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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지오파크는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의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특징, 기간,
지질학과 관련된 역사적 주제 그리고
뛰어난 지질학적 아름다움을 홍보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응집력 있는 파트너십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UNESCO Global Geoparks

홈페이지

(2021) -

쟁점과 대안
인구소멸지수 분석결과 연천군, 포천시와 철원군 등 경기-강원 접도지역은 인구
소멸위험지역화되고 있고, 지역총생산 분석결과 도 내 지역총생산액 비중이 낮으며,
성장률도 저조한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지역
자산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 연천, 철원의 미래이다.

년 7월

2020

일에

10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은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UNESCO Global

으로 인증받았다. 이 지역자산은 연천, 포천, 철원의

Geopark)

인구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의 기회요소가 될 수
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을 저발전 낙후지역의 초광역 협력 모델로 만들어보자.
공동발전의 출발점은 지역자원의 발굴과 핵심가치 공유에서 출발한다. ‘공장 유치’와
관광지 개발’의 기존방식은 자칫하면 환경오염, 마을 및 주거환경과의 충돌, 생태

‘

경관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의 훼손과 과소비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
생태자원의 훼손, 역사문화자원의 파괴를 줄이면서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적 지역발전방식이 가능하다.
그동안

UNESCO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란 공동의 자산을 두고 지역 간 협력

보다는 경쟁과 이해가 충돌해왔다. 공동의 자산을 활용하여 초광역 협력의 모델로
만들어 경기도(포천, 연천)와 강원도(철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천, 연천, 철원과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 및 한탄강 지역주민이 함께
실현할 공동 비전으로서 ‘평화⋅생태⋅경제축 형성’을 공유하자. 초광역 협력의
첫번째 실천방안으로 포천, 연천, 철원 지역 및 경기도와 강원도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 설립, 운영을 제안한다.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경기-강원 접도지역의 지역 활성화와 인구소멸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명소화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지오빌리지(Geo

Village)

조성을 통해 젊은 귀촌귀농 인구도 유치할 수 있다.

코로나-19시대 원격근무, 언택트회의 기술 등 최신 경제사회변화 양상에 부응한
유연거주 실현으로 상주인구 감소 및 지역수요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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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연천⋅철원의 공동자산
경기-강원 접도지역은 저발전 지역이며, 인구소멸위험에도 노출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1)

,

연천군, 포천시와 철원군 등 접도지역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
○ 경기도에서 인구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의 위험진입 단계 지역은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로 나타남
-

⋅

주로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시 군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도 경기 동북부지역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 지역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의 분포>

: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이상호(2018)의 기준을 따라 ‘소멸위험지역’ 0.5 미만(소멸고위험지역 0.2 미만,
소멸위험진입 단계 0.2~0.5 미만), ‘주의단계’ 0.5~1.0 미만, ‘소멸위험 보통’ 1.0~1.5 미만,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으로 정의
자료 : 필자 작성.
주

1)

인구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20∼39세 가임여성 인구 비율로 정의, 이상호(2018),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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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년

2020

12

년

2021

월 법

6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

2)

-

지난

월

10

일

18

⋅ ⋅

⋅

개 시 군 구 지역을 지정 고시하였고,

89

년부터

2022

년까지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

2031

-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대응 사업을 지원할 예정

-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

 지역총생산 분석 결과,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등 경기-강원 접도지역의
지역총생산액은 낮고, 성장률은 저조한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역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등
경기-강원 접도지역의 지역총생산액 비중은 매우 낮으며, 지역총생산액 증가
추이도 저조
<연천군, 포천시, 철원군 지역의 지역총생산액 비중과 추이>

자료

: 필자 작성.

인구감소지역’

2) “‘

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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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지역자산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 연천, 철원의 미래


년 7월

2020

일에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은 공동으로

10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 CO
-

으로 인증받음

Global

Geopark)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지정면적

1,165.6km

철원

26

2

398.7km ),

지질명소는 총

2

포천

2

(

개소 (포천

493.2km ,

연천

개소, 연천

10

2

273.7km ,

개소, 철원

10

개소)

