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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활용 략에 한 연구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심으로-

어메니티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로

서,편안하고 쾌 한 삶의 매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 정(+)의 효과를 발생

시키는 특정한 장소의 여건이나 분 기를 말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활용 략을 제시하는데 있다.제

주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새로운 지역발 략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다.정책요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연구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수단은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이다.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 략은 지역의 양 성장보다는 질 발 을 추구

한다.발 의 기본원리로서 효율성보다 환경과 역사,문화,공동체의 가치를 시

한다.총량 빵의 크기보다는 쾌 한 환경 속에서 정신 편안함,사회 공평

함,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공동체의 자존 자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발 수단으로서는 기존의 자본과 노동보다 지식과 기술을 시하고 생산체계

에 있어서 소품종 량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보편화된다.신뢰와 규범,

력을 진시키는 네크워크를 조장하고 지역주민의 기 수요를 넘어 경제 으

로 한 삶의 질을 요시한다.

본 연구는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략을 마련하기 해서 제

주지역의 자연․역사․문화․공동체 자원 가운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을

가려냈다. 상자원의 선정은 델 이 방법 조사를 활용했다.선정된 자원의 특성

을 분석하고 이와 비슷한 국내외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를 조사

했다.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실태를 분석하고 어메니티 에서 우리나라의 지역발 정책과 지역계획을 평

가했다.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메니티 사업 벨트의 조성과 어메니티 사업 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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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네트워크 형성 등 어메니티 요소를 시하는 새로운 지역발 략을 제

시했다.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1960년 부터 본격 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역발 정책은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한 반면 지역격차의 심화를 가져왔다.

기의 지역발 정책은 지역균형발 을 목표로 지역의 인구 경제 성장,산

업화,사회간 자본 시설의 확충을 달성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를

세계 10 권 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얻었다.1인당 국민소득도 인구 4천만명 이

상인 국가 가운데 8 를 차지하는 고도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에 따라 인구와 자본,생산활동이 도시로 집 되었고, 속한 도시화는

농어 지역의 생산성 감소와 인구의 공동화․고령화를 동시에 가져왔다.농어

인구의 고령화는 농어 정주기반의 약화와 생산력의 감소를 가져와 농어 쇠

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제주지역도 마찬가지 상을 겪었다.

국가의 지역발 정책이나 지역계획이 모두 지역의 장소 특성이나 역사․문

화․공동체 자원과 인간의 삶의 질 등 어메니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즉,장

소 차별없는 략으로 일 함으로써 규모 ,자원소모 ,환경 괴 ,기능 심

인 방향으로 일 하게 되었다.이는 세계화라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 속에서 지

속가능한 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사회․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는

로벌 메가트 드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으로는 국내외에서 인정하

는 자원 12종이 선정되었다.

어메니티 자원분류는 우선 어메니티 속성이 강한 제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를

국제기구 공인자원과 국가 공인자원으로 분류했다.이를 자원특성에 따라 자연자

원과 역사,문화,공동체 자원으로 재분류했다.이어 련 문가 34명을 상으로

델 이 방법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 12종을

선정했다.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은 국제기구 공인자원으로 유네스코가 공인하는 제주

도 생물권보 지역,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제주도 세계지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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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주칠머리당 등굿,제주 국제 악콩쿠르,제주어 등 6종이 선정되었다.국

가 공인자원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제주 일제동굴진지,제주마,제주 가,제주해

녀,제주돌담 등 6종이다.이를 자원 속성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자연자원 3종,역

사자원 2종,문화․공동체 자원 7종 등 모두 12종이다.

셋째,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는 자원 자

체의 특이성과 심미 ,역사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라산의 분화로 형성된 제주 화산섬은 화산활동의 표 인 형태로 각 받고

있고 세계 6 화산분출유형 가운데 2개의 유형을 보유하고 있다.거문오름 용암

동굴계의 동굴들은 용암동굴에서는 볼 수 없는,석회동굴의 특성인 백색 탄산염

생성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최고의 미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은 난 ․온 ․한 아고산 에 걸친 1,800여종의

식물과 4,000여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해양동물 455종과 어

류 232종이 출몰하는 해양자원의 시 이다.

제주의 험난한 역사의 결과물로 탄생한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 일제동굴

진지’는 독일의 평화도시 오스나 뤽과 일본의 히로시마에 버 가는 평화의 상징

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공동체 자원인 제주칠머리당

등굿과 제주해녀,제주어,제주마,제주 가,제주돌담은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

부화의 소 트웨어로 기능할 수 있는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장소 속성을 보유

하고 있다.

넷째,제주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은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으로서 지역발 을

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내부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연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는 문화재 보호법이나 자연공

원법,자연환경 보 법에 의해 상 그 로를 보존하거나, 승 보 을 한 재

,혹은 자원을 알리기 한 시공간 확보 등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모

든 자원이 재정투자를 통해서 보호․재 ․ 리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자원인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국제 컨벤션산업과의 연계 고리를 찾지 못

하고 규모 행사에 몰입하면서 경제가치의 내부화와는 거리가 멀다.일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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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동굴진지는 민간의 사재를 털어 쟁평화박물 을 개설했으나 경 난으로

외부자본에 넘겨질 기에 있다.

공동체 자원 가운데 제주마를 제외한 부분의 자원이 경제가치 내부화와는

계 없이 방치되거나 외부자본에 의해 경제가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제주

가는 가형 민속 과 호텔형으로의 개조로 외부기업에 이윤이 넘어갔다.제주

돌담은 훼손율이 심각한데도 상유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다섯째,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략으로는 어메니티 사업벨트 조성과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형성,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어메니티 자연자원의 활용 략으로는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벨트와 세계자연

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벨트,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 벨트,제주도 세계지질

공원 벨트의 조성을 제안했다.어메니티 사업 벨트는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

어 어메니티 요소가 있는 여러 장소의 사업주체들끼리 공동이익을 해 연 하는

방식이다.

어메니티 역사․문화․공동체자원 활용 략으로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 컨벤션

산업화와 제주 국제 악콩쿠르의 종합축제화,제주칠머리당 등굿의 세계화,역

사자연과 제주마산업의 융합을 제시했다.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터는 통민박 클러스터와 어메니티 교통 클러스터,토속

음식 클러스터,어메니티 특산품 클러스터의 결성을 제시했다.이들 클러스터는

어메니티 사업 벨트별로 다양한 형태의 민박과 이동수단, 통음식,특산품을 제

공할 수 있다.같은 분야, 는 다른 분야의 클러스터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교환과 송객,재료 공 등의 력사업을 개할 수 있다

어메니티 사업의 운 체계로는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어메니티 운 원회를

구성하고,지방정부의 권한을 임받은 어메니티 지원 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각 원회는 어메니티 사업의 수행 성과보고,평가결과 심의,지속

지원을 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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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의 의의와 목

1.연구의 의의

21세기 인류 사회를 통하고 있는 큰 흐름은 정보통신 명에서 비롯된 국가

경계(nationborder)의 약화와 그로 인한 세계화 다극화 시 1)의 도래,물리

공간 거리감의 해체로 인한 삶의 양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지난 세기 산업사회

의 반성에서 오는 지구 온난화와 에 지 기에 한 응인식을 비롯해서 국가

간,지역 간,계층 간의 생산․소득․소비․교육․복지 등 사회경제 불균등 해

소,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담론이 지구를 덮고 있기도 하다.

세계화는 기존의 경쟁체제,시장환경,생산양식 등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자본

과 노동의 계,정부의 역할,사회․경제 인 행 등 반 인 사회․경제체제

의 구조 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김용웅 외,2011:56).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간과 공간은 더욱 압축(time-spacecompression)되고 있고 세계 차원

의 인 ,물 정보의 흐름은 빨라져 국가를 가르는 국경은 의미를 잃어가

는 신 지역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김태환 외,2004:1～2).

지구 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탈 역화(de-territorialization)

상은 시․공간의 융합(convergency)을 통해 공간을 동질화시키고,결국 지리공간

의 소멸을 가져올 것으로 견했었다(Cairncross,1997).그러나 세계화라는 공간

범 (spatialscales)가 장소2)간의 연결성을 토 로 하는 장소의 역 속성을

1)다극화란 용어는 국제체제론에서 나온 용어로,제2차 세계 이후 동․서 냉 체제(양극체제)

의 붕괴와 소련연방의 해체로 인한 미국 심의 단극체제를 거쳐,2008년 미국 발 경제 기 이

후 유럽연합(EU)과 국,북미(NAFTA),동남아시아(ASEAN),동․남아 리카(SADC,EAC,

COMESA)권역 등 세계 경제블록이 경쟁하는 경제의 다극화 시 를 말한다. 

