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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 그리고 자연자원의 명소화에 대한 해석적 소고
본 연구는 셀럽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상황을 맞아 자연자원의 명소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인간행동을 관통하는 본능은 욕구이다. 우리 사회의 셀럽 추종활동인 팬덤
문화는 사회적 선택을 추구하는 모방욕구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신경적 및 심리적 작동의 결과인
쾌감은 오감을 통해 자연물이 인식된 이후 자연스럽게 신경의 전달과 호르몬의 분비로 연결되고
이것들에 의해 쾌감 중추신경이 자극되면서 얻어진 결과이다. 특히 시각적 조망에 의해 얻어지는
미와 숭고함이 감동의 과정을 만들고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본래 자연은 우리에게 쾌감을 주어
왔으나, 조망되는 자연이 익숙해지면 더 많은 차별적 쾌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모방
욕구 시대, 관광인프라로서 차별적 쾌감을 주는 명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은 의도된 구성
및 구도로 연출되어야 한다.

주제어 : 셀럽, 모방욕구, 미, 숭고함, 구성과 구도

Brief Study for Making the Attraction Site of Natural Resources
from Celeb Influenc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practical measures for making natural resources
famous in the face of a situation where celebrities have a great influence. The instinct that
runs through human behavior is desire. Fandom culture, which is a celebrity-following
activity in our society, can be defined as an activity that seeks imitation in pursuit of social
choice. Pleasure, a result of neurological and psychological operation, is a result obtained
when natural objects are recognized through the five senses, then naturally connected to
nerve transmission and hormone secretion, and the pleasure central nerve is stimulated by
these. In particular, the beauty and sublime obtained by the visual perspective create a
process of moving and arouse a sense of pleasure. Originally, nature has given us
pleasure, but there is a limit to providing more differentiated pleasure when we get
accustomed to the viewed nature. Therefore, in the era of desire for imitation, in order to
secure attractions that provide differentiated pleasure as tourism infrastructure, natural
landscapes must be designed with a purposeful composition and Formation.

keyword : Celeb, Mimetic Desire, Beauty, Sublime, Composition and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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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강원도 관광산업의 최대 인프라는 자연명소이다. 최근 시군의 관광정책 방향은 기존 명소
의 소규모 정비 외에 잠재된 장소를 국가명소로 승격시키고자 단기간에 큰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넓은 땅(16,700㎢), 긴 해안(318㎞), 많은 하천(국가하천 8개, 지방하천 246개소; 총연장
3,596.7km)이 강원도 산천해(山川海) 관광인프라의 총량이다. 세부적으로는 각 개소의 특징
형태와 기능에 따라 작명과 방문이 이루어져 왔고 대중의 인지 크기에 따라 소수의 국가명
소와 다수의 마을명소로 구분된다. 시군은 관광객 유인을 위해 심미적 특성이 우수한 자연
에 “+α”의 인공미를 결합시켜 국가 명소화에 나서고 있다.
큰 투자가 요구되는 중후장대한 인공시설 기반의 오감만족 관광명소화를 도모했는데, 그
선호의 기간이 짧고, 찾는 빈도가 낮다면 손익 측면에서 잘못 검토되었다고 지적받기 쉽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안고 명소화 작업이 이루어져도 명소별 관광객의 쏠림을 고려하면 개
중에는 쇠퇴와 쇠락의 입장에 처하는 곳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명소화 노력의 부정적 결과의 부담은 덜고 그 노력은 지지하기 위해
자연자원에서 무엇이 대중의 선호를 자아냈고, 그 내용과 속성은 어떻게 구성(構成), 구도
(構圖)되고 연출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셀럽(Celebrity; 대중성 높은 특정 분야에서 유명인)이 마을명소 수준의 장소
에 방문하면, 팬덤(Fandom;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
러한 문화 현상)1)에 의해 국가적 명소가 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에 착안하였다.
이에 셀럽에 연결된 명소화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유식자와의 담론을 통하여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찾고, 관련 도서와
논문 등 문헌을 참고한 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해석적 소고”의 순으로 하였다. 연구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소화의 시각은 모방욕구 이론(Mimetic Desire Theory), 명소
판단의 기준은 철학의 취미판단, 현실적 실천 수단은 미학(사진, 건축, 조경 포함)의 프레임

1) 특정 스타나 장르를 선호하는 팬들의 집단(열광자, 광신자(Fanatic)+세력범위(Dom)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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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해석하였다. 조사･참고된 문헌은 <표 1>과 같다. 문헌은 크게 ① 사회학적 현상
설명 이론 ② 아름다움의 철학적 해석 ③ 아름다움의 요소 및 그 기작을 설명하는 실천학
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1 ● 해석적 검토를 위한 조사 문헌
분야

자료명
도서 :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개념 : 모방욕구 이론
내용 : 인간 욕구는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되며, 교환가치의 실천으로 나타남

① 사회학적
현상

② 미학(철학)의
아름다움

논문 : 인플루언서 동반여행의 여행상품 선택속성과 인플루언서 특성이 소비자 만족
도 및 반응에 미치는 영향
개념 : 여행상품 선택 및 만족도에 미치는 속성
내용 : 선택속성에서는 여행사서비스, 현지 프로그램이, 만족도에는 인플루언서의 매
력성, 전문성 및 공감성이 영향을 미침
도서 :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읽기
개념 : 취미판단
내용 : 美 판단은 감성적 판단의 결과이며, 주관적이다.
도서 : 심미안수업 –어떻게 가치있는 것을 알아보는가-.
개념 : 나의 감상에서 자연은 일방적 수용, 예술은 적극적 반응의 아름다움
내용 : “산은 높아야 산이다” 기대→확인→놀라움; “예술품에는 인간이 부여한 가치가
존재→유의미→아름다움”(pp22-23)
학술발표자료 : 심미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의미에 대한 고찰
개념 : 심미성의 어의적 해석 및 심미성 평가 관련 요소 소개
내용 : 심미성 평가 관련 요소는 디자인 행위에 의해 재현될 수 있음

③ 사진, 건축,
조경 등
실천 학문의
아름다움

강의자료 : 보이는 방법, 보는 방법
개념 : 조망되는 것의 구성, 구도의 연출이 경관연출
내용 : 미학의 원근, 비례, 균형, 대조 그리고 색, 질감의 통일성이 美적 요소
잡지 : The Geometry of Vision: Hermann Martens’ Optical Scale for a Deterministic
Architecture
개념 : 건축, 사진학의 美는 만들어지는 것
내용 : 건축 및 수학의 기하, 각도, 구도에 의한 비례, 균형, 위요감
도서 : 뇌, 아름다움을 말하다
개념 :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과학적 학문의 발달, 심리현상과 그 기제
내용 : 감성신경학(심리현상 + 기제의 이해), 지각심리학(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의
이해), 신경미학(뇌신경의 신경생리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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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방욕구 사회의 셀럽이 지닌 의미
1. 모방욕구 사회
현대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소비자들이 사물의 진정한 가치인 사용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진정한 가치인 교환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2) 예를 들면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평범한 손가방이면 충분하지만(사용가치), 구태여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명품가방(교환가치)을 구입하는데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이다.
르네지라르(Rene’ Girard)3)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한 개인이 무엇을 욕망
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지금의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초월한다는 것은 자기가 욕망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라고
했다.
이것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로 예로 들면, 욕망의 주체인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방랑
의 기사가 되고자 “아마디스(Amadis von Gaula)”를 모방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돈키
호테는 직접 이상적인 기사도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디스를 모방함으로써 기
사도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르네 지라르는 “돈키호테의 욕망이 아마디스라는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되고,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간접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평가하였고, 이를 모방
욕구(Mimetic Desire) 이론으로 명명하였다.

대상

대상
욕구

모방

모방

주체

주체

중개자
모방욕구

● 그림 1 ● 모방욕구 이론의 삼각관계 개념

2) 르네 지라르, 김치수･송의경(2001),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2.
3) Rene’ Girard: 1923년 남프랑스 아비뇽 출생, 문학평론가, 사회인류학자작품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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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접화를 프레임에 적용하여 대자연 속의 자유를 꿈꾼 개인의 자연명소에 대한 욕구
로 설명하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주체(나)는 종종 ”주체(나) → 대상(대자연)“이
아닌, ”주체(나) → 중개자(셀럽) → 대상(대자연)“의 관계를 형성하며 간접화 현상을 발생
시킨다” 라고 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인취향의 중시사회에서 관광 주체인 내가 선호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은 오감 중, 주로
시각적 감동, 즉 시각적 쾌감을 기준으로 한다. 시각적 감동은 심리적(신경학적 요소도 동
작) 기작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미적(미술, 건축, 조경, 사진 등에서 정의하는 美) 요인
외에 개인의 관념(현대인이 중시하는 생각 또는 그 대상)과 관련된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종합적 취미판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쾌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관광의 주체가 자연관광 후보지를 선정할 때 닮고 싶거나 모방하고 싶은 대상, 즉, 유의
미한 중개자(후술 하는 “셀럽”)가 존재한다면, 관광 주체가 선호하는 대상지도 그 중개자의
관광 행태에 따라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우리가 욕구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욕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욕구는 매우 사회적(Social)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2. 셀럽의 역할과 의미
오늘날 방송용 콘텐츠를 생산해 온 대표적 부류는 매스미디어 기반의 연예인들이다. 최근
에는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특정 분야에서 유명인이 방송은 물론이고 SNS를 통해 그 대중
성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인의 경우도 SNS와 Youtube 등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 사회적 영향력을 키운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있다(이하 셀럽으로 통칭함).
욕구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때, 모방욕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무엇을 향하는가
에 대한 궁금증이 발현된다. 나의 모방욕구는 나의 가족부터 셀럽에 이르기까지 내가 의미
를 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지향점은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모든
것에 투영된다. 이를 모방욕구 이론에 적용해 보면,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
는 사람은 중개자가 될 수 있다.
개인취향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셀럽이라는 중개자가 생산하는 방송콘텐츠는 주체인
나에게 쾌감을 주어 나의 모방욕구를 일깨웠으며, 그들이 ‘로케(Location)’4)를 위해 방문했
던 장소가 주체에게는 모방하고 싶은 유의미한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주체는 방송콘텐츠에서 느꼈던 감동을 얻기 위해 중개자처럼 그 로케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즉 셀럽의 로케현장이 행동유인의 공간(Affordance Space)이 되었고, 그
결과가 특정 장소의 명소화이다.
동일한 셀럽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로케현장을 집단으로 방문할 때 팬덤활동이 되며,
이들이 지자체 관광마케팅의 주요한 타겟이다. 셀럽의 영향력이 크고 로케 현장의 심미적

4) 방송촬영 현장을 일컬음

셀럽 그리고 자연자원의 명소화에 대한 해석적 소고 ｜7

쾌감이 클수록 팬덤활동의 크기도 비례하여 커지면서 그 활동의 지속기간이 길어질 것이라
는 가정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간접화 현상으로서 대체로 보통의 심미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었던 로케 현장이
관광 주체가 추종했던 셀럽의 방문에 의해 “의미”가 더 해지면서 국가적 명소로 거듭나게
된 사례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그림 2 ● 셀럽의 방문으로 명소화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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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름다움(美) 그리고 사실적 구성과 구도
1. 관념적 아름다움(美)
셀럽이 로케 장소를 섭외할 때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취미판단의 대상이
다. 대중의 감동 크기를 전제로 하면, 오감의 만족이 가장 큰 장소를 선정해 왔을 것이다.
칸트5)는 “오감 중 가장 큰 쾌감을 주는 것은 시각정보를 바탕으로 느껴지는 미와 숭고함이
다”라고 하였다. 즉, 장소섭외는 아름다움(美)과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선정하
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美에 대해 관념론적(철학)으로 정의해 왔으며, 일부는 큰 공감을 얻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고대 철학에서는 대상물 속에 내재된 속성, 즉 “객관적 아름다움”
의 기준이 있다는 플라톤6)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18세기에는 아름다움의 정의는 ‘선
험지식을 기반으로 한 상상이라는 유희와 놀이에 의해 유형화되는 주관적 감정’이라는 칸트
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덧붙여 칸트는 쾌감을 주는 것에는 美(Beauty)외에 숭고함
(Sublime)이 있다고 하였다. 숭고함은 밤하늘의 무수한 은하수와 같이 관찰자의 경험에 기
반한 상상을 넘는 숫자, 범위, 크기에 의해서 인지되는 일명 “수학적 숭고함”, 아슬한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일명 “역학적 숭고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객관적 아름다움의 기준은 비례, 균형, 대칭, 질감, 색 등으로서, 자연 속에서 발
견되고 수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하였고(그림 3, 4), 미술, 건축, 사진, 조경, 디자인 등의 사
실적 창조활동 속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의도적 또는 감각적으로 구현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 한편 비례, 균형 등의 여러 객관적 美의 지식 기준 토대 위에서
개인이 지닌 인지활동인 상상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주관적 아름다움은 추상적 작품활동의
인지배경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위와 같은 구분을 포함하여 “아름다움은 감정의 종합적인 인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별한 이유와 배경이라는 조건을 배제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
운 대상을 보면 만족감(쾌감)을 느낀다는 공통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자연 속
에서 발견되는 배열 즉, 잘 정돈된 오와 열의 형태, 좌우 대칭, 밝은 색상 등으로 잘 짜여진
대상물을 보면 일반적으로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공통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
하게는 “원래 그건 그래”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관념
적으로 美, 숭고함, 감동, 쾌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현실적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라 판단된다.

5) Immanuel Kant(1724 ~ 1804), 이성, 철학 그리고 욕망에 관련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출간
6) Plato(BC 427년 ~ BC 347년),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객관적 관념론 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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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앵무조개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황금)비율

● 그림 4 ●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운 구도

2. 사실적 아름다움(美)
오늘날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다양한 작품 및 장소가 추천되고 있다. 이중 어떤 대상물은,
미에 대한 선험적 지식체계가 자리잡지 않은 대중은 아름다움을 느끼기 어렵지만, 선험적
지식체계를 가진 전문가는 쉽게 아름다움을 느껴 감동하고 궁극적으로 쾌감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건축가인 헤르만 마틴(Hermann E. Martens, 1823-1898)은 광장 조성 시 주변 건축물
과 광장의 가로와 세로 비율의 관계를 해석하고, 상징물의 높이:거리의 비가 1:1; 1:2; 1:3;
1:4일 때 이때의 시점에서 형성되는 각도는 45°, 27°, 18°, 12°이며 이때 최대 위요감 ~
최대 개방감으로 느껴진다고 하였고, 이를 유럽의 광장 조성 시 주위 건물의 높이와의 관계
를 고려하여 가로×세로의 크기를 결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시야각의 조작이 가능한 사진에서는 시축이라는 기준선을 이용하여 피사체를 위치시키거
나 대칭, 비례를 도모함으로써 사진상에서 피사체를 강조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조경학 등에서는 원근, 비례, 대비 및 선연결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특성
을 반영한 공간을 조성함으로, 이용자 및 시설물 조성자의 의도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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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듯 사실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험기술 분야에서는 아름다움의 객관적 기준을
지식화하여 현실에 폭넓게 활용해 왔다.