6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Hazards),

기후 변화(Climate

(Culture),

여성(Women),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및 토착 지식(Local

Change),

지질재해(Geological

교육(Education), 과학(Science), 문화

and indigenous Knowledge),

Development),

지역

보존(Geoconservation) 등

가지 주제로 지질유산을 관리

10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전경>

자료

: 포천시 제공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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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북한 오리산을 기원으로 한탄강을 따라 흘러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후, 침식으로 이루어진 지질학적 명소
-

화산 분출에 따른 용암대지의 형성 이후, 새로운 물길을 만든 한탄강 은
3)

침식기준면이 낮아진 관계로 엄청난 속도로 하방침식을 하게 되었고,
하방침식의 영향으로 한탄강은 협곡을 만들게 됨



UNES CO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란 지역자산은 연천, 포천, 철원의 인구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의 기회요소
○ 경기도의 동북부 접도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성장지역에 속해 있지만, 수도권과
경기도 내 수원, 의정부, 남양주 등에 비해 지역경쟁력이 취약해서 지역 간
경쟁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인구소멸위험 지역 간에 관광, 농산 특산품 판매 등 외부 수요를 둘러싼
과잉 경쟁을 지양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중복 투자를 예방하는 등 비용 저감과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증대

○ UNESCO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공동의 자산을 활용하여 경기도(포천,
연천)와 강원도(철원)가 동반 성장하는 사례를 만든다면,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 사회통합에도 기여
-

중요한 점은 공동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초광역 협력 비전 및 실천과제 정립과 함께 공동의 노력이 필요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초광역 협력은 저발전, 낙후지역의 지역개발
활성화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좋은 모델로 역할 가능

3)

한탄강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찾아보면, 명칭이 상이하거나(대탄강), 한탄강이라는 표음은 유지하되 한자표기와 의미가
상이한 경우 寒灘江, 韓灘江, 恨歎江 등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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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의 사례들
공동의 지역자산 활용과 지역발전 목표를 공유한 초광역 협력 사례
 지리산권의 3도(전남, 전북, 경남) 7시⋅군(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4)

사례

○ 지리산권의 3도 7시⋅군은 지리산권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 활용하고, 시⋅군간
공동연계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구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

5)

-

대상지역은

도

3

⋅

시 군

7

² 국토

4,470.9km (

대비

로 전라북도(남원시,

4.5%)

장수군),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지역
년에 '지리산권 자치단체장협의회'를 결성하였고, 문화관광부가

- 1998

⋅

년에

2006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시 군 공동 연계사업의

'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기구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
년에 들어와서는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

6)

- 2021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공동연계사업인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개 주요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

16

-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 조성, 타운투어리즘존 시범
조성,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 관광순환로 조성, 관광교통체계 개선,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지역 관광혁신 체계 구축, 지리산권

Eco-Village

사업, 관광아카데미 운영사업 등

4)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5)

운영근거는 제15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으로서

검색일

“http://www.jirisantour.go.kr/home/main.php” (

: 2021.9.7.).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2

때 설립(규약 제정,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절차 이행),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조항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 '재점화'“, 뉴스프리존(2021.9.2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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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업내용>
단위사업

사업내용

⋅

지리산권 통합축제 개최

테마별 지역별 관광코스 개발, 광역연계 관광코스 개발,
여행상품 발굴 및 판매 촉진
시 군 대표축제 지원

지리산권
방문의 해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 예비 홍보사업 추진,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
축제 및 이벤트 개최

연계 관광상품 개발

지리산권 7품 7미 육성

⋅

품 7미 선정 및 발굴, 7품 7미 홍보 및 육성

7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조성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조성

시범마을 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시설도입, 프로그램 개발 (1차, 2차)
남원시 타운투어리즘존 조성, 곡성군 타운투어리즘존 조성,
하동군 타운투어리즘존 조성, 조성 확대 (산청군, 장수군, 함양군, 구례군)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
관광순환로 조성

실태조사, 협의회 구성, 평가항목 작성, 인증업소 선정, 종합안내 홍보
인벤토리 작성, 민박 경영지도 및 인센티브 제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순환로 조성

관광교통체계 개선

연계 교통체계 강화, 친환경적 교통수단 도입, 역내 관광교통체계 개선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정보서비스,
지리산권 스마트폰기반 3D 지도서비스

지역 관광혁신 체계 구축
지리산권
Eco-Village 사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관광모니터 운영, 기본계획, 샘플사업, 실시설계

관광아카데미 운영

전문교과과정 개설 및 운영, 연수프로그램 추진, 온 오프라인 인력은행 구축

자료

⋅

지리산권

Eco-Village

사업, 경유마을 테마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http://www.jirisantour.go.kr/home/sub.php?menukey=332” (검색일 : 2021.9.7.).

