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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배경

년

경과

주요내용 및 의의

1989

‘금강산 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 진출에 관한 의정서’ 체결

1998

금강산 관광 시작

1998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제정

전국 최초

1999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전국 최초

2006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201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세종특별자치시

2008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논의

강원도 의회

2010

6·2지방선거 이계진 도지사 후보 선거공약 추진

2012

2017

18대 대통령선거 공약 발굴
문재인(민주당) 후보 선거공약 채택

현대그룹-조선아세아무역촉진회

평화특별자치도-남북일제

19대 대선 문재인(민주당) 후보 선거공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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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정부 분권 동향
□ 지방분권 실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역량 강화 등

□ 지방 재정자립 실현 :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주민참여 확대

2.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 평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파견 등

□ 올림픽 평화유산 형성
 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통(Heritage) 형성

3. 지자체 단위 남북교류 협력 추진 활성화
□ 지자체 역할이 강조된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국가적 차원의 대북제제 한계에 따라 비정치적/인도주의적/연속적 남북협력사업 형태 전환 필요(지자체 단위 유리)
□ 지자체 남북교류 관련 법제도 정비
 현행 모든 관련 법규에서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기되지 않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남북협력기금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등

 2017년 10월 발의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합법안 제정 시 지자체 남북교류사업의 근간
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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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원도 남북교류 추진 방향
□ 강원 남북교류 협력사업 전망 : 단계적 추진을 통한 신뢰 회복 우선
 중단된 남북 간 교류사업의 추진 기획 : 민생협력-인도적 지원사업 포함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정기적 남북 스포츠 이벤트 및 민속문화축전 등의 추진
 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 확대 : 북한 식량문제 선결, 강원도 대표적 교류협력사업(예:가칭, 남북공동 평화농장 조성 등)
 강원도 특성을 살린 환경협력 사업 추진 : 남북 접경지역/백두대간/동해안 생태환경 보전･복원사업 및 파생산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선도를 위한 설악-금강벨트 구축 : 금강산관광 재개-설악･금강 관광벨트-남북동해안 광역 관광벨트
및 국제관광자유특구로 확대

 평화체제 실험의 장, 평화특별자치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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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강원특별자치도의 필요성

강원도 가치증진과 발전 기회 마련
• 강원도의 전쟁 피해 손실, 국방안보 편익서비스 무임승차 보상 실현
• 과도한 규제 해소,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
•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탄소흡수, 산소공급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 수립
•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 고유 자원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지역 발전의 기회

북방진출 교두보 확보
• 남북 교류협력과 북방진출 교두보 선점을 위한 지정학적 최 적합지역(5개 인접시군, TSR 등)
• 환동해 북방경제권 형성 등 동해안 중심-북방경제시대로의 국가발전 방향 이동에 부합

남북교류협력기반 평화모델 마련
• 저 긴장 지역으로서 강원도 중심DMZ활용, 점진적 평화제도화 필요(서해안 중심 남북교류 한계 극복)
• 지속 가능한 남북 공유 자연자원(백두대간, DMZ, 동해안 등)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자연스러운 접촉 가능
• 남북일제 시행을 통한 점진적 남북한 평화통일 모델 수립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 안정적 평화정착을 위한 민족동질성 회복의 적합지역
• 동북아시아 평화의 상징적 위령지역(예, 사이판 : 태평양한국인추념평화탑)

• 올림픽 평화 유산(Olympic peace-heritage)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노력 필요
• 백두대간과 DMZ,동해안 생태계 연결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로 확보 및 민족정기 연결
• 남북 강원 접경 시군 자연환경과 입지여건 극대화 산업 유치를 통한 최적 수익창출 모델 개발 가능
• 소규모 지역단위 교류사업 우선 시행을 통한 사업지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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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강원도는 1953년 휴전 이래 지금까지 분단된 세계유일의 광역자치단체임

출처 : 강원대학교 김창환교수

DMZ 접경지역의 대표성
- 총 면적은 8,097㎢로 남한 면적의 약 8.1%에 해당되며 이 중 경기도권역은 36%, 강원도권역은 64%임

- 군사적 대치로 인한 규제지역 면적이 경기도에 비해 넓음
- 남북한 긴장상태에 따른 불안감(서해안 교류의 한계) 극복의 적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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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구분
2,490,968

