설사업, 공공부문 사업이
중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 사업의 성격 분석. 현재 도 및 포천시, 연천군에서는
한탄강과 연계한 각종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 중
시･군 입장이나 주민 민원사업 위주이며, 주로 시설사업, 공공부문 사업이 중심
[그림 3-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 사업의 성격 분석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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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간 유사중복성 평가
도, 시･군이 추진 중인 39개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 평가
유사중복사업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 기 추진 39개 사업에 대해 사업 간 유사중
복성을 평가함
담당 공동연구진이 담당 사업과 타 사업의 유사중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동일 장소에 유사한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나타난 포천 홍수터가람누리 조성사
업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유사중복성이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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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유사중복사업평가 기 추진 39개 사업에 대해 업 간 유사중복성을 평가했으며, ○는 ‘유사중복성 있음’, △는 ‘평가보류’를 의미.

[그림 3-2] 한탄강유역 공공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사업평가 매트릭스’

3. 문제점과 개선과제
기존 사업에서 보이는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
한탄강유역이 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에 대한 통합적이
고 일관된 비전과 전략 없이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추진 주체도 난립
- 한탄강유역 발전 비전과 공통의 CI 부재
-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 마다 분산적･분절적인 사업 추진
- 일부 사업은 한탄강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다른 방향

시설 확충 중심의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운영 프로그램이 부족
- 시설 확충은 지역개발 인프라를 높이는 이점이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지질공원 훼손과
준공 후 운영비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 야기
- 역사문화자원 등의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부족

지역발전 사업 기획 및 추진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지원 대상으
로 머무는 문제
- 가령, 둘레길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 보다 외부 관광객을 우선시
- 한탄강댐 조성에 따른 주민 이주와 홍수터 토지 미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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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관련 사업별 추진 실태와 개선과제
연
번

소속

사업명

추진 실태

개선과제

1

경기도

경기도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마을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2

경기도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학술연구 용
역

용역준공

경기-강원-3개 시･군
공동연구와 공동 추진

한탄강 색도개선 용역

한탄강 본류에 유입
하는 영평천 색도
불량, 주민 민원

주민, 시민사회와 협력

3

경기도

4

경기도 공공 하･폐수 색도개선 약품비

5

경기도

중소기업 폐수처리시설 개선 지
원

6

경기도

공공처리시설 수처리 공법 신기
술 실증사업

검토 중

7

포천시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조성사업

단절 구간. 연천
아오라지 등
주민요구도 강함

8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시설정비사업 (명우리협곡)

9

포천시

한탄강 지질공원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조성

자연생태환경 훼손 방지와 주
민 편의 간 적절한 균형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커뮤
니티관광회사 상품화

10 포천시

화적연 문화재 종합정비사업

디자인 개선

명승지 문화재 및 주변지역 정
비모델 개발

11 포천시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참여 미흡

Geo Village연계 프로그램
개발

12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북한
남북한 관계에 좌우
확대를 위한 지질조사 기초 연구

13 포천시 한탄강 다목적광장 주차장 조성 건설 후 관리운영

중앙정부 및 경기-강원
-3개 시･군 협력 추진
주민 참여형 관리모델 개발

14 포천시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 확포장
15 포천시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
16 포천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17 포천시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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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기지 않을
때 방치

토지 활용 모델 개발
경관디자인 개선
자연 및 경관디자인 개선

<표 3-7 계속>
연
번

소속

18 포천시

19 포천시
20 포천시
21 포천시
22 포천시
23 포천시
24 포천시
25 연천군
26 연천군
27 연천군
28 연천군
29 연천군
30 연천군
37 철원군
38 철원군
39 철원군

사업명

추진 실태

개선과제

포천-철원구간 연결(공통사
마을 취락과 유리되
업화), Geo Village 경유 노
어 주민 불만
선으로 설계
문화재 정비와 수변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
문화재 정비 – 생태공원 조성
생태공원사업이 별
성
을 통합적으로 관리
개로 진행
마을 취락과 유리되 Geo Village경유 노선으로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어 주민 불만
설계
한탄강 종합발전계획
주변마을의 실질적 소득
토지 활용
(홍수터부지 중심)
확대 대책과 결합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
한탄강 생태계 조사 연구
경기-강원 공동연구 추진
화적연 전통문화 창작 뮤지컬 개
프로그램 개발
최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커뮤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
니티 관광회사 참여 확대방안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지오트레일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캠핑장, Geo
한탄강댐 생태숲 복원사업
Village 등과 연계
관련 사업 연계방안
성 부족
커뮤니티 관광회사 참여 확대
연천 DMZ문화예술 삼매경 사업
방안
한탄강 에코밸리현수교(인도교)
설치공사
마을 취락과 유리되 포천-철원구간 연결, Geo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어 주민 불만
Village 경유 노선으로 설계
고석지오파크 조성사업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관련 사업의 개선과제
세계 지질공원 등재 취지에 부합하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ㆍ주민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비전ㆍ전략 수립
관련 사업의 유사ㆍ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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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
1. 한탄강유역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
1) UNESCO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준비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UNESCO Global Geopark)은 지정된 세계지
질공원을 정기적으로 재인증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인증 조건으로 권고사항
(Recommendations)을 제시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사와 연구, 통합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요약됨
-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연구5)
- 북한 한탄강유역 조사연구6)
- 통합 관리기구 설치 및 독립 예산 확보7)
-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8)
- 기후변화 대응 지역주민 교육 활동9) 등

5) R1.Incorporate scientific research into the future Geoparkaction plan to clarify the geological heritage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6) R2.Explore the potential to integrate Quaternary volcanic activities and future territory extension to
ensure geological coherence of the area.
7) R3. Integrate the current Geoparkmanagement structure to form a unified management body (the
present Geoparkmanagement body ; ensuring that it has an independent financial budget.
8) R4. Develop links between geological heritage and the other territorial through interpretation,
education, tour visits, etc.
9) R8. Improve educational strategies and activities to facilitate the mitigation of natural hazard and
climate change in schools and for the loc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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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사무국의 권고사항

자료 : 이계삼(2020.12.24.).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발전 전략 계획”,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한탄강유역 지자체는 아래와 같이
재인증을 준비함
- 세계지질공원의 과학적 연구를 통한 지질유산의 중요성 제고 활동
- 용암 분출지로 추정되는 북한 오리산 및 북한 용암대지 지역까지 세계지질공원을 확장시키
기 위한 학술조사활동
- 경기도, 강원도, 포천, 연천, 철원 등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통합적 관리 및 독립적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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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직 설립과 운영
- 세계지질공원의 연계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계자 교육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인식성 제고(안내와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한 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교육
- DMZ와 접경지역에 지정된 접경생물권보전지역과 연계 활용체재 구축

2) 한반도 메가리전과 서울-원산축의 미래 발전상과 연계
한반도 중심축(한반도 메가리전)으로서의 한탄강유역
- 전통적 발전축인 경의축, 경원축과 연안 및 한강하구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서해-경기만
연안축 등 3대 축으로 구성됨
- 경의축은 서울-고양-파주-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로 연결되는 전통적인 한반도 최대
의 발전 중심축임
- 서해-경기만 연안축은 인천-김포･강화-개풍-연안-강령-해주-남포로 연결되는 한강하
구와 경기만의 해양 중심의 발전
- 경원축은 서울-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평강-원산으로 연결하여 라진선봉
– 동북3성 및 극동러시아와 연결되는 대륙물류의 중심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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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도(안)
단위 : 명, 년

자료 : 이정훈 외(2020).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구상 : 경기만 남북 초광역 도시경제권, 경기연구원.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축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결합을 통한 상승효과
활용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은 DMZ, 접경지역이고, 산과 하천이 이루는 환경생
태자원 보유지이며, 삼국시대와 고려의 요충지역
경원축 한반도 메가리전의 핵심은 연천･포천･철원-평강-금강산 원산 축을 연
계하는 남북협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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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은 북한 평강의 추가령구조곡으로부터 흘러 철원, 포천, 연천을 거쳐 임진강으로
합류함
-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축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결합을 통해 생태관광, 농업, 물류
등 신산업 발굴과 경기-강원 간 지역개발협력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남북이 공유하는 임진강･한탄강을 매개로 한 수자원 공동관리, 생태 및 문화자원
의 공동 보존 및 연구, 발굴, 관광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음

3) 한탄강유역의 지자체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포천, 연천, 철원의 미래발전 비전
3개 시･군이 수립한 발전 비전은 통일수도, 에코시티, 관광, 휴양, 안전 등의
키워드가 중심
- 포천시는 “사람과 자연을 품에 안은 ‘EcoPrimeCity’ 포천”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에코시
티를 지향
- 연천군은 “대한민국 통일수도 ‘한반도의 통일중심도시’ 연천”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통일
교류와 친환경도시를 지향
- 철원군은 “평화와 생명이 공존하는 통일수도”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통일수도를 지향
[표 4-1] 포천, 연천, 철원의 미래 비전 설정과 지향하는 도시 내용
지역
포천시

도시 또는 지역 비전

지향하는 도시

사람과 자연을 품에 안은 ‘EcoPrimeCity’ 포천
에코시티, 관광
: 자족ㆍ친환경안전ㆍ지식기반 연구 산업ㆍ관광휴양ㆍ교육 문화 복지
도시

연천군

대한민국 통일수도 ‘한반도의 통일중심도시’ 연천
: 통일교류 협력ㆍ친환경 건강ㆍ안전한 경제ㆍ역사문화 관광

통일교류와 친
환경도시

철원군

평화와 생명이 공존하는 통일수도
: 기술과 사회적 자본으로 지역경제 혁신 / 상생과 포용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 형성 / DMZ 중심지역으로 통일에 앞장서는 평화도시
조성

통일수도

주 : * 각 시･군의 장기발전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임.