 남해안 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권 및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
고자 하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약 사례
○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해안⋅내륙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
-

⋅ ⋅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을 제정(2007.12)하고, 국토교통부에
기획단을 설치(2008.1), 동해안권의 블루파워벨트, 서해안권의 지식첨단산업
융복합벨트, 남해안권 선벨트 등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구상

7)

-

-

남해안 선벨트 기본구상,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다양한 정부 시책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 지원은 미흡하였음
이에 전남, 경남, 부산 등 3개 자치단체 협력으로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시킬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8)

7)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검색일

“https://www.molit.go.kr/cola/”(

: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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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과 경남은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협약과 공동성명 채택, 공동건의문
발표, 남해군민과 여수시민 서명운동,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지역 상공인
단체 공동건의 등을 통해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추진
9)

○ 전남⋅경남⋅부산

개 시⋅도가 함께 공동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3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남해안 상생발전협약’에 서명
-

⋅ ⋅ ⋅

관광 문화 교통 물류 분야에서 7개 공동협력과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경전선 고속화 추진,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성공
개최,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공동 대응 등
<광역관광벨트 형성 구상도>

<광역경제권 조성 구상도>

: “관광⋅경제벨트로 묶인 남해안권 10년 발전 계획 확정…20조 투입”, 매일경제(2020.06.30.).

자료

○ 최근에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과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10)

년 7월 부산광역시 누리마루

- 2020

⋅

하우스에서 남해안권 3개 시 도를

APEC

대표한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여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

‘

년

- 2018

⋅ ⋅

월 전남 부산 경남 남해안권

12

⋅

개 시 도가 광양에서 ‘남해안

3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

8)

오병기⋅곽행구(2019). 남해안 신성장벨트 프로젝트 발굴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생긴다 영호남

9) “

분 거리로 단축“, 중앙일보(2021.08.25.).

10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남해안 시대 본격 개막”, 프레시안(2020.08.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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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UNESCO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지자체 협력 사례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접경지역의 글로벌 세계지질공원인 마블 아치 케이브
세계지질공원

(Marble Arch Caves Global Geo Park)

○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접경지역의 마블 아치 케이브(Marble
년 유럽지질공원네트워크에 가입,

2001

-

마블 아치 케이브(Marble
면적에

-

Arch

Arch

는

Caves)

년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

2004

Caves)

세계지질공원은 총

2

18,000km

여 개의 지질명소들이 포함

100

초기에는 소규모의 지질공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지질공원네트워크 개념
도입 후 두 번의 확장을 거쳐 두 국가에 걸친 접경지역을 포함
<Geopark 지정지역의 현황>

자료

<탐방객 추이>

: GGN / EGN Geopark Annual Report 2015-2019.

○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두 국가와 여러 지방정부 행정구역에 걸치기 때문에
국가 간,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마블 아치 케이브(Marble
증가하는 추세이며,

arch caves)

세계지질공원의 탐방객 수는 지속적으로

년을 기준으로 연간

2020

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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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저발전 낙후지역에서의 이토이가와(Itoigawa) 세계지질공원
○ 이토이가와(Itoigawa) 세계지질공원은 2009년 일본에서 도야(Toya), 운젠(Unzen)
화산과 함께 첫 번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세계지질공원에 걸친 여러
지자체가 협력 중
○ 인증 이후 대표 방문객센터(Fossa
였으며(2배), 지질공원 수익은

Magna Museum)

년약

2019

억 원(4억

43

<Geopark 지정지역의 현황>

자료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하
만 엔)으로 추산

11)

1800

<탐방객 추이>

: Lee, Y. & Jayakumar R(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Geoheritageand Parks.;
포천시(2021). 한탄강 남북 공동 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남대산학협력단 수행, 재인용.