남한
소계

사망/학살

부상

납치/행불

990,968

373,599

229,625

387,744

북한
1,500,000

※ 피난민(320만 여명), 전쟁미망인(30만여 만 명), 전쟁고아(10만 여명)
출처 : 양영조, 『알아봅시다! 6·25 전쟁사 제3권 – 고지쟁탈전과 휴전협정』,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7.6%

< 6·25전쟁에 따른 전국 대비 시도별 인명피해비율, 1949년 인구기준>

<6·25전쟁 전·후 전국/강원도 주요 시·군 인구비율(%) 변화>

• 남한의 시도별 인구비율 대비 인명피해 비율 폭은 강원도가 가장 큼 : 인구가 적은 반면, 인명피해 규모는 매우 큼
• 강원도 7.6%, 서울 5.9%, 전남 4.5%의 순

• 1949년 대비 1953년 기준, 강릉시(-70.6%), 원주시(-33.8%), 횡성군(-14.1%), 홍천군(-13.2%), 평창군(-13.0%)의
순서로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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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편내용

면적(km²)

인구(천명)

GRDP(조원)

1인당 GRDP(백만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1,368 (6)

23,602 (1)

370.0 (1)

15.7 (3)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16,572 (4)

4,876 (5)

87.6 (3)

18.0 (1)

전라권

광주, 전남, 전북

20,629 (1)

5,054 (4)

72.4 (5)

14.3 (5)

경북권

대구, 경북

19,910 (2)

5,170 (3)

80.5 (4)

15.6 (4)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12,342 (5)

7,780 (2)

130.8 (2)

16.8 (2)

강원권

강원도

16,874 (3)

1,522 (6)

17.0 (6)

11.2 (7)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848 (7)

542 (7)

6.6 (7)

12.2 (6)

* 주: 인구와 GRDP는 2016년 기준 / 자료: www.balance.go.kr; 통계청(2017)., 괄호 안은 순위

• 강원도의 면적은 16,874㎢로 전라권이나 경북권보다는 좁지만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보다 넓음.
• 강원도는 광역경제권별 규모, 즉 몇 개 시도를 합친 규모보다 넓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서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함.
• 7개 권역 중 면적은 3위권인 반면 인구와 GRDP는 6위권이나 1인당 GRDP는 7위를 차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입지가 약한 지역 특성을 보임

강원도는 인구규모 면에서 광역지방정부로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면적 기준에서는 독자적인 광역지방정부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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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대 행정대학원 고령사회와 사회자본연구센터,
중앙SUNDAY(2015.7.26.).

강원도 고령인구 증가와 지역별 인구증가율 차이에 따른 과소화

《2030년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

임계지방정부 : 전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인 지자체

관심지방정부 : 전 인구 중 55세 이상이 50%가 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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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전체 토지규제 면적은 42개 개별법에 의해 27,848㎢
(道 면적의 1.7배)에 해당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 추정결과》
규제

대상면적(㎢)

군사

3,043.6

환경

2,817.2

농업

492.7

산림

15,297.1

자산가치손실액(백만 원)
면적당 손실액

손실 추정액
8,887,921

2,920.2

8,226,787
1,438,783

557.0

8,520,485

《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 추정결과》

《강원도 총괄규제지도》

생산 손실액(백만 원)

규제

대상면적(㎢)

군사

3,043.6

환경

2,817.2

농업

492.7

843,749

산림

5,936.8

10,166,770

면적당 손실액

손실 추정액

5,212,165
1,712.5

4,8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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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소외-낙후지역 확대와 지역경쟁력 약화

<규제로 인한 강원도 지역경쟁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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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선행사례 분석 및 강원도 시사점

제주・세종
특별자치도 동향

타 자치단체
특별자치도 동향

강원특별자치도
검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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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조적 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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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정책효과
1.

인구, 관광객, GRDP, 경제성장률, 국세 및 지방세 징수실적 등에서 출범 이전에 비해 획기적 성장

2.