제4장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47

지자체 미래 발전 비전을 반영한 한탄강유역의 통일, 친환경, 관광도시 형성
비전을 수립
한탄강유역의 발전 비전은 통일, 사람과 자연의 조화, 친환경 생태관광도시 키
워드를 담는 방향으로 수립
동시에 세계지질공원의 가치인 지구의 역사 보존과 교육 연구,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을 결합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한탄강유역 지역주민의 염원을 반영
한탄강유역 발전 전략과 추진과제 논의를 위한 주민 간담회 개최
21.5.12.(수) 14시 포천 한탄강지원센터 회의실 및 16시 연천 시인과종자박물
관 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10)
논의내용은 한탄강유역 발전 비전과 전략(안), 주요 추진과제(안) 등에 대한 한
탄강유역 주민의견 반영

한탄강유역 주민의 염원
포천시 한탄강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마을에 청년층 등 새로운 주민 유치
를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 등 완화(즉, 계획관리지역 확대), 둘레길 조성시 취락
을 경유, 기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데 부족, 인구감소 대응책
등을 요망
연천군 한탄강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먹고 살 거리 중심의 개발사업 제시,
가치있는 명승지와 경관자원 보호, 아오라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기획(출렁다
리 건설, 재인폭포와 연결하는 도로 개설 등), 군 훈련소 방문 외지인 등이 머무
르고 소비할 수 있는 시설 유치, 강변 토지이용규제 개선, 인구감소 대응책 등을
요망

10) 참석자는 연구책임자 이상대 외 2인, 주민측으로 마을이장 및 마을법인 대표, 마을기업 임원 등 총 20명(포천
6인, 연천 14인), 포천시 및 연천군 공무원 등 총 3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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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을 의한 비전과 전략(안)
1) 비전과 목표의 설정
핵심가치의 도출과 비전 설정의 방향 정립
한탄강유역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는 세계지질공원을 매개로 하고, 미래에도 역
사문화자원의 훼손 없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영속적으로 소득과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음
한탄강유역은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지질 명소의 보호’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의 소득과 삶의 질 확보를 뒷받침하는 ‘지역 활성화’를 핵심가치로 설정할 수
있음
- ‘지질 명소의 보호’는 지구역사와 환경생태자원이 훼손되지 않고, 후세대에 그대로 전수하
는 것
- ‘지역 활성화’는 지역의 성장과 주민의 소득과 생활의 질 확보를 위해 경제적, 사회적
기반과 가치창출을 가져오는 것

이에 따라 한탄강유역 발전을 위한 비전의 설정방향은 세계지질공원 지질 명소
의 보호와 포천, 연천, 철원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

한탄강유역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의 설정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을 “지역주민과 세계지
질공원이 동반 발전하는 평화･생태･경제축” 형성으로 설정
여기에서 핵심적 요소는 세계지질공원과 지역주민이라는 물적, 인적 주체가 중
심이며 함께 발전한다는 개념이 중요함
또한 어떤 지역을 지향하느냐는 점에서는 남북한의 DMZ와 접경지역에 속하고,
역사･문화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을 후세대까지 전달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지
역주민이 소득과 생활할 수 있도록 물적,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개
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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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전은 포천, 연천, 철원과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와 및 한탄강유역 지역
주민이 함께 실현할 미래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
앞서 설정한 비전 “지역주민과 세계지질공원이 동반 발전하는 평화･생태･경제
축” 실현을 위해서 정책과 지역개발사업의 달성지점으로 목표를 설정
비전 실현의 달성 지점은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산의 보호와 활용’, 또 ‘지역주민
의 소득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목표로 설정

2)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지속가능발전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의 설정
앞서 설정한 한탄강유역 발전 비전 “지역주민과 세계지질공원이 동반 발전하는
평화･생태･경제축”을 실현하고, 목표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산의 보호와 활용’,
또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도달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수립
4대 전략은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권고사항 이행,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소
득과 삶의 질 개선 추진, 지역주민 및 한탄강유역 지자체 간 거버넌스 실현을
반영
- 전략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과 유산 보호
- 전략 2.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
- 전략 3. 자연의 인문화(문화화+헤리티지화), 복원 및 현대적 재창조
- 전략 4. 한탄강유역 내 지자체･지역주민･시민사회 간 거버넌스와 초광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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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그림 4-3] 한탄강유역 발전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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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추진전략
전략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과 유산 보호
- UNESCO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인 통합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따라
통합관리기구가 전담하여 추진
- 통합관리기구 설치 운영, 북한지역 확대, 한탄강유역 문화유산 보호사업 추진, UNESCO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화 등을 추진

전략 2.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개별적 추진
- 세계지질공원 명소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창출, Geo Village, 둘레길 조성, 대중교통
등 통행망 확충 등을 추진

전략 3. 지구역사와 인문역사문화의 보존, 복원, 현대적 재창조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개별적 추진하되, 한탄강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는 공동으로
추진
- 한탄강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한탄강유역 역사문화자원 정비, 문화관광프
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전략 4. 한탄강유역 내 지자체･지역주민･시민사회 간 거버넌스와 초광역 협력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
하고, 한탄강유역 주민협의체 대표회의도 구성하여 협업
- 남북한이 공유하는 임진강･한탄강을 매개로 한 수자원 공동관리, 생태 및 문화자원의
공동 보존 및 연구, 발굴, 관광 등의 분야에서 초강역 협력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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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안)
1) 세부 추진과제의 제안
추진과제 설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설정한 한탄강유역의 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주민과의 논의11)를 거쳐 12대 추진과제를 설정
12대 추진과제는 추진 예정인 (가칭)｢한탄강유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12)에
반영하여 구체화하면 될 것임

12대 추진과제 제안
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통합적 CI 정비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② 세계지질공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탐방객･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한탄강 에코뮤지움 사업
④ 한탄강유역 문화관광프로그램 : (가칭) ‘한탄강 8경’ 프로그램
⑤ 한탄강 수질개선 등 물관리체제 구축사업
⑥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지역의 농임산물 명품화사업
⑦ Geo Village 지정 및 조성사업
⑧ 한탄강 120KM 주상절리길 연결사업
⑨ 한탄강유역 경관도로 지정 및 정비사업
⑩ 연천 아오라지 주변 정비사업
⑪ 한탄강 UNESCO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학술연구조사사업
⑫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사업

11) 2021.5.12 (수) 14:00 포천 한탄강지원센터 회의실 및 16:00 연천 시인과종자박물관 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
개최 등
12) 현재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은 공동으로 ｢한탄강유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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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12대 추진과제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2) 한탄강유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2대 세부 추진과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통합적 CI 정비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배경과 필요성
- 한탄강의 고유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강화함으로써 방문객의 한탄강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한탄강의 관광지로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현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의 CI와 주상절리길 로고가 제작되어 있고 주상절리길
로고는 안내판에 활용되고 있으나, 세계지질공원센터 CI는 홈페이지 이외에는 관광객들에
게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브랜딩과 마케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 세계지질공원 센터 CI와 주상절리길 심벌마크의 부합성, 다양한 안내판과 서식, 홍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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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는 심벌마크를 검토하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CI 및 심벌마크체계를 개선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CI 및 주상절리길 등 심벌마크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한탄강 지질
공원 방문객의 지질공원에 대한 경험과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심벌마크 활용
방안을 마련
- CI, 심벌마크가 내포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요소를 활용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간
및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세계지질공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탐방객･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경과 필요성
- 세계지질공원의 조사와 연구, 통합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임
- 자연환경으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형태 즉,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를 활용한 것이 지오투어리즘 또는 지오트래블(GeoTravel)임. 지오투어리즘 또는 지오
트래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오스토리텔링임13)
- 스토리의 발굴과 스토리 메이킹을 위해 우선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기초 자원발굴과
연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방문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해설사들의 교육 훈련을 통한 내재화
가 중요함

추진내용
- 주로 강 유역의 지질･지형자원, 생태자원, 문화자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창의
적이고 차별적인 해석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연(nature)의 인문화(문화화+헤리티
지화) 추진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탐방객･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마을기업, 마을관광회사, 국내 여행사
등에 보급

김창환(2021.4.2.). “한탄강 유역의 역사・문화 자원의 현황과 활용 방안”, 경기연구원 워크샵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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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 : 장독대마을

자료 : 포천 한탄강지원센터/ 장독대마을법인(2021).

한탄강 에코뮤지움 사업
배경과 필요성
- 에코뮤지엄 방법론14)을 도입하여 한탄강의 지질자원과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조사, 연구, 컬렉션 선정, 문서화, 맵핑, 아카이브, 교육, 경관보존 및 관리, 전시공
연출판, 이벤트, 디지털화,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장박물관 형태로 조직화할
수 있음
- 지역자원과 주민주도의 커뮤니티 활동,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자원의 보존
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활동 강화 등 지역발전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함

추진내용

14) 에코뮤지엄이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뉴패러다임으로서, 지붕 없는 현장 박물관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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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 에코뮤지엄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대표사업 선정, 지원
- 한탄강 에코뮤지엄 주민교육 및 마을/지역단위 세부사업계획 수립
- 한탄강 에코뮤지엄 네트워크 구축 및 페스티벌 추진
- 에코뮤지엄 프로젝트와 지역 소득증대의 연계를 위한 마을 농･특산물 판매, 마을호텔
및 음식점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 지원
[그림 4-6] 한탄강 연천 리버에코뮤지움 구상도

자료 : 경기문화재단(2020), 경기북부 DMZ 에코뮤지움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p.23. 경기연구원 수행.