● 그림 5 ● Herman Maertens의 법칙의 개념과 활용 사례

● 그림 6 ● 사진의 시축 활용 사례(좌) 및 조경의 원근과 소실점 활용 사례(우)

3. 구성과 구도
오감의 인지활동 결과로서 얻어지는 긍정적 감정을 쾌감, 그 반대의 경우를 불쾌감이라
정의한다. 칸트는 쾌감을 주는 것은 미와 숭고함이라 하였다. 숭고함을 주는 유형 또한 매
우 많다. 밤하늘의 무수한 은하수와 같이 시각적 변화 유형부터 눈 덮인 넓은 대관령과 같
이 계절적 변화유형(상상력의 좌절) 그리고 최근 다수 조성되는 스카이워크, 사다리길(잔도;
棧道) 및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이는 아찔한 유형(불안정 속의 무력감을 느낌) 등 관찰자로
하여금 이성의 좌절을 인식하게 하여 순간적으로 불쾌를 느끼게 되나 인간에게는 이러한
상상력의 극단 상황을 곧 쾌감으로 바꾸어 인식하는 반전 인지능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반
전 인지능력의 결과가 숭고함7)이다.
7) 숭고함 :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엇”, “상상 이상의 장관의 광경” 또는 “자연이 나를 압도하는
공포” 등으로 인해 나의 상상력과 이성(어떤 대상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능력)
이 좌절된 직후, 내면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성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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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으로 인해 모방욕구가 시대의 큰 흐름이 된 현실에서, 자연자원을 교환가치가 큰 명
소로 유도하기 위한 실천노력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최근 자연에 덧붙여지는 “+α”는 관찰
자의 인지능력이 대상물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와 구도의 의도된 연
출을 통해 미와 숭고함을 느끼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자연의 특성은 객관화되고
미와 숭고함에 대한 이해는 더 쉬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아름다움 요소의 반영이 충분치 않은 경관, 풍경 및 경치는 더
이상 차별적 쾌감을 주지 않는다. 그것이 생활 주변이면서, 선험적 美 지식체계를 갖추지
않은 생활인들에게는 더 더욱 그러하다.
일반인들과는 달리, 로케 현장을 선정하는 전문가들은 선험적 지식체계는 물론이고 상대
적으로 큰 상상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마주하는 평이한 자연에서도
감동과 쾌감 그리고 숭고함을 불러일으킬 구성과 구도를 짜내고 이를 바탕으로 셀럽이
만든 콘텐츠가 미와 숭고함에 기반한 대중성을 높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지자체가 지역의 자연자원 명소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정책적 태도는 명소화가 가능
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객관적, 주관적 그리고 공통감에 기반한 쾌감을 불러일으킬 구성과
구도를 적극 연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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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연의 명소화를 위한 실천 제안
1. 구성의 조작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조작과 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은 근경,
중경 그리고 원경으로 구분되며 자연경관에는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요소뿐만이 아니라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는 곳과 보이는 것”의 시점장과 대상물을 고려하여 미적 경관을 조성할 경우, 조
작과 연출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자연경관 연출은 근경 이내의 초근접된 대상물을 정비하여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험적 경험이 충분한 현재와 같은 경관연출 방법은 경관 소비
자에게 있어 차별성 있는 쾌감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 보는 곳과 보이는 장소를 특정하여
대상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 그림 7 ● 거리별 경관의 구분

일례로 “보이는 것” 구성요소를 극단적으로 정비･통제하고 관람자의 시야각을 창(window)
으로 제한하여 관람하게 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최대의 쾌감을 느끼게 유도할 수 있다
(그림 8-a). 또한, 시점장에 수목, 시설 등을 배치하여 대상물을 감상하는 경관의 틀(frame)
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그림 8-b). 뉴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많은 사진에서 이와 같은
구도의 이미지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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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 시네마현 아다치 미술관

b. 뉴욕 센트럴파크

● 그림 8 ● 일본 시네마현 아다치 미술관의 통제된 정원 관람
(관람창에 의한 시야각 제한으로 통제된 감상 유도)

이와 같은 원리를 자연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경관의 대상을 가장 잘 볼 수 있
는 곳을 선정하고, 그 곳에서의 조망 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야각을 통제할
수 있는 창(window)을 설치하여 ‘보여지는’ 경관 대상의 구도를 인위적으로 구성할 수 있
다. 또는 그 곳에서의 조망 환경을 적절히 조성함으로써 경관 대상을 바라보는 틀(frame)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마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풍경의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 그림 9 ● 자연에 창틀 관람 개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예시

위의 방법이 시점장의 조작에 해당된다면, 또 다른 방법은 경관 대상을 조작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전자에 비해,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어, 이 방법의 적용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일부의 경관 대상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즉, 근접한 경관 대상물이 위치하
거나, 특정한 지형 또는 지물의 아름다움이 뛰어나 자연스럽게 초점경관을 형성하고 있거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경관 대상의 조작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조망의 범위에 여백을 확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유사한 경관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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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같은 곳에서는 특정한 지물만을 잔존시키고 기타의 것을 제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초점 경관을 연출하는 방법이다(그림 10).

● 그림 10 ● 일본 북해도 후라노 지역의 초점 경관 조성 사례
또 다른 경관 조작방법으로서 경관요소를 규모화하는 방법이 있다. 질감, 색채 및 근경
에서의 규칙적인 배열을 부각시켜 표현할 수 있다. 종종 농산촌에서의 생산지는 유사한 경
관의 연속성으로 인해, 일정 면적의 작물재배와 경작지 형태로 인해, 높은 수준의 ‘쾌감’을
얻는 사례가 다수 소개되고 있다(그림 11).

● 그림 11 ● 경관 구성요소의 규모화를 통한 질감, 색채의 통일 사례

2. 구도의 연출
자연을 대상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할 때 지형과 지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헤르만 마틴의 법칙 이외에 경험 과학으로서 다양한 방식의 구
도를 조성할 수 있다.) 시점장과 경관 대상의 높이의 차이가 큰 경우, 위요감과 개방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산 정상 또는 능선부와 계곡의 지형 관계를 생각하면, 계곡에서
산의 정상부 또는 능선을 바라보는 앙각과 산 정상에서 계곡을 바라보는 부각이 있게 된다.
앙각의 경우, 위요감에서 개방감으로 인식되는데, 높이와 거리의 비율이 1:1이면 전체가 조
망되지는 않으나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형상이 인식되며, 1:2에서는 대상물 전체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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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1:3인 경우에는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회화적으로 인식되며, 1:4인 경우에는 개방적
으로 인식하게 된다.
부각을 기준으로 시축기준이 –45°보다 크게 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30° ~ -10°에
서는 또렷하게 조망되어 조망의 중심영역이 형성된다. -8°에서 -3°인 경우는 주변의 경계
가 구분되지 않는 등, 가시권역이 불분명해지는 특징이 있다.

● 그림 12 ● 앙각 조망 조건

● 그림 13 ● 부각 조망 조건

이렇게 조망하는 위치 및 각도 즉, 앙각 및 부각에서의 경관 조작 및 연출을 위해서는
먼저, ‘보는 곳’과 ‘보이는 곳’에 대한 조망권 혹은 가시권 분석이 필요하다. 조망권 분석에
의해 다양한 경관 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장을 추출하고, 경관장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의 가감을 통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 대상의 조작과 연출은 매우 어려운
데, 이는 경관 대상이 산의 정상 또는 능선인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중경 및 원경에 위
치하며, 경관 대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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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 GIS 기반 가시권 분석 사례(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대상)

자연 속에서 흔히 마주하는 구도는 원근감이다. 이는 가로수의 대칭 및 반복적 배열 등
일정한 패턴 상에서 거리감을 느낄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과
같이 동일 가로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될 때,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경관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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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그림 15, 그림 16 참조). 우리나라의 국토는 다양한 형태의 인위적 영향을 받아
왔다. 도로, 농경지 뿐만이 아니라, 숲과 하천은 원근과 대칭으로 구도를 연출할 수 있는 경
우가 많다. 또한, 바다는 주변의 바다, 해변, 숲을 연계하여 대조와 대비의 아름다움을 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15 ● 자연을 대상으로 한 원근감 연출 예시

● 그림 16 ● 원근감이 느껴지는 숲의 경관 사례(해외, 인터넷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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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에서는 최근 셀럽의 방문에 의해 인지도가 높아진 장소의 대중성을 더 널리 그리고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거나, 마을명소를 국가명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자연자원의 명소화에 대한 최신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이론으로서 선행 연
구자의 이론과 정리를 차용하였다.
차용된 것은 철학의 관념적 미학 및 경험과학적 미학의 지식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의 구
성 원리를 자연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혹은 경관 대상에 대한 ‘바라봄’ 혹은 ‘경험’에서 느
끼는 ‘미적 쾌감’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중후장대한 시설, 큰 규모의 투자
에 의한 명소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럽에 의해 사회적 의미가 부가된 장
소가 있음에도 그 의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방법적 수단과 그 ‘장소성’을 강화할 미적 수
단이 충분히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략
적으로 방문자들에게 체험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유인성 수단들의 배치와 시설이 필
요하다. 즉 美의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한 ‘명소화’ 전략의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슬로건(예시; 하이터치 강원도)과 논의협의체(High Touch Team)
의 정책환경 구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셀럽 방문 이후 대중성이 높아지는 이유,
이를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미적 구성의 원리와 적용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짧은
연구기간 중 방대한 내용을 구성하는 철학과 미학을 이해하고 이를 모방욕구와 연결하면서
연구의 곳곳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방 욕구에 대한 적용 원리 및
방법, 그리고 셀럽에 의한 이미지 강화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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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강원도 장래 화물 수요 분석 연구1)
Ⅰ. 분석의 개요
기존연구2)에서는 물류 효율성 검토 시, 국가에 비해 강원도의 단위 수송비가 도로는 2.0
배, 철도는 6.3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강원도 지역이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광역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내륙 물류축의 수송로를 확보하고, 물류시설 설치를 통한 내륙 물류
거점 및 항만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래 화물
수요 분석을 통한 장래 구상의 근거자료로의 활용이 필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1. 분석방법의 설정
1) 관련지침 및 선행연구의 검토
장래 교통수요에 관한 방법론은 각종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3)이 있으나, 대부분의 지침에
있어서 방법론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시행 영향을 다루는 부분이
주로 고속도로 및 철도 사업인 만큼 국비사업에서 적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본 연
구에서는 적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중 직접영향권은 강원도이지만, 국가 간 물류 현황 및
장래 유라시아 국제 운송 등과 같은 여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4)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나리오 반영 시 고려하였다.

1) 본 연구는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 일부의 내용으로 추후 발간 예정임
2) 김재진･이호창(2021), ｢강원도 지역 물류비 규모 및 효율성 분석 연구｣(강원논총)
3)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202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국토교통부(2017),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도로 및 교통부문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
4) 강원연구원(2017), 강원도 광역 교통･물류 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교통연구원(2017),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물류여건 및 수요조사 분석
북방경제위원회(2018), 시베리아철도 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교통연구원(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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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론의 설정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기준연도의 통행패턴에 대한 신뢰성을 전제로 교통영향권을 설정
한 후 장래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예측된 수요는 교통시
설의 개선과 확장 등 교통투자사업의 정책 입안 및 대안평가의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교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유발교통량(Induced traffic)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시행 전․후의 총 통행량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영향권 내의 특정존을 세분할 경우에는 지침에 제시된 방법에 의해 O/D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장래 국내 화물수요뿐 아니라, 국제 물류 변화에 따른 영향 검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장래 O/D를 구축하였다.
3) 분석자료의 구축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교통수요 예측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한다. 이때, 분
석권역에 적합한 공간적 자료(지역간 또는 광역권)를 활용해야 하며,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을 영향권으로 하며, 강원
도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권 자료의 부재를 감안하여 지역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20 KTDB(기준
연도 2019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자료는 여객 O/D의 경우 목표연도가
2050년까지 제공되지만, 네트워크는 확정된 개발계획이 반영된 2035년까지만 제공되고 있
다. 화물 O/D의 경우에는 화물물동량 자료와 화물자동차 자료로 구분되는데, 화물 물동량은
연간 단위, 화물자동차는 1일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수요예측 공간의 최소단위인
교통존은 전국 250개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수용하였다.
● 표 1 ● 본 연구의 교통수요 분석 기초자료의 구성
구분

여객

전수화
기준연도

네트
워크

비고

2016년

• 교통존: 250개
• 목표연도: 2019년, 2025-2050년(5년 단위)
• 승용차, 버스, 일반철도/지하철, 고속철도, 항공, 해운

평일 평균 기준

2016년

• 교통존: 250개
• 목표연도: 2019년, 2025-2050년(5년 단위)
• O/D의 구분
- 도로화물(톤･TEU/연) : 31개 품목, 도매업, 컨테이너
- 철도화물(톤･TEU/연) : 컨테이너, 비컨테이너
- 화물자동차(대/일) : 소형(2.5톤 미만), 중형, 대형(8.5
톤 초과)

철도 배정시 적용
도로 배정시 적용

2016년

• 교통존: 250개
• 목표연도: 2019년, 2025-2035년(5년 단위)
• 네트워크의 구분 : 도로, 철도(일반/지하철, 고속철도)

지역간
네트워크

OD
화물

내용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20), ｢2020 국가교통DB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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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의 범위 설정
분석에 필요한 기준연도는 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를 수행 1년 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여, 해당 기준연도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교통패턴이 기존과는 상이하여 이를 장래에도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래 목표연도는 2040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장래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그 이전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직접 영향권은 강원도로 설정하였으며, 간접 영향권으로 전국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국가간의 물류 및 국제 운송과 같은 여건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 표 2 ● 분석의 범위 설정
구분

내

용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9년

• 목표연도 : 2040년

공간적 범위

• 강원도를 포함하는 전국

내용적 범위

• 도로 및 철도 통행배정
- 여객 및 화물 단위 통행배정 수행
- 링크별, 교통존간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도출