2)차만스키(Czamanski,1973)는 지역을 ‘장소(area)’,‘지구(zone)’,‘지역(region)’으로 구분하고 있

다.이때 ‘장소’는 공간 경제분석에 유용한 개념으로서 2차원 공간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제품의 지리 매범 인 시장권을 나타낸다.‘지구’는 지리 역을 인 으로 구

분한 기술 인 용어로서,주변 지역과 상이한 성격을 가진 장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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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견과는 달리,오히려 장소의 역 실체가 요해지

면서 지방화라는 공간범 의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Castree,2003;Herod,

2003;이희연,2005:37).

세계화의 개가 공간구조와 지역발 과의 계에 있어서 국가보다 지역 는

장소 하 공간단 를 세계 수 에서의 요한 경쟁 경제단 로 끌어올렸

고,이로 인해 지역 사이의 공간 불균형을 확산시킬 소지가 더 많아지게 된 것

이다.

세계화로 인한 국가 역할의 축소는 지역 간의 경쟁을 한층 심화시켜 경제 으

로 유리한 치를 확보하기 한 지역 간의 경제활동 역화․블록화 상이 세

계 곳곳에서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다.이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 으로 진행

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화의 맥락에서 지방자치의 진 에 따라 앙정

부에 응하는 분권화 수요가 보다 증가하고 있고,지역발 이나 정책에 한 지

역의 자기책임성도 높아지고 있다.세계화에 의해 공간 동질화의 상이 되지

않는 ‘장소 특수 속성(place-specificproperties)’3)에 한 심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역정책은 본질 으로 각 지역의 발 정도와 특성에 따른 차등 ,차별 정

책추진이 필수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한 학계 정책당국의

인식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지역발 계획이나 지역산업진흥계획상의 로그램

사업들은 정 공간범주에 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획,추진되고 있기도 하

다(장재홍,2011:153～154).

우리나라의 국토 지역발 정책은 주로 행정구역이나 지역경계를 바탕으로

추진해왔고, 체로 제한된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개발 략에 치 해왔다.

결과 으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지역 간 소모 경쟁을 되풀이하고,지역과

은 국가경제 내에 존재하는 역 하 공간단 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Richardson,

1979:18;김용웅 외,2011:16에서 재인용)

3)OECD (1999)는 ‘장소 특수 속성’을 지역의 정체성을 반 하는 요소들로서 ‘사회 구성원에게

휴양 ,심미 가치를 제공하는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속성’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리고 어

메니티 자원은 지리 치에 따라 높은 수 의 고유성을 지니는 동시에 다른 자산들처럼 환

되거나 이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비교 우 를 지닐 수 있는 거의 유일

한 역으로 보고 있다(오 석 외 역,2002: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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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고유한 특성을 반 하기 보다는 정형화되고 일률 인 지역발 략에 치

하는 한계를 꾸 히 노정시켜왔다(안 진,2011:21;최재헌,2009:19).

국토종합계획에 있어서도 1960～1970년 에 시작된 성장거 (growth-pole)발

략에 의한 성장 주의 지역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방법에 있어

서도 경제 효율성을 시하는 하향식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다만 21세기에 들

어와서 성장과 분배,일자리 창출,양극화,장소의 번 (placeprosperity)이냐,사

람의 번 (people'sprosperity)이냐4)를 놓고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혜천,2011:24).그럼에도 아직 인간의 삶의 질을 직 겨냥한 지역발

정책 는 계획이 획기 으로 받아들여진 는 그리 많지 않다.

1960년 부터 개된 국토개발 과정을 살펴보면,제주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

과 지정학 이 ,내륙지방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로 인해 앙정부의 꾸 한

심을 받았다.그러나 그 개발방식은 앙집권 ,하향 근방식에 의한 외생

발 (exogenousdevelopment)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1963년 ‘제주도자유지역

구상’에서부터 1966년 ‘제주도특정지역 지정’,1975년 ‘특정자유지역 개발구상’을

한 기 조사,1980년 경제기획원의 ‘제주자유항 구상’,1983년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등이 그것이다.

앙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개발 자원과 기술이 세하다는 미명 하

에 외지인에게 융과 세제상의 혜택 등 제도 지원을 독 ,확 제공해서 외

생 개발만이 가능하도록 해왔다.그 결과 국가의 권력과 특혜로 특징 지워진

외생세력에 의해 거의 모든 개발 가치와 기회가 독 되었으며,지역개발의 주체

가 되어야 할 제주도민은 지역개발의 객체로 락해서 소외감으로 철되는 아

노미 상까지 보 다(양 철,1991:2).

앙정부에 의한 개발사업의 선정,투자재원의 배분,그리고 선별 인 재정지

원과 정책 보호 등을 통해서 외부자본과 특정 기업 주의 하향식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추구했던 것이라 하겠다.

4)‘장소의 번 ’(placeprosperity)과 ‘사람의 번 ’(people'sprosperity)이라는 용어가 처음 언 된

것은 1966년 발표된 미국의 경제학자 루이스 닉의 논문 제목에서부터이다(Winnick,1966).그

는 이 논문에서 당시 미국의 주요 정책인 경제활동의 ‘지리 재분배(redistribution)정책’(장소

지원 정책)을 “지원이 실한 그 지역의 실업자,노동자,이주자들보다,오히려 지원이 별로 필

요 없는 그 지역의 부유한 계층,주로 토지나 건물 같이 지역에 고착된 자원의 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비 했다(강 수,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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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서 2002년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과 2006년 출범

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의 추진 과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을 포함한

신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앙정부의 지원 부족,지역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 등이 지역발 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도민들은 특

별자치도 출범 이 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인식이 지배 이다5).

제주지역은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 지역,세계지질공원,제주 국제 악콩쿠

르,제주칠머리당 등굿 등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자연과 문화 술 어메니티 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려시 항몽 유 과 조선시 200년 동안의 출륙 지령,

해방공간에서의 4․3사건,태평양 쟁 당시 일본군의 최후 보루 던 동굴진지,

제주 세계평화의 섬 등 국가가 인정하는 고난으로 철된 역사 어메니티 자원도

갖고 있다.제주해녀를 비롯한 방언,돌담, 가,제주마(馬),공동체 사회의 수

음(품앗이)정신,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에 이르기까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독특한 공동체 어메니티 자원이 산재해 있다.그러나 제주지역 어메니티 요소를

지역발 략으로서 근한 정책은 어느 시 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지역 신과 균형발 을 이념으로 했던 참여정부나 녹색성장과 로벌 경

쟁력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 정책에 있어서도 지역 간의 차이 과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지역별 특성에 합한 정책을 시도하지 못했고,

정책지원에 있어서도 지역 간 차등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장재

홍,2011:130)는 지 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지역의 특수성이나 장소의 고유

성,공동체 사회의 정체성을 감안한 지역발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에서 지역발 의 화두라고 하는 형자본에 의한

지역발 보다는 어메니티 자원을 이용한 지역발 이 결과 으로 보면,오히려

지역발 의 목표를 더욱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증명한다

는 데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5)민기 (2011:65)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가 제 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앙정부의 행․재정

지원부족이 25.2%,자치단체장 역량부족 21.6%,공무원 역량부족 17.6%,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부족 15.4%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제주자치도의 정책 만족도는 불만족이 34.4%,만족이 16.8%

로 보통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압도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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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활용 략(이하 ‘어메니티 지역발

략’이라 함)을 제시하는 데 있다.지역발 이론의 변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지

역발 정책에 한 고찰을 통해서 제주지역에 고유한 어메니티 자원을 새로운

지역발 략6)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 까지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행태를 보면 지역계획의 정책이념이나 기조는

국 공간계획과의 일 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앙정부의 지침을 그 로

차용하고 있다.지역발 에 필요한 자본의 형성은 지역의 내생 자본형성을 도

외시한 채 규모 외부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앙정부의 정치 산배분에 기

어 앙만을 쳐다보는 행이 지속되고 있다(박양호,2008:44).

지역 역량7)강화를 해 인 ․물 ․사회구조 역량을 계발하는 데는 소홀

하고 오히려 스스로의 지역역량을 평가 하하거나,주민 소득과의 연계는 고려

하지 않은 채 외형 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형 로젝트에만 매달리는 한계

를 안고 있다.8)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앞에 두고 통 인 지역발 략을 통해서는 지역의

비 달성과 주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제에서 출발한다.즉,종 의 지

역발 에서 요시되었던 토지,자본,노동 등 이른바 ‘경성요소(hardfactor)’보다

는 환경,생태,문화,여가,어메니티 등 ‘연성요소(softfactor)’의 요성이 보다

더 높아질 것(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34)이라는 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연성요소는 지역주민의 기 수요의 변에 치해서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

는 가장 요한 수단이다.이는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지 노동자에게 여가와 휴

6) 략(strategy)이란 용어는 원래 정치 목 을 달성하기 해 군사 수단을 축 하고 사용하

는 것을 의미하나(Neild,1990:Ch.1～2),최근에는 부분의 학문분야에서 유행어가 되었다.주

로 상이론에서 상 방의 일차 인 의사결정을 먼 분석한 다음 자신의 목 을 최 로,그리

고 가장 쉽게 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이달곤,2005:39).