한탄강유역 문화관광프로그램 : (가칭) ‘한탄강 8경’ 프로그램
배경과 필요성
- 자연(nature), 문화(culture)의 통섭적인 ‘소셜 네이처(social nature)’의 방향으로 한탄
강의 경관과 지질자원을 재해석하고 통섭적 자원개발과 활용 가능
- 풍광, 경치의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는 가시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머금고 있는 장소나 환경이 자아내는 고즈넉한 느낌과 감동을 포괄하는 것임
- 한탄강유역의 명소들을 조사, 평가하여 (가칭) ‘한탄강 8경’으로 선정하고, 조선시대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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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역을 경유한 금강산 유람길, 겸재 정선 등의 예술 활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재현하
는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향유하게 운영

추진내용
- ‘영평팔경’, 현재 새로 형성된 명승 등의 상세조사와 프로파일 작성. 이를 통한 (가칭)
‘한탄강 8경’ 선정
- ‘강문화’의 관점에서 신규 문화유산들의 발굴과 공식화 위해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등급을 높이기 추진
- ‘금강산’을 가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옛길’의 발굴과 활용15)

한탄강 수질개선 등 물관리체제 구축사업
배경과 필요성
- 한탄강의 지류인 신천, 영평천 유역엔 염색, 피혁 업종이 집적하고 있어서 하수처리장
가동에도 불구하고 탁도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옴
-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자체수원을 가지고 있는 연천군과 가평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강하류권역의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음
- 한탄강유역에서 연천군은 충분한 자체수원을 가지고 있고,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도
일부 자체수원을 가지고 있으나 취수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유역의 용수공급과 관리시스템 개편이 요구됨

추진내용
- 한탄강 색도개선 협약에 따른 색도 기준고시 개정
- 한탄강 지류인 신천, 영평천의 색도 개선사업 지속 추진
- 한탄강댐 활용방안 연구용역 시행 및 한강 물환경위원회 건의
- 한탄강 및 한탄강댐 호수 수상관광을 위한 유지용수계획 수립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지역의 농임산물 명품화사업
배경과 필요성
- 자연(nature), 문화(culture)의 통섭적인 ‘소셜 네이처(social nature)’의 방향으로 청정

15) 조선시대 10大路(신성희, 2006에서 재인용) 중 금강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②東北至노興二大路와 ③東南至平
海三大路로 추정됨. 신성희(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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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 한탄강유역의 농･임산물 명품화 가능성 높음
- 최근 유통구조가 e-커머스 등 온라인화, 신속 배달 파이프라인 확대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한탄강유역 농･임산물의 유통판매체제 구축 필요

추진내용
- 한탄강유역 포천, 연천, 철원의 농･임산물의 브랜드화와 공동 브랜드 런칭
- 한탄강유역 농･임산물의 e-커머스 유통판매체제 구축

지질공원 특화마을(Geo Village) 지정 및 조성사업
배경과 필요성
- 세계 각국에 지정된 세계지질공원에는 음식과 숙박, 문화를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질공원 특화마을(Geo village)을 지정하고 운영중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는 포천 2개, 연천 5개의 마을에 Geo village가 지정되어 있음.
한탄강유역은 한탄강댐 건설로 홍수위에 포함된 마을과 주민이 이주함에 따라 인구과소지
역으로 되어 추가적인 마을 조성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추진내용
- Geo Village 추가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및 공모사업 추진
- Geo Village 조성 및 지오스쿨(Geo-School) 등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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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한탄강 Geo Village 구상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한탄강 120KM 주상절리길 연결사업
배경과 필요성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현재 포천시 구간 30.1km, 연천군 구간 9.8km에 거쳐
진행 중. 아직까지 한탄강 둘레길 120km 전체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주상절리길 조성 시 인근 마을을 우회하는 등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배제된 형태로 조성
되어 세계지질공원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음
- 관광안내소(3층), 유네스코 홍보 전시관, 주상절리 전망대,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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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한탄강 주상절리길 안내 표지판

자료 : 행정안전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paspr/222024810513”(2021. 4.25 검색).,
“https://blog.naver.com/dayee0/220892260112”(2021. 4.25. 검색).

추진내용
- 한탄강 120KM 주상절리길 연결 및 개선과 부대시설(테마공간, 전망공간, 생활체육시설
등) 설치사업
- 마을통과형 주상절리길 사범사업 및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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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한탄강유역 경관도로 지정 및 정비사업
배경과 필요성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의 도로가 체계적이지 못함과 동시에 환경생태, 미적 요소 측면
에서 한계가 있음
- 한탄강유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구역사자원을 활용한 경과도로 조성을 통해 한탄강유
역의 지속가능성과 브랜드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 한탄강유역 도로망 확충 및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사업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경관도로 지정 및 정비사업

연천 아오라지 주변 정비사업
배경과 필요성
- 한탄강과 지류인 영평천이 만나는 아오라지 주변은 도로 및 주차장, 주상절리길, 지질공원
명소 지원시설 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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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과 마을기업 대표들의 요구 등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아오라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

추진내용
- 연천 아오라지 주변 주상절리길, 도로 및 주차장 설치, 전망대 설치 등 지원시설 확충사업
- 연천 아오라지-재인폭포 연결 도로개설사업

한탄강 UNESCO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학술연구조사사업
배경과 필요성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의 권고사항인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연구, 북한 한탄강
유역 조사연구, 통합 관리기구 설치 및 독립 예산 확보, 교육 관광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대응, 지역주민 교육 활동 등을 충실히 이행
- 2021년 포천시는 선제적으로 ｢한탄강 남북 공동 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음
-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공동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학술조사 등을
시행하여 재인증을 준비해야 함

추진내용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용암대지(신생대 제4기 한탄강 현무암) 내 지질학, 고고학,
생태학 차원의 학술조사 연구사업 시행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사업
배경과 필요성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용암대지는 절반 정도가 북한에 위치하고 있음. 한탄강 현무암
진화사(기원) 규명, 고고학 유적 발굴, 생태학 명소 선정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함
- 대북제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문화협력사업, 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문화
유산 포괄하여 남북협력 범위 확대, 북한 측이 중시하는 인적 접촉면 최소화하는 남북협력,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남북협력 다자화, 경제협력으로 전환하는데 기여 가능

추진내용
- 한탄강 현무암 진화사(기원) 규명, 고고학 유적 발굴, 생태학 명소 선정 남북 공동조사사업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북한지역까지 확장하여 초국경 세계지질공원(Trans-national
Geo Park)으로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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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전과 전략 실현의 기대효과
1) 분석 모델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은 일국의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 각 부문 사이의 상호관계를 수량
적으로 파악, 최종수요의 변화가 개별 및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구조분석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는 총산출과 총투입의 균형을 의미, 생산파급효과 도출
은 부문 간 중간투입을 통해 산출 가능.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부가가치율을 통
해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연산
한편, 산업연관표는 일국의 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일 생산구조
가정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한 산업 생산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는 지역의 고유한 생산기술 반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
태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지역 생산 및 지역 부가가치 파급효과 분석
지역 간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과 생산기술을 고려한 산업연관표가 지역산업연
관표이며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별 중간투입액과 부가
가치를 사용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산출해야 함
이를 통해 전국산업연관분석과 마찬가지로 최종수요 한 단위 변화에 따라 유발
되는 각 지역별, 부문별 직간접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본 장에서는 경기도
지역 내 사업을 통해 유발되는 지역 내, 지역 외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를 산출
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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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효과분석
산업구분 : 관광과 관련된 산업부문은 선행연구에 기초해볼 때 대략 음식･숙
박서비스, 운송 및 여가 관련서비스 등으로 요약 가능
산업연관표의 부문분류에 따라 더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마다 분류방법
은 상이, 산업분류는 부문 간 분류 및 통합방법에 따라 유발계수의 크기가 달라
지기 때문에 연구대상 산업 부문을 정의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2015년 지역표를 사용하였으며 대분류 33개 부
문을 기준 분석대상으로 설정, 이에 따라 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산
업으로는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
등 3개 부문만을 한정

[표 4-2]과 [표 4-3]에는 지역 내, 지역 외 산업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
가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산업과 분석대상사업(관광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경기도의 경우 기타 부문을 제외하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부문의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가 1.5866로 가장 큼
음식료품과 운송장비 부문이 각각 1.5451과 1.4814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음식
점 및 숙박서비스 부문과 함께 관광부문에 해당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운송서비스 부문은 각각 1.3519와 1.3044로 나타남
지역 외 생산유발계수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부문은 0.6036으로 나타났
으며 운송서비스 부문은 그보다 적은 0.5867이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부문은 0.4300로 나타나 지역 외 평균 생산유발계수에 미치지 못하였음
강원도의 생산유발계수는 기타부문을 제외하면 석탄 및 석유제품과 비금속광물
이 각각 1.5054와 1.4477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식
료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가 1.3637과 1.3463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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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경기도 및 강원도의 생산유발계수
산업부문
농림수산품