2. 개발계획의 반영 및 시나리오의 설정
1) 개발계획 반영기준 설정
관련지침을 감안하여 장래계획별 반영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타당성조사가 장래 구상에 관한 연구로 목표연도를 2040년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지침을 추진단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진이 확실시되는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또는 면제사업)은 물론이고, 장래 상위계획(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사업)의 시행효과를
반영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 ● 개발계획 반영기준 설정
구분

관련지침
도로사업

• 실시설계 단계 또는 계획이 확실
시되는 사업(예타 통과 또는 면제)

철도사업

• 기본계획 고시 단계 또는 계획이
확실시되는 사업(예타 통과 또는
면제)

택지개발

• 실시계획 승인 단계

교통시설사업

교통유발사업

본 연구

• 예타 통과 또는 면제사업 및 상위
계획 반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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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의 설정
단일 기준 분석으로는 시행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가지 단계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우선 첫 번째는 미시행(DN : Do Nothing) 단계로, 현 수요예측 기초자료인 ｢2020
KTDB｣를 그대로 적용하는 안이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DN)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중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추가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사니리오(Do1)에 미반영되었으나, 물류 수송망 구축을 위한 광역교
통시설이 확정된 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철도사업의 경우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나, 도로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지연
되고 있어 강원도에서 국토부에 반영 건의한 노선을 모두 반영하였다. 아울러, 남북교류 활
성화 및 국제 철도망 연계를 감안하여 TSR 및 TCR을 연계하는 가정을 반영하였다.
● 표 4 ● 시나리오별 주요 개발계획(강원도) 반영 구분
구분
기본 개념

DN(Do Nothing)
• 2020KTDB 반영

Do1(Doing Base)

• 2020KTDB에 예산이 확정 • 2020KTDB에 장래 상위계
된 계획 반영
획 반영
• 제천~영월 고속도로

도로사업

-

• 춘천~속초선

• 춘천~속초선
• 동해북부선

-

-

철도사업

추가 통행량

Do2(Doing Scenario)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20), ｢2020 국가교통DB 구축사업｣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강원도 내부자료(2021)

•
•
•
•
•
•
•
•

제천~영월
영월~삼척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강화~간성
영덕~삼척
영천~양구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
•
•
•
•
•
•

춘천~속초선
동해북부선
용문~홍천선
원주 연결선
동해선 고속화
동해항 연결선
국제철도망 연계
(TSR, TCR)

• 남북 및 국제철도망 연계
물동량 철도에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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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 시나리오별 네트워크 구성
구분

DN
(Do
Nothing)

Do1
(Doing
Base)

Do2
(Doing
Scenario)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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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강원도 화물수요 특성 분석
1. 화물품목 구성 분석
2020년 KTDB가 제공하는 2019년 기준 강원도 도로화물의 품목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유출량의 경우 총 8,527.7만 톤/년의 물동량 중 광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2.6%(5,337.3만
톤/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화학공업품이 25.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강원도 도로화물 물동량의 화물품목 구성 현황
구분

유출량 기준
(만 톤/년)

비중(%)

유입량 기준
(만 톤/년)

비중(%)

농림수축산품
광산품
경공업품
잡공업품
화학공업품
금속기계공업품
기타
도매업
컨테이너
합계

274.2
5,337.3
146.8
83.4
2,196.2
160.1
5.9
260.9
63.0
8,527.7

3.2
62.6
1.7
1.0
25.8
1.9
0.1
3.1
0.7
100.0

188.0
4,823.9
147.9
78.7
1,317.2
156.7
3.0
433.9
96.7
7,246.0

2.6
66.6
2.0
1.1
18.2
2.2
0.0
6.0
1.3
100.0

주 : 1) KTDB(2020)의 화물물동량 O/D를 7개 품목과 도매업, 컨테이너로 재구성함
2) 농림수축산품 : 품목1∼품목4, 광산품 : 품목5∼품목9, 경공업품 : 품목 10∼품목 14, 잡공업품 : 품목15
∼품목17, 화학공업품 : 품목18∼품목21, 금속기계공업품 품목22∼품목29
자료 : KTDB(2020), 전국화물기종점물동량(O/D)

● 그림 1 ● 강원도 도로화물 품목별 현황(유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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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DB(2020)의 ‘전국화물기종점물동량(O/D)’ 자료의 강원도 시･군별 연간 유출입 도로
화물물동량을 살펴보면 유출 물동량의 경우 동해시가 19.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삼척시 14.57%, 원주시 13.16%, 강릉시 13.15%로 4개
지역이 차지하는 도로화물 유출량 비중이 6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입
물동량의 경우는 동해시가 21.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주시 15.65%,
강릉시 13.85%, 삼척시 12.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출 물동량이 많았던 4개 시 지역(동
해･원주･강릉･삼척)의 유입 물동량 비중은 약 63.8%로 나타났다.

● 그림 2 ● 강원도 시군별 도로화물 비중 현황(유출기준)

● 그림 3 ● 강원도 시･군별 도로화물 비중 현황(유입기준)

30｜ 강원논총 2021년 제12권 제2호

2. 강원도 도로화물 물동량 수요 전망
2020년 KTDB가 제공하는 2040년 기준 강원도 주요 화물품목의 시장 전망치는 유출량
의 경우 광산품 61.2%(6,078.만 톤/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화학공업품 26.9%(2,676.5만 톤/년), 도매업 3.4%(338.4만 톤/년) 순으로 분석되
었다. 2040년 기준 강원도 주요 컨테이너의 시장 전망치 유출량의 경우 2020년 63.0만 톤
/년에서 146.4만 톤/년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7 ● 강원도 주요 화물품목 유출량 전망 분석
(단위: 만 톤/년, %)
구분

2019년

2030년

2040년

2050년

농림수축산품

274.2

285.5

278.9

광산품

5,337.3

5947.2

경공업품

146.8

잡공업품

83.4

화학공업품

연평균 증가율
’19~’30

’19~’40

’19~’50

268.8

0.4

0.1

-0.1

6078.5

6210.8

1.1

0.7

0.5

150.7

154.4

158.3

0.3

0.3

0.3

80.6

65.9

53.9

-0.3

-1.2

-1.4

2,196.2

2502.8

2676.5

2841.1

1.3

1.0

0.9

금속기계공업품

160.1

177.8

190.7

203.0

1.1

0.9

0.8

기타

5.9

6.1

6.3

6.5

0.3

0.3

0.3

도매업

260.9

297.5

338.4

388.2

1.3

1.3

1.3

컨테이너

63.0

84.8

146.4

220.2

3.0

4.3

4.3

합계

8,527.7

9,533.1

9,936.1

10,350.8

1.1

0.8

0.6

주 : 1) KTDB(2020)의 화물물동량 O/D를 7개 품목과 도매업, 컨테이너로 재구성함
2) 농림수축산품 : 품목1∼품목4, 광산품 : 품목5∼품목9, 경공업품 : 품목 10∼품목 14, 잡공업품 : 품목15
∼품목17, 화학공업품 : 품목18∼품목21, 금속기계공업품 품목22∼품목29
자료 : KTDB(2020), 전국화물기종점물동량(O/D)

● 그림 4 ● 강원도 도로화물 물동량의 화물품목 전망 분석(유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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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TDB가 제공하는 2040년 기준 강원도 시･군별 주요 화물품목의 시장 전망치는
유출량의 경우 삼척시가 26.4% (2,624.5만 톤/년)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강릉시와 원주시가 13.1%(1,304.2만 톤/년, 1,297.2만 톤/년), 동해시
9.8%(977.9만 톤/년)를 순으로 나타났다.
2040년 기준 삼척시가 유출량은 2019년 1,242.6만 톤/년에서 2,624.5만 톤/년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해시의 유출량은 2019년 1,700만 톤/년에서 977.9만
톤/년으로 연평균 2.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의 도로화물 물동량의 감소하는 것
으로 예측된 것은 주로 광산품이 연평균 3.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영향으로 보인다.
● 표 8 ● 강원도 시･군별 도로화물 물동량 전망(유출기준)
(단위: 만 톤/년)
구분

2019년

2030년

2040년

2050년

춘천시

616.5

663.5

687.2

원주시

1,122.6

1,221.4

강릉시

1,121.0

동해시

연평균 증가율
’19~’30

’19~’40

’19~’50

707.4

0.7%

0.5%

0.4%

1,297.2

1,368.1

0.8%

0.7%

0.6%

1,273.1

1,304.2

1,334.7

1.2%

0.7%

0.6%

1,700.0

926.2

977.9

1,029.5

-5.4%

-2.6%

-1.6%

태백시

309.4

297.5

325.7

374.5

-0.4%

0.2%

0.6%

속초시

152.6

162.1

174.8

193.2

0.6%

0.6%

0.8%

삼척시

1,242.6

2,552.2

2,624.5

2,689.0

6.8%

3.6%

2.5%

홍천군

244.9

264.0

273.2

280.9

0.7%

0.5%

0.4%

횡성군

214

235.0

249.9

261.7

0.9%

0.7%

0.7%

영월군

433.2

468.2

486.6

503.7

0.7%

0.6%

0.5%

평창군

213.5

231.1

243.5

259.7

0.7%

0.6%

0.6%

정선군

306.8

323.3

333.1

341.9

0.5%

0.4%

0.4%

철원군

155.7

169.8

178.4

186.0

0.8%

0.7%

0.6%

화천군

56.2

60.4

62.8

64.8

0.7%

0.5%

0.5%

양구군

102.3

112.0

125.5

148.3

0.8%

1.0%

1.2%

인제군

122.8

131.4

135.0

138.2

0.6%

0.5%

0.4%

고성군

218.5

233.2

240.7

247.4

0.6%

0.5%

0.4%

양양군

195.1

208.6

215.9

221.8

0.6%

0.5%

0.4%

합계

8,527.7

9,533.0

9,936.1

10,350.8

1.0%

0.7%

0.6%

주 : KTDB(2020)의 화물물동량 O/D 중 강원도 시군별 유출입 물동량을 재정리함
자료 : KTDB(2020), 전국화물기종점물동량(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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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래 화물 수요예측
1. TSR-동해선 철도 연계 물동량 전망
1) 중국 동북지역과의 수출입 물동량 전망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2)에 따르면, 장래 동북 3성5) 지역들 중 TMR과 TSR을 활발히
이용할 지역은 흑룡강성과 길림성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들 지역들에서 발생할 컨테이너 물
동량은 2020년 172만 TEU에서 2030년 179만 TEU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기
열‧이현주 외(2017)6)에서는 2013년 GTI(Great Tumen Initiative)수요 추정치를 이용하여
중국의 동북2성 컨테이너 물동량 추정치를 추정한 결과 2020년 712만 TEU에서 2030년
1,003만 TEU 중 환동해지역 특히 북한의 나진항이나 러시아의 자루비노 항 등으로 이전
가능한 물동량은 2040년 약 211만 TEU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7).
● 표 9 ● 중국 동북2성 물동량 전망
(단위 : 만 TEU/년)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동북2성
총 발생 물동량

A

3,372

3,774

3,501

B

712

842

1,003

환동해지역
교류물동량

A

172

193

179

B

152

179

211

주 : 1) A는 국토교통부(2012) 내부자료의 추정치이며, B는 이기열･이현주 외(2017) 연구의 추정치임
2) 동북2성 총 발생 물동량은 요녕성의 3항(대련,잉커우,단둥)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임

2)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물동량 전망
러시아 극동지역의 국내 교류 물동량 전망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8)의 연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추정치는 기준년도 2017년 기준 TSR 이용 컨테이너 물동량과 부산항을 통
해 수출입되는 장래 컨테이너 물동량의 기간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또한 부산항의 장래 컨테이너 물동량 연평균 증가율이 1.30%대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결
과치이다. 향후 대 러시아 TSR 이용 물동량은 현재 83,400TEU 수준에서 2049년에는
142,668TEU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지린성, 요녕성, 헤이룽장성
6) 이기열‧이현주 외(2017), 환동해권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 및 물류시장 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
발원‧국토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41-01
7) 추정물동량은 중국교통부에서 발표한 컨테이너 화물인 24%와 1TEU당 평균 톤 수인 17.6톤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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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TSR 이용 연간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예측
(단위 : TEU/년)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49년

부산항 ↔
러시아(모스크바, 상트)

83,400

83,462

97,226

111,621

119,068

127,011

135,484

142,668

주 : 1) 부산항의 장래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 연평균 증가율
2) 2015-2020 : 3.60%, 2020-2025 : 3.10%, 2025-2030 : 2.80%, 2030-2040 : 1.30% 가정(한국해양
수산개발원(2014),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
자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8), 시베리아철도 이용 활성화 방안

3) 장래 북한과의 물동량 전망
국토해양부(2012)에서 제시한 장래 2030년 남북한 간 철도를 이용한 물동량(낙관적 시나
리오 기반)은 북한에서 남한지역으로 1일 15,069톤, 남한에서 북한지역으로 1일 16,295톤
으로 1일 총 31,364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8). 항만 물동량은 경우 원산항과 나진항을
기준으로 할 때, 2040년 기준으로 원산항은 연간 57만 TEU, 나진항은 106만 TEU 수준으
로 전체적으로는 약 163만 TEU의 물동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표 11 ● 장래 북한의 환동해권 항만 물동량 추정치
(단위 : 만 TEU/년)
구분

2025년

2030년

2040년

원산항

47.4

52.6

57.0

나진항

82.9

93.3

106.0

합계

130.3

145.9

163.0

주 : 1) 2016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146만 원으로 남한의 1980-81년과 유사하고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는 1960년대 후반과 유사하여 북한의 경제수준을 1975년 수준으로 가정
2) 양강도의 경우 신의주항이 있으나, 실제 처리 화물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과의 육상교역을
중심으로 추정
3) 북한의 수출물동량 90% 이상이 중국으로 가정
4) 환동해권의 범위에 맞추어 원산항과 나진항을 대상으로 물동량을 추정
자료 : 이기열‧이현주 외(2017), 환동해권 성장을 위한 지역개발 및 물류시장 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토
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총서 17-41-01, p.164

8) TKR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을 남한의 강원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과 북한의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으로 설정하였으며, 자료습득의 한계상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각각에 대한 물동량 추
정이 어려워 전체 전망 물동량의 50% 수준을 컨테이너화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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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 TKR 권역 간(북한↔남한) 장래 물동량 예측(낙관적 시나리오)
(단위 : 톤/일)
북한 → 남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남한)

합계

강원권(북한)