7)OECD (2003);최 출 (2003:32)은 ‘역량의 구성요소’를 인구(volume),지식(knowledge),기술

(skills),행태(behavior)로 보고 있고,소순창 외 (2006:333)는 ‘지역역량의 범 ’를 지방정부 조

직의 업무수행능력․의지․태도 등 인 역량과 재정․조직구조 등 물 역량,정치․경제․사

회․문화 등 사회 구조역량으로 악하고 있다.

8)제주자치도 (2011a:91)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국의 마카오,싱가포르 등의 도시가 모두 외

부로부터 형카지노 그룹,컨벤션․ 시시설 엔터테인먼트 인 라를 유치하고 있다고 시

하고 제주에 이와 같은 규모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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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명상 등 정신 인 ‘자기정화(catharsis)’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

어와 지식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재충 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연구 과제를 설정했다.

첫째, 통 지역발 략과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특성을 비교해서 새로

운 지역발 트 드로서의 어메니티 지역발 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 지

역발 략과 어메니티 지역발 략을 비교하기 해서 새로운 지역발 패러

다임의 개 과정과 특성을 개 하고 어메니티 자원의 특성과 가치를 악할 것

이다.

둘째,지역발 략으로서 어메니티에 한 ‘경제가치의 내부화(internalization)’

를 모색하는 것이다.9)이를 해 지역의 고유성과 사회 ․역사 ․문화 공동

체 형성,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본질로 삼고 있는 어메니티 요소에 한 분

석 근을 시도한다.제주의 여러 어메니티 요소 가운데 세계화 시 에 로벌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제 자원으로서의 제주 특유의 어메니티 자

원을 도출하고 특성을 분석하게 된다.

어메니티를 활용한 국내외 다양한 지역발 사례를 악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에의 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이를 통해서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9)본 연구에서 ‘경제가치 내부화’란 OECD에서 제시한 어메니티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의미한다.

OECD는 어메니티의 경제 자원화와 련해서 농 어메니티를 한편으로는 보호하고 발 시켜

야 할 자산으로,다른 한편으로는 농 개발을 한 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 수단화

하기 한 노력들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즉,외부성(externality)이 강한 농 어메니티를

지역공공재(localpublicgoods)로 악하고,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 정성의 문제를 내

부화(internalization)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김선희 외,2007: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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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1.연구 범

지역발 략에 한 연구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연구의 시간

,공간 ,내용 범 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하다고 하겠다.본 연구의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시간 범 이다.

해방 후 1950년 까지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미군정에 이은 6.25 쟁을 거치

면서 사실상 외국 원조에 의한 쟁 피해복구에 집 되었다.국가정책의 틀에서

지역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무리 다.지역발 정책은 1960년 ‘경제개

발 5개년 계획’(1962)과 ‘특정지역개발계획’(1963)이 세워지고 나서야 최 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본격 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을 감안해서 시간 범 를 1960년 부터 제주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한 제2차 계획이 수립된 2011년까지로 설정한다.본 연구에서 수행

한 델 이 방법 조사에서도 응답패 30명 가운데 가장 많은 24명(76.6%)이 제

주개발의 시발 을 1960년 (46.6%)～1970년 (30%)근 화 시 라고 응답했다.

둘째,공간 범 이다.

본 연구는 지역의 고유성과 사회․역사․문화 공동체,인간의 삶의 질 등 지

역발 략으로서 어메니티 요소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메니티 자원 특성

이나 지역발 을 한 새로운 략,정책사례의 비교 등 공간 용 범 는 도

시와 농 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주지역으로 한정한다.

공간 범 를 제주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지역의

장소 특수 속성이 특이하고 국내외 으로 인정받는 어메니티 자원이 풍부하다

는 사실에 있다.이는 연구자의 30년에 가까운 언론계 생활에서 얻은 경험

찰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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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내용 범 이다.

본 연구의 내용 범 는 연구목표에서 제시한 과제에 맞추어 두 가지 차원에

서 용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역발 정책을 개 하고,제주지역발 계획의 개과정을 분

석 으로 탐구한다. 개과정 분석을 통해서 체 인 연구의 흐름을 제시하고

지역발 략 연구의 범 를 어메니티 지역발 략으로 한정한다.외국의 지역

발 정책이나 제도는 필요한 경우,필요한 부분에서 단편 으로 원용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어메니티 지역발 략을 확보하기 한 어메니티 자원의 경

제가치 연구는 국의 어메니티 자원 황을 악하고,제주지역에 잠재된 어메

니티 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찾아내게 된다.이는 제주지역 고유의 어메니티 자

원 가운데 경제가치 내부화의 분석 상 자원을 확보하기 한 것이다.분석 상

자원은 이 분야의 최고 권 기 인 국립농업과학원의 자원특성에 따른 분류 유

형10)을 원용할 수도 있다.이럴 경우 어메니티의 가장 요한 요소인 장소 특수

속성이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메니티 장소 속성이 강한 제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11)자원을 분석 범 로 정했다.

2.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의 찰에 의한 사실과 이를 정리한 자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연구를 시작한 Data-drivenResearch인 귀납 방법에 의한 연구이다.주로 문헌

과 사례 연구에서 주 으로 수집한 자료를 주제와 범주로 구분해 분석하는 해석

근(interpretiveapproach)을 동원했기 때문에 질 연구(qualitativestudy)에

해당한다.

문헌과 사례 연구를 심으로 하는 질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의 편

견과 가치 ,태도,감정 등 개인 인 특성을 배제시키기 해서 델 이 방법

(DelphiMethod)조사를 병행했다.즉,질 연구의 실성(relevance)을 확보하기

10)제4장,제1 참조.

11) 재 제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과 사 ,천연기념물,명승, 요 무형문화재, 요 민

속문화재,등록문화재 등은 제주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특성을 부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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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문가 집단의 반응을 계량 으로 분석․종합하는 양 연구를 수행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1)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학술 서 과 논문 등 학술자료와 정책자료를 심으로 지역발

어메니티의 이론 토 와 실태를 조사․분석했다.

(1)학술자료 조사

학술자료 조사 연구는 서 ,학술지,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국내외 학자들

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지역발 이론의 개과정과 어메니티 이론체계를 개

하고,어메니티 요소와 지역발 과의 계를 검토했다.

지역발 이론은 통 지역발 실증이론인 지역성장 균형이론과 불균형이론,

규범이론인 공간 략이론과 추진 략이론을 탐색했다. 안 지역발 이론으로

는 기술 신이론과 유연체제생산론,지역 신론,지속가능한 발 이론 등을 천착

했다.지역발 략의 새로운 로벌 메가트 드와 국내 메가트 드 변화,어메

니티에 한 개념과 원리,자원조사 분류체계 등도 학술자료 조사에 의존했

다.학술자료 조사는 이론 근을 통해 지역발 략의 개에 한 반 인

이해를 제공하고 어메니티 발 략의 당 성을 제공하기 한 것이다.

(2)정책자료 분석

정책자료 분석은 정부( 앙․지방)12)문건,국책 시․도 연구기 의 연구보

고서 등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발 정책의 개와 문제 을 조망하고 우

리나라 어메니티 자원의 황과 특성을 악했다.

지역발 정책의 개를 분석하기 한 주요 정책자료는 지역발 과 련된

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지역개발계획,국책 연구기 의 연구보고서와 정기

간행물 등 질 자료(qualitativedata)와 각종 통계연보,경제조사,사회통계조사

12)본 연구에서 ‘정부’라는 용어는 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다만

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앙정부’,‘지방정부’로 따로 표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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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 자료(quantitativedata)를 병용했다.

정부의 지역발 정책과 계획 자료는 우리나라 지역발 정책과 제주지역발

계획의 개과정을 악하는 데 이용했다.국책 연구기 의 연구보고서 정기

간행물은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략과 국내외 사례 조사 연구에 활용했다.

양 자료인 센서스 자료는 주로 인구,경제활동,사회 인 라,복지수 ,주요

산업 생산품 등을 악하는 데 활용했으며,자원총람 각종 로젝트 보고서,

시․군誌 등도 참고했다.13)

13)인용한 정책자료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연도 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미래경제사회 망과 과학기술비 」.

국가균형발 원회 (2003).「국가균형발 의 비 과 과제」.

국토연구원 (2003).「지역발 을 한 거버 스체계 구축 운용방안 연구」.

............(2004,2005).「자립 지역발 을 한 잠재력 분석연구(Ⅰ),(Ⅱ)」.

............(2007).「미래 삶의 질 개선을 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 략 연구」.

............(2008).「상 벽해 국토 60년」

............(2009).「국토 측(Ⅰ)」.

농 자원개발연구소 (2004).「지속가능한 농 지역 개발을 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2004).「주민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 어메니티 자원발굴 설계기술 장 용연구」.