반드시 국제자유도시의 효과적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긍정적 효과로 판

단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변화 실태>
구분

2006년

2011년

2015년

인 구 (만 명)

56

58

관광객 (천 명)

5,312

(외국인관광객)

(’11~’15) 연평균증가율
제주

전국

64

2.4%

0.4%

8,740

13,635

11.8%

-

(460)

(1,045)

(2,624)

(25.9%)

(7.8%)

GRDP (조원)

8.5

11.8

14.1(‘14)

6.1%

3.7%

경제성장률 (%)

1.9

5.1

5.3(‘14)

5.1%

3.0%

국 세 (억 원)

3,736

4,657

11,978

26.6%

4.7%

지방세 (억 원)

4,337

5,814

11,240

17.9%

7.9%

자료 : 강창민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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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권한이양이 기대만큼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ㅍ

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별 문제점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 간 상호 연결
되어 있으며, 개별 문제점이 다른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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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출논리
1.

특례부여는 공통적, 특례내용은 차이

2.

도입근거/도입설계 및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3.

도입근거와 지원체계는 공통적 접근 가능, 도입설계는 차별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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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자생적 발전전략 필요
- 지역 정체성 및 자율성 존중을 통해 지방 주도형 발전전략 추진

□ 다양한 특구제도 활용
- 규제완화(특례인정)

- 평화/남북통일 매개 특구 활용
- 남북한의 경제·사회·문화 통합 등을 포함하는 점진적 융화과정을 고려(남북통일의 플랫폼)

- 강원도가 추구하는 미래비전을 포함 : 북방경제, 생태환경 등
□ 정책의 연계와 통합화

- 칸막이식 행정 배제/중앙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통합 방식을 통해 정책 연계성 향상 도모
□ 강원도의 의지

- 자생적 발전전략 추진 시, 지방정부의 의지가 관건
- 계획 수립·집행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합리적 조정 및 타결 역량 확보 필요

- 고령화 등에 따른 자생적 발생 가능성 의문
-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력적 거버넌스(정보 제공, 인력 및 재정 지원 등) 작동을 위한 지자체 의지와

실행력의 중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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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기본방향과 전략

4-1. 평화의 개념과 이론적 검토
1) 남북관계 인식 문제
• 국제법상 국가로 간주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 상호 국가 간 관계로 이해하기보다 민족으로서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2) 한반도에서 평화의 개념 논의
• 남북 간의 대화와 합의 그리고 남북관계 규범화를 통한 정치 군사 사회 문화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통한 적
극적 평화가 선결과제이며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의 대화와 합의가 소극적 평화를 지향하였다면 이에 대한 규범력
확보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은 적극적 평화로의 전환을 의미함(평화의 제도화)

3)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목표 추진방안

< 한반도 평화의 3대 목표와 3단계 추진방향 >

3대 평화

주요공약

3단계평화

북핵 대응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
안보평화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략 발휘의 극대화, 밀전을 수행할 군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정비)
한미동맹 기초 위에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소극적 평화

북핵문제 해결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
시장평화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 (생산과 소비, 무역에서 남북공동체 형성)
남북 접경지역의 발전

적극적 평화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북한인권의 개선 및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
민주평화

남북기본협정의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항구적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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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신경제지도를 통한 한반도 경협 확대)

□ 과제목표
 남북 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 지향 →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

□ 주요내용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
-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 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남북경협 재개
-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남북접경지역 발전
- 통일경제특구 지정ㆍ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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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신경제지도를 통한 한반도 경협 확대)

자료:국정자문위원회

 3대 벨트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
DMZ 환경ㆍ관광벨트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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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화의 개념과 적용 가능한 이론의 검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수립을 위한 평화의 이론적 검토

□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Michael Doyle)

-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체제적 특성에 따라 유지됨

비판 : 민주주의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적용의 가능성(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호전성, 배척 한계/민주국가 인정의 제한)
-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를 해야 하는 남한은 북한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보아 교류가 불가능(근본적 접근 한계)

- 대안 : 영구평화론에 따른 상호국가 체제 인정

□ 영구평화론

- 비호전적인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를 포용하는 확장된 민주평화론
(1)
(2)
(3)
(4)

완벽하고 이상적인 공화제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
국제적 평화연방의 참여주체에 전쟁을 원치 않는
보편적 차원의 세계시민적 권리 인정 -> (1),(2)가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과 발전된 민주주의 도입을

부재를 인정
국가로 북한을 확대 인정
충족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차별 금지(평화) 확보
위해 남한의 역할이 중요