일반
산업

분석
대상
산업

경기도 생산유발계수
지역 외
지역 내
0.5113
1.4694

강원도 생산유발계수
지역 외
지역 내
0.4891
1.1865

광산품

0.5229

1.3640

0.5597

1.2388

음식료품

0.6513

1.5451

0.8246

1.3637

섬유 및 가죽제품

0.4989

1.3538

0.9226

1.2587

목재 및 종이, 인쇄

0.6421

1.4513

0.7642

1.2409

석탄 및 석유제품

0.5456

1.1796

0.8296

1.5054

화학제품

0.5846

1.3161

0.6662

1.1841

비금속광물제품

0.7287

1.4195

0.6650

1.4477

1차 금속제품

0.6022

1.3137

0.7059

1.2143

금속가공제품

0.6614

1.3951

1.0630

1.167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3910

1.2722

0.7235

1.1473

전기장비

0.6318

1.4114

0.9176

1.1417

기계 및 장비

0.6589

1.4442

1.0155

1.1609

운송장비

0.8867

1.4814

1.3706

1.2047

기타 제조업 제품

0.6969

1.4650

0.8879

1.2333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4769

1.3624

0.5958

1.1898

전력, 가스 및 증기

0.1025

1.2071

0.3521

1.0916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4794

1.3627

0.5360

1.1939

건설

0.6535

1.4010

0.7599

1.2338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3679

1.2854

0.4296

1.2479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3913

1.2551

0.5398

1.3201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3975

1.2826

0.4136

1.2772

부동산서비스

0.2193

1.1484

0.2157

1.15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4278

1.3151

0.4308

1.1952

사업지원서비스

0.2664

1.2248

0.3219

1.161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2438

1.1657

0.2214

1.1062

교육서비스

0.2845

1.2340

0.3418

1.140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4234

1.3065

0.5349

1.1715

기타 서비스

0.6142

1.3992

0.7479

1.1936

기타

0.5604

2.0580

0.4353

2.06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4300

1.3519

0.4970

1.2232

운송서비스

0.5867

1.3044

0.4773

1.1735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평 균

0.6036
0.5074

1.5866
1.3677

0.6881
0.6347

1.3463
1.2480

자료 : 2015년 지역표를 기초로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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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기도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서비스,
공공행정, 사업지원서비스 등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남
- [표 4-3]에서 보는 것처럼 관광부문의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976로 나타나 평균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부문의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부문과 운송서비스 부문은 각각 0.5605와
0.5277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의 경우는 부동산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부문
의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관광부문의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부문과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부문의
계수가 각각 0.6896과 0.5643으로 나타나 평균 부가가치 계수보다 높았으며 운송서비스
는 0.5643으로 나타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음
[표 4-3] 경기도 및 강원도의 부가가치유발계수
경기도 부가가치유발계수 강원도 부가가치유발계수
지역 외
지역 내
지역 외
지역 내
0.2006
0.6574
0.1782
0.7051

산업부문
농림수산품

일반
산업

광산품

0.2096

0.6562

0.2183

0.6709

음식료품

0.2773

0.4692

0.3368

0.4498

섬유 및 가죽제품

0.1877

0.3689

0.3327

0.3473

목재 및 종이, 인쇄

0.2441

0.4923

0.2870

0.4156

석탄 및 석유제품

0.2035

0.1771

0.3081

0.1876

화학제품

0.2098

0.4726

0.2438

0.4638

비금속광물제품

0.2821

0.4736

0.2541

0.5238

1차 금속제품

0.1993

0.2967

0.2686

0.2473

금속가공제품

0.2313

0.5327

0.3692

0.3618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1486

0.4696

0.2727

0.4508

전기장비

0.2272

0.4595

0.3228

0.3660

기계 및 장비

0.2380

0.4844

0.3609

0.3675

운송장비

0.2873

0.4312

0.4477

0.2402

기타 제조업 제품

0.2598

0.4696

0.3252

0.445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1844

0.6738

0.2269

0.6314

전력, 가스 및 증기

0.0413

0.3588

0.1325

0.4483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1964

0.6714

0.2090

0.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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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경기도 부가가치유발계수 강원도 부가가치유발계수
지역 외
지역 내
지역 외
지역 내
건설
0.2489
0.5676
0.2800
0.5489
도소매 및 상품중개 서비스
0.1601
0.7366
0.1832
0.7138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1814
0.6938
0.2483
0.6226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2050
0.7190
0.2047
0.7189
부동산서비스
0.1104
0.8568
0.1034
0.865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1785
0.6784
0.1849
0.7020
사업지원서비스
0.1138
0.7995
0.1333
0.78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1059
0.8228
0.0928
0.8508
교육서비스
0.1210
0.7979
0.1415
0.7928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1711
0.6638
0.2103
0.6382
기타 서비스
0.2249
0.6048
0.2722
0.5782
기타
0.2242
0.6260
0.1762
0.737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1826
0.6976
0.2055
0.6896
운송서비스
0.2182
0.5277
0.1752
0.5525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2565
0.5605
0.2805
0.5643
평 균
0.1979
0.5748
0.2420
0.5561
산업부문

일반
산업

분석
대상
산업

자료 : 2015년 지역표를 기초로 경기연구원 작성.

파급효과분석 결과
국민여행조사에서는 지역별 숙박 및 당일 여행방문횟수와 지출항목도 제시
되어 있어 1인당 평균 지출액이 도출 가능하며 총 지출액 산식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여행조사에서는 총 여행방문횟수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1인당 연간
1회 방문으로 가정
1인당 항목별 지출액
= 1인당 당일(숙박)총 지출액
× 당일(숙박)지출항목별 비중
× 당일(숙박)여행방문횟수

목표방문인원
× (기준연도 방문인원의 목표증가율
고려)

식(1)

식(1)에서 목표방문인원은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한탄강 일대 관광객 수를 기준
으로 특정증가율을 고려하여 설정
- 즉,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지정(법정)관광지 현황에서 2019년 한탄강 일대를
방문한 인원을 기준수치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10~50%까지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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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경우 한탄강 일대 관광지 방문객수는 2019년 기준으로 29만명으로 집계되었으
며 강원도는 동지역 일대 관광객 수는 2018년 기준 57만명으로 집계

[표 4-4]에는 목표방문인원이 제시되어 있음. 경기도의 경우 2019년 한탄강
일대를 방문한 관광객은 29만명이며 이를 기준으로 10% 증가한 관광객은 32
만명이며 최대 50% 증가한 인원은 44만명으로 나타남
강원도의 경우 같은해 한탄강 일대를 방문한 관광객은 57만명이며, 이를 기준으
로 10% 증가한 관광객 수는 62만명이며 50% 증가한 인원은 85만명으로 예상
[표 4-4] 목표방문인원 산정

목표치

시나리오
기준방문인원
10% 증가
20% 증가
30% 증가
40% 증가
50% 증가

경기도 방문객수(명)
297,076
326,784(+29,708)
356,491(+59,415)
386,199(+89,123)
415,906(+118,830)
445,614(+148,538)

강원도 방문객수(명)
571,979
629,177(+57,198)
686,375(+114,396)
743,573(+171,594)
800,771(+228,792)
857,969(+285,990)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설정된 목표방문인원을 고려하여 식(1)을 기초로 산출한 총 지출액을 추계, 이
를 항목별로 구분한 후 지역산업연관표상 산업과 매칭을 통해 파급효과를 산출
해야 함
총 지출액을 항목별로 구분한 값이 최종수요 변동분이 됨. [표 4-5]는 총 지출액
을 통해 산출된 부문별 최종수요액을 나타내며 경기도의 목표관광객이 기준에
서 10% 증가할 때 최종수요는 289억원이며 50% 증가할 때는 1,449억원으로
산출
강원도의 경우 10% 증가할 때 최종수요는 558억원이며 50% 증가할 때는
2,791억원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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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목표방문인원 산정에 따른 지출액 산정
증가시나리오

최종수요 부문

10% 증가

음식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합 계

20% 증가

30% 증가

40% 증가

50% 증가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지출액(백만원)
경기도
강원도
14,991
28,863
7,531
14,500
6,472
12,462
28,995
55,825

음식숙박서비스

29,982

57,726

운송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관련
합 계
음식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관련
합 계
음식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관련
합 계
음식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스포츠 및 여가 관련
합 계

15,062
12,945
57,989
44,973
22,594
19,417
86,984
59,964
30,125
25,890
115,978
74,955
37,656
32,362
144,973

29,001
24,924
111,650
86,589
43,501
37,385
167,475
115,452
58,001
49,847
223,301
144,315
72,502
62,309
279,126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자료 : 경기연구원 산출.

[표 4-5]에서와 같이 최종수요 변화를 항목별로 음식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부문으로 산정한 후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
과를 도출하면 [표 4-6]과 같음
지역은 전국단위와 경기도 및 강원도만을 제시하였고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했
듯이 기준방문인원에서 최소 10% ~ 최대 50%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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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시나리오

10%

20%

30%

40%

50%

지역

생산파급효과(백만)

부가가치파급효과(백만)

취업유발효과(명)

전국

162,700

69,651

1,665

경기

48,135

19,260

512

강원

71,615

33,122

858

전국

325,401

139,302

3,329

경기

96,271

38,521

1,024

강원

143,229

66,244

1,716

전국

488,101

208,953

4,994

경기

144,406

57,781

1,536

강원

214,844

99,366

2,574

전국

650,802

278,605

6,658

경기

192,542

77,042

2,047

강원

286,459

132,488

3,432

전국

813,502

348,256

8,323

경기

240,677

96,302

2,559

강원

358,074

165,610

4,290

자료 : 경기연구원 산출.