1,599

188

205

161

2,153

함남권

4,270

401

549

197

5,417

함북권

6,281

403

549

266

7,499

합계

12,150

992

1,303

624

15,069

남한 → 북한

강원권(북한)

함남권

함북권

-

합계

수도권

1,725

3,916

3,836

-

9,477

충청권

584

1,216

802

-

2,602

전라권

732

1,660

1,091

-

3,483

강원권(남한)

224

232

277

-

733

합계

3,265

7,024

6,006

-

16,295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2)

4) TSR-동해선 철도 연계 물동량 전망
북방경제위원회(2018)9)은 TSR과 TSR이 2030년에 연결된다는 가정하에 TKR∼TSR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2030년을 기준으로 17.6천 TEU로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철도의 수송용량과 시설추가가 없는 한 이 수준은 2049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표 13 ● TKR-TSR 이용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 : TEU/년)
출발지

도착지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49년

부산항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

83,400

83,462

97,226

176,000

176,000

176,000

176,000

176,000

주 : 1) TSR 이용 컨테이너 물동량은 해운을 거치지 않고 육로만을 이용하여 TKR+TSR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물동량과 해운+TSR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함
2) 한러 컨테이너 물동량 중 25%가 TKR 연결시 TSR로 수송함을 가정함
자료 : 북방경제위원회(2018.10), 시베리아철도 이용 활성화 방안, p.76

9) 이 연구에서는 정봉민 외(2008)에서 제시한 한러간 물동량 추정 결과를 그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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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장래 수요예측 결과
1) 도로 수요예측 결과
현황(2019년) 대비 장래(2040년, DN : Do Nothing) 도로 통행배정을 수행하였다. 배정
결과 중 화물운송을 주로 담당하는 중대형 화물차 배정결과를 보면, 전국 대비 강원도의 비
중은 2.8% 수준이며, 장래에는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요 산
업단지 및 항만이 강원도 이외 지역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강원도 내에서는 중앙 및
영동고속도로의 화물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4 ● 화물차량 통행배정 결과(중대형)
구분

현황(2019년)

장래(2040년)

전국 대비 2.8% 수준

전국 대비 2.5% 수준

중대형
화물차
(대/일)

아울러, 품목별 물동량 이동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공로 네트워크의 용량을 조정하여
도로 물동량을 통행배정하여 이동 특성을 파악하고, 장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도로
를 이용하는 화물품목은 현황과 장래 모두 전국 대비 4.7% 수준을 유지하지만, 강원도의
비중이 높은 광산품은 전국 대비 10.9%에서 12.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래에도
벌크화물의 비중은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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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물동량 통행배정 결과
구분

현황(2019년)

장래(2040년)

전국 대비 4.7% 수준

전국 대비 4.7% 수준

전국 대비 10.9% 수준

전국 대비 12.2% 수준

전체
품목
(천톤/연)

광산
품목
(천톤/연)

그리고, 장래 시나리오별 차량 이동패턴 변화 검토를 위해 전체 차종 및 중대형 화물차의
배정결과를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전체 차종과 중대형 화물차의 패턴에는 차이가 발생되는
데, 일반 여객에 비해 중대형 화물차는 영동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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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DN과 Do1의 경우 패턴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래
광역 고속도로가 대폭 확충된 Do2의 시나리오에서는 영월~삼척, 영천~양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16 ● 시나리오별 도로 통행배정 결과(2040년)
구분

DN

Do1

Do2

전체 차종(대/일)

중대형 화물차(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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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수요예측 결과
철도 화물은 컨테이너와 벌크(비컨테이너)로 구분되어, 시나리오별로 수단을 구분하여 철
도 통행배정을 수행하였다. 다만, 단선 철도 노선(춘천~속초선)은 화물 운송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화물 수요 배정 시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동해북부선은 단선임에도 불구
하고 TSR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이 가능토록 가정하였다.
분석결과, DN 시나리오에서 강원도의 컨테이너 화물 비중은 매우 약하지만, 동해항의
일부 물량이 태백선과 영동선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철광석 등의 벌크화
물은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태백선에서의 이동 비중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 표 17 ● 철도 화물 통행배정 결과(2040년,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1)
구분

컨테이너

벌크화물

DN
(Do
Nothing)

아울러, Do1 시나리오에서는 동해북부선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화물 운송량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난 반면, Do2 시나리오에서는 TSR과의 연계 물동량 반영의 영향으로 동해북부선
의 수송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강원도 내부를 보면 TSR 연계 물
동량 영향으로 인해 동해북부선의 남측의 동해선 고속화 구간 및 영동선을 이용하는 화물
량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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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철도 화물 통행배정 결과(2040년,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2)
구분

Do1
(Doing
Base)

Do2
(Doing
Scenario)

컨테이너

벌크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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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도출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 고속도로 사업이 2040년 완공될 경우, 강원도 전체의 통행시
간(교통량 가중평균)은 약 3.3% 정도 감소하며, 각 시군은 최소 1.6%에서 14.6%까지 감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의 통행시, 강원도 전체
의 통행시간의 감소효과는 약 3.1%로 강원도 내부통행이 포함된 3.3%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위주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장래 철도사업(동해북부선) 및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4개 사업 반영시 강원도 전체에서는 통행시간이 9.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군
별로는 최하 2.3%에서 최고 18.2%의 통행시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그림 5 ● 강원도 시･군별 평균 통행시간 변화(2040년, 도로)

● 그림 6 ● 강원도 시･군별 통행시간의 감소율(2040년,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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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도출
강원도는 그간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타 지역과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릉선 및 동홍천~양양 고속
도로 등을 통해 대규모 확충을 이룬바 있다. 아울러, 현재도 제천~영월 고속도로를 비롯하
여, 춘천~속초선, 동해북부선 등을 통해 대규모 교통시설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연구10)에서도 나타났듯이 국가 평균에 비해 강원도의 단위 수송비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도출되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물류 중심지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수송망 부분이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원도 교통물류 분야의 사업 추진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요가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며, 지역의 산업 특수성으로 인해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광산품 중심의 벌크화물의 수
요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화물수요도 동해, 강릉, 원주, 삼척 등 일부지역에 절대
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시군들의 경우는 화물수요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각종 대규모 교통SOC사업들이나, 물류시설 및 지원사
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부족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이들 사업들을 평가
할 때 활용되는 ‘국가교통DB’에 데이터들을 살펴보아도 화물수요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한 면이 바다고, 또 한 면은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접경(평
화)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북아 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수요가 변
동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의 물동량, 장래 북한과의 물동량, 또한
동해선 철도와 북한철도 그리고 TSR이 연계되었을 때를 가정한 물동량을 고려하여 시나리
오별로 장래 교통수요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검토된 시나리오에서는 강원도에서 국가계획
에 반영을 요청한 교통SOC 사업들을 반영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장래 강원도의 물류흐
름에 있어 중요한 교통축으로는 제천-삼척 축과 영천-양구 축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흐름
에서 전망해 볼 때, 컨테이너 중심의 화물수요는 동해항을 중심으로 일부 발생할 것으로 전
망되며, 벌크화물은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태백‧
영동선 철도의 화물운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태백‧
영동선 철도사업의 현대화 및 신설 그리고 동해선 강릉-삼척 구간의 고속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김재진･이호창(2021), ｢강원도 지역 물류비 규모 및 효율성 분석 연구｣, 강원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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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강원경제의 산업연관분석
1)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강원도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7%를 차지하며,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
(道)이며, 인구는 약 154만 명이다. 강원도의 GRDP는 2019년 기준 약 48.8조 원으로, 전
국 17개 광역시, 도 가운데 13번째 순위에 있다. 넓은 면적의 장점이 있지만, 산지의 면적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과 발전에 제약이 있으며, 경제의 중심지인 수
도권과 인접해있다는 점에서 산업을 유치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강원도는 지리적, 경제적 특성상 대부분의 투입물을 수도권에서 공급받고 있다. 마찬가지
로 생산과 배분, 소비구조도 수도권으로 유출이 높은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제적 구조는 수
도권 의존도가 높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도 연결되어 있다. 자동차 부품을 예로 들 경
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산업은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에서 생산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다. 음식료품은 충청, 전라권과의 거래구조가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지역경제
는 특정 지역과 산업의 의존도가 높을 수 있지만,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지역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의 얽혀있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이 산업연관분석이다. 산업
연관분석은 지역경제 분석에 적합한 방법이며, 지역간 투입, 배분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지역(분석 방법에 따라 국가) 단위 분석에 있어서, 파급효과 분석에 가장
널리 쓰이는 분석 방법으로 스포츠(올림픽), 관광(테마파크), 자연재해, SOC 사업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바탕으로 강원도 경제구조를 알아볼 것이며, 강원도 주요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등을 살펴보고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정책을 제언
할 것이다.

1) 본 연구 노트는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역사회혁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된 과제의 일부를 재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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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연관분석의 의의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이용된다. 일반적인 자료들은
미시적(micro) 자료와 거시적(macro) 자료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는 미시, 거시적 자료를
분류하지만,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미시, 거시적 자료는 서로 연결되어있는 하나의 흐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활동, 소비, 정부지출,
수입, 수출 등의 자료들을 포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산업연관표(투입산출표)2)라고
한다.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에 특정 국가(혹은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활동에 대하여 행렬 형
태로 정리된 표이며, 산업의 상호 연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는 크게
상품과 산업, 부가가치, 최종수요(가계소비, 정부소비, 저축, 투자, 수출, 수입)부문으로 구성
된다. 자료 작성 대상과 방식에 따라, 전국산업연관표와 지역산업연관표로 구분되며, 전국산
업연관표는 모든 지역간 산업에서의 거래를 포함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지역산업연관표는
17개의 광역 시, 도의 지역으로 구성되며, 지역간 산업 거래내역을 반영한다. 따라서 지역
산업연관표의 17개 광역 시, 도의 자료를 더하면 전국산업연관표의 값과 동일하게 된다.3)
과거 산업연관표는 1960년부터 전국산업연관표 자료를 제공해왔지만, 지역산업연관표는
2003년부터 자료를 제공해왔다. 특히 지방분권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성과 분석과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 산업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
졌기에, 산업연관분석은 갈수록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산업연관표의 구조
산업연관표는 행렬로 표기되며, 세로(열, column) 방향에서 보면, 각 산업이 재화와 서비
스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나타내며 이를 투입구조로 나타난다. 반대로 가로(행,
row) 방향으로 볼 경우, 각 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사용되는지를 나
타내며 이를 배분구조라고 한다.
자동차산업을 투입구조로 본다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강, 유리, 전기, 석유
화학, 운송서비스 등의 다양한 중간재가 투입(중간투입)되고, 이것은 다시 노동과 자본의 부
가가치 투입과 결합되어 총 산출로 이어진다. 배분구조로 자동차산업을 본다면, 자동차는
농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 서비스업, 국방, 행정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된다(중간
2) 산업연관표는 산업의 생산활동의 투입, 산출구조를 반영하며, 투입산출표라고 불리기도 한다.
3) 전국산업연관표는 매년 자료가 갱신되지만, 지역산업연관표의 경우 5년에 2번정도 자료가 갱신
된다. 지역산업연관표는 17개 광역 시, 도로 구성되는 만큼, 자료의 수집, 구축하는 과정에서 시
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기에 최신자료를 구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산
업연관분석에 있어서 5년간의 산업구조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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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또한 가계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고, 정부에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 수출, 수입 등
(이하 최종수요)과 부문과 결합한다면 총수요로 구성된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투입 = 총산출
총투입 = 중간투입 + 부가가치
총산출 = 중간수요 +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 수입) - 잔폐물

4. 지역산업연관표의 종류
지역산업연관모형은 크게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 Inter-Regional Input Output
Model)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 Multi-Regional Input Output Model)으로 구분된다.
1)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
지역간 산업연관모형(IRIO)은 지역내 기술구조와 지역간 상호의존관계의 교역구조를 반영
하며, 아이사드(Isard)에 의해 고안되어 아이사드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지역간 산업연관모
형의 분석을 위해 간단한 2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는 총산출 벡터,   는 중간거래 행렬로

     
     

형태로 나타난다. 최종수요 벡터

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에서 중간거래(중간투입액) 행렬을 산출액으로 나누면, 지역
투입계수행렬   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투입계수행렬에서 대각에 있는   ,   는 각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자기지역 내
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간재로 투입한 비율이며, 지역내 투입계수(intra-regional input
coefficient)라고 불린다. 비대각에 있는   ,   은 생산활동을 위해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간재로 구입한 비율이며, 지역간 투입계수(inter-regional input coefficient)라고
불린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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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을 생산유발계수(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라고 부르며, 이를 이용하여 지역
간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2)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
다지역 산업연관모형(MRIO)은 지역간 산업연관효과를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지역간 산업
연관모형을 단순화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체너리(Chenery)와 모제스(Moses)에
의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체너리-모제스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의 핵심은 지역간 투입계수를 지역기술계수(regional technical
coefficient)와 교역계수(trade coefficient)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역기술계수는 생산에 투
입된 중간재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인지 구분하지 않고, 지역 내 총투입액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2개의 지역을 가정한 지역간 산업연관모형과 비교해보면, 지역 1의 투입계
수는   과   로 구분되지만,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에서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중간재를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지역기술계수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지역
기술계수  는 다음과 같다.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간 교역관계는 교역계수  를 이용하여 파악한다. 교역계
수에서 
  은 각 상품에 대해 지역 1에 공급된 상품 중 지역 1에서 생산된 상품의 비율을
대각행렬로 나타낸 것이고, 
  은 지역 1에 공급된 상품 중 지역 2에서 생산된 상품의 비
율을 대각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타 지역으로부터 공급된 상품이 어느 부문의 중간재로 투
입되는지, 최종재로 사용되는지에 관계없이 각 부문이나 최종수요에 동일한 비율(교역계수)
만큼 사용된다고 가정한다.4)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에서도 지역간 산업연관모형과 마찬가지로

 는 지역의 최종수요 벡터를 나타내고,  는 총산출 벡터를 나타내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한국은행(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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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은 지역간 산업연관모형과 방법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을 산출액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이 생산유발계수(레온티에프 역행렬계수)이며, 이를 이용하여 지역간
파급효과를 계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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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결과
1.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전 산업 생산에 미
치는 영향을 말한다. 생산유발효과는 레온티에프 역행렬 계수 표를 이용하며, 파급효과를
산정한다. 생산유발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이때  는 각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 산업의 직접생산효과를 나타낸다.  는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액을 나타내며 1차 생산파급효과다.   은 1차 생산파급효과로 나타난 각 산업
부문 생산물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투입액을 의미하며, 2차 생산파급효과다. 마찬가지로