시사점 : 미국 의존도-동맹관계, 정권교체와 관계없는 대북 정책의 일관성 등이 필요

□ 평화생태론

- 전쟁은 안정된 상태(평화)의 파괴(개발)이며 인간 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파괴의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이론
- 한반도에서의 적용
•
남북의 긴장요인 해소 - 개발 중심 민주주의(경제성장 Vs 핵개발-군사력 증대)에서 파생된 불안감·긴장감 등의
•
•

완화 및 해소를 통한 평화상태 유지
북한 :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북한주민의 생명에 관한 기본 욕구 충족, 체제유지 파괴우려 해소
남한 : 부의 균등분배, 전쟁위협 방지 등 안전 확보를 통한 평화로운 삶의 생태계 조성

□ 동양평화론

-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 실현을 위한 미완성의 저서
- 전쟁으로 인한 갈등지역의 공동이용을 통해 영구적 평화지대 활용이 주요 내용
- 독일 루르·자르지역의 사례(슈만플랜-유럽석탄철강공동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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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평화”에 대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시사점
남한

북한

체제포기, 인권보장 요구

양극화(형평성)

주민생존권
전쟁위협, 핵무기개발

전쟁위협

체제유지위협

협력 및 지원을 통한 남북한 갈등 요인 제거

양극화 해소
생태윤리강화
남북관계회복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평창동계올림픽 기회
(평화적/자주적/분권적 주
체)

경제적 지원
체제보장
자발적 시장경제 활성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의 평화적/자주적/분권적 의의
1.

영구적 평화지대 설치를 위한 남북일제의 시범 적용 대상 지역(접경지역 인접성)

2.

남북한 평화유지를 위한 생태계 균형 유지 적합 지역(지속가능성의 자주적 활용)

3.

남북 간 합의사항의 지속 이행을 위한 자치분권형 특구 적용 적합지역(분권/특구로
서 사업 및 교류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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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평화”에 대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시사점

•(민주주의)국가 간 존중

생태평화론

•비폭력 방식
•체제인정 및 세계시민적
권리부여

영구평화론

•적극적 평화실현 매개
•한반도 비핵화
•저 긴장 지역- 탈국가
주의의 용이성

•유일한 분단국가, 분단광역지자체
•남북강원도의 지형적, 문화적 유사성과 자
연자원 우위성 활용
•이념,체제를 넘어선 생태와 평화의 집합적
도출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특구 조성 가능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분권형 특구)수립

28

4-5.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기본 컨셉트
1. 남북 평화 제도화와 지방분권 모델 확산
-

국내의 행재정적 문제 해결 목적으로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차별화

-

한반도의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특별자치도를 지향

-

대내적 추진 목적 : 강원도의 규제완화-투자활성화 / 자연생태자원보존-지속가능 발전 (보존과 발전 병행)

-

대외적 추진 목적 : 남북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방안 마련의 플랫폼 형성 / 북방경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법
적 지위와 권한 확보

2. 체제 인정, 공통점 활용
-

남북 간 충돌지점을 회피 : 사상과 이념 극복

-

지역적 유대를 근간 : 세계 유일의 분단자치도, 분단자치 시군, 백두대간, DMZ, 동해안 NLL

-

공통의 관심사 : 평화유지, 경제수준 향상

-

포지티브 전략 : 미래지향적이고 자주적인 분권적 관계 수립

3. 강원도가 가진 고유의 장점을 부각
-

민족동질성 회복 : 남북강원도의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을 통한 유대적 연결고리 활용

-

DMZ, 백두대간 중심 강원도 평화적 활용 : 저 긴장지대, 고유한 문화 및 청정자연생태자원 보존, 생명과 민족
정기의 연결 통로

-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남북교류 기회확대와 올림픽 평화유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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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총괄개념(안)

-경제적/생태적 지속 가능한 사업 추
진

□ 평화특별자치의 취지를 살려 분단 강원도의 하나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기반할 수 있도록 함
□ 전쟁없는 평화와 지속 가능한 남북강원도 공동체로 발전
□ 남북교류 통일관련 차별화된 분권기능 부여를 통해 남북 강원도의 자치도 설치의 권한 및 지위 보장
□ 남북공동 시범자치구역 운영을 통해 통일 기반 사업의 단계적·물적·인적 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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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현황
구분