............(2005～2008).「농 어메니티 자원조사보고서」.

문화 부․(재) 술경 지원센터 (2008).「2007국고지원 공연 술행사 평가보고서」.

북제주군 (1987).「북제주군지」.

산업연구원 (2005).「한국산업발 비 2020」.

서귀포시 (2008).「서귀포시지」.

서귀포시․제주문화 술재단 (2006).「제주 하모리 유 」.하모～산이수동간 군도 확․포장 공

사 구간 내 문화유 발굴조사 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메가트 드 코리아」.

제주발 연구원 (2002).「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어 서비스 강화에 따른 국어와 제주방언 보존

방안 연구」.

............(2005).「제주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후속 략 평화시민운동에 한 연구」.

제주시․제주 학교 박물 (1989).「용담동 옹 묘 발굴보고」.

제주지방국토 리청․제주 학교 박물 (2006).「애월-신창간 국도 12호선 공사 확장 포장

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 조사보고서」.

제주도 (1964).「제주도건설종합개발계획(1964～1983)」.

............(1973).「제주도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1967～1996)」.

............(1985).「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

............(199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2001)」.

............(1996).「제주의 해녀」.

............(200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6).「제주도지 제4권」.산업․경제편.

제주도․탐라 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제주동굴연구소 (2003).「제주도 근 문화유산 조사

목록화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2006).「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2007).「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

.............(2011).「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9).「등록문화재 일제 동굴진지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Ⅱ〕-서귀포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제주발 연구원 (2008).「제주여성사료집 (Ⅱ)」.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등록문화재 일제 동굴진지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Ⅰ〕-제주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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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연구

국내외 정책사례 연구는 학술자료와 정책자료를 심으로 조사했다.여기에 언

론자료(신문,방송,인터넷 등)를 보완․조사해서 어메니티 지역발 략 사례를

시하고 제주지역에 용 타당성을 제시했다.14)지역발 사례는 유럽 9곳,미

청와 개발계획단 (1973).「제주 종합개발계획(1973～1981)」.

통계청 (1960～2005).「인구 주택 총조사보고서( 국편)」.

.............(2011).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정 주요 결과 비교.「장래인구추계:2010-206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 방안」.

.............(2010).「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 모형」.

.............(2010).「미래환경변화에 응한 지역발 략 연구」.

14)인용한 신문․방송․인터넷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알 벳,연도 순)

경향신문 ‘탐라의 꿈’(1964.7.13).

동아경제 ‘환경부,제주 동백동산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2010.11.14).

동아일보 ‘집안서 사투리사용 제주청소년 8%뿐’(1993.12.6).

연합뉴스 ‘제주 1100고지 등 2곳 습지보호지역 지정’(2009.9.30).

제주MBC(2008).「제주MBC창사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어메니티,미래를 설계하라」.제1

부,제2부(2008.9.19/9.26방송).

한라일보사 (2008).「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제주:디자인열림.

한라일보사․제주 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 지 장

조사 보고서 Ⅰ」.

http://blog.daum.net신안다도해,유네스코 생물권보 지역 지정(입력 2011.11.24).

............ 국의 세계지질공원(입력 2011.10.27).

............volcanictourism(입력 2011.2.8)

http://daum.net백과사 .세계지질공원.

http://blog.naver.com>독일 ‘지몬스 발트’(입력 2009.7.29).
...........〔독일〕 라이부르크-독일 최고의 친환경도시에 가다(입력 2011.8.5).

...........런던 도크랜드 개발사업(입력 2011.2.3).

............아스펜음악제(입력 2009.7.13).

............에드 체드 과 국의 공 보건 발 (입력 2008.3.24)

............US〔4〕에버 이즈 국립공원(입력 2007.3.24).

............이탈리아 에올리에 제도(입력 2012.3.20).

http://geopark.jeju.go.kr제주도 국내최 세계지질공원 인증확정(입력 2010.10.4).

http://geopark.jeju.go.kr지질공원안내.

http.//ihalla.com 유네스코의 힘,세계유산(입력 2012.4.5)

............(2005～2009). 복60주년 하기획,‘고난의 역사 장’일제 지를 가다.1～133회.

............(2009.1～2009.8).〔Geo-Tour〕시 열린다/제주를 세계지질공원으로(1)～(14).

............(2005.4～2008.1).특집,제주를 세계유산으로(1)～(61)/제1부～제6부.

http://jejunews.com 제주포럼,국제종합포럼 도약 가능성보다도...(입력 2012.6.5).

http://jemin.com 제주포럼,국제종합포럼 도약 ‘시동’(입력 2012.6.4).

http://ko.wikipedia.org>오스나 뤽.
http://navercast.naver.com>세계의 명소,비에이와 후라노.

http://terms.naver.com>리보르노.

............시카고,인클로져 운동,

............가스미가우라호,에도시 ,후쿠시마 소마.

............서해안 배연신굿 동굿,토고미 마을.

http://wfimc.org>concour

http://whc.unes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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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3곳,일본 4곳,한국 2곳 등 모두 18곳의 사례를 조사했다.사례연구에서는 어

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주체와 수단을 악하고, 련법규 제도의 검

토를 통해서 정책 ,사회․문화 수용 태세를 검했다.

3)델 이 방법 조사

델 이 방법은 어떤 문제를 측․진단․결정함에 있어 문가 집단으로부터

의 반응을 체계 으로 도출해서 분석․종합하는 방법이다(Linestone& Turoff.

ed.,1975;양 철,1991:9～10).

지식정보사회에서 미래에 한 연구는 다양한 측방법과 기술이 개발되어 이

용되고 있다. 부분의 측방법은 미래에 한 종합 인 을 마련하기 해

상호보완 으로 개발되었다(이종성,2006:23～27).

미래 측의 근방법은 탐구형((exploratorytype),규범형(normativetype),직

형(intuitive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델 이 방법은 이 가운데 문가의 직

단에 의해 미래를 측하고 투시하는 직 형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델 이 방법의 유형으로는 문가 집단의 합의를 강조하는 ‘합의 델 이’와 의

견의 합의와 수렴보다는 안들을 강조하는 ‘규범형 델 이’,정책 안이나 자원

배분에 한 찬․반 주장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델 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델 이 기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조사에서는 지 까지의 지역발 계획에 한 평가 어메니티 자원 가

운데 경제 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상자원 설정 등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한

문가의 단을 종합하고 결정하기 해 합의델 이 방법을 사용했다.

2단계 조사에서는 미래 지역발 략의 패러다임에 한 찬․반 의견과 지역

발 정책의 주체,수단 등에 한 문가의 측과 안을 모색하기 해서 정책

델 이 방법을 활용했다.

즉,과거의 지역발 정책에 한 평가처럼 비교 잘 정의된 문제 상황에 용

하는 합의델 이 방법과 미래 발 략에 한 방향설정과 같이 찬․반의견이

립할 수 있는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에 용하는 정책델 이 방법을 병용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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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델 이 패 선정

델 이 패 을 선택하는 방법은 ① 문성을 결정하는 방법과 ② 문가를 선

택하는 방법이 있다.즉,필요로 하는 문성의 범주를 결정하고 각 범주 내에서

최고 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문가를 선택할 때에도 경력이나 연구업 을

확인하기 해 동료집단 사이의 치(직 와 직책)같은 특성에 한 평가가 이

용될 수 있다(이종성,2006:34)

본 연구는 문가의 선택방법,즉 문 역 내에서 문가들에게 그 분야의 최

고 문가를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즉,각 분야별 단체나 공자에

게서 천거를 받는 방법이다.선정된 델 이 패 은 <표 1-1>과 같다.

<표 1-1>델 이 방법 조사 패 선정

구 분 학계 연구기
직

도의원
언론계

문화

술계

직

공무원

1단계 조사

(2012.

11.12～19)

패 수(34)

자치 3

개발 3

지리 2

환경 1

역사 1

언론사 1,해석학 1

언어학 1,민속학 1

고고학 1,환경 1

교통 1

환경 2

운 1

특 1

신문 2

방송 2

경 1

미술 1

음악 1

평론 1

자치 2

환경 1

문화 1

1

10 7 4 4 4 5

응답수(30) 9 7 3 4 4 3

2단계 조사

(2012.

11.21～27)

패 수(30)

자치 3

개발 3

지리 2

역사 1

언론사 1,해석학 1

언어학 1,민속학 1

고고학 1,환경 1

교통 1

환경 1

운 1

특 1

신문 2

방송 2

리 1

미술 1

음악 1

평론 1

자치 1

문화 1

1

9 7 3 4 4 3

응답수(28) 7 7 3 4 4 3

본 연구의 델 이 패 은 지방자치,지역개발,역사,환경,문화 술,언론 등의

분야에서 천거한 문가 가운데 지도교수와 의해서 34명을 선정했다.