     ⋯    은 3, 4차, …, n차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의 평균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 표 1 ● 전국 생산유발계수
지역

생산유발계수

지역

생산유발계수

지역

생산유발계수

서울

1.882

충남

1.862

부산

1.871

인천

1.848

광주

1.877

울산

1.849

경기

1.885

전북

1.876

경남

1.871

대전

1.871

전남

1.847

강원

1.881

세종

1.944

대구

1.412

제주

1.791

충북

1.891

경북

1.882

평균

1.843

전국생산유발계수의 평균은 1.843으로,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1.881) 다섯 번째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즉 상품,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 발생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는 2013년 발표된 수치(생산유발계수 1.851)와 비교하여 0.030이
높아졌다.5)

5) 2013년의 자료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하는 자료이고, 2015년 자료는 2015년 기준 개편된 자료
이므로 비중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고 계수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강원
도 산업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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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업별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 산업에 1,000억 원의 투입을 가정하여 본
다면, 각 지역별 생산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표 2> 참고).
● 표 2 ● 전국 생산유발 파급효과
(단위 : 억 원)
지역

생산유발효과

지역

생산유발효과

지역

생산유발효과

서울

1,882

충남

1,862

부산

1,871

인천

1,848

광주

1,877

울산

1,849

경기

1,885

전북

1,876

경남

1,871

대전

1,871

전남

1,847

강원

1,881

세종

1,944

대구

1,412

제주

1,791

충북

1,891

경북

1,882

평균

1,843

강원도 내의 산업별 생산 파급효과는 <표 3>과 같다. 1,000억 원의 투입을 가정했을 때,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평균 1,881억 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산업은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시멘트, 자동차부품, 기타서비스 등 16개 산업이다. 특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비금속광물, 금속가공제품 등에서 생산유발금액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주요 산업 규모와 연계해서 본다면, 강원도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생산유발금액이 높은 산업군에서도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시
멘트, 자동차 부품 등이 강원도 주요, 핵심 산업이며 강원도 경제에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강원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품,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의
약품, 의료기기 등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업종의 대부
분이 수도권(경기)에 밀집되어있는 상황, R&D 집약적인 산업 특성 등은 파급효과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52｜ 강원논총 2021년 제12권 제2호

● 표 3 ● 강원도 생산유발 파급효과
(단위 : 억 원)
부문

생산유발효과

부문

생산유발효과

농림수산품

1,671

기계 및 장비

2,117

광산품

1,798

운송장비

1,944

음식료품

2.187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2,182

2,004

2,333

화학제품

1,884

비금속광물

2,226

1차 금속제품

1,929

금속가공제품

2,22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1,872

2,059

기타 제조업
제품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
전력, 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2,122

1,782

1,538

2,001

부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생산유발효과

1,628

1,483

1,327

1,483

1,692

1,721

1,678

기타

2,016

1,654

의약품

1,750

2,032

시멘트

2,052

1,861

자동차부품

2,606

1,690

의료기기

1,878

1,372

평균

1,881

연구노트 _ 강원경제의 산업연관분석 ｜53

2. 부가가치유발효과
재화,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의 증가는 국내 생산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생산 과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유발한다. 어떠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로 상품이 투입되고, 이
는 다시 노동과 자본으로 구성되는 부가가치와 결합하여야 온전한 완성품으로 생산이 된다.
또한 부가가치는 다시 가계에 투입되며 이는 가계소비로 이어진다.6)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계수는          의 형태로 나타내며,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의 관계식은 다
음과 같다.

 
 








 
 

 







  

   



이때 
  은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이며, 위 식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부가가치유발계수 행렬은 
      이다. 부가가치계수의 평균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
● 표 4 ● 전국 부가가치유발계수
지역

부가가치
유발계수

지역

부가가치
유발계수

지역

부가가치
유발계수

서울

0.759

충남

0.757

부산

0.766

인천

0.750

광주

0.752

울산

0.732

경기

0.764

전북

0.757

경남

0.774

대전

0.773

전남

0.752

강원

0.780

세종

0.769

대구

0.969

제주

0.743

충북

0.780

경북

0.780

평균

0.774

6) 노동과 자본의 부가가치는 가계(household)로 유입되며 이는 가계소비로 이어지는데, 통상적으로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가계부문인만큼 부가가치는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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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 산업에 1,000억 원의 투입을
가정하여 본다면, 각 지역별 부가가치유발효과(금액)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부가가치유발
액은 전국 평균 774억으로, 강원도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유발액으로 나타났다. <표
6>과 같이, 강원도 내 산업별 부가가치 파급효과를 보면 주요,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제조업 모두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가가치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한다. 가장 부가가치유발액이 낮은 산업인 석탄 및 석유제
품은 원자재 투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반대로 부가가치유발액이 가장 높은 산업
인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표 5 ● 전국 부가가치유발금액
(단위 : 억 원)
지역

부가가치
유발액

지역

부가가치
유발액

지역

부가가치
유발액

서울

759

충남

757

부산

766

인천

750

광주

752

울산

732

경기

764

전북

757

경남

774

대전

773

전남

752

강원

780

세종

769

대구

969

제주

743

충북

780

경북

780

평균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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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강원도 부가가치 파급효과
(단위 : 억 원)
부문

부가가치
유발금액

부문

부가가치
유발금액

부문

부가가치
유발금액

농림수산품

882.49

기계 및 장비

727.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887.85

광산품

889.61

운송장비

486.12

사업지원서비스

916.44

음식료품

785.53

기타 제조업
제품

769.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943.62

섬유 및
가죽제품

679.59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

857.34

교육서비스

934.69

목재 및
종이, 인쇄

701.70

전력, 가스,
수도

678.7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855.60

석탄 및
석유제품

494.47

건설

832.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895.42

화학제품

677.4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897.45

기타

857.60

비금속광물

846.11

운송서비스

728.47

의약품

760.09

1차 금속제품

523.38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842.55

시멘트

733.08

금속가공제품

729.69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71.53

자동차부품

690.8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596.9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923.43

의료기기

746.72

전기장비

687.77

부동산 서비스

968.20

평균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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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다. 노동은 특히 고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생산유발효과와 연계해서 본다면, 고용유발효과를 알 수 있다. 고용유발효과도 부가가치 유
발효과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은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이며, 위 식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은 노동유발계수 행렬이며, 이를 이용하여 고용유발효과를 알 수 있다.

● 표 7 ● 전국 고용유발계수
지역

고용유발
계수

지역

고용유발
계수

지역

고용유발
계수

서울

0.350

충남

0.321

부산

0.352

인천

0.332

광주

0.343

울산

0.314

경기

0.341

전북

0.335

경남

0.343

대전

0.350

전남

0.325

강원

0.351

세종

0.344

대구

0.436

제주

0.321

충북

0.341

경북

0.334

평균

0.343

지역, 산업별 고용유발효과를 보기 위해, 전 산업에 1,000억 원의 투입을 가정하여 본다
면, 각 지역별 고용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000억 원의 투입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는 전국 평균 343명이며, 강원도는 35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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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전국 고용유발효과
(단위 : 명)
지역

고용유발
효과

지역

고용유발
효과

지역

고용유발
효과

서울

350

충남

321

부산

352

인천

332

광주

343

울산

314

경기

341

전북

335

경남

343

대전

350

전남

325

강원

351

세종

344

대구

436

제주

321

충북

341

경북

334

평균

343

● 표 9 ● 강원도 고용유발효과
(단위 : 명)
부문

고용유발
효과

부문

고용유발
효과

부문

고용유발
효과

농림수산품

199

기계 및 장비

3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489

광산품

338

운송장비

254

사업지원서비스

571

음식료품

252

기타 제조업
제품

3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549

섬유 및
가죽제품

317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수리

404

교육서비스

708

목재 및 종이,
인쇄

312

전력, 가스,
수도

227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543

석탄 및
석유제품

327

건설

4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302

화학제품

259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406

기타

464

비금속광물

341

운송서비스

345

의약품

290

1차 금속제품

226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356

시멘트

259

금속가공제품

343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93

자동차부품

31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4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05

의료기기

343

전기장비

270

부동산 서비스

146

평균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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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도출
강원도는 넓은 면적에 비해, 경제적 규모는 약한 축에 속한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해있는
지리적 특성상, 산업의 육성 정책에 대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가령 강원도에서 주요,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경기권, 동남
권(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미 주요 산업단지가 육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와 같은 바이오산업의 경우, R&D 집약적인 산업으
로 자본뿐만 아니라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투입, 육성이 필요한 산업이다. 강원도의 지리적,
경제적 특성상 생산가능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 온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의 강원도의 주요 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음식료품 판매업, 시멘트 제조
업을 들 수 있다. 현재에서 미래의 강원도의 주요 성장 동력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전반에 대하여 미시적, 거시적 연결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물경제에서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
과가 반드시 해당 지역, 산업에 도출된 결과와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정책입안 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원도는 수도권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관련 효과가 수도권에 흡수가 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서 더 정
교하고 깊이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의 결과값을
활용하여 강원도 산업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 입안 시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타 시, 도와의 경제 구조, 유출입 구조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에서 생산된 파급효과의 누출(leakage) 구조
분석을 통하여 지역간의 경제구조 파악이 가능하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의 누출구조 분석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연구노트 _ 강원경제의 산업연관분석 ｜59

참고문헌
이춘근(2006), ｢지역산업연관분석론｣, 학문사.
조성종(2007),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경기도 경제”, 경기연구원.
지해명(2001), “공교육비가 지역간 소득교육비의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 다지역 CGE 모형 분석”, ｢경제학
연구｣, 한국경제학회
지해명(2003),“MRIO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관광지출승수의 누출구조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4권 제2호,
29-41
지해명･민경휘･정준호(2002), “지역발전 인센티브 구조와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지해명(2003), “MRIO 시산표작성：지역간 교역계수 추정연구”,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2000),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 구축 및 분석｣.
한국은행(2015),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2015), ｢2013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2016),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2019), ｢2015년 산업연관표｣.
Polenske, K.(1980), The U.S. Multiregional Input-Output Accounts and Model, Lexington Books.
Rauch, J.(1993), “Productivity Gains from Geographic Concentration of Human Capital”, Journal of

Urban Economics.

저자소개
정영호 jeongyhhh@rig.re.kr
2020년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경제학 전공(박사)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경제, 에너지경제, 환경
경제 분야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2021 제5회 강원연구원 대학(원)생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수상작

• 우수상 : 강원도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철원군 현지답사를 중심으로 정 세 욱(강원대학교)

강원연구원 대학(원)생 연구논문 공모전 개요
∎ 참가 자격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생 또는 강원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공동 응모자는 모두 응모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모 분야
- 자유주제 전 분야(강원도를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야 함)
∎ 공모 일정
- 응모 기간 : 2021년 4월 1일 - 10월 29일
- 시상식 : 2021년 12월 3일(금) 강원연구원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1편 상금 300만 원 및 상장(해당 논문 없음)
- 우 수 상 : 3편 상금 각 200만 원 및 상장(2편 수상작 선정)

강원도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철원군 현지답사를 중심으로 -

정세욱(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원도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철원군 현지답사를 중심으로 사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강원도 내 지오투어리즘의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로 강원도 철원군을 선정했다. 강원도 철원군은 유네스코의
지위를 지닌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지오투어리즘
활성화에 있어 강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Ⅱ장에서는 철원군 지오투어리즘의 구성 요소 및 형태 요소를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후 인류학 현지 조사 방법인 현지답사 및 참여관찰을 선택하여, 2020년 11월 16일과
2021년 8월 12일, 두 번의 현지답사를 다녀온 후, 자료를 종합하여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했다.
철원군이 지닌 지오투어리즘의 한계점은 지질관광 코스의 상관성, 과거 흔적, 편의시설, 교육 프로
그램,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 중 지질관광 코스의 상관성, 과거 흔적, 편의시설의 경우
에는 철원군주체적인 문제 인식이 필수이다.
Ⅲ장에서는, 철원군 지오투어리즘의 교육프로그램 한계점을 보완할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을 제시
했다.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강원도 철원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오투어리즘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지역사회 교육 제공, 관광객 편의 제공,
‘정체성’ 확보. 인구감소 문제 해결 가능성의 장점이 있으며, 철원군 외에도 강원도 및 전국 지오파크
권역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내용의 교재, 교육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의 구체적 연결, 기초교육제도와의 연계, 세계적 공동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 세계
지오파크와의 연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다른 대안관광에도 적용 가능
하다는 측면에서, 관광으로부터 생겨나는 지역사회 정체성 감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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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지 선정
1) 연구 배경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20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9p.)

● 그림 1 ● 국내여행 방문지 (중복응답, 단위 : %)
문화체육관광부의「2020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국내 여행 방문지
중 전국 2위(10.8%), 관광여행 지출액 총액 전국 2위 (3,184십억 원, 전체 20,213십억 원)
를 기록했다.1) 해당 통계를 통해 강원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관광지로 선호 받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관광지 선호도를 통한 다량의 관광
객 수요는 오버투어리즘과 연계되어, 수용범위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현지 주민의 사생활 침해, 쓰레기 불법 투기, 관광지 물가･지가
상승 문제가 나타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정체성’ 감소 및 관광객 혐오가 나타날
수 있다(이서현, 2018: 89). 즉, 관광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이로
인한 삶 만족도 저하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대안관광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강원도 내의 관광 형태에 지속가능성을 부여
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오투어리즘은 강원도의 대표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안관광이다.
1995년 Thomas. A. Hose로 인해 대안관광의 한 축으로 등장한 지오투어리즘은, 지질학을
중심으로, 지질학적 특성을 지닌 자원과 역사적 특성을 지닌 자원을 함께 연계하는 관광이
다.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안내와 해설을 목표하며, 건전한 지역사회

1) 문화체육관광부「2020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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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윤경호, 2015: 59). 강원도에는 국가지질공원의 지위를 지닌
지오파크가 총 3곳2)이 존재해, 지오투어리즘을 활성화 하는데 최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내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선행연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그에 따른 지
오투어리즘 활성화 및 지오투어리즘 관광형태의 구성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
에, 강원도 내 지오투어리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를 상세하게 분석해 지역사회에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오투어리즘의
강점을 지닌 연구대상지를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2) 연구지 선정
본 연구는 지오투어리즘 핵심 연구대상지로 강원도 철원군을 선정했다. 철원군은 수도권
과 인접하며, 강원도 내 다른 국가지질공원 권역과 달리 유일하게 유네스코의 지위를 지닌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또한 철원군은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코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코스의 성격은 지오트레일 및 지질관광
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즉, 철원군은 이러한 지오투어리즘 내
강점을 지니고 있어 강원도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에 있어 상당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내 지오투어리즘의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먼저 Ⅱ장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철원군 지오투어리즘의
구성 요소 및 형태 요소를 분석한다. 철원군의 구성 요소 및 형태 요소를 통해 철원군의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현지답사를 통해 철원군의 지오투어리즘 현황을 관
광객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현황 분석을 통해 철원군 지오투어리즘의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답사를 통해 드러난 철원군 지오투어리즘의 한계점을 보완할 정책을 제
언한다. 정책 제언을 통해, 철원군 및 전반적인 강원도내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 도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목표한다.