남강원도

북강원도

7시 11군 187읍면동

2시 15군 15읍 440리동 7노동지
구

면적

16,874㎢

11,092㎢

인구

152.2만

분단 전 : 57만 명
현재 : 147.8만명(원산, 문천 편입)

도로

총 7,001㎞(포장률:64.6%)

총 5,271㎞

교육시설

대학 : 18
고등학교 : 113
중학교 : 161
초등학교: 585
유치원: 451

대학 : 13
고등전문학교 : 40
고등중학교 : 367
인민학교 : 399
유치원 : 1,300

보건의료
시설

종합병원 : 31, 의원 : 389
(병상 수 : 9,978)

군인민·산업병원 : 36, 리인민병원 :
82(병상 수 : 6,670)

행정구역

인구출처 : 남강원도(2016년 말 기준, 통계청) 북강원도(2008년 말 기준, 조선중앙통계국)

-

남북한 강원도 지역 모두 낙후 지역

-

넓은 행정권역 낮은 인구밀도

-

수려한 자연자원과 백두대간, 해양자원 공유 및 활용 인프
라 보유

-

고성과 철원의 남북 동일 행정구역에 따른 문화적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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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중점 추진사업(안)
구분

주요내용
•「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종합추진계획」수립(연구용역)

평화기반

조성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정
- 대북접촉 승인권 및 교류협력 권한, 남북협력기금 사용권
- 남북협력교부세 신설,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분권 확대
•DMZ세계평화공원 남북확대 및 세계유산 등재
• 금강산 특구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 설악-금강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설악-금강연계 관광거점사업

통일경제

• 북강원도 개발특구 연계(원산시 관광특구, 현동공업개발구 등)

특구지정

• 남북일제 시범특구: 남북고성특구조성
• 평화산단조성: 접경지역에 개성공단 역개념 철원 산업단지 조성
• 궁예도성 복원: DMZ 남북공동 자원 활용
• 남북 강원도 중심의「남북 강원도 경제연합체」구성․운영

교류협력
활성화

- 남북 경제협력 전반 논의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 협의
• 산림, 바다, DMZ자원 활용 등 남북공동 협력사업 추진
- 공동어로구역 설정, 산림병해충 방제, 공동영농 등
- 체육․종교․학술․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 추진

북방경제
진출

• 단절된 남북 교통망 복원
- 철도 연결(동해선~금강산~원산~러시아), 경원선 복원,
금강산 크루즈 관광, 북방항로(러시아, 중국)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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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북강원도 주요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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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협력 주요사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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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협력 주요사업(예시)
1. 남북일제(南北一制) 평화특구 지정․운영
대상 : 남·북 고성군 전체지역, 1,523㎢
구분
면

적

행정구역

인

구

남고성

북고성

664.34km²

858.657km²

2개읍 4개면 88개리

1개읍 23개리

30,485명

61,277명

형태 : 남북공동자치구 성격의 ‘평화특구’
• 남북과 UN합의하에 자치권 인정
• 장기적으로 홍콩과 유사한 준국가적 기능부여 등 검토

우선 추진 사업
• 특구 내 경제교류 차원의 ‘남북공동시장’ 개설 운영
• 무비자 왕래를 통한 관광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 공연장, 음식점 등 남북교류차원의 북방문화교류센터 설립
 위

북방문화
교류센터 개요

치 : 고성군 현내면 일원

 개발규모 : 20만평 내외

 사 업 비 : 2,000억원 (국비 1,400, 지방비 300, 민자 300)
 추진주체 : 한국관광공사 또는 강원도

→ 장기적으로 남북고성지역을 대상으로 금융, 관광, 식품산업, 카지노 등을 테마로 국제도시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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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협력 주요사업(예시)
2.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남한의 설악권(고성~속초~양양) 관광지구를 집중 개발,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한 남북통합의 관광경제권 조성

1 단계

• 남한의 설악산~속초~양양공항을 잇는‘설악권 관광지구’개발
• 설악동 재개발(3,139억원), 내국인 면세점 설치, 통일전망대~화진포지역 관광개발 등
• 북한의 ‘금강산 관광특구’와 남한의 설악권 관광지구 연계 개발