 이 외에도 베트남의 첫 번째 세계지질공원인 동반 카르스트 고원(Dong
Van karst Plateau)

세계지질공원 등도 지방정부 간 협력이 활발

○ 동반 카르스트 고원(Dong
GGN

Van

karst

Plateau)

세계지질공원은

년에

2010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지질공원 방문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방문객 수 및 외국인 방문객 수도 증가하고 있음

11)

일본 관광청의

적용, 환율

Mice Determination Model

원/100엔 기준.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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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지질공원 활용한 평화⋅생태⋅경제축의 초광역 협력 비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을 저발전 낙후지역의 초광역 협력 모델화
 공동발전의 출발점은 지역자산의 발굴과 핵심가치 공유에서 출발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 무엇’이며, ‘공장 유치’와
관광지 개발’이라는 기존의 지역개발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소재

‘

공장 유치’와 ‘관광지 개발’의 기존방식은 자칫하면 환경오염, 마을 및

- ‘

주거환경과의 충돌, 생태경관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의 훼손과 과소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환경생태자원 훼손, 역사문화자원 파괴를 줄이면서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적 지역발전방식으로서 활용 가능

○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란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질 명소의 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추진
지질 명소의 보호’는 지구 역사와 환경생태자원이 훼손되지 않고, 후세대에

- ‘

그대로 전수되는 것
지역 활성화’는 지역의 성장, 주민의 소득과 생활의 질 확보를 위해

- ‘

경제적, 사회적 기반과 가치 창출을 가져오는 것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에는 ‘한탄강 8경’ 등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명소와
함께 용암대지 관련 지질학, 고고학, 생태학적 명소가 다수 존재
-

경기도 포천, 연천 지역에는 재인폭포, 화적연 등
존재하며, 강원도 철원과 북한지역에도

곳 이상의 지질명소가

26

곳 이상의 지질명소가 소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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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과 지질명소>

자료

: 이상대 외(2021), 한탄강유역 종합발전전략과 통합관리방안 연구, p.23.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남-북한 접경지역의 지질학, 고고학, 생태학 주요 명소>

자료

: 포천시(2021). 한탄강 남북 공동 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남대산학협력단 수행,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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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지역의 시⋅군 간 지역개발 경쟁을 피할 수 없으나, 공동의 지역자산
을 활용한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의 사례를 창출할 기회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민과
세계지질공원이 동반 발전하는 평화⋅생태⋅경제축 형성” 비전을 설정
-

지속가능발전(ESSD) 개념은 ‘지질학적 명소와 환경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견지하는데 유용한 지역 발전 방식임

-

어떤 지역을 지향하느냐는 점에서는 남북한의

⋅

⋅

와 접경지역에 속하고,

DMZ

역사 문화자원과 생태 환경자원을 후세대까지 전달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을 위한 물적, 경제적 기반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개념이 필요
○ 포천, 연천, 철원과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와 한탄강 유역 지역주민이 공동
비전인 ‘평화⋅생태⋅경제축 형성’을 공유
-

협력의 핵심적 요소는 세계지질공원과 지역주민이라는 물적, 인적 주체가
중심이며 함께 발전한다는 개념이 중요

-

초광역 협력의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포천, 연천, 철원의 경기-강원

⋅ ⋅

접도지역이 ‘평화 생태 경제축 형성’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출발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의 공동발전 전략과 추진과제 제안
○ 공동 비전 “평화⋅생태⋅경제축 형성”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제안
-

공동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권고사항
이행,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 추진, 자연의 인문화
문화화+헤리티지화)와 복원 및 현대적 재창조, 지역주민 및 한탄강 유역

(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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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유역 발전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자료

: 이상대 외(2021), 한탄강유역 종합발전전략과 통합관리방안 연구, p.23.

○ 전략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과 유산 보호

- UNESCO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인 통합관리기구

설치 운영
-

통합관리기구는 세계지질공원 관리 운영, 북한지역 확대, 한탄강유역
문화유산 보호사업,

○ 전략
-

2.