직종 직 별로는 학계의 련학과 교수 10명, ․ 직 제주발 연구원장

등 연구기 연구 원 7명,제주도기자 회장 방송사 보도국장 등 직 언론

인 4명,제주자치도 문화 술총연합회장과 제주문화 술재단 이사장 등 문화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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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명,제주자치도의회 환경 문화 련 상임 원회 소속 ․ 직 도의원 4

명, 직 부지사를 비롯한 국장 이상 ․ 직 공무원 5명이다.

공 분야별로는 지방자치 5명,언론 5명,환경 5명,지역개발 3명,지리 2명,교

통,문화, ,언어,민속,고고,음악,미술, 술경 ,문학평론 등에서 각각 1명

씩이다.2단계 패 수는 지방자치 2명과 환경 2명 등 2개 분야에서 4명이 었다.

(2)설문지 작성

델 이 방법은 체로 3～4차례 질문을 하게 된다.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① 1회 개방형 설명,② 2회 이후부터 구조화된 설문을 하는 두 단계로 나 수

있다.1회 개방형 설문의 형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① 패 에게 변화항목을

측하도록 요구하고 패 의 응답으로부터 다음 회에 질문하게 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시기나 가능성을 추정하도록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과 ② 패

에게 변화항목을 측하도록 요구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1회부터 미리 비된

구조화된 설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이성종,2006:35).

본 연구에서는 ②번 항목의 방법을 선택했으며,조사과정에서 찬․반이나 측

에 한 결정변수들이 쉽게 종합되어 2단계 조사에서 델 이 조사를 마무리했다.

(3)델 이 조사 시기와 내용

델 이 방법 조사 시기와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델 이 방법 조사내용

구 분 지역발 략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1단계 조사

(2012.11.12～19)

① 지역발 계획의 시발

② 지역발 요소의 제공

발 이익의 향유 주체

③ 지역발 투입자원

④ 지역주민의 참여부진 이유

① 어메티니 상자원 설정

순 (세계자연유산 등

12개 자원)

②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

③ 경제가치 내부화 수단

2단계 조사

(2012.11.21～27)

① 미래 지역발 근방식

②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선호도

①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정도

② 어메니티 지역발 주체

③ 지역발 민간참여 수단

※ 델 이 방법 조사표 조사결과는 부록(Ⅰ,Ⅱ,Ⅲ,Ⅳ)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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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목 과 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제2장은 이론 배경에 한 연구로 지역발 이론과 어메니티 이론의 흐름을

개 했다.이론의 개과정을 통해서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패러다임을 규정

하고 연구의 흐름과 분석의 틀을 구성했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지역발 정책과 제주지역발 계획을 시 별로 평가하고

지역발 에 한 로벌 메가트 드의 변화와 망을 분석해서 어메니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발 과제를 설정했다.

제4장에서부터 제6장까지는 본 연구의 본론 부분이다.

제4장은 델 이 방법 조사에 의해 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을

선정하고 각각의 자원에 한 특성과 실태를 분석했다.

제5장은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실태를 악하기 해서 경제가치

내부화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국내외의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를 소개했다.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에 한 보 주체와 수단도 분석했다.

제6장은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을 해 어메니티 사업벨트 조성 방안

과 클러스터 심의 사회자본 형성 네트워크 구축,운 체계를 제시하고 리더

십 강화 방안도 고찰했다.

제7장은 결론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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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연구 목 ,연구 범 ,연구 방법,연구 구성

제2장

이론 근 분석의 틀

통 지역발 이론 어메니티 지역발 이론

선행연구 검토

지역발 략 쟁 도출

분석의 틀

제3장

우리나라 지역발 정책 평가

지역발 정책 평가 지역발 메가트 드 변화

평가분석,과제설정

제4～6장

어메니티 자원 분석

제주 어메니티자원 분류 제주 어메니티자원 특성

국내외 어메니티 정책사례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어메니티 지역발 략

제7장 결론

<그림 1-1>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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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 근 분석의 틀

제1 지역발 이론의 개

1.지역발 이론 체계

지역발 이론은 경제성장의 공간 인 상을 설명하고,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략에 련된 논리 체계와 방법론을 포 한다.지역발 이론은 크게 사

회․경제 활동이 공간 으로 어떻게 조직화되고 변화되는지를 설명하는 공간

조직이론(spatialorganizationtheories)과 경제성장이 공간 으로 구체화되는 과

정을 설명․기술하거나 지역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략을 다루는 지역발

이론(regionaldevelopmenttheories)으로 구분된다(김용웅 외,2011:59-62).1)

공간조직이론 이외의 지역발 이론은 국가발 이론에서 출발한다.국가발 이

론에서는 ‘발 ’이 무엇이고,어떠한 과정과 형태를 통해 발 이 이루어지는지,

국가발 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한 이론을 다룬다.

지역발 이론은 크게 경제성장의 지역 상을 발생원인과 진행과정 차원에

서 설명하는 실증이론(positivetheories)과 지역발 을 의도 으로 진하는 략

을 다루는 규범이론(normativetheories)으로 나 어진다.

지역발 의 실증이론은 일반 으로 지역성장 균형이론과 불균형이론으로 구분

된다.균형이론은 시장의 힘에 의해 지역 간 균형이 자연 으로 이루어진다는 고

1)지역발 이론의 분류와 련해서 지역경제학에서는 실증 지역경제이론에 입각해 입지이론,거

시수요모형,교역 요소 이동이론,지역성장이론을 기 이론으로 제시한다.입지이론에는 최

입지론과 호텔링(Hotteling)․뢰쉬(Lösch)의 입지이론,일반균형이론이 포함되며,거시수요모

형에는 수출기반모형,지역 간 소득모형,지역 간 수지균형모형,수요성장모형이 있다.그리고

교역․요소 이동이론에는 지역 간 교역,생산요소,인구,자본 이동 등이 있다(Richardson,1979;

김용웅,2011:61).우리나라에서의 지역발 략과 이론에 한 유형 구분은 고병호 (1994),조

명래 (1995),김용웅 외 (2011)등에 의해 시도되었다.고병호 (1994:87～124)는 지역발 이론을

성장모형,재배분모형,유연체계모형,환경모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다.김용웅 외 (2011:59～

62)는 지역발 패러다임을 통 지역발 이론과 안 지역발 이론으로 나눠 체계화했다

는 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를 원용했다.



- 18 -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불균형이론은 경제성장의 역사와 구조 요인

의 차원에서 지역 간 불균형성장이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지역발 규범이론은 공간 략이론과 추진 략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간

략이론은 균형발 략이론과 불균형발 략이론으로,추진 략이론은 상․

하향 발 략과 내․외생 발 략으로 구분한다.

안 지역발 이론은 신산업지구론과 유연생산체제론,기술 신이론,지식

신이론,지속가능한 발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2. 통 지역발 이론의 개

제2차 세계 이후 1960년 까지의 지역발 이론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성장을 진하는 략을 마련하는데 집 되었다.이는 세계 이후 새로

독립한 개발국가,즉 제3세계의 빈곤과 후진성 탈피에 한 선진국들의 심이

발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1970년 이후 경제성장은 지역 간,계층 간 격차를 증 시켜 장기 인 사회발

에 부정 인 향을 끼치게 되었다.지역발 정책의 목표가 지역 간 형평과 주

민의 복지증진으로 바 게 된 이유이다.이후 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원의 공간

재배분과 사회․경제 조건의 개선을 략으로 내세웠다.발 이론으로는 성

장거 이론과 공간 략․추진 략․자원활용 이론으로 구분된다.

1)성장거 2)이론

성장거 발 이론(growth-poledevelopmenttheory)은 개발지역에 외생

발 수단을 투입해서 지역발 을 진시킬 수 있다는 제에서 출발한다.1960～

1970년 북미와 유럽,아시아 지역의 선진국들이 지역발 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채택한 이론이다(김태환 외,2004:19).

성장거 이론3)은 선도산업(leadingindustries),집 경제,확산․역류효과 등 3

2)‘성장거 (growthpole)’이란 용어는 1950년 랑스 경제학자 랑소아 페루(FrançoisPerroux)

가 제시한 개념으로 국가경제에서 상호 투입과 산출이 하게 연 되어 동태 성장을 유발

하는 일련의 산업집단의 경제 힘의 방향타(avectorofeconomicforces), 는 경제 힘의

장(場)을 의미한다(김용웅 외,2011: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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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구성된 이론이다(김용웅 외,2011:181).이는 강력한 ․후방 연계

를 지니면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선도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해서 집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제로 한다.집 경제(agglomerationeconomies)의 확산을 통해

주변지역의 발 을 꾀하는 확산효과(spreadeffect)를 기 하는 것이다.4)

2)공간 략이론

공간 략이론은 공간 균형․불균형 발 략으로 구분된다.