2 단계

• 육로를 통한 설악-금강의 관광객 자유 이동 추진
• 설악산 - 금강산까지 관광자원의 공동연계 개발 추진

• 공동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국제적 수준의 설치미술 공간 (랜드마크) 조성 등
• 속초-금강-원산간 크루즈 상품화
• 설악산과 금강산을 오가는 철도관광(북한 온정리-속초)사업 추진
• 설악금강 유네스코 등재 노력 등

•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조성
3 단계

•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 글로벌 이벤트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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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협력 주요사업(예시)
3. 평화산업단지 조성

철원 평화산업 단지
• 접경지역에 개성공단 역개념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 남한 자본·기술과 북한 노동력을 결합한 남북경제협력 모델 제시

• 남북 군사적 대결지역인 철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평화정착 기여
 위

치 : 철원군 철원읍 일원(비무장지대 인접 남측)

 개발규모 : 3,306천㎡(100만평)

사업
개요

 사 업 비 : 3,035억원(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제외)

 인력수급 : 12천명(북측 노동자 출퇴근 또는 단지내 기숙)
- 북측 평강시(25km, 인구 약 12만명)와 출퇴근 30분 소요
 입주기업 : 500개(IT, 섬유가공, 가구, 전자제품, 기계조립, 소재 등)
 추진주체 : 통일부 + 강원도 공동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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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협력 주요사업(예시)
4. 산림, 바다, DMZ자원개발 등 공동 협력사업 추진
[동해안 공동어로 구역 설정]

ㅍ

동해 NLL기준 남북 각 10㎞ 해역, 바다 쪽으로 20해리
• 남한은 어선과 장비 제공, 북한은 선원 제공
• 입어료 지불 및 어획소득 공동배분으로 경제적 실리 확보

공동어장 조성 (바다목장화, 수산종묘센터 건립 등)

[평화의 숲·생명의 숲 조성]

ㅍ

강원도 18대 대통령선거 공약발굴(평화특별자치도-남북일제)
• 평화의 숲 : 강원도 철원지역 동서 10㎞ 남북 4㎞로 4,000㏊ 규모 (철원평화산단 주변 지역)
• 생명의 숲 : 강원도 고성지역 동서 10㎞ 남북 4㎞로 4,000㏊ 규모 (TKR 주변 지역)

향후 남북공동협력사업으로 강원도 DMZ 전역 약 58,000ha로 확대

[국립(또는 UN)환경자원과학관 건립]

ㅍ

전국 최대의 생물자원이 보전된 강원도에 국가 생물종 표본 완성을 위해 환경자원과
학관 건립
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등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 등 수집·전시 연구·교육의 장 활용
• 사업규모 : 부지 100천㎡ 이상, 건축 20천㎡ / 1,000억 원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
남북에 걸쳐있는 태봉국 도성에 대한 조사, 연구

DMZ일원에 있는 궁예도성 복원(철원지역 DMZ안 남북 4㎞)
• 남북 학자 참여 공동조사단 구성 및 학술조사 실시
•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거쳐 복원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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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협력 주요사업(예시)
5. 북방경제시대 내륙물류 최적화 (1) : 북방경제시대 대비 주변국 및 우리나라 정책 동향

• 북극해 경제(Trans Arctic Trade & Economy) + 유라시아 대륙 경제(Trans Eurasia Trade & Economy)

• 북방물류의 핵심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은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한 철도+해상 복합 물류수송루트 확보

북방경
제

를 위한 경쟁 가시화
- 러시아 : 극동지역의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 철도 연결(53km)
⇒ 중국의 동해진출을 차단하면서 북극해 항로 진출 기반 구축 시도

- 중국 :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추진과 더불어 유라시아 고속철도 연결 추진
⇒ 훈춘과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연결한 북극해 항로 진출 기반 구축 시도

• 남북 철도 연결 및 북극해 항로 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 추진 중
• 한반도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통로 구축 추진('SRX'구상) : 남한 내 단절구간 복원과 TKR 사업 추진

우리
나라

•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1.7km 구간) : 남측 구간 9.3km 착공(‘15.8.5)
• 동해선(제진∼강릉 110.0km)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 32.5km)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북극해 항로 상업운항 추진(‘13년 국내 국적선사의 북극해 항로 첫 시범 운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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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협력 주요사업(예시)