3. 연구 방법
연구자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생으로, 인류학 현지 조사 방법인 현지답사 및 참여
관찰을 이용해 지오투어리즘 관광객의 시선에서 연구를 진행했다.3) 현지답사 전, 강원도 내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선행연구와 철원군 지오투어리즘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문헌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자는 2020년 11월 16일에 1차 현지답사를 다녀왔으며, 변화한 측면
2)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3곳이 존재한다.
3) 현지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전에 진행하였으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현지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여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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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 8월 12일에 2차 현지답사를 다녀왔다. 두번의 현지
답사 이후에는 2020년 11월과 2021년 8월에 수집한 자료를 비교했다. 두 번의 현지답사
코스 및 이동 거리는 동일하며, 답사 과정은 다음의 표, 그림과 같다.

● 그림 2 ● 연구자 답사지 위치
● 표 1 ● 연구자 답사지, 이동경로, 거리, 시간
답사지
장소➊
노동당사
장소➋
철원용암대지
장소➌
직탕폭포
장소➍
고석
장소➎
대교천
장소➏
삼부연폭포

이동경로, 거리, 시간
코스
이동거리

망원역-철원-노동당사 주차장-노동당사
112km

코스
이동거리

1.6km

9.6km

4.7km

이동시간

15분, 도보이동 1분

이동시간

10분, 도보이동 20분

고석정 주차장-대교천 현무암 협곡 앞
1km

코스
이동거리

도보이동 1시간 20분

직탕폭포 주차장-고석정 주차장-고석정

코스
이동거리

이동시간

노동당사-직탕폭포 주차장-직탕폭포

코스
이동거리

1시간 40분, 도보이동 2분

노동당사-소이산전망대-노동당사

코스
이동거리

이동시간

이동시간

3분, 도보이동 1분

대교천 현무암 협곡 앞-삼부연폭포 앞
11km

이동시간

20분, 도보이동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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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철원군과 지오투어리즘
1. 철원군의 지오투어리즘 구성 요소
1) 철원군의 지오파크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지질학적으로 보존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하며, 지질명소란 지질유산 중에서도 더욱 뛰어난 지질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지질유
산을 의미한다. 지오파크는 지질유산과 지질명소를 포함하며, 지구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보전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가능케 하는 지질학적
장소이다(윤경호, 2015: 58).
철원군은 강원도의 지오파크에 포함된 다른 지역과 달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와
함께 지오파크에 포함되어 있다. 철원군은 본래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에 속해있었
으나, 지질학적 특성이 유사한 지오파크를 구성하는 사업에 의해 2017년, 한탄강 세계지질
공원에 편입되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평강군 발원, 철원군~연천군까지 약 140㎞ 길
이의 한탄강을 중심으로, 협곡마다 기암절벽, 하식애, 하식동굴 등의 지질유산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군, 연천군, 철원군 3개의 총면적 1,164.7㎢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개의 지질명소와 9개의 예비명소를 포함한다.4) 이 중 철원군은
7개의 지질명소와 1개의 예비명소를 포함하며, 398㎢의 면적을 이루고 있다.5)
● 표 2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및 예비명소6)
지질공원

철원

연천

이름

지질명소

직탕폭포, 송대소, 고석정, 삼부연폭포,
철원 용암대지 (소이산 전망대), 샘통, 평화전망대

예비명소

대교천 현무암 협곡

지질명소

재인폭포, 백의리층, 좌상바위,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전곡리 유적 토층

예비명소

임진강 주상절리, 동막골 응회암, 차탄천 주상절리, 당포성

지질명소

화적연, 지장산 응회암, 멍우리 협곡,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아트밸리와 포천석

예비명소

교동 가마소, 백운계곡과 단층, 옹장굴, 구라이골

포천

4)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http://hantangeopark.kr/bbs/content.php?co_id=sight_01_00 (2021. 10. 26 검색.)
5) 포천군 지질명소 5개, 예비명소 4개, 연천군 지질명소 5개, 예비명소 4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http://hantangeopark.kr/bbs/content.php?co_id=sight_02_00 (2021. 10. 26 검색.)
6)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http://hantangeopark.kr/bbs/content.php?co_id=sight_01_00 (2021.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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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원군의 지질명소, 예비명소, 지질유산
(1) 한탄강 일대
철원군에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와 예비명소7) 외에도, 지질유산이 존재한다.
철원군의 지질명소, 예비명소, 지질유산은 한탄강, 동송･철원읍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탄강은 철원 용암대지 사이 흐르는 깊은 협곡의 강이며, 용암대지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한탄강은 신생대 제4기, 분출과 현무암 용암류의 열하분출8)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지질
학적 특성이 있다. 현무암 용암류는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내렸으며, 이에 따라 서쪽에는 대
교천이 형성되었다. 현무암 용암대지 사이 형성된 한탄강은 이후 침식의 과정을 거쳤으며,
매몰과 함께 지금의 협곡을 형성하게 된다(이의한, 2015:89). 해당 변화과정은 직탕폭포,
송대소, 고석정, 삼부연폭포, 총 4곳의 지질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예비 명소
로는 대교천 현무암 협곡이 존재하며, 주요 지질유산으로는 순담계곡이 있다.
(2) 동송읍 및 철원읍 일대
철원 용암대지는 한탄강 협곡과 동일한 시기, 열하분출로 인해 동송･철원읍에 펼쳐졌으
며, 남한의 내륙지역에서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용암대지9)이다. 철원 용암대지의 해발고
도는 하류로 갈수록 낮아지는 특성이 있으며, 골짜기가 넓어진 지역에선 평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철원평야로 불린다.10) 철원의 용암대지 내부에는 스텝토 또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인 입지점이 많아 6･25 전쟁 당시 격전지로 역할을 했다.11) 동송읍과 철원읍 일대의
지질명소는 철원 용암대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이산 전망대, 샘통, 평화전망대, 총 3
곳이 있으며, 주요 지질유산으로는 백마고지, 아이스크림 고지, 노동당사, 제2땅굴이 있다.

7) 지질명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지정하려 하는 지질유산을 의미한다.
8) 열하분출이란, 지각의 틈을 따라 용암이 분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http://koreadmz.kr/cheorwon2, (2021. 10. 06. 검색.)
9) 용암대지란, 용암이 다량으로 분출되어 형성되는 대지를 의미한다.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http://koreadmz.kr/cheorwon2 (2021. 10. 26. 검색.)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철원평야(鐵原平野)」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9569 (2021. 10. 06. 검색.)
11)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 http://koreadmz.kr/cheorwon2 (2021. 10. 0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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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철원 권역 지질명소 및 예비명소12)
분포
한탄강
일대

동송･
철원읍

이름

지질명소

직탕폭포, 송대소, 고석정, 삼부연폭포

예비명소

대교천 현무암 협곡

지질유산

순담계곡, 승일교, 칠만암, 담터계곡

지질명소

철원 용암대지 (소이산 전망대), 샘통, 평화전망대

예비명소

-

지질유산

노동당사, 제2땅굴, 백마고지, 아이스크림고지

3) 철원군 지오투어리즘 형태 요소
(1) 지오트레일
한탄강 한여울길은 철원군의 대표적인 지오트레일이다. 한탄강 한여울길은 본래 철원 한
여울길의 명칭을 지닌, 철원군의 독자적인 지오트레일이었으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편입
되는 과정에서 지오트레일 또한 한탄강 지오트레일의 코스13)로 편입되며, 명칭 역시 ‘철원’
에서 ‘한탄강’으로 변경되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된 한탄강 한여울길 외에도, 철원군은 지오트레일을 추가로
제시한다. 철원군의 문화관관 홈페이지에 제시된 ‘길 테마여행’은,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한탄강 물윗길, 코스모스 십리길이 있다. 코스모스 십리길은 철원의 지오파크에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인 관광지이며,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과 한탄강 물윗길은 지질명소, 지질유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오트레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은 한탄강 한여울길의 제 5코스에 포함된 지오트레일이다. 고려시대
부터 존재한 제1로 봉수대가 있으며, 남북 분단 이후 민간인 통제구역에 설정되며 뛰어나게
보존된 자연을 포함한다. 생태숲 녹색길을 구성하는 각 코스는 지뢰꽃길 (1.3km), 자연
그대로의 소이산 길을 걷는 생태숲길 (2.7km), 그리고 소이산 정상으로 향하는 봉수대 오
름길 (0.8km)가 존재한다. 소이산 정상에 구성된 전망대에서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
질명소로 선정된 현무암 용암대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철원읍 시절 중심지
였던 노동당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14) 한탄강 물윗길은 송대소, 고석정, 순담계곡을
포함하는, 한탄강 위에 부교로 조성된 지오트레일이다. 한탄강 물윗길은 매년 10월 개장,
12) 선행연구 자료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http://hantangeopark.kr/bbs/content.php?co_id=sight_01_00 (2021. 10. 26. 검색.)
이의한(2015), “철원의 야외답사 코스 개발-지오파크를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22(3), 87-98.
13) 2021년 10월 기준, 한탄강 지오트레일 코스는 총 6개이며, 철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지오
트레일 코스는 경기도 권역이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http://hantangeopark.kr/bbs/content.php?co_id=trail_01_00 (2021. 10. 26. 검색.)
14) 철원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www.cwg.go.kr/tour/contents.do?key=560 (2021. 10. 26. 검색.)

강원도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71

다음 해 3월 폐장하고 있으며, 한탄강의 주상절리의 지질유산을 관광객이 가까이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뛰어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15)
● 표 4 ● 한탄강 한여울길 코스, 거리, 설명, 소요시간, 특징16)
명칭

코스, 거리, 설명, 소요시간, 특징
승일교-전망대-고석정-마당바위-송대소태봉대교-직탕폭포-무당소-오덕리-칠만암-(구)양지리통제소

코스
1
코스

2
코스

3
코스

4
코스

5
코스

6
코스

거리

11km

소요시간

약 3시간

특징

설명

한탄강 유역 자연경관, 현무암지대 야생동식물 생태,
6･25 전쟁과 분단의 흔적, 철원평야 철새 관찰

코스

군탄교-승일교-양수장-구름다리-송대소태봉대교-직탕폭포-윗상사리

거리

13km

소요시간

약 4시간

특징

지질･역사

지질

설명

1구간 승일교에서 마당바위, 주상절리, 숲길등으로 연결, 다양한 야생화, 주변경관
체험 가능

코스

덕고개마을-학저수지-징검다리-도피안사-금강산 가던 길노동당사-수도국지-율이리-백마고지역

거리

11km

소요시간

약 3시간

특징

설명

경원선, 금강산이 만나는 교통요충지,
사라진 철원읍을 비롯한 노동당사 등의 근대문화유적

코스

철원향교-방향이정표-동주산성전망대동주산성쉼터-수도국지

거리

3.5km

소요시간

약 1시간

특징

역사

역사

설명

고려시대 왕건의 사저가 위치한 월하리, 옛 철원읍 시내 중심가인 관전리

코스

노동당사-지뢰꽃길 입구-파고라-지뢰꽃시비-의자 전망대생태숲길-방부목계단-봉수대오름길-소이산 정상

거리

4.8km

소요시간

약 2시간

특징

설명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이 포함된 코스,
60년간의 통제로 인한 생태계 보존성

코스

대교천 생태공원-오덕교-학저수지-동주최씨 망배단개구리산-덕고개 마을-철원 학마을센터

거리
설명

14km

소요시간

약 4시간

특징

지질･역사

지질

학저수지 자연경관 중심, 수려한 경관 파악

15) 국민일보, “철원 한탄강물 위 거닐며 가을 만끽…물윗길 23일 개통”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93997&code=61121111&stg=ws_real
(2021. 10. 26 검색.)
16)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http://hantangeopark.kr/bbs/content.php?co_id=trail_01_10 (2021.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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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관광
철원군은 공식적으로는 지질관광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철원군이 제시
하고 있는 ‘한탄강 주변관광’은 한탄강 권역에 존재하는 지질명소인 직탕폭포, 삼부연폭포,
순담계곡, 고석정과, 지질유산인 담터계곡, 칠만암, 승일교가 포함되어 있어, 지질관광의 성
격을 지닌다. 또한, 철원군은 ‘철원, 벌써 일 년’ 관광코스를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을 포함
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는 ‘계절’의 특성으로 묶은 관광코스이나,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인
직탕폭포, 소이산 전망대, 노동당사, 고석정, 한탄강 물윗길, 아이스크림 고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질관광의 성격을 지닌다.

2. 철원군의 지오투어리즘 현황분석
1) 지질관광 코스의 상관성 부재
철원군청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테마여행 중, 지질관광의 성격을 지닌
관광코스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 표 5 ● 한탄강 한여울길 코스, 거리, 설명, 소요시간, 특징17)
테마여행

코스 명칭
거닐다,
늦게 봄
빠져봐, 별빛여름

철원,
벌써 일 년
놓치지마, 금빛가을

지지않아, 은빛겨울
한탄강
주변관광
길
테마여행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
1일차

철원 용암대지 (소이산 전망대)

2일차

백마고지, 노동당사, 직탕폭포

1일차

고석정, 제2땅굴, 노동당사, 직탕폭포

2일차

삼부연폭포

1일차

백마고지, 철원 용암대지 (소이산 전망대),
노동당사, 직탕폭포, 고석정

2일차

한탄강 물윗길 (지오트레일)

1일차

고석정, 제2땅굴, 노동당사

2일차

아이스크림 고지

한탄강 주변관광

직탕폭포, 삼부연폭포, 고석정, 순담계곡,
칠만암, 담터계곡, 승일교

한탄강 물윗길

송대소, 고석정, 순담계곡

생태숲 녹색길

철원 용암대지 (소이산 전망대)

철원군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하는 관광코스는 공통으로, 지질명소 및 지질유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광코스의 차별성에 있어 부족함이 나타났다. 해당 코
스에 있어 차별점이 나타나는 지질유산은 ‘한탄강 주변관광’의 칠만암, 담터계곡이며, 대다

17) 철원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https://www.cwg.go.kr/tour/index.do (2021.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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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관광코스가 기존의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및 철원군의 지질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철원군이 제시하는 ‘철원, 벌써 일 년’ 관광코스는 계절의 특성으로 묶여있으나,
코스별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의 차이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노동당사는 모든 계
절의 코스에 들어가 있으며, 직탕폭포 역시 ‘지지않아, 은빛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의 코
스에 들어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사는 지질유산이나, 건물 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계절적 특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특정 계절에 맞추어 지질명
소를 분배하는 경우, 계절별로 달라지는 지질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나, 철원군의 코스에선 계절과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계절별 특색에서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이는 관광객의 경험적 측면에서 차별성 있는 경험을 제시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
며, 철원군 관광 만족도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존재한다.
2) 과거 흔적과의 충돌
2017년, 철원군은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으로 편입되었
으며,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의 권역이던 당시 지질명소였던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으로의 편입과정에서 지질학적 가치가 예비명소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의 홈페이지는 2021년 10월 기준, 철원군이 한탄강 세계지질공
원에 편입된 지 4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의 권역으로 포
함하고 있다. 관광객은 대교천 현무암 협곡이 지질명소라는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입과정에서의 예비명소 강등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의 수정 조
치가 필요한 시점이나, 철원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부재한, 한계점이 도출된다.