공간 균형발 략은 지역 간 성장률과 발 수 을 균등화하기 해 지역개발

투자를 공간 으로 균등하게 분산하는 략이다.지역발 목표에서 주민의 소득

증 와 복지증진의 우선순 가 높을 경우 채택하게 된다.

경제성장이나 투자 효율성보다 국가 통일성과 통합성,사회 형평성에 높은

우선순 를 두는 략을 말한다.이념 인 차원에서 국가의 자립성장이나 국민의

기 수요5)충족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와 일부 신생국들이 많이 채택한다.

공간 불균형발 략은 심부의 성장효과를 산업과 연계하면서 발 의 공간

확산과정을 통해 주변지역 발 을 도모하는 가정에서 나온 략이다.이를

‘집 분산화 발 략’(concentrateddecentralizationdevelopmentstrategy)이라

고도 한다.지역발 정책에서 공식 으로 ‘공간 불균형 발 략’을 채택하는 경

우는 거의 없다.그러나 국가 성장과정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해 상 으로

입지 우 성이 높은 소수지역에 투자를 집 하는 사례는 쉽게 발견된다.

이 략은 번 지역의 집 과 과 로 인한 집 불이익,발 잠재력의 약화,

발 지역 내 자원의 비효율 이용,지역주민의 불만과 지역 간 화감 증

3)‘성장거 이론’은 보드빌(Boudeville)에 의해서 공간 인 측면에서 성장 심지이론(growthcenter

theory)으로 발 했다.이 이론은 성장 심지 형성을 해서 첫째,동태 인 산업을 공간 으로

집 시키고 둘째,이 산업집단들을 도시의 집 경제와 연계하며 셋째, 효과를 배후 지역에

함으로써 지역발 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론이다(김용웅 외,2011:182).

4) 심지 성장이 주변지역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뮈르달 (Myrdal,1957)은 확산 효과(spread

effect)라고 부르고,허쉬만 (Hirschman,1958)은 여 (tricklingdown)효과라고 부른다. 심지

의 성장이 주변 지역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뮈르달은 역류효과(backwasheffect),허쉬만은

극화효과(polarizationeffect)라고 부른다(김용웅 외,2011:183).

5)‘기 수요’는 국가발 론의 근방법에서 제기되는 내용으로,국제노동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 수요 구성요소를 정의했다.첫 번째 요소는 식량,주거,의복이고,두 번째 요소는 지역사회

에서 공 하는 핵심 인 서비스로 식수, 생, 교통,보건 교육 시설이 포함된다.이를

해 토지개 ,소득 재분배,정부 서비스 지원 로그램을 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

로 보았다(Hagen,1980:257～260;김용웅 외,20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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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제 ․사회 ․정치 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 인 채택이 어

려워진다.

3)추진 략이론

추진 략 측면에서의 지역발 이론으로는 하향 ․상향 근방식이 있다.

하향 (top-downapproach)지역발 략은 정책목표의 설정과 략추진이

앙정부, 료 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략을 의미한다.1950년 균

형 불균형 성장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Hansen,1981:15).

이 략은 개발도상국이나 발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략으로 지역경제

규모의 확 ,즉 투자 효율성 생산성 증 등 성장이 가장 우선 인 목표가 된

다.주요 특성으로는 지역발 을 외부 수요와 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지향 발

략의 채택,자본 기술 집약 산업의 개발, 규모 투자방식에 의한 규모의 경

제,집 경제 기반의 시와 성장거 략에 의한 지역발 등을 들 수 있다.

상향 (bottom-upapproach)지역발 략은 단순히 지역의 자율 의지와 역

량에 의존한 지역발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발 에 한 인식과 철학이 하

향 발 략과는 확연하게 다르다(Stöhr,1981:39).

이 략은 지역이 지닌 잠재자원의 활용을 극 화하는 차원에서 생산요소의

배분을 요구한다. 한 교역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동등하게 분배한다는 차원

에서 재화의 교환을 요구한다.상향 지역발 에서 지역(region)은 단순히 기능

인 조직체가 아니고 독자 인 역사와 통을 지닌 토(territory)의 의미를 지

닌다.이는 사회․경제․정치 차원에서 공동의 이익을 해 모든 분야의 능력

과 자원을 동원하는 통합 의미를 말한다.

4)자원활용이론

자원활용이론은 외생 ․내생 지역발 략을 수단으로 한다.

외생 지역발 (exogenousdevelopment) 략은 발 의 이념 목표, 략

차원에서 하향 지역발 략과 매우 유사하다.자원활용 측면에서 내부 자극

이나 잠재력을 동원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발 을 꾀하는

략이다.발 의 힘을 외부에서 들여와 지역경제 규모의 확 를 추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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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근방법(transferentialapproach)이라고도 한다.

외생 발 략에서 유치기업의 신규 입지는 고용과 인구의 확 를 가져오고,

그것은 다시 련 산업의 발 과 지방재정의 확 를 가져와 기업의 입지 여건이

개선되며,이에 따라 지역이 으로 발 하게 된다고 상정한다.발 략은

충분한 기업유인을 해 각종 보조나 인센티 를 제공하고,공공 인 라를 공

해주는 것에 을 맞춘다(박경,2008:90).여기에서 발 은 경제의 양 성장

을 의미하고,발 의 목표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내생 지역발 (endogenousdevelopment) 략6)은 발 의 동기부여나 발 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 내부에서 찾는,즉 발 의 동력이 지역 내부로부터 시작되고

진행과정이 지역 내부의 자원을 동원하며 발 의 결과가 지역주민에게 주어지는

략이다.

내생 지역발 략은 1950～1960년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의한 성장 주

발 정책에 한 반성과 비 에서 나왔다(임경수,2006:30). 부분의 신생독립

국들을 장악한 군부 독재정권은 성장거 정책에 의한 선도산업의 육성과 기

업 주의 양 성장,정부주도형 하향식 근방식으로 총량 경제규모의 성장

을 가져왔다.그러나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빈곤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고,부

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상과 불균형을 야기했다(Gore,1984).

1970년 들어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1972)와 UN 인간환경회의(1972,스톡

홀름)등에 의해 과도한 성장으로 인한 환경 괴의 심각성이 두되었다.새로운

발 패러다임은 선진국과 최빈국 사이의 분배에 한 국가 간 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총량 빵의 크기보다는 재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내생 재분

배 발 략으로 환하게 된 것이다.7)

6)‘내생 발 ’이란 용어는 스웨덴의 더그 해머 드(DagHammarskjöld)가 유엔사무총장으로 재

직할 당시 발간한「Whatnow:AnotherDevelopment(1975)」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개

념이다(이창균,2001).이 보고서는 제3세계 국가의 빈곤퇴치와 발 략을 탐색한 것으로서 “

하나의 개발”방식의 세 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했다.그 핵심요소는 ① 빈곤퇴치를 한 주민들

의 기 수요인 식량(food),주거(habitat),건강(health),교육(education)등이 충족될 수 있는 발

이 되어야 하고,②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한 내생 자립 발 을 해 외부 지원에 의

해서가 아니라 자립 이고 내생 인 동기부여와 자원동원에 의한 발 이어야 하며,③ 발 과

정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DagHammarskjöldCenter,1982:28;임경수,

2006:30에서 재인용).

7) 내생 지역발 략 모형은 두 가지가 있다.먼 국제 수 에서 제기된 내생 발 략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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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 지역발 이론의 등장

1970년 반부터 선진국의 지역발 양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격한 변화는

제2차 세계 이후 산업발 의 심지 던 기존의 공업지역들이 극심한 침체

에 빠지면서 량 휴․폐업과 공장이 등으로 인한 량 실업사태가 빚어진 것

이다.반면 그동안 발 지역이었던 일부 지역이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했다.이

와 같은 양상은 산업 선진국이었던 국과 미국 모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 지역발 이론들은 이러한 지역발 의 새로운 변화에 한 설명력을 잃

으면서 한계를 드러냈다.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왜 특정 장소에

서 특정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지에 해 제 로 설명할 수 없었다.8)따라서 새

로운 상과 통 지역발 이론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해 여러 안 이론

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안 지역발 이론의 한 흐름은 기술변화와 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들

이다.이 이론들은 기술 변화와 신에 따른 신상품이나 신산업의 속한 성장을

지역발 의 새로운 패턴을 낳게 된 주요 원인으로 간주한다.첨단산업의 입지나

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환경 등에 심을 집 한다(Malecki,1984;Oakeyet

al.,1980).

1)기술 신이론

기술변화를 강조하는 표 이론은 제품주기이론(productlifecycletheory)이

다.이 이론은 산업입지 지역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품이나

생산과정에서의 기술 변화에서 찾는다.제품 생산주기의 단계에 따라 기업의 조

직 기술 특성이 달라지며,입지 특성도 변한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지향 (employment-oriented) 략’과 세계은행(WorldBank)의 ‘성장-재

분배(redistributionwithgrowth) 략’이 있다(Lee,1981:110～111).이어 지역 수 에서 제기된

내생 발 략으로는 FriedmanandDouglas(1975)의 농․도 근법(AgropolitanDevelopment)

과 Sachs(1974)의 생태론 근법(Eco-development)이 있다(임경수,2006:32～34).