5. 북방경제시대 내륙물류 최적화 (2)
<북방경제시대 북방물류루트 구축(안)>

<한반도 종단철도(TKR)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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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협력 주요사업(예시)
5. 북방경제시대 내륙물류 최적화 (3)

“

강원도 북방 물류체계 상 지리적으로 최적지 위치 →
강원도 동서횡단 철도와 항만 이용 시 국내 타 지역 항만(부산항, 울
산항)에 비해 내륙 물류비 비교우위

”

수도권과의 육상 접근성 측면 : 부산항과 울산항에 비해 수송거리 3배 단축 가능
수도권과 유럽 간의 항행시간 2일 단축 가능

강원도 동서축 고속 교통망과 동해선 철도, 속초항(여객 중심),
동해항(물류 중심)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북방물류 중심지 역할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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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인접 시군 현황
《 강원도 접경지역 시군 현황 》
북강원도시군

철원군(북),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북)

남강원도시군

철원군(남)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남)

면적(㎢,남/북)

898.2/553.9/788.1

909.4/770.5

700.8/696.0

1,646/1,009

664.6/858.7

□ DMZ를 경계로 남북한 강원도 시군은 총 11개 군이 인접함
● 남한 5개 군(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 북한 6개 군(고성군, 금강군, 김화군, 창도군, 철원군, 평강군)

□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개별사업으로 산림, 수계 등의 연계성을 가진 자연자원 활용이 용이한 남북강원 시군 간 협
력 사업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강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5개 접근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특성화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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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인접 시군 간 연계사업(안)

북고성군

금강군
창도군
평강군

김화군
고성군

북철원군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평화영농지대
수자원 평화이용 지대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
고성군 남북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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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인접 시군 간 연계사업(안)
평화영농지구 조성

: 남북 철원군(평강군)

- 특별집중 군
•

농업협력 지역 조성(1단계) →
농업협력 통로 조성(2단계)

•

경기도 연천군 포함(가능)

•

철새도래지(토교저수지)를 통한 몽골동북3성 등 한민족 대륙동포 포용 정책
연계 가능

수자원 평화 이용 지구

: 화천군-김화군

- 북한강 수계의 발원지
• 한반도 수자원 및 수생태계 연결
• 임남댐 전력생산의 평화적 이용 방안

강구
• 동아시아 평화 DMZ문화제(파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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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인접 시군 간 연계사업(안)
설악-금강 국제자유생태관광지구 조성
- 백두대간 남북생태계(향로봉 중심) 복원이 중요

- DMZ(동서축)와 백두대간(남북축)의 공동 생태축 형성
- 우수한 자연자원과 전쟁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세계자연·문화유산 등록을 통해 국제자유관광지구의 형태를
가지면서도 지속가능한 국제생태관광 지구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남북일제(남북고성군)
-

특별집중 군

• 동해안 평화지대(NLL)접근을 통한 남북강원 해양자원 공동이용

• 공동어로 및 수산종묘센터, 공동바다목장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어업협력
• Peace stay, 한국전쟁 천도제 등의 행사 기획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
테마 자원 개발
• 김일성별장 등 역사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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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시군 연계사업(안)

남북협력 컨트롤 타워(춘천시)

□ 강원도청을 통한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의 컨트롤 총괄(남북교류협력의 중심)
□ 협력 컨텐츠 개발, 준비, 진행 총괄
□ 남북한 직접 협력사업 추진 등

□ DMZ 세계평화공원, 유네스코 복합(문화·자연)유산 추진, 국제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MAB), 람사르 습지 등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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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시군 연계사업(안)
원주 혁신도시 정부기관을 활용한 연계사업
□ 생명산업 활성화
- DMZ 일원의 생물자원을 바이오산업과 연계 (식품, 화장품, 생물의약소재 등)

- 원주·횡성·홍천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단지 조성

□ 관광자원 활성화 교류 및 보존 자원 공동 관리
- 북한의 산림·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 협력(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관광공사)
- 남북관광교류협력 환경 조성(관광객 방문 재 추진)
- 명승지와 자연보존 지역에 대한 공동 관리 추진
- 인력교류, 국립공원 공동모니터링, 관리 기반시설 건설 지원, 관리 전산화 공동 논의 등
- 남북연계관광 홍보