● 그림 3 ●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2021. 10. 26. 검색.)
대교천 현무암 협곡의 과거 흔적은 홈페이지에 국한되어있지 않다. 철원군의 지질유산인
노동당사와, 지질명소인 철원 용암대지, 소이산 전망대로 향하는 길 중간에는 과거 철원군
이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에 속해있을 당시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철거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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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해당 표지판에는 대교천 현무암 협곡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광객은 표지판
의 설치 시점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확인 불가능하므로 관광객이 정확한 지질학적 정보에
있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그림 4 ● 소이산 전망대 앞 방치된 표지판(左-2020.11.16 촬영./右-2021.8.12 촬영.)
예비명소로 강등된 대교천 현무암 협곡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주식회사 카카오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카카오맵'에
서 문화유적으로 설명되며, 갈 수 있는 장소로 표현된다. 그러나, 실제 ’카카오맵‘을 통해
이동한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진입로가 사라진 채 무성한 풀과 함께 방치되어 있었으며,
진입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급한 경사와 함께 미끄러운 내리막길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입로의 앞에는 여전히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의 안내판이 존재했다.

● 그림 5 ● 대교천 현무암 협곡 안내판(左-2020.11.16 촬영./右-2021.8.12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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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 左-‘카카오맵’의 대교천 현무암 협곡 / 右-불만 후기사례
<그림 6>을 통해, 실제로 ‘카카오맵’을 통해 대교천 현무암 협곡을 찾아간 관광객이 존재
했으며, 철원군 관광에 있어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철원군이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객이 방치된 표지판,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시절의
안내판, ’카카오맵‘을 접할 경우, 부정확한 지질학적 정보의 습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
한다. 지오투어리즘이 대안관광의 한 축으로 존재하며 지역의 관광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위험성은 철원군의 관광 만족도 전체가 저하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한계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속 가능한 관광과 확실한 지질학적 정보의 습득, 효과적인
관광 만족도를 위해선,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철원군이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한계
점이다.
3) 편의시설의 부재
지오투어리즘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지질학적･환경적 체험을 제시하는 관광이며, 관광
객의 만족도를 위해선 관광의 구성 요소인 편의시설을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철원
군은 지오투어리즘의 편의시설의 구성에서 지질명소별 차이가 존재하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철원의 가장 유명한 지질명소이자 대표적 관광지인 고석정의 경우, 관광객을 위한 넓은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소이산 전망대(철원 용암대지)를 가는 경우,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근처 지질유산인
노동당사 옆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야 하며, 노동당사로부터 소이산 전망대로까지의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관광객이 길을 찾는 데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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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안내 표지판(2020.11.16 촬영.)

● 그림 8 ● 소이산 전망대 진입로 앞 불법 주정차(2021.08.12. 촬영.)

● 그림 9 ● 삼부연 폭포 옆 주차된 차(2021.08.12.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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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사 앞에서 내려 소이산 전망대로까지 가기 위해선, 해당 <그림 7> 안내판을 참고
해야 한다. 또한, <그림 8>의 경우처럼 실제로, 소이산 전망대 입구까지 이동했을 경우, 차
를 댈 수 없어 불법 주정차를 한 관광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삼부연 폭포도 <그림 9>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삼부연 폭포까지의 이동하는 데
있어 안내판 역시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터널 옆 길가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이
해당 지질명소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과 동시에, 사고의 위성 역시 존재한다.
4)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지오투어리즘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다양
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에는 기본적으로 안내책자가 구성되어있어
야 하며,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상세한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임근욱, 2014: 55).
그러나, 철원군은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대해 단순히 ‘한탄강유네스코지질공원’의 카테고리 안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
소에 대한 정보만 제시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가치를 지니는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에 대해
서는 따로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오투어리즘의 근본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주체적인 학습 네트워크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정훈과 박정
환(2019:212)은 대학･지자체･시민사회단체･지역주민간 지오투어리즘 학습과 토론의 주기적
인 실시를 통한 주체적 지오투어리즘 해설가를 양성을 주장한다. 주체성있는 교육과정이 포
함된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것은 지식과 안목을 겸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 간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고, 이는 지오투어리즘의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다. 문
창현(2007: 85)은 순천만 지역의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관광개발과 지역사회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지역사회가 친환경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면,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주민의 자부심･자긍심 함양은 곧,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
으로 연결되며, 이는 지역사회의 고령화 및 철원군이 지닌 인구감소로 인한 정체성 약화문
제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철원군은 강원도 내 지오투어리즘 활성화에 있어,
세계 지질공원의 지위를 지니며, 강원도 내에서 확인가능한 유일한 용암대지를 지니는 등,
핵심적으로 위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오투어리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지역사회 내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지오투어리즘 교육 학습 네트워크는 <그림 9>
와 같이 나타난다. 먼저 시･군 지자체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 지자체 혹은, 도내 연구기관 및 지질공원은 지오
투어리즘 교육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및 해설사를 지원해야
한다.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지속적이 관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출신의 해설가를
배치시키는 과정을 수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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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지오투어리즘 학습 네트워크 모형
공공 교육기관은 공교육 과정에서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며, 지역사회 구성원,
특히 지역사회의 성장기반이 되는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지오투어리즘
에 대한 관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땐, 학교의
수업시간 외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각종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기대할 수
있다.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은 지오투어리즘 교육에 참여, 이수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성 및
지역정체성을 향상하여,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자긍
심을 고취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적극적
인 수용자세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해당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내
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협력 역시 적극 기대할 수 있다. 지오투
어리즘 학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오투어리즘에서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
램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행될 경우, 지오투어리즘이 가진 지질학
적･교육적 가치를 증대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에 대한 자부심 및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원군은 지역주민이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
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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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부재
윤경호(2015: 76)는, 지오투어리즘과 대중교통을 연관 지어,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통해
지오투어리즘을 체험할 때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으
며, 지역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철원군 역시,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환경적 특성이 있으나, 이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부재가 나타나, 지오투어리즘의 원활한
관광 진행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철원군의 지질명소간의 거리18)와 대중교통 유무,
시간을 분석한 표는 다음과 같다.
● 표 6 ● 철원군 지질명소간 거리, 노선수, 환승 횟수, 소요시간, 자가용 소요시간 분석 표19)
출발지

노동당사

직탕폭포

송대소

고석정

삼부연
폭포

도착지

km

노선 수

평균
환승 횟수

평균
소요시간

자가용
소요시간

직탕폭포

9.6

2

1

1시간

15분

송대소

11.2

3

1.6

1시간

20분

고석정

13.1

2

1

45분

20분

삼부연폭포

22.4

2

2

1시간 20분

40분

노동당사

9.6

2

1

1시간

15분

송대소

2.6

0

고석정

4.8

2

0.5

40분

10분

삼부연폭포

14.5

3

1

2시간

25분

노동당사

11.2

2

1

55분

20분

직탕폭포

2.6

1

0

40분

5분

고석정

4.8

1

1

30분

10분

삼부연폭포

12.2

2

1.5

1시간 20분

20분

노동당사

13.1

2

1

45분

20분

직탕폭포

4.8

1

0

30분

10분

송대소

4.8

1

0

25분

10분

삼부연폭포

10.2

1

1

1시간

17분

노동당사

22.4

2

2

1시간 20분

35분

직탕폭포

14.5

3

1

2시간

25분

송대소

12.2

2

1

1시간 20분

20분

고석정

10.2

1

1

50분

17분

10분

18) 샘통은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이 직접 탐방하는 것이 제한되어있기에 거리
계산에서 제외했다.
19) ‘카카오맵’ 애플리케이션 이용, 검색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자 재구성. (2021.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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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 지질명소를 포함하는 버스노선은 모두 농어촌 버스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객은
대중교통을 이용, 지질명소를 관광하기 위해서는 평균 1시간 이상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해
야 한다. 그러나, 자가용을 통해 지질명소를 관광하기 위해선, 거리가 먼 노동당사와 삼부연
폭포를 제외, 대다수 예상소요시간이 25분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원군의 「농어촌 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따르면, 각 지질명소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20)은 1번, 1-1번, 2번, 2-1번, 8번, 13번으로 이루어져 있다.21) 해당 노선 간 평균
운행 횟수는 약 11회이며, 배차 간격은 평균 약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광객이 지질명
소를 관광하는 데 있어 배차 횟수, 간격, 시간에서의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철
원군은 철원군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통해 대중교통을 안내하고 있으나, 동송-백마고지역,
연천-백마고지역 이동만 안내하고 있다. 즉, 철원군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통한 지오
투어리즘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지오투어리즘의 친환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철원
군의 대중교통 강화 및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이 필요하다.

20) 1번, 1-1번: 신철원-이평리, 편도 / 2번,2-1번: 이평리-신철원, 편도 / 8번: 신철원-용화동, 왕복
/ 13번 이평리-이평리 왕복
21) 철원군청, https://www.cwg.go.kr/www/contents.do?key=414 (2021.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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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
1. 정책제언 배경 및 핵심 목표
지오투어리즘 학습 네트워크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연경관의 우수성을 인식할 수 있어,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정훈, 박정환, 2019:212). 따라서, 지역주민의 차
원에서의 효과적인 지오투어리즘 교육을 위해서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오투어리즘의 핵심 구성 학문은 지질학이나, 지질학은 지구의 지질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 및 세부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해내어야만 하므로, 학문 난이도가 높다. 지오투어
리즘을 활성화하고, 관광객 및 지역주민 모두에게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내
기초교육 과정에서부터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친근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원군의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을
제언한다.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의 핵심 목표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프로그램을 통한 철
원군 초등학생의 주체적인 지오투어리즘 인식 및 지오투어리즘 인재로서의 성장 기반 마련
이다.

2.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
1) ‘지오 꿈나무’ 교육 프로그램
철원군은 현재, 여성가족부와 함께 철원군의 청소년회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주목적은 건강한 청소년의 방과 후 생활 증진, 체험을 통한 건강한 놀이문화의 실천, 보
호자와 청소년과 지역사회 간 월활한 소통, 방과후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의
제공이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체험, 학습지원, 자기 계발, 특별
지원, 생활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지오 꿈나무’는 철원군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초등학생 중심의 지오투어리즘 전문가 육성정책이며, 이중 전문체
험에 해당한다.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매년,
철원군청의 주도로 N명의 지원자를 선정한다. 그 후 해당 선정된 지원자를 중심으로 방과
후 주 1회, 기초적인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주 교육 내용은 지오투어리
즘의 정의 및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며, 철원군의 지질학적 특성과 더불어 지질명소 및 지
질유산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은 총
5주차로 진행되며, 다음의 표와 같다.

22) 철원군청 청소년회관 홈페이지, https://www.cwg.go.kr/youth/contents.do?key=930
(2010. 10.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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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 - 교육 프로그램 과정
일시

교육내용

수업 방식

1주차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정의, 구성 요소

동영상,
자체제작 교재

2주차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정의, 구성 요소

동영상,
자체제작 교재

3주차

우리마을의 역사,
지질명소와 지질유산 - 한탄강

동영상,
자체제작 교재

4주차

우리마을의 역사,
지질명소와 지질유산 - 철원･동송읍

동영상,
자체제작 교재

5주차

지오투어리즘과 친해지기 - 내가 제일 가고싶은 장소

수업내용 종합,
그림 그리기와 발표

교육 1주차와 2주차에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정의 및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지오투어리즘이 지닌 가치에 대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3주차와 4주차에는 철원군의 역사와 연관 지어,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에 담긴 구체적
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한다. 주 교육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6학년으로 구성되어있으므로,
지역사회 및 지질학적 역사를 연계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및 지질학에 친근
함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5주차에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학생
스스로 주체적인 지오투어리즘 인식을 위해 가장 가고 싶은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을 선택
하고, 그것을 통해 그림 그리기 및 발표를 진행한다.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 뿐만 아닌, 직
접 그림을 그리며, 자신이 생각하는 지오투어리즘을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지오투어리즘에
대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높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지오 꿈나무’ 실습 프로그램
5주간의 ‘지오 꿈나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완료한 후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구체
적인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지오 꿈나무’ 육성을 완성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실습 프로
그램은 총 6주차 간 진행되며,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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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 - 실습 프로그램 과정
일시

시간

실습내용

실습 목표

1주차

10:00
~14:00

직접 체험하는 지오투어리즘,
노동당사-직탕폭포-송대소고석정-삼부연폭포

지질관광 형식,
체험 및
한계점 제시

2주차

10:00
~14:00

직접 체험하는 지오투어리즘,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지오트레일 형식,
체험 및
한계점 제시

3주차
~5주차

10:00
~14:00

‘지오 꿈나무’ 봉사활동

편의시설 안내를
통한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6주차

10:00
~14:00

‘지오 꿈나무’ 실습 프로그램 후기 작성,
수료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표창 및
철원사랑상품권 수여