경기도의 생산파급효과는 최소 481억원~최대 2,40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파급효과는 최소 192억원~최대 963억원으로 산출
목표방문인원이 기준수치에서 10% 증가할 때 경기도 지역의 생산파급효과는
48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파급효과는 192억원으로 나타남. 그리고 취
업유발효과는 512명으로 산출
방문인원이 20%에서 50%로 증가할 때 파급효과는 그 규모가 확장되어 방문인
원이 기준수치에서 50% 증가하는 할 때는 경기도의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
가 각각 2,406억과 963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는 2,559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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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생산파급효과는 최소 716억원~최대 3,58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파급효과는 최소 331억원~최대 1,656억원으로 산출
목표방문인원이 기준수치에서 10% 증가할 때 강원도 지역의 생산파급효과는
71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파급효과는 331억원으로 나타남. 취업유발
효과는 858명으로 산출
방문인원이 50%로 증가할 때 강원도의 생산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각각
3,580억원과 1,656억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취업유발효과는 4,290명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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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근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력방안
1. 한탄강유역의 지역 간 이해관계 분석
1)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
한탄강유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한탄강유역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는 3개 시･군 및 경기, 강원
도 등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로 구분할 수 있음
지역주민은 마을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이 대표하며, 개발 주도자 및 보전
주도자 등 다양한 입장들이 섞여 있음
- 한탄강유역은 한탄강댐의 수몰지역이어서 농지와 택지가 부족한 상태이며,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 훈련장과 사격장이 있어서 군사시설규제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요소
로 작용하고 있음

시민단체는 환경보전과 군사시설규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중심이며,
한탄강 보존과 관련해서는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가 대표적임
포천, 연천, 철원과 경기도 및 강원도는 한탄강유역 세계지질공원의 보존, 한탄
강유역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는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때때로 경쟁자 입
장이기도 함

2) 한탄강유역의 지역 간 이슈들
한탄강댐의 담수화와 수위 유지 이슈
댐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한지 10년만인 2016년 말에 완성한 한탄강댐은 홍수조
절댐 역할로 건설되었음
최근, 한탄강유역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한탄강의 수량 부족과 수질 상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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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소하고, 부족한 용수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편의 하나로 다목적댐 전환과
담수 주장이 대두
홍수조절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댐과 호수의 기능이 달라지는 문
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임
한탄강댐의 다목적댐화와 담수화는 유역 내 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주상절리 등 환경파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철원군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확고함

한탄강유역 주상절리와 중요 명승지 보전 이슈
한탄강 개발의 주요 시설/인프라는 ‘주상절리길’과 강 주변(홍수터 등)에 경관
교량, 캠핑장, 전시관, 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구성됨. 이러한 개발이 관광적 측
면에서 보면 필요성이 높지만, 생태적 입장에서 보면 환경을 훼손할 수 있어
상호 상충과 긴장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면, 관광개발의 과정에서 두루미 등 철새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음
- 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상절리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이 아닌 외지의 암석을 활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16)
- 또한 과도한 인공구조물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이슈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지질공원 활용으로부터 유발되는 지
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부족함으로 해서 주민이 소극적, 방관자적 태도를 갖게
됨
한탄강 개발이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매개로 지자체 중심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참여 공간이 부족하며, 자연히 지역경제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16) 한탄강 관련 환경운동 단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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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보통 관광지개발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의 음식점 등 아주 일부만이 혜택을
보는 반면 혼잡 등 부작용은 모든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지역 내 갈등의
원인이 됨

한탄강유역 개발의 경우도 현재까지는 주민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
황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개발에 대한 지역 내 동력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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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지질공원 관련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
력방안
1) 한탄강유역 개발과 초광역 협력의 기본방향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넘은 통합적 세계지질공원 관리
자연보호를 포함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초광역
협력은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선 통합적 공간 관리로 접근하여야 함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용암이 흘러 주상절리 등 지구역사문화자원을 만들어
낸 유역 기반이기 때문에 초광역 협력도 유역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유역 단위 관리는 통합유역관리, 유역통합관리, 통합물관리, 유역완결의 원칙 등으로 불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관리가 3개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관리의
공백과 이해 충돌이 발생
한탄강이라는 동일한 자원을 두고 3개 지자체의 관광개발과 관리, 마케팅이 각
각 이루어짐으로 해서 효율과 시너지가 창출되지 않음
- 이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공동의 이해관계 설정이 부족함으로 해서 한탄강이라
는 전체의 자원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임

한탄강댐 담수화 등 지역마다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요 이슈들을 둘러싼
이해 충돌도 종종 발생
세계지질공원이란 지역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에서 경쟁자로 이해 충돌

2) 한탄강유역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사업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관리는 세계지질공원센터와 해당구역의 지자체가 협력
하면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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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군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
립 및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각 지자체의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함
세계지질공원 방문객에 관한 정보를 공동으로 수집･분석하고 공유함으로 해서
고객의 니즈와 만족도 등을 향후의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한탄강 수자원 관리 및 활용 사업
한탄강유역 발전에서 수질의 개선과 수자원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
될 수 있음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탄강의 수질이 탁한 상태이며, 일부 시기
를 제외하고는 수량이 부족해서 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는것으로
판단됨17)
한탄강 둘레길 만드는 사업 과정에서 주상절리의 파괴가 일어나고 조류 등의
서식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탄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연중 수로를 통해
서 관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수상에서 한탄강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생태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현재 겨울에는 하천의 결빙을 활용하여 걷는 길을 운용하고 있으나 연중 일부의 시기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한탄강 수자원 활용을 위해 대규모 댐 건설 등의 방식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과 상류지역의 불이익 우려에 따른 반대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자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의 수자원 관리와 활용에 관한 방법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17) 연천, 포천, 철원 지역 시민사회활동가 대상 간담회(5.14. 화상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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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관광 진흥 및 마케팅 사업을 관련 지자체가 공동 추진
한탄강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음
특히 포천지역의 경우 뚜렷한 관광거점,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연천
의 한탄강 관광지와 포천의 고석정 정도가 한탄강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알려짐
세계지질공원 지정 이후 한탄강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비둘기낭,
재인폭포, 은하수다리 등 주요 관광자원의 정비 및 편의시설, 관람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관람객이 증가하며 경기 북부 지역의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탄강’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할 수 있
는 전략사업의 수립,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한탄강 관광 진흥 및 브랜딩, 마케팅 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동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경기북부의 대표적 생태자원이자 관광목적지 브랜드로서 ‘한탄강’의 아이덴티티 정립 및
각 지자체 간 공유
-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한탄강 아이덴티티’에 입각한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 서비스 개발
- 한탄강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메가이벤트 개발 및
운영 (ex. 한탄강 비엔날레의 3개 시･군 공동개최, 한탄강 브랜드 관광 상품의 공동개발
및 운영, 한탄강 인근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등)
- 세계지질공원 CI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CI, 표지판 등에 대한 평가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 한탄강유역 커뮤니티 간 연계 협력 사업 (ex. 한탄강 에코뮤지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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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탄강유역 세계지질공원 및 관광개발･진흥을 위한 정책은 ‘한탄강’이라는
하나의 자원을 연천, 철원, 포천 등 3개 기초 지자체와 경기도, 강원도 등
2개 광역지자체가 구역별, 사무별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행정구조로 인해 한탄강이라는 하나의 자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관리하는 조직이 다원화됨으로서 기획과 실행의 일관성과 집행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세계지질공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센터 자체가 정책의 기획과 집행
단위라기보다는 관리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행정조직의
다기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광역적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광역 거버넌스
사례로 ‘자치단체 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광역 관광자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59조 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
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등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원･장수･구례･곡성･함양･산청･하동)은 지리산 인근 7개 시･
군 관광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2008.9.5. 설립)
-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원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공동 추진(2018.3.8.설립)
- 이 외에도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등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조합은 독립적 법인의 지위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며, 지방의
회의 역할이 빠져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설립･조직･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의 미비로 활동에 제약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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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홈페이지

자료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http://www.jirisantour.go.kr/home/main.php” (2021. 5. 검색).

특별지방자치단체형 초광역 거버넌스 설립 방안
광역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조합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형 지방정부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정부는 2020년 7월 3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함
법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연천, 포천, 철원 등 한탄강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3개 시･군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유역의 효율적 공동관리와 접경지역 발전에 관련된 사무를 담
당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조합에 비해서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각 자치단체로부터 주요 업무를 이양 받아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 만큼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 간 합의와 함께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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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방안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 필요성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완전성 충족
공간적 완전성: 용암의 기원인 오리산까지 포함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 연천군의 한탄강유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나,
용암분출 기원지는 북한의 평강군 오리산으로 추정됨
- 포천시 연구용역(2021.6.)에 의하면, “오리산과 주변의 분화구에서 신생대 시기의 수차례
화산폭발의 결과로 한탄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형성. 화산의 폭발과
용암대지의 형성은 추가령계곡을 따라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남서쪽으로 한탄강과 임진강,
북동쪽으로 남대천을 따라 깊은 현무암 협곡을 만들었음. 이후 협곡 곳곳에 퇴적층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함18)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연결성이 있는 북한 지역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에 충분한 가치를 보유

18) 포천시(2021.6). 한탄강지질공원 남북 공동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보고서, 전남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길영우) 수행, p.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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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한탄강 용암대지와 추정 기원지

자료 : 길영우 외(2021.6). “한탄강 지질공원 남북 공동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4 page.