8)쇤베르거 (Schoenberger,1989)는 그 이유로 기존의 신고 지역균형이론이나 지역 불균형을

인정하는 인즈주의 지역이론도 1970년 의 지역발 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다음과 같은 문

제 을 지닌다고 지 했다.① 새로운 성장지역의 성장시기를 제 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②

새로운 성장지역의 투자 형태,즉 성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③ 통이론에서는 지역성장이 지역에 걸쳐서 동일하게 일어나리라고 가정하지만,실제

로 한지역의 성장은 다른 지역의 침체의 가로 발생한다는 이다(김용웅 외,2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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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제품개발 단계에서는 제품의 표 화 단계가 낮고 시장이 불확실하며

계속 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숙련기술인력,기술 신 잠재력,외부

효과 등이 풍부한 도시가 그 입지로 합하다.그 후 제조기술이 거의 표 화

된 성숙단계에 이르러 량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요해진다.이 단계에서는 임 이 낮은 주변 지역이나 해외로 공장이 분산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제품주기이론은 이론을 구성하는 생산기술,생산과정,노동수요,경쟁 등의 요

소가 고정된 단일 경로로 개되지는 않는다는 비 을 받고 있다(Sayer,1985:

3～29;Schoenberger,1989:120). 신과 생산기술은 제품 개발단계에서만 요

한 것이 아니라 성숙단계에서도 지속 으로 요한 역할을 한다.성숙단계에서도

생산가격보다는 상품의 질이나 차별화 략이 더 요할 수 있다.생산단계가 필

연 으로 표 화 량생산으로 개된다는 가정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표 화가 과연 숙련노동을 불필요하게 하는지에 해서도 확실하지 않다

(Piore& Sabel,1984).

2)유연생산체제론과 신산업지구론

유연생산체제론9)의 핵심 논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는 경제 기의 근

본 인 원인이 량생산에 토 를 둔 산업발 모델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Piore& Sabel,1984:4).

피오 와 세이블은 1973년 기10)를 기 으로 1970년 와 1980년 가 량생

산에 토 를 둔 산업발 모델로부터 유연 기술,숙련노동자,새로운 산업지구

등장 등에 기 한 ‘유연 문화 체제’로의 이행기라고 본다.즉,제2차 산업분

기 이 된다고 주장한다.

유연생산체제의 산업 ․지역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은 특정 지역에

9) ‘유연생산체제론’은 PioreandSabel(1984)에 의해 처음 제시되고 허스트(Hirst)와 자이틀린

(Zeitlin)등 이른바 제도학 로 불리는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발 되어온 이론이다(김용웅 외,

2011:70).

10)‘1973년 기’는 제1차 오일쇼크를 말하는 것으로,1973년 10월 제4차 동 쟁(일명 욤키 르

쟁,이스라엘-아랍권 쟁)이후 페르시아만 6개 산유국의 가격인상과 감산으로 원유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계 으로 물가상승과 마이 스 성장이 겹치는 스태그 이션(stagflation)을

겪었다(http://kin.naver.com 입력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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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된 소기업들이다.이들 기업은 문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한 동 계

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며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제3이탈리아(theThird

Italy)11),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지역(제5장,제2 의 2.

참조)등이 표 인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임 과 유순한 노동력의 이 을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나 선

진국 내의 낙후지역이 아니다.그 다고 첨단기술산업을 보유한 지역도 아니다.

공통 은 상호 독립된 문 소규모 기업이 집해 긴 한 상호 동의 네트워

크를 형성함으로써 이른바 하나의 문화된 산업지구(industrialdistricts)를 이루

고 있다는 이다.

유연생산체제론이 가장 성공 으로 가시화된 지역이 바로 산업지구이다.19세

기말 마셜(AlfredMarshall)이 산업지구이론12)을 제시한 이후 오랫동안 이에

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피오 와 세이블의 유연생산체제론이 두된 이후 마셜

의 산업지구이론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이후 베카티니(Becattini),스포르

지(Sforzi)등 이탈리아 학자들에 의해 마셜의 산업지구 논의가 부활되었다.

산업지구의 속한 성장의 원인은 지역 내 소규모 기업들이 시장 수요 변동에

유연하고 신 으로 반응하는 데 있다.개별기업 간의 동과 경쟁의 균형 속에

서 자원의 지속 인 재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소기업의 이 을 최 한 활용하기

때문이다.

신산업지구론은 유연생산체제론과 함께 기존 산업의 몰락, 량 실업에 의한

사회문제,호 인 앙정부의 도 에 직면해 있던 1980년 유럽 각국 정부

지방정부에게 매우 매력 인 것이 되었다.1990년 에는 국 노동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제안되기에 이르 다.

11)‘제3이탈리아’는 발 비 라타 같은 농 지역 는 농 지역에 입지하며,주로 하이테크를 이

용한 소규모 가족회사를 통해 경제발 을 이루고 있다.발 비 라타 계곡에는 이와 같은 소규

모 회사 1,650개가 집되어 있다.1개 회사의 평균 종업원 수가 15명에 불과하지만,의류,가죽

제품,가구 등을 만들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http://kin.naver.com 입력

2005.12.2).

12)‘산업지구’라는 용어는 1890년 국의 경제학자 마셜이 처음 사용했다.그 당시 마셜의 산업지

구에 한 핵심 개념은 문화된 작은 규모의 단일기업 다수가 하나의 지역에 모여 업하는

것을 말한다(김용웅 외,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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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식 신이론

1990년 반부터 세계 으로 지식기반경제의 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신체계(RegionalInnovationSystem:RIS)13)이론이 등장했다.

1950～1960년 의 성장거 이론과 같은 통 인 지역발 이론이나 1980년

의 안 지역발 이론에서도 ‘신’은 지역발 의 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역 신체계이론은 진화론 경제이론14)에 입각한 상호작용

신 에 근거한 것으로 과거의 단선 인(linear) 신과는 차이가 있다(강 수,

2002:230;김혜천,2003:18).즉 신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창출․ ․습

득된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R&D의 비율과 무형투자의 증가,상품과 서비스 생산에서

주문제작 디자인의 요성 증가 등 속한 질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기

존의 기술 신이론인 선형 신모델은 기술의 연구개발→생산→마 단계 간

에 피드백이 없다고 상정한다.반면,지식기반경제에서의 상호작용 신모델은

각 단계별 명시 ․암묵 지식15)등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간 근 은 행 자 간의 지속 인 상

호작용과 암묵 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진한다.동시에 문화 동질성을 통한

거래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피드백과 상호작용에 한 향을 미

친다.즉,공간 근 으로 인해 지역에 계없이 어디에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특정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얻는 입지 이 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암묵 지

식이나 학습의 발 과정은 여 히 국한된 공간단 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3)‘RIS’란 학과 기업,자치단체,연구소 등 지역 내 신주체들이 활발한 상호 력과 학습과정

을 통해 지역의 산업생산체계,과학기술체계를 효율 으로 합시키고 신기반을 확충하기

한 제반 활동과 지원체계를 말한다(국가균형발 원회,2003:20).

14) 진화론 경제학(evolutionaryeconomics)에서의 신 은 신과정의 속성에 한 것으로, 신

은 단선 확산과정(one-waydiffusionprocess)이나 단순한 신 인 기업가와 기업 간의 계

(factor-impactrelationship)가 아니고 상호작용 과정(process)과 신체제(system ofinnovation)

라는 것이다(김용웅,2011:209～210).   

15)‘지식’은 ① 개별 사실에 한 지식으로,일반 으로 정보라 불리는 ‘know-what’,② 상에

한 법칙인 ‘know-why’,③ 직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know-how’,④ 가 무엇을 알고 하

는가에 한 정보인 ‘know-who’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 지식 에서 앞의 두 유형은 문서

형태 등을 통해 쉽게 코드화되므로 학습하기 쉬우나,나머지 두 유형의 지식은 도제(일을 배우

는 사람) 계,사회 행, 문가 사회,비공식 네트워크 등의 특성으로 인해 학습이 어렵

다(Ducatel,1998;Lundvall,1996;김용웅 외,2011:73에서 재인용).



- 26 -

4)지속가능한 발 이론

1980년 이후 발 패러다임은 인류의 지속 인 생존과 발 차원에서 환경

지향 으로 바 게 되었다.이때 등장한 표 이론이 지속가능한 발 이론

(sustainabledevelopmenttheory)16)이다.지속가능한 발 이론은 환경 차원에서

자원고갈과 오염을 방지하고 생태 으로 균형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

발 원회(WCED)’의 보고서 ‘우리의 공동미래(OurCommonFuture)’에 처음 등

장했다.WCED(WorldCommissiononEnvironmentandDevelopment)는 이 보

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 을 “미래세 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

상시키지 않는 범 에서 재 세 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 ”이라고 정의했다.