UNESCO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화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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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복원 및 현대적 재창조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개별적 추진하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등은 공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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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한탄강 유역

역사문화자원 정비,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 전략 4. 한탄강유역 내 지자체⋅지역주민⋅시민사회 간 거버넌스와 초광역 협력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초광역 협
력사업으로 추진하고, 한탄강유역 주민협의체 대표회의도 구성하여 협업

-

⋅

남북한이 공유하는 임진강 한탄강을 매개로 한 수자원 공동관리, 생태 및 문화
자원의 공동 보존 및 연구, 발굴, 관광 등의 분야에서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

 포천, 연천, 철원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함께 추진할 초광역 협력의 대
표적 추진과제 제안
○ 한탄강유역의 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주민
의견반영 을 거쳐 제안하는
12)

대 추진과제 (예시)

12

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통합적 정비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② 세계지질공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탐방객⋅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한탄강 에코뮤지움 사업
④ 한탄강유역 문화관광프로그램 가칭 한탄강 경 프로그램
⑤ 한탄강 수질개선 등 물관리체제 구축사업
⑥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의 농⋅임산물 명품화사업
⑦ 지오빌리지
추가 지정 및 조성사업
⑧ 한탄강
주상절리길 연결사업
⑨ 한탄강 유역 경관도로 지정 및 정비사업
CI

: (

) ‘

8

’

(Geo Village)

120KM

수)

12) 2021.5.12 (

14:00

포천 한탄강지원센터 회의실 및

16:00

연천 시인과종자박물관 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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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연천 포천 포함 아오라지 주변 정비사업
⑪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학술연구조사사업
⑫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사업
(

)

UNESCO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 12대 추진과제>

자료

: 경기연구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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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진 인구감소지역 지원책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추진
 지난

월

10

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한탄

18

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인 경기도의 연천군과, 강원도의 철원군이 포함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
-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지원할 예정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자료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 포천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연천군, 철원군 지역
활성화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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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의 활성화는 부가가치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의 관광문화개발이 이뤄질 경우, 관광객 증가로
지역생산액 증가와 지역주민 소득 증가로 연결
○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2021), 관광부문의
객은

만 명인데, 이를 기준으로

29

10%

년 한탄강 일대를 방문한 관광

2019

증가할 경우

만 명,

32

50%

증가할 경우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13)

44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 활성화 시 경제적 효과 ( 관광부문)>
시나리오
10%

20%

30%

40%

50%

자료

지역

생산파급효과 (백 만)

부가가치파급효과 (백 만)

취업유발효과 (명)

전국

58,608

23,561

588

경기

42,358

16,891

470

전국

117,216

47,123

1,177

경기

84,716

33,782

940

전국

175,824

70,684

1,765

경기

127,074

50,673

1,410

전국

234,432

94,245

2,354

경기

169,432

67,564

1,880

전국

293,040

117,807

2,942

경기

211,791

84,456

2,350

: 이상대 외(2021). 한탄강유역 종합발전전략과 통합관리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p.71.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란 지역자산을 활용하면, 직접적인 관광문화상품
판매수익, 귀촌귀농에 의한 상주인구 증가 등 직접적인 편익 외에,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유연거주와 관계인구도 증가

14)

13)

총 지출액은「국민여행조사」의 당일과 숙박여행 지출액을 기초로 산정.

14)

관계인구란, 지역 내 일정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인구, 통근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지

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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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자산을 활용한 초광역 협력의 모델 실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를 통해 초광역 협력 비전을 실현
 그동안

UNESCO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란 공동의 자산을 두고 지역 간

협력 보다는 경쟁과 이해 충돌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공동 자산을 두고 각종 국비지원사업 지원, 지자체
마다의 관광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져 주로 경쟁자로 이해 충돌
-

한탄강 둘레길 만드는 사업 과정에서도 통합적 계획이 부재하고, 개별
구간 중심의 사업을 추진

-

한탄강댐 호수 활용과 관리의 방향을 두고 연천, 포천, 철원 마다 다른
입장과 충돌이 발생

○ UNESCO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공동의 자산을 활용하여 초광역 협력의
모델로 만들어 경기도(포천, 연천)와 강원도(철원)가 동반 성장할 수 있음
-

⋅

저발전 낙후라는 공동의 문제를 안고있는 접도지역에서 공동 발전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하여
지역생산액 증가와 지역주민 소득 증가를 통해 인구소멸위험에 대처
○ 경기도와 강원도 접도지역 ‘한탄강’의 아이덴티티 정립 및 포천-연천-철원과 경
기도-강원도 간의 초광역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
○ 코로나-19 시대 원격근무, 언택트회의 기술 등 최신 경제⋅사회 변화 양상에
부응한 유연거주 실현으로 상주인구 감소 및 지역수요 감소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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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 협력의 첫 단계로 포천, 연천, 철원 및 경기도와 강원도가 모두 참
여하는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 설립, 운영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관리는 UNESCO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GGN)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