지오 꿈나무 육성 및
지역사회 활동기회
부여

학생들은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1주차와 2주차에 지오투어리즘을 직접 체험한다. 이때
코스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중심의 지질관광과,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의 지오트
레일로 구성된다. 1주차와 2주차의 실습이 종료되면, 다 함께 모여 각 주차별 경험을 이야
기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철원군 지오투어리즘의 한계점은 무엇이며, 해당 한계점을 해결하
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생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을 말한다.
3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을 선택한 후, 각 장소
의 구성된 안내소에서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실습을 진행한 다음 주차부터 적용된다. 안
내 실습은 총 3주간 진행되며, 실습 기간 및 시간은 철원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방학
중 운영원칙을 따른다. 실습 과정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당시 배지를 항상 착용
해야 한다.
현장 실습이 종료된 이후 6주차에는, ‘지오 꿈나무’ 실습 프로그램 후기를 작성한다. 체험
후기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은 교육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수료식을 진행한 후, 봉사활동 시간 인증서와 함께 표창을 수여한다. 수료생에게는 10
만 원 금액의 철원사랑상품권을 수여한다. 철원사랑상품권을 수여하는 것을 통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 및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한다.23)

23) 철원군청 홈페이지, https://www.cwg.go.kr/www/contents.do?key=363
(2021. 10. 0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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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한계점 및 해결방안
‘지오 꿈나무’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에 있어 심
도 있는 고려가 부족한 경우, 초등학생이 교육받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세한 교육 수준의 설정과 더불어, 초등학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쉬운 내
용의 교재가 필수이다.
지오투어리즘 초등학생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한 김민성과 유수진, 전영권(2015: 197)은,
청송지질공원에 대한 독자적인 초등학생용 교육교재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지오투어리즘
및 지오파크에 대한 교육교재는 핵심 학술적 내용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장소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특성에 집중하여, 이를 직
접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을 통해 흥미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체험 실습과 더불어 알아보
기 쉬운 텍스트와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스탬프 미션’이 교재에 포함되어야 한다. 철원군의
‘지오 꿈나무’ 프로그램 역시 해당 교육교재의 형식 및 ‘스탬프 미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자, 자체적으로 교육교재를 구성하고, 각 주차별 수업이 마무리된 이후 ‘스탬프’를 학생의
교재에 찍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교육 및 수업 참여도에 있어 흥미를 느껴올 수 있다.
5주차까지 전부 ‘스탬프’를 모은 학생은, 교육 이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인증서와 함께 배지
를 수여한다. 인증서 및 배지를 통해, 학생 스스로 보람찬 활동임을 인식하며, 교육 수준에
있어 만족도를 불러일으킨다. 해당 인증서와 배지는 후의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필
요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교육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학생이 주체적으로 교
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발전방안 및 기대효과
(1) ‘지오 꿈나무’ 발전방안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철원군 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실습 프로그램
을 통해 초등학생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성 확고 및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
하는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구체적인 연결 및 전략 선택이
필수적이다.
첫째, 철원군의 기초교육제도와 연계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철원군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철원군의 청소년회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나, 더 나아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시간에 대한 편성 역시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내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추가
하는 경우, 더욱 주체적인 육성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철원군의 각 초등학교와
함께 연계하는 공동체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주체적 육
성 역시 필요하다.
둘째, 구체적인 교육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의 섭외를 위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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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유
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철원군은 세계적인 교육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오 꿈나무’를 위한 연계 방안으로, 전 세
계적인 공동 네트워크 구성 역시 필요하다.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
내 지자체 정부 및 세계 각국 도시와도 연계하여 공동 ‘지오 꿈나무’ 육성을 통해, 앞으로의
지질학 발전 및 친환경적 대안관광으로서의 지오투어리즘을 시행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기대효과

출처 : 국가통계포털, 초등학교 2021. 10. 28. 검색.

● 그림 11 ● 강원도 초등학교, 학생수 그래프 (기간 1996-2020 단위 : 명)

출처 : 국가통계포털, 초등학교 2021. 10. 28. 검색.

● 그림 12 ● 철원 초등학교, 학생수 그래프 (기간 1996-2020 단위 : 명)
강원도교육청「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강원도의 초등학교는 본교 347
개, 분교 29개이며, 학생 수는 총 73,478명으로, 1996년도 대비 본교 81개, 분교 152개,
학생 수 48,568명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철원군 역시 2020년도 기준 본교 16개, 학생
수 1,996명이며, 1996년도 대비 본교 5개, 학생 수 2,416명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강
원도교육청「교육통계연보」의 시군별 학령인구(6-21세)에 따르면, 2035년 기준 강원도의
예상 초등학교 학령인구수는 52,874명이며, 철원군의 예상 학령인구수는 1,39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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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강원도는 20,604명, 철원군은 600명 더 감소할 예정이다.24) 시군별 인구성장
률 및 자연증가율에 따르면, 2035년 기준 철원군의 인구성장률은 -0.20%로 예상되며, 자
연증가율은 -0.66%로 예상된다.25) 강원도는 이미 2021년 9월 기준 전체인구 1,536,765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29,500명을 구성하고 있다.26) 이는 고령인구 비율이 21.4%로 나타
나며, 전국에서 4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것을 알 수 있다. 철원군 역시 고령인구 비율
이 23.6%로, 전체인구 43,579명 중 10,280명이 65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인구
변화의 영향에 관해 연구한 김병석과 서원석(2014: 2)은, 지역 인구의 감소로 인해 사회문
화적 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
기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증감률, 학생 수, 대중교통의 차이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즉, 강원도 및 철원군 역시 이러한 여건 악화
및 지속가능성의 부재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철원군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초등학생 스스로 지오투어리즘에 있어 명확한 인식과 더불어, 지역사회
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의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환경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철
원군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철원군 및 철원군의 지오투어리즘을 대표하는 인
재로서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관광객에게 지
오투어리즘을 즐기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측면에서,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관광만
족도 및 활성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지오 꿈나무’는 철원군에만 국한되지 않는 육성정책이다.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
이 존재하는 경우,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 및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모두
적용 가능한 육성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실천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지오 꿈나무’의 프
로그램 구성 형식은 지오투어리즘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태관광 및 대안관광과도 연관 지어
적용할 수 있다. 관광 지역사회에 대해 지닌 문제점인 정체성 감소 및 기존 질서 파괴에 대
해, ‘지오 꿈나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을 끌어낼 수 있다면,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 그리고 친환경적 속성을 통한
지질학적 관심 증대 역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4) 강원도교육청「교육통계연보」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1&tblId=DT_211002_M003&conn_path
=I3 (2021. 10. 28. 검색.)
25) 국가통계포털, 강원도, 강원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1&tblId=DT_211N_C00700&conn_path
=I3 (2021. 10. 28. 검색.)
2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3
(2021. 10. 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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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의 Ⅱ장에서는 철원군의 지오투어리즘의 구성 요소 및 형태 요소를 분석했으며,
2020년 10월과 2021년 7월 두 번의 답사를 통해 철원군의 지오투어리즘 한계점을 지질관
광 코스의 상관성, 과거 흔적, 편의시설, 교육 프로그램,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
질관광 코스의 상관성, 과거 흔적, 편의시설의 경우, 철원군의 주도적인 문제 인식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한 구체적 코스 재설정, ‘흔적 지우기’ 및 새로운 편의시설 설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Ⅲ장에서는, 철원군 지오투어리즘 교육프로그램 한계점을 보완할 ‘지오꿈나무’ 육성정책을
제시했다. 지오투어리즘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질명소 및 지질유산이 배치된 장소를 방
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전시적 성격을 지니므로, 지질학적 전시에 상응하는 충분한 해설
및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지오투어리즘을 구성하는 지질학적
요소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지오투어리즘 교육을 통해
철원군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철원군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지
오 꿈나무’ 육성정책은 초등학생을 위해 교육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연결 전략을 구성해
야하며, 기초 교육제도와도 연계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인 공
동 네트워크의 구성을 위해 각국의 지오파크와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오 꿈나무’ 육
성정책은 강원도 내 지오파크인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에 포
함된 권역 외에도,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하는 점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 의의를 지닌다. 나
아가, 전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오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
을 기대할 수 있다.
지오투어리즘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실천가능한 환경보전 수단이자, 대안관광의 한 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관광객은 지오트레일을 통해 걷거나, 지질관광을 통해 눈으로 즐기며, 지질
학적･친환경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철원군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질명소가 존재하며, 수도권과 인접한 강점이 존재한다. 철원군의 지오투어리즘이 한
계점을 보완한다면 국내 지오투어리즘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한계
보완 및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이뤄, 강원
도 지역사회의 전역으로 긍정적인 확장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철원군의 지오투어리즘 한계점 중,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정책을 제시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 부족하다. 지오투어리즘이 지닌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노
선의 확보 및 친환경 모빌리티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 및 정책 제
시가 필요하다. 2021년 10월 현재, 철원군에는 친환경 모빌리티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는 강원도 춘천시를 시작으로 동내면 학곡리 화물공영차고지 일대에 수소 교통 복합
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며, 관련 사업 40억 원을 책정하였다.27) 이는 수소차를 하루에 500대
27) 연합뉴스, “‘춘천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된다…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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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추출시설, 충전소 설치, 공유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 확산시
킬 계획이다. 즉, 강원도는 현재 친환경 모빌리티의 태동 시기라 할 수 있으며, 강원도 내
지자체가 해당 흐름을 통해 적극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오투어리즘
에 대한 관심과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3045000062 (2021. 10. 0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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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연구원｣ 간행물 발간규칙
전문개정 2010. 12. 10 규칙 제222호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간행물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및 간행물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원내･외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장)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2. 편집위원회 소집
3. 학술지 및 간행물 편집･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6조(역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술지 및 간행물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주제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의 추인
4. 기타 학술지 및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 의결도
이에 준하여 인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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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술지 전자간행) 학술지는 일정기간 강원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4 장 논문의 심사
제12조(심사위원의 선정) ①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3인을 선정･위촉
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절차와 방법) ①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수정･보완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의견서 사본을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인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정
요구 사항의 다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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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심의 경우에도 전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투고자의 서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차기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5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연구대상의 명확성
3.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타당성
4. 분석도구 사용의 타당성과 객관성
5. 연구자료의 신뢰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7.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의 준수 여부

부

칙 (2010. 12. 10)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9)

이 규칙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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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논총｣ 투고 안내
｢강원논총｣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책연구기관인 강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논문집이다.
지역문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이슈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정책의 발전 및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투고논문의 기본요건 및 게재절차
1.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투고논문의 원고분량은 도표를 포함하여 A4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모든 원고는 본지의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도표, 사진, 그림 등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5. 투고논문의 작성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하고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한
원고파일을 접수시킨다.
▪ 우편접수 : (24461)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0 강원연구원 편집위원회 간사 앞
(원고출력본 3부, 원고가 저장된 CD, 투고신청서 포함)
▪ E-mail 접수 : yeh3293@rig.re.kr, gsolhyun@rig.re.kr
▪ 접수문의 : 전화 033-250-1326, 1371
6.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7.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연구지에 게재되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이
가지며,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논문의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 국문논문의 경우
- 1페이지 : 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문-국문주제어
- 2페이지 :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키워드
- 3~20페이지 : 본문-참고문헌-부록-저자소개
▪ 영문논문일 경우 1페이지와 2페이지 순서를 바꿔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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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페이지 작성요령
1) 국문논문 제목작성
(1) 국문논문 제목을 작성한다.
(2) 국문논문에 부제목이 있는 경우,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하고, 부제목 양 옆으로
하이픈(-)을 표기한다.
2) 저자표시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
(･)을 넣어 구분한다.
3) 요약문 및 주제어 작성
(1) 국문저자명 밑으로 국문요약문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주제어 5개를 제시한다.
(2) 국문요약은 연구목적ㆍ연구방법ㆍ연구결과ㆍ연구의 시사점ㆍ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
으로 작성한다.
2. 2페이지 작성요령
1) 1페이지 국문작성과 마찬가지 순으로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초록-영문주제어를 작성
한다.
3. 저자소개 작성요령
1) 국문저자명과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2) 저자의 최종학력과 주요경력, 현재 소속기관과 부서(또는 학과) 및 직위(또는 직급),
최근 주요 연구분야 및 논문소개, 관심분야 등의 순으로 작성한다.
4. 본문 작성방법
1) 본문 편집 기준
용지
A4 기준
위쪽･아래쪽 35mm
왼쪽･오른쪽 32mm
머리말 15mm
꼬리말 0mm

문단모양

좌우 여백 0
줄간격 160%
도표안 140%

글자모양
글꼴 : 바탕
크기 : 제목 15pt(진하게)
소제목 12pt(진하게)
본문 10pt
(도표 안 8.5pt 돋움)
각주 9
인용문단 9

2) 내용목차의 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3)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 등과 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표 제목은 해당 표의
상단 좌측에 맞추고,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의 중앙에 맞춘다. 표와 그림에 대한 주기
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하단에 기재한다.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컬러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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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용문헌
▪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홍길동(1990)은…, 홍길동(1990: 25)은…, Smith(1992: 82-83)는…
▪ 인용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문헌들 사이는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 한 연구(홍길동, 1990 ; Anderson, 1989)에 의하면…
~ 라고 지적하였다(Weeks and Mcmahon, 1973).
~ 나타난다(조선일보, 2009. 1. 1).
▪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표시하되(가운뎃점으로 구분),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000 외’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홍길동 외(1992), Wittrock et al.(1988)
5) 각주
▪ 본문 중에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각주에서 자료 출처를 밝힐 경우, 표기 방법은 인용문헌 작성방법과 동일하다.
5.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사이트, 신문, 보도자료 등의 순으로
구분한다. 이 중 한글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처, 발행처, 권/호 및 페이지를 밝힌다.
한글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은 “ ”, 서명은 ｢ ｣로 표시한다.
서양문헌의 경우, 논문 제목은 “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2009), “강원지역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강원논총｣, 강원연구원, 30: 35-106.
Montgomery, W.(1972), “Markets in Licenses and Efficient Pollution Control
Programs", Journal of Economic Theory, 5: 395-418.
3)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의 순으로 기록한다.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서명은 ｢ ｣로 표시하고, 서양문헌의 경우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홍길동(2010), ｢강원정책｣, 강원출판사.
Zeithaml, V. A. & Bitner, M. J.(2000), Services Marketing. New York: McGraw-Hill.
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Journal은 약어 대신 풀어서 쓴다.
5) 인터넷 자료일 경우, 영문 주소명과 한글 주소명을 함께 표시한다.
신문자료일 경우, 발행일과 제목을 기재한다. 기사 제목은 “ ”로 표시한다.
예) http://www.rig.re.kr 강원연구원.
에너지경제(2010.3.3), “굴뚝산업, 녹색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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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쓰고 그 다음
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힌다.
3. 논문의 원고 접수일, 원고 심사완료일 및 최종 원고채택일은 논문의 본문 말미에 편집
위원회에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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