영월·정선·평창·태백·삼척 (에너지 자원 벨트)
□ 광해관리공단
•

북한지역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광해) 복구 협력

•

광해방지를 통한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

• 경제성 있는 광산 확보를 위한 북한과의 무연탄 개발 및 교역
• 북한의 연간 유연탄 생산량(2,300만톤)/남한 연간 수입량(500만톤)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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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 – 남북강원도 시군 연계사업(안)

강릉시
□ 정기적 남북 스포츠 이벤트
- 2018동계올림픽 이후, 잘 갖춰진 기반시설의 적극 활용
- 동계 체육경기의 메카로서 북한과의 스포츠 이벤트 관할
- 아이스하키, 태권도시범단 교류, 남북마라톤대회 등의 개최

- 세계적 동계스포츠 메가 이벤트 남북 공동 추진 (예, 강릉:아이스하키, 링크경기/북한:스키(마식령스키장))

□ 문화/예술/학술대회 등 이벤트 개최
-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2005년 기 시행)
- 남북강원도 예술제, 음악축제 등 공동 개최
- 남북강원도 자연생태 공동조사 및 자원관리 학술대회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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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 단계별 추진방향

1 단계 (남북강원도 대북접촉 및
협상)

1 단계(기본구상준비 단계)

1 단계 (정부추진위원회 구성)

- 기본구상 내용을 중심으로 총리실
산하 강원평화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요청

- 기본전략방향을 토대로 금강산관
광재개, 남북일제, 철원평화산단,
세계평화공원구상 등 평화특별자
치도 주요사업관련 단계적 협의

2 단계(기본구상 정부협의)

2 단계 (특별법제정 추진)

2 단계 (주요특구사업 추진운영)

- 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방안마련,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실시
- 기본구상 내용을 토대로 정부에 평
화특별자치도설치 협의(정부 초기
대응)

3 단계 (민간중심 대정부 대응)
- “평화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구성,

도민공감대형성 평화특별자치도실천
방안 의견수렴

- 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과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대정부, 국회 등
특별법제정 추진

3 단계 (기본사업 추진방향설정)

- “정부평화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구성활동 토론회 등 국민공감대 형
성

- 남북강원도 합의를 토대로 주요사
업추진방안설정, 사업추진, 남북 강
원도 시・군간 사회단체 간 교류추
진

3 단계 (공동사업 확대운영, 자유
교류지역확대)

- 납북일제, 설악-금강지구 확대, 시군
간 교류확대, 남북강원도 지역문제 등
공동협의체 운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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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론 및 제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목적과 전략 명확화 필요

•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강원도 규제완화와 민간투자유치 확장

단기
목표

• 2018 평창올림픽 후 신성장동력화

강원국제
생태평화
자유도시

•

평창평화올림픽 후 남북협력을 통한 백두대간 복원

•

생태자원 활용 관광, 식의학산업화 추진

남북
협상

•

남북협상과 합의 전제
고성남북평화특별구역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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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기반구축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특별법 제정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

안정적 재정지원
“통일모델의 실현을 위한 남북통합강원도의 기능 강화 ”

남북통합강원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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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추진으로 강원도 규제완화와 민간투자유치 확장,

2018 평창올림픽 후 신 성장동력화

ㅍ

강원 국제생태평화자유도시 실현 :
평창평화올림픽 후 남북협력을 통한 백두대간 복원, 생태자원 활용 관
광, 식의학산업화 추진

ㅍ

남북협상과 합의 전제 고성남북평화특별구역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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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ㅍ
2

강원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제정 :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
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완화 등 특례인정을 통한 평화생태특별자유도시
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특별법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정부 내 추진기구 설립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 강원특별자치도추진 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내 강원특별자치
도추진지원단 설치, 국무총리실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설치 필요

ㅍ
3

4ㅍ

5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획수립 :
유일한 남북분단도, 산림, 군사, 환경 등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한 투자유치 등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계획 수립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와 시사점 보완 :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 행정혁신과 자치역량강화, 행정서비스개선과 행정효율
성확보, 도내 불균형발전문제극복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
남북강원도 점진적 통일모델정립, 국가 지방분권모델 확장성 강화, 강원도 신성장동력
추진모델 정립, 평화·생태환경보전을 위한 특례적용방안 마련, 주민생활자치 확장을 위
한 자치역량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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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