개 시⋅군과 경기도, 강원도가 개별적으로 진행 중

3

⋅

현장 관리기구는 현재 포천시가 설립 운영 중인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
원관리센터’가 유일

-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구역별, 사무별로 역할을 뿔뿔이 하고 있어 관
련 정책 및 사업의 기획과 실행이 일관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세계지질공원 지역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관리기구 설립, 운영으로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세계지질공원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관리기구 설립은 현행법에 의해 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모두 가능
-

지방자치법 제159조(자치단체조합의 설립)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15)

-

자치단체조합은 독립적 법인의 지위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빠져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음

⋅

년 7월 3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 2020

개정안이 통과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형 지방정부 방식도 설치 가능

16)

15)

유사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남원⋅장수⋅구례⋅곡성⋅함양⋅ 산청⋅하동)은 지리산 인근 7개 시⋅군 관광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2008.9.5. 설립),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태백⋅횡성⋅영월⋅ 평창⋅정선)은 강원 남부권 광
역 관광개발사업 공동 추진(2018.3.8.설립) 등.
16)

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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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조합에 비해서 책임 운영 장점이 있으나, 참여 지자체로부터
해당 업무를 이양받아 수행하는 구조개선이 뒤따라야 함

○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 설립(안)
-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으로 조직형태는 지자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며,
기능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 학술조사 시행, 공동 비전 수립, 사업 관리
및 조정 등

-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개 지자체의 담당자는

5

정기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질공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상호 협조
하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를 관리
- UNESCO

세계지질공원은 다양한 분야가 집합체로 구성되므로, 운영은

파트너를 통하여 분담하고 상호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이를 위하여
파트너십 양해서(MOU)를 체결함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 거버넌스 체계도 (제안)>

자료

: 이상대 외(2021), 한탄강유역 종합발전전략과 통합관리방안 연구,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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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지역의 저발전, 인구소멸위험을 한탄강 지역자원 활용으로 극복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경기-강원 접도지역의 지역 활
성화와 인구소멸위험 대응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 명소화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젊은
귀촌귀농 인구의 유치 위한 지오 빌리지(Geo
-

Village)

主 농업–종 從 생태관광

농업 중심에서 탈피한 주(

)

(

)

,

조성

역사문화관광산업의 대안적

지역산업 및 지역 일자리 구조를 실현
-

세계지질공원 관련 문화관광상품 및 투어 개발로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

-

귀촌귀농 인구를 유치한 지오빌리지(Geo

-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유연거주와 관계인구 증가를 추진

Village)

추가 조성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와
메가이벤트 개발 및 운영
-

세계지질공원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CI

CI,

표지판 등에 대한 평가

조사 및 개선
가칭) ‘한탄강

- (

경’ 지정과 운영 프로그램 등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로

8

지역 인지도를 효율적으로 높임
○ 경기도 내 대도시 및 서울시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
-

서울시의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사업은 좋은 참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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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정과 관리 연혁】
구분

내용

2020.07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2019.04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 개관

2018.11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 제출(유네스코 파리 본부)

2018.02

제2회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2017.12

명칭변경
분리병합

:
:

2018

캠핑 페스티벌 개최

→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 중 철원지역을 분리하여 한탄강 지질공원에 포함

2017.10

제1회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개최

2017.03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연합)

2016.03

경기-강원 상생협력 협약(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추진 공동협약

2016.02

한탄강 지질공원 웹사이트 오픈

2.015.12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고시 (제7호 국가지질공원)

2015.04

한탄강 지질공원 방문자센터 개원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2014.04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인증(철원) 환경부고시 제2014-63호
인근의 지질학적 특성이 유사한 지질공원 추진 시 경계 재논의 조건부 부여

2013.02

국가문화재 지정 (아우라지베게용암 - 천연기념물 제542호)
국가문화재 지정 (멍우리 주상절리 협곡 - 국가명승 제94호)

2013.01

국가문화재 지정 (화적연

2012.09

국가문화재 지정 (현무암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2004.02

국가문화재 지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자료

-

-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116 -

구, 대회산리453번지)

국가명승 제93호)

-

-

천연기념물 제537호)

천연기념물 제436호)

: 한탄강지질공원. “http://www.hantangeopark.kr/bbs/content.php?co_id=intro_01_03”. (검색일 : 202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