지질명소 보호의 완전성: 부족한 면을 보완
지질명소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수동적인 방식으로
한계가 있음. 지질자원과 역사･문화자원 등 각각의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적으
로 보호한다면 효과적인 보호시스템 구축 가능
지질명소의 보호와 지역주민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잘 통합 운용하면 지질
자원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져올 수 있음
- 자원의 대표성, 보존상태, 경관, 교육, 희소성 다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모델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전략임19)
19) 가령, 재인폭포의 경우 대표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모두 최상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베개용암의 경우
대표성과 희소성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는 최상위 점수이나, 보존상태 및 경관 측면에서 다소 낮은 점수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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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와 주민소득 및 삶의 질 제고
남북이 공동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 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남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의 교착상황에서 남북한이 한탄강 현무암 화산지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탄강 현무암 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어
남북 양측에 편익을 발생
- 또한 남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주민 공동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

지지부진한 남북 교류협력의 대안적인 소재
-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가 주도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문화협력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비영리
공공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질공원뿐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복합유산으로
다방면에서 전문가와 국제네트워크, 국제기구의 참여를 활용하여 남북협력의 범위를 확대
-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협력에 있어 최대의 장애물은 외부세계와 접촉으로 인한 정권안보
문제. 지질공원과 관련한 협력은 인적 접촉면이 확대를 최소한도로 유지하면서 체제안정에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좋은 소재
- 한탄강 지질공원과 관련한 남북협력에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국제적인 지질,
역사, 문화 관련 전문가 모임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들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 등재, 활용하는 남북협력 다자화를 실현 가능
-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문화협력을 경제협력으로 전환하여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
전을 위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외화획득이 가능한 사업모델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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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 전략
1)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 위한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
를 활용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의 예외적 사안임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승인철자를 거쳐서
대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20)
- 유엔 안보리의 제재 예외 요건에는 ➀ 인도적 지원, ➁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 ➂ 외교･영사 활동, 그리고 ➃비영리 공공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제재를 관장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핵과 미사일
실험과 무관할 경우에는 기술과 학문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허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비핵화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의제가 될 수 있음

미국의 입장에서도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근거로 반대할 명분이 없음을 강조
-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현금의 유입이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부품이 유입될 가능
성이 없음을 설득
- 보건･방역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비본질적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진전
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 자원을 활용한 문화교류는
현재의 교착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

현실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접근
지금까지의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 볼 때, 남북 협력의 실현을 위
해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

20) 이민규(2018).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전략과 방안, 서울연구원. 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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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 위한 단계별 접근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지방정부 주도형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적 어려움 극복
남북협력은 비핵화의 교착상태로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의 구
조적 한계 속에서 멈춰버린 교류 협력의 움직임에 시동을 위해서는 남북의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
- 한탄강 지질공원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의 정책제언이 광역자치단체로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포천시, 연천군 그리고 철원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식으로 시작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현장 조사 단계에서도 지자체가 업무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남한의 포천, 연천, 철원군과 북한의 강원도, 철원읍, 평강군, 김화군이 직접 참여하
는 방안을 북한 당국에 제안할 필요

북한의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북한의 지자체는 자치권이 없는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주도형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
려운 과제
- 북한의 지방정부 조직은 주권 기관으로 선거를 통해서 지방인민회의를 구성하고 지방인민
위원회의 구성원은 지방인민회의에서 결정21)
-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회의가 휴회 중에 지방주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특이한 권력구
조를 가지고 있고 권한이 제한적이며 주로 지방주권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성격
이 다르고 구성원도 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을 직접 대표하는 기관은 아님

21) 지방인민회의는 성격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지방의회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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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지방자치의 개념에 맞는 것은 지방인민회의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치권을 가진 남한의 지자체와 법적 위상과 업무
범위에 있어서 협력의 상대로서 당사자 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상존
- 북한의 인민회의가 선거로 구성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남한의 경우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와 행정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과 법적 위상이 다름
- 북의 지방자치에서 행정권을 담당하는 인민위원회는 자치권의 영역도 협소하고 대상 영역
도 서로 달라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

북한은 정치제도의 중앙집권적 특성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남의 지자체와 협력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
- 북한은 권력구조의 특성상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의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직접 관장하
기 때문에 북한의 시･도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권한이 제한적이며 중앙당의 직접적인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남한의 지자체와 교류협력사업이 가능

남북 지자체가 당사자 자격으로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거둔 사례는 제한적
- 1999년부터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보내기 사업을 10년간 이어오면서 북한 당국이 제주도
민을 초청하는 협력, 1998년 강원도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남
북교류지원담당’을 신설하여 2000년 금강-설악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추진한 사례
- 경기도가 2003년 북한과 ‘남북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북한 협동농장 현대화 사
업, 개풍군 양묘장 조성 및 산림녹화 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을 통해서 북한
당국은 지방과 중앙정부의 당사자 자격보다는 협력의 필요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 (김동성 외 2016, 45∼46)

2)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 위한 남북협력 실행방안
단기적 목표 설정 : 남북 민간접촉의 시작
현재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동조사를 단기적 목표로 추진
북한의 당국자와 접촉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남북인도적 지원과 문화교류를 추진해온 대북민간교류협력단체를 통해서 초기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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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남한과 교류협력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접촉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기존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민족화해
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준비네트워크, 그리고 최근에 출범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
소수의 남측 민간단체에 대한 기대를 표시
- 북한과 교류협력의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한 당국과 자치단체에 우리 측 의사
를 전달하고 상호협력의 의견을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

중앙정부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한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협력체
계를 구축
- 북한과 접촉 창구는 중앙정부의 전담부서인 통일부를 창구로 하고 사업 초기에서부터
통일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북 접촉의 용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업
성사의 가능성을 높여야 함
-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를 위해서 외교부의 국제기구 담당 부서와 협력체계를 통해서 남북
협력을 통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지원을 얻어나가야 함
- 미국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 자문대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외교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남북한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접근법을 채택
- 한탄강 남북협력사업은 지질학, 지리학, 민속학, 역사학, 관광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학제 간 연구와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실무협력위
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
- 이 과정에 남북의 국책 연구기관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방정부 정책 싱크 탱크가 공동으
로 참여하여 1.5트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남북이 협력의 성과를 정책으로 반영하
는데 효과적인 협업구조

한탄강 남북협력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와 국내소재 외국기관이나 국제기구
를 포함하는 다면적 접근을 병행
-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질학, 지리학, 관광학, 생태학, 환경학 등 주요 학문 분야의 국제적
인 학회와 협력체계를 구성
- 국내에 소재하면서 북한과 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독일 정당의 산하단체인 아데나워 재단,
한스자이델 재단, 나우만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공동으로 산림, 환경, 자연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다자협력 구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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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서 UN이 주창하는 SDG 프레임을 활용하여 북한과 접경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과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로 발전

중기적 목표 설정 : 시범사업으로 공동조사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북이 한탄강유역 지질
공원 공동조사를 추진
- 북한의 시각에서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고려할 때, 남북한이 대량의 인적 접촉이 발생하는
문화 및 스포츠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탄강 지질
공원의 공동조사는 소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한된 접경지역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북한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이 장점
[그림 6-3] 남북교류협력의 발전단계

남북이 한탄강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국제기구에 공동등재를 위한 법･
제도적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민간차원의 협력을 정부차원의 협력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남북이 공동조사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협력이 일단 이루어지면, 공동등재 과정에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 간 및 북미 간 관계개선과 무관하게 목표를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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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유네스코 공동등재 과정은 인도적 지원은 아니
지만, 신뢰구축을 위한 문화교류협력의 차원으로 추진될 수 있는 협력이라는
장점
- 비핵화 3단계로의 진전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되지 않아도 추진
할 수 있고 남북한 합의를 기초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협력체계의 유지 가능

장기적 목표 설정 : 공동사업 추진
남북한이 공동 등재한 한탄강유역의 지질공원,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을 개
발과 관광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한 진전을
달성하여 적어도 3단계 또는 4단계로 진전이 필요
- 북한의 입장에서 관광산업을 통한 남북교류와 국제사회의 참여는 비핵화 초기 단계에
추진하기 적절한 의제임
- 관광산업은 제조업이나 다른 경협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가 크지 않고 일단
시작하면 상당한 수준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관광을 여행상품으로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무봉, 원산-금강산, 칠보산, 청수, 온성 섬, 신평을 6개의 관광 개발구로, 그리고
압록강, 숙천, 만포, 현동, 혜산을 5개의 관광산업 관련 경제개발구로 지정하여 관광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임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북한의 정책변화는 해외 관광객을 통제하는 관망
위주의 관광상품에서 체험과 생활 밀착이 가능한 관광상품의 다변화를 추진
- 북한은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관광개발구도 관광목적에 따라 산악관광
개발구와 해안관광개발구, 도시관광개발구와 농촌관광개발구, 문화전통관광개발구, 치료
관광개발구와 휴식관광개발구, 종합관광개발구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 중임22)
- 북한의 변화는 체제의 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홍보
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은 공동조사와 공동등재보다 공동 활용에 더
관심이 많을 것으로 추론

공동 활용 단계는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여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철회되

22) 이해정･김성환･강성현(2020).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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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되어온 개별 국가의 독자제재도 사실상 철회되어야
가능
- 남북한이 한탄강유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유적을 활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사업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한탄강유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공동조사 준비위원회｣를 구성
- 본 준비위원회는 지질공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
산과 문화유산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
- 우리 측은 기초지자체는 지질, 지리, 생물, 생태, 환경, 역사, 문화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이른바 4관왕에 해당하는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유산의 4개
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공동조사를 위한 준비 활동을 시작

준비 활동의 첫 단계는 남북한의 협력을 위해 중앙정부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연계하여 남북협력을 재시동하는 출발점으로 북한에 한탄강유역 협력을 제안
- 이를 위해서 ｢남북공동조사 준비위원회｣가 국제학술회의 그리고/또는 남북공동으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한탄강유역의 남북공동조사의 정책적 필요성과 수월성을 홍보

다음 단계는 홍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남북한의 협력 의제로 제안된다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통해 북한 당국자에게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협력사무소｣를 군사분계선 안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력안을 추진
- 사무소 설치에 관련한 정책적 노력은 현재 휴전협정에 따라 판문점에 설치되어 있는 정전
위원회에 추가하여 한반도의 기본구도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의 준비단계
- 중앙정부 수준의 예비적 및 실험적 시도로서 ‘정전위원회’에서 ‘평화위원회’로의 역할을
전환하는 남북의 공동협력기구를 추진하는 역사적 및 정책적 의미를 지자체가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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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탄강유역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통합거버넌스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
1)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에 대한 UNESCO 권고사항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조건 중 하나로 통합관리
기구 설치 운영을 권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UNESCO Global Geopark)은 지정된 세계지
질공원을 정기적으로 재인증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인증 조건으로 권고사항
(Recommendations)을 제시
재인증 위한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기구 설립 및 독립 예산 확
보23)를 이행해야 함
- 현재의 지질공원 관리구조를 행정구역이 달라 각기 다른 관리 지자체를 탈피하여 통합된
관리 주체(unified management body)를 만들 것을 권고함
- 또한 세계지질공원의 보존과 활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
예산(independent financial budget)을 가질 것을 권고함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이 해야 할 일(mission)
한탄강 UNESCO 세계지질공원 관리기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이 탐방객
센터의 핵심기능과 통합관리기구의 추가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탐방객센터의 핵심기능은 안내, 교육, 지질명소까지의 접근성 제공 기능
- 통합관리기구의 추가기능은 연구 훈련, 국제협력 기능
23) R3. Integrate the current Geopark management structure to form a unified management body (the
present Geoparkmanagement body ; ensuring that it has an independent financial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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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UNESCO 세계지질공원 관리기구의 역할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2)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의 사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BR)과 지질공원의 통합 관리기구
제주도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을 하나의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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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제주도의 국제보호지역 4종의 비교와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 통합관
리기구 사례
구분
법적틀

주요
계획목표

지속가능개
발
포함 여부
협치
주체

세계유산

총회
주기

주요
집행
기구

사무
국

국가 의무

과학 및 기
술 자문 기
구

보고

지위 해제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운영지침
조약
(유네스코 발간)
조약
*2015 공식화 예정
Ÿ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질유산의 보호의 중 지역, 국가, 국제 협력을
OUV를 가진 자연 및 문
생물-문화 다양성,
요성 및 필요성 제고 통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
화 지구의 확인 및 보전 경제-사회 개발의 조화
Ÿ 지질재해, 기후변화,
한 이용
자연자원 지속이용
-

O(공헌)

O(지질관광)

O

협약 비준 국가

유엔 회원국

세계지질공원망 가입 공
원

가입 당사국

유네스코 회원국(전부)
총회

총회

총회

12-18개월

2년

3년

총회
의사
결정 - 정책 쟁점 논의 및 결
기구
정
협치
구조
및
협치
주체

생물권보전지역
연성법(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기본법
: 각 정부 적용)*

2년
세계유산위원회(21국)
- 매년개최
Ÿ 신규 지명, 보전상태
평가 등 협약 이행과
관련된 관리 및 정책
수행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본부 내)
협약에 가입하면
유산보호 및 장래 유산도
보호 강제 의무
Ÿ IUCN,
ICOMOS,
ICCROM
Ÿ 평가, 전문가 의견, 훈
련

국제조정평의회
(MAB-ICC)
- 12-18개월 주기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MAB 사무국
(유네스코 내 생태과학국)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
회
집행위원회(Standing
(Bureau)
Committee, 18개국)
Ÿ G G N 총 회 에 서
- 1년 주기
Bureau member 선
출
IUCN과 계약으로
사무국 운영

세계지질공원 사무국

협약 3대 기둥 이행
(보전, 현명한 이용,
이행 자문)

개별법 제정 의무 없음 - 없음(GGN은 자발적
연성법 내용 준수
조직)

Ÿ IACBR
(12인, 4년 임기)
Ÿ IUGS
Ÿ 사무총장, MAB-ICC
에 자문
- 엄격한 재인증 실행
- 보고 실행(6-7년 주기) - 검토(10년 주기)
(4년 주기)
Ÿ WHC의 요구 반영 Ÿ IACBR이 보고서 분
Ÿ 진행보고서, 현장검사
Ÿ 보전상태보고서 발간
석 및 MAB-ICC에
※녹색카드(4년), 황색
요구할 수 있음
권고
카드(2년) 자격

Ÿ STRP(20인)
Ÿ 과학기술 지침

- 국가보고서(3년 주기)
Ÿ 등재된 모든 습지의
상태 평가

Ÿ
Ÿ 회원국은 WNBR에 Ÿ 재인증 요건 미비시
Ÿ OUV 미달시 세계유
철회 결정 가능
회원자격 박탈
산 등재 목록 삭제
※MAB사무국에게 공식 ※회원은 언제든 사무국
통보→MAB ICC에 통보 에 통보로 탈퇴 가능
Ÿ

당사국은 “국가 긴급
이해(매우 희박하게 발
생)”에 따라 경계 조정
혹은 삭제 요청 가능
그 외 당사국 요청으
로 철회 불가

자료 : 제주도(2014).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연구,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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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전북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 사례24)
전북서해안권 지질공원은 전라북도가 주관 기관이며, 고창군과 부안군에 위임
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음
- 지질공원에 대한 정책 및 방향은 전라북도 지질공원위원회가 담당하며, 실무사항은 전라북
도 자연생태과가 담당하고, 각 현장은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담당자와 지구과학자가
전담하여 관리, 운영 중
- 두 행정기관의 담당자는 정기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질공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에
상호 협조 하에 지질공원을 관리함

지질공원은 다양한 분야가 집합체로 구성되므로, 운영은 파트너를 통하여 분담
하고 상호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
- 참여, 지원기관과 후원 기관은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와 파트너십 의향서(MOU)를
체결
- 내부 및 외부 파트너는 MOU 체결하지 않고 공문으로 업무 협조를 이행
[그림 7-2] 전북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의 통합관리체제

24) 이수재(2021.6.8.). "전북서해안권 지질공원 관리구조", 경기연구원 주최 한탄강 통합관리기구 자문회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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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제안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안)
연천군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협의회를 만들고, 그 산
하에 (가칭) 한탄강지질공원 사무국을 만들어 각 시･군 권역별 현장사무소를
둘 것을 제안
협력 및 지원 조직으로 협력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학술자문단, 통합주민협의
회 등을 두는 방안임
[그림 7-3] 연천군 제안 세계지질공원 운영관리 구조

3) 통합관리기구 조직 원리에 대한 검토
통합관리기구 조직 내 공무원과 계약직(전문직)
쟁점사항
- 세계지질공원은 재인증이 필요하므로 재인증 준비를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
- 대부분의 사업이 관광위주로 진행되어 인증이나 재인증을 위한 학술적 접근에 소홀하며,
기초정부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경우 시설물 관리와 용역위주로 주어진 상황에서 일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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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한탄강 지질공원의 관리 책임자는 공무원 한명이 담당하거나 유럽 모델처럼 공무원은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관리인이 주도하는 방식 가능. 장단점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 필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쟁점사항
- 지질공원은 공공적인 지질유산 관리뿐 아니라 관광이라는 사적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간지
원 조직 개념이 적용 안 되어 있음. 공익과 사익의 충돌지점에서 행정기구로서는 한계가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적합할 수도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관을 연결하기 위함이나 지질공원은 행정담당과 전담자가 따로
있는 구조

시사점
- 일본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출자하고 자금관리 책임자와 전문 전담 관리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인체를 지원하고 있음
- 현실적 대안은 독립법인체인 전담관리기구를 두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함께 출자하여 전문
관리하고, 정책연구원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정도
쟁점사항
- 주민주도형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야 하나 이미 만들어진 국가차원
사업 제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주민사업의 자생력이 생기지 않음
- 지질공원 운영에 있어 주민협의체에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이
없어지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됨

시사점
- 주민주도의 실무적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담 관리 체제를
만들어 예산 편성 전부터 큰 기본계획과 단위계획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주도사업을
주민이 제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 참여 가능. 주민
제안 사업의 견제장치로 공원위원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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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거버넌스체제 구축에 대한 시사점 종합
한탄강 UNESCO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의 핵심 기능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의 핵심기능은 행정관리조직과 탐방객센터
조직이며, 각각의 핵심기능과 업무는 아래와 같음
- 탐방객센터의 핵심기능은 안내, 교육, 지질명소까지의 접근성 제공 기능
- 통합관리기구의 추가기능은 연구 훈련, 국제협력 기능

지자체 협력에 의한 통합관리기구 설립과 독립된 운영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5개 지자체가 하나의 통합관리기구
를 만들어서 추가기능인 연구 훈련, 국제협력 기능을 수행하고, 핵심기능인 안
내, 교육, 지질명소까지의 접근성 제공 기능을 담당
5개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통합관리기구가 독립적으로 운영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학술자문단, 통합주민협의회 등 협력 및 지원기관과의
협업 의향서(MOU) 체결과 의사소통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제 구축
세계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과 마을에 대한 공적 예산 지원 외에 지역주민 스스
로 세계지질공원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
실제 수익은 지질관광에서 생기는데, 교육 훈련 목적의 관광만 하면 수익성이
거의 없음. 이에 따라 대중 관광을 지양할 경우 자원의 훼손과 환경파괴 가능성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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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 설립(안)
1) 통합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 정립
세계지질공원 통합적 거버넌스체제 역할 수행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는 안내, 교육, 시민접근과 연구훈련, 국제협력 등
크게 5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고되어 있음
특히,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북한의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대 북한협력을 충실히 추진해야 함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의 역할 정립
탐방객센터의 3대 핵심기능은 다음과 같음
- 안내 : 세계유산→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 비형식 교육 : 지질･생물･문화유산, 환경, 기후변화, 지질재해, 지속가능발전…
- 접근성 확보 : 지질명소 출입구, 장소 접근성 확보

통합관리본부의 추가기능은 다음과 같음
- 연구 : 과학연구, 마케팅, 지오관광, IT 활용
- 훈련 : 해설사, 관리자/운영자, 지질공원 전문가
- 국제협력 : 세계지질공원 임무/의무 이행, 공동지질공원 추진, 접경 지질공원, 포럼 개최 등

2)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 설립(안)
개요
명칭 :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를 설립
근거법 등
- 근거법 : 지방자치법
- 조직형태 : 행정협의회 또는 지자체조합
- 기능 :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 학술조사 시행, 공동 비전 수립, 사업 관리 및 조정 등
- 직원 : 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전문 계약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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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사무국과 관련 기관 거버넌스 체계도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2021).

운영방안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의 책임
이 있음. 앞으로 실제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인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으로
하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정책 개발, 예산 지원 등 지원 역할로 역할 분담할
수 있음
5개 지자체의 담당자는 정기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질공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에 상호 협조 하에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를 관리함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다양한 분야가 집합체로 구성되므로, 운영은 파트너를 통
하여 분담하고 상호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이를 위하여 파트너십 양해서
(MOU)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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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정책 제안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비전과 전략 수립
한탄강유역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의 설정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을 “지역주민과 세계지
질공원이 동반 발전하는 평화･생태･경제축” 형성으로 설정
어떤 지역을 지향하느냐는 점에서는 남북한의 DMZ와 접경지역에 속하고, 역
사･문화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을 후세대까지 전달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소득과 생활할 수 있도록 물적,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개념
이 필요함
아울러 포천, 연천, 철원과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와 및 한탄강유역 지역주민
이 함께 실현할 미래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

지속가능발전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의 설정
앞서 설정한 한탄강유역 발전 비전 “지역주민과 세계지질공원이 동반 발전하는
평화･생태･경제축”을 실현하고, 목표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산의 보호와 활용’,
또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도달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수립
-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권고사항 이행,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
추진, 지역주민 및 한탄강유역 지자체 간 거버넌스 실현을 반영하여 4대 추진전략을 설정

전략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과 유산 보호
- UNESCO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인 통합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따라
통합관리기구가 전담하여 추진
- 통합관리기구 설치 운영, 북한지역 확대, 한탄강유역 문화유산 보호사업 추진, UNESCO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화 등을 추진

전략 2.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

제8장 정책 제안∣109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개별적 추진
- 세계지질공원 명소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창출, Geo Village, 둘레길 조성, 대중교통
등 통행망 확충 등을 추진

전략 3. 자연의 인문화(문화화+헤리티지화), 복원 및 현대적 재창조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개별적 추진하되, 한탄강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는 공동으로
추진
- 한탄강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한탄강유역 역사문화자원 정비, 문화관광프
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전략 4. 한탄강유역 내 지자체･지역주민･시민사회 간 거버넌스와 초광역 협력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
하고, 한탄강유역 주민협의체 대표회의도 구성하여 협업
- 남북한이 공유하는 임진강･한탄강을 매개로 한 수자원 공동관리, 생태 및 문화자원의
공동 보존 및 연구, 발굴, 관광 등의 분야에서 초강역 협력사업을 추진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제안
추진과제 설정의 기본 원칙
- 앞에서 설정한 한탄강유역의 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주민과
의 논의25)를 거쳐 12대 추진과제를 설정
- 12대 추진과제는 추진 예정인 (가칭)｢한탄강유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26)에 반영하여
구체화하면 될 것임

12대 추진과제 제안
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통합적 CI 정비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② 세계지질공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탐방객･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한탄강 에코뮤지움 사업

25) 2021.5.12 (수) 14:00 포천 한탄강지원센터 회의실 및 16:00 연천 시인과종자박물관 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
개최 등
26) 현재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은 공동으로 ｢한탄강유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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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탄강유역 문화관광프로그램 : (가칭) ‘한탄강 8경’ 프로그램
⑤ 한탄강 수질개선 등 물관리체제 구축사업
⑥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지역의 농임산물 명품화사업
⑦ Geo Village 지정 및 조성사업
⑧ 한탄강 120KM 주상절리길 연결사업
⑨ 한탄강유역 경관도로 지정 및 정비사업
⑩ 연천 아오라지 주변 정비사업
⑪ 한탄강 UNESCO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학술연구조사사업
⑫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사업

한탄강 발전 분야별 핵심사업 제안
현재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 등 경기도지역에서 한탄강 연계 분야별 추진사업
이 진행 중이며, 총 29개 사업, 167,975백만원 (국 56,710, 도 59,212, 시･군
52,053) 규모임
우선 추진사업으로 i) 인프라 구축 분야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ii) 관광
활성화 분야는 포천의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 지원, 연천의 지
질체험학습 운영, 지질공원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 등이 포함된 지질공원 운영
지원사업, iii) 수질개선 분야는 한탄강 색도개선 용역, iv) 남북협력 분야는 한
탄강 세계지질공원 북한 확대를 위한 지질조사 기초 연구 사업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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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탄강유역 세계지질공원의 세부 추진방안 제안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력 추진
세계지질공원이란 지역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에서 경쟁자로 이해 충돌. 세계지질공원 유역
의 지속가능발전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넘은 통합적 지질공원 관리와 지역
개발사업 추진 필요
한탄강유역의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한탄강 관광 진흥 및 마케팅 사업 협력 사업 : 세계지질공원 CI, 표지판 등에 대한 평가조사
및 개선 방안, 한탄강 비엔날레의 3개 시･군 공동 개최, 한탄강 브랜드 관광상품의 공동개
발 및 운영, 한탄강 인근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 한탄강 수자원 관리 및 활용 협력 사업 : 지질･자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자원 관리와 활용, 한탄강 색도 개선 사업 등
- 한탄강유역의 둘레길, 도로, 대중교통망 인프라 연결 협력 사업 : 120KM 연결 둘레길
완성, 경관도로(Scenic Drive) 지정 및 정비사업 등

광역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광역 관광자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등이 사례. 광역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형 지방정부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 추진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 추진 필요성과 이점으로는 대북제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문화협력사업 / 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문화유산 포괄하
여 남북협력 범위 확대 / 북한측이 중시하는 인적 접촉면 최소화하는 남북협력
/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남북협력 다자화 / 경제협력으로 전환하여 북한 경제발
전에도 도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를
활용.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의 예외적
사안이며,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승인철자를 거쳐서 대북교류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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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수 있음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 위한 단계별 접근으로 남북 공동조사
→ 공동등재 → 공동활용 단계로 추진
- 단기적 목표 : 현재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동조사를 단기적 목표로 추진. 북한의 당국자와 접촉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중기적 목표 :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북이 한탄강유역
지질공원 공동조사를 추진
- 장기적 목표 :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공동등재와 함께 북한지역에서 체험과 생활 밀착이
가능한 관광 실현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한탄강유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
사를 위한 ｢남북공동조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접경 생물권보전지역과 세
계자연유산을 총괄하여 북한지역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 발전을 위한 통합거버넌스체제 구축
유네스코 세졔지질공원 사무국(UNESCO Global Geopark)은 지정된 세계지
질공원을 정기적으로 재인증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인증 조건으로 권고사항
(Recommendations)을 제시. 재인증 위한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서는 통합 관
리기구 설립 및 독립 예산 확보를 이행해야 함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 설립(안)
- 명칭 :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를 설립
- 근거법 : 지방자치법
- 조직형태 : 행정협의회 또는 지자체조합
- 기능 :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 학술조사 시행, 공동 비전 수립, 사업 관리 및 조정 등
- 직원 : 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전문 계약직 등

운영방안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의 책임이 있음.
앞으로 실제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인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으로 하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정책 개발, 예산 지원 등 지원 역할로 역할 분담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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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지자체의 담당자는 정기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질공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에
상호 협조 하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를 관리함
-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다양한 분야가 집합체로 구성되므로, 운영은 파트너를 통하여 분담하
고 상호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이를 위하여 파트너십 양해서(MOU)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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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Vision and Strategy of the Hantan River Global Geopark Basin
§

The vis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Hantan River Global
Geopark Basin is set to form “a axis of peace, ecology, and economy
where local residents and the Global Geopark development together”

§

To realize the vision, 4 major strategies have been suggested. There ar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or recertification of global
geoparks, promotion of improvement of income and quality of life for
local communities and local residents, modern re-creation of human
and historical culture of geoparks, and realization of governance
between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along the Hantan River

§

Proposal of 12 major tasks
① Integrated CI maintenance and landscape design improvement
project of the Hantan River Global Geopark
②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visitors and students
to protect and utilize global geopark
③ Hantan River Eco-Museum Project
④ Hantan River Basin Cultural Tourism Program: (tentative name)
‘Eight Views of Hantan River’ program
⑤ Hantan River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water management
system
⑥ High quality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in the Hantan River
Global Geopark Area
⑦ Geo Villag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Project
⑧ Hantan River ‘120KM’ Trail Project
⑨ Hantan River Basin Scenic Road Designation and Maintenance
Project
Abstract∣117

⑩ Yeoncheon Aoraji area Maintenance Project
⑪ Academic research project for recertification of Hantan River
UNESCO Global Geopark
⑫ Hantan River Global Geopark expansion project to North Korea
2. Inter-regional cooperation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in the Hantan River Global Geopark Basin
§

Promotion of inter-regional cooperative projects with Gangwon
Province and Cheorwon county in the Hantan River Basin: Hantan River
tourism promotion and marketing cooperation project, Hantan River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utilization cooperation project, etc

§

Expanding Hantan River UNESCO Global Geopark to North Korea

§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ecuring
an independent budget for the re-certification by the UNESCO Global
Geopark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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