WCED(1987)는 “세계 환경은 선진국의 경우 산업화 기술에 의한 과도

한 자원추출과 오염(화석연료와 에 지 소비)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후진국

은 열 산림의 벌채,농지의 사막화,폭발 인 인구 증가,그리고 압착하는 도시

빈곤을 통해 환경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세

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 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992년 6월 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발 에 한 유엔회의(UNCED,

일명 유엔환경회의)’는 지속가능한 발 의 27개 원칙을 발표했다.그런 목 을 달

성하기 해 세계 모든 나라가 각자 국가 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는 ‘리우

선언문’과 ‘의제 21(Agenda21)’을 채택했다(WCED,1987:326).유엔환경회의에

서는 “인간을 심으로 지속가능한 발 이 논의되어야 하고,인간은 자연과 조화

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 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라고 지속가능한 발 을 공론

화했다(정회성․변병설,2003:407).

지속가능한 개발과 련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인간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어메니티(amenity)에 한 심은 세기를 뛰어넘어 21세기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문화의 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OECD는 1970년 보조 주의 농 지원정책이 한계에 직면하자 정책 차

16)‘지속가능한 발 ’은 미국의 경제학 교수 허먼 데일리(HermanE.Daly)의 ‘정상-상태 경제(The

Steady-StateEconomy,1973)이론’에서 나온 ‘지속가능한 경제’를 발 시킨 개념이다(Steiger,

2006;박길용 역,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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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지역발 과 지역자원의 쾌 성을 특징으로

하는 ‘어메니티 자원’을 강조하면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17)

2012리우+20정상회의18)에서도 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FutureWe

Want)를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생산 패턴을 지속가

능하도록 변화시키며,경제 ․사회 발 의 기반인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리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 의 가장 큰 목표이자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한

다”라고 밝 20년 지속가능한 발 의 27개 원칙을 담은 ‘리우 선언’을 재확

인하고 있다.

2012제주 세계자연보 총회(Jeju-WCC)는 IUCN19)창립 이후 첫 선언문인 ‘제

주선언문’을 통해 “자연은 기후변화,지속가능한 에 지,식량안보,경제․사회발

등 세계에서 가장 시 한 난제에 한 해결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선

언했다.“자연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이들에

게 이익을 제공하고,생태계 서비스에 한 비용을 지불하며,이들의 공을 치하하

기 한 첫 단계이다”라고 밝 자연에 기반한 인류복지 해결책을 제안했다.20)

17)지역발 과 연 된 농 어메니티에 한 연구는 주로 OECD를 심으로 이루어졌다.1990년에

구성된 ‘OECD농 개발 원회’는 농 개발과 련해서 농 어메니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어

메니티에 한 이론을 다룬 TheContributionofAmenitiestoRuralDevelopment(1994)를 출

간했다.이후 농 개발을 진하기 해 활용했던 어메니티 련 정책수단을 수집해서 Amenities

forRuralDevelopment:PoliciesExamples(1996),농 어메니티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활

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과 사례를 심으로 ValuingRuralAmenities(2000),이들을 종합한 The

NewRuralParadigm:policiesandgovernance(2006)를 출간했다(김선희 외,2007:60).

18)2012년 6월 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20정상회의’의 정식 명칭은 ‘유엔 지속가능

한 발 회의’(UN ConferenceonSustainableDevelopment)이다.핵심 의제는 ‘녹색경제’(green

economy)와 ‘지속가능발 을 한 세계기구설립’두 가지이다.회의는 최종 성명에서 지구에 한

요인으로 사막화,어류자원 고갈,오염,불법벌목,생물종 멸종 기,지구온난화 등을 명시하

고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강력히 구했다.그러나 ‘녹색경제’애 한 정의를 놓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 을 찾지 못했다(http://blog.daum.net/syj,입력 2012.8.2)

19)IUCN(theInternationalUnionfortheConservationofNatureandNaturalResources)은 재

세계자연보 연맹(TheWorldConservationUnion)을 말한다. 세계 자원 자연보호를 해

1948년 UN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세계 최 규모의 환경단체이다.2011년 7월 재 87개국의

정부기 117개,비정부기구 919개,제휴( 력)기 33개 등 총 1,156개 기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본부는 스 그 랑(Gland)에 있다.‘2012제5회 제주세계자연보 총회’(Jeju-WCC)

는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20)‘2012제주WCC’는 제주선언문 이외에 5개의 ‘제주형 의제’를 채택했다.이는 ① 세계환경 허

의 평가 인정시스템 개발,②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 리체계 구축,③ 제주 하논분화

구 복원․보 ,④ 제주도 용암숲 ‘곶자왈’의 보 과 활용을 한 지원,⑤ 독특한 해양생태 지

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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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어메니티와 지역발

1.어메니티의 개념

어메니티(amenity)란 라틴어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마 (amare)에서 나온 것으

로 쾌 한,기쁜 등과 같은 감정을 표 하는 아모에니타스(amoenitas)로 변화된

후 어의 Amenity로 바 용어이다(김남식․이정재,2009:162).

어메니티라는 어 표기를 우리말로 번역한 한 용어는 없고 원어 그 로

사용하고 있다.그 이유는 어메니티의 뜻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그 개념이 추

상 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그 말이 지시하는 사물이나 상이 없어서

알맞은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어메니티의 개념은 다의 이기 때문에 그 번역은

개념의 일부만 채택해서 쓰이기도 하고,다의성을 모두 포용하는 개념으로 쓰이

기도 한다(이재 ․황기원,1998:18).

어메니티의 한 우리말 번역어가 없다는 것은 어메니티 개념의 다양성을

반 하는 동시에 어메니티의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재

로서는 어메니티의 개념은 정의하기 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임형백,2001:195).지 까지 잘 알려진 정의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Holford(1959)는 국의 도시계획 학자이지만 은 도시계획 분야라는 틀을

넘어서 에메니티를 강조했다.그가 말하는 총체 인 쾌 한 상태는 술가가

으로 보고 건축가가 디자인하는 아름다움,역사가 낳은 상쾌하고 친근감 있는 풍

경을 포함해서 가정과 따뜻함,빛,맑은 공기,집안의 서비스 등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rightthingintherightplace), 는 ‘체로서의

쾌 한 상태’를 의미한다.즉,구체 인 어메니티의 요소들 간의 종합성을 어메니

티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임형백,2001:195).

Cullingworth(1964)는 “속담에 나오는 코끼리처럼 어메니티도 정의하는 것보

다 인식하는 것이 쉽다(Amenityiseasiertorecognizethantodefine).코끼리

가 어떠한 것인가에 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겠지만 가령 어떤 환경이 보존

되어야 하는가,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가,공공 혹은 민간차원에서 그 보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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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William Holford

(1959)

․단순히 하나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치를 지닌

총체 인 쾌 한 상태,즉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rightthingintherightplace).

J.B.Cullingworth

(1964)

․코끼리가 무 커서 일부를 만져보아서는 체를 알 수 없듯이

‘정의하기 보다는 인식하는 쪽이 더 쉬운 것’.

이재 ․황기원

(1998)

․총체 인 환경의 질로서 인간과 환경과의 계에서 오감이 감각

기 으로 달되는 ‘기분 좋다고 느끼는 물리 인 환경의 상태’.

사카이 겐이치

(酒井憲一,1998)/

김해창(1998)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과 사회․자연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사랑과 생명이 담긴 환경운동이면서 ‘사는 기분’ 체를

가리키는 사고방식.

OECD(1999)/

오 석 외(2002)

․자연 이든 인 이든 농 지역에 범 하게 존재하는

모습들로서,사회․경제 인 가치를 지니며 효용을 제공하는 것.

Clarketal.(2002)/

이승종(2005)
․쾌 재(快適材),공공서비스.

임형백(2001)
․쾌 한 환경,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상쾌함 등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느끼고․맛보는 종합 인 개념.

삼성경제연구소

(2003)
․사람이 사물,환경에 해 정 으로 느끼는 쾌 성.

김선희 외(2007)

(국토연구원)

․환경․장소 가치, 는 그 요소로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 지역계획의 본래의 역할과 철학 요소.

김 호 외(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심미 효과뿐만 아니라 정(혹은 부)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정한 장소 여건이나 환경.

손경숙(2009)
․인간과 환경의 교감에서 정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의 속성

이나 인간의 심리 상태를 지칭하는 생활환경의 종합 쾌 성.

은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 어메니티의 요성 정도에 해서

는 상당한 논란이 상된다는 이 요한 차이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2-1>어메니티 개념 정의

김승환․변문기 (1991:102)는 도시에 있어서의 어메니티란 도시의 쾌 함으로

서,도시 자체와 이를 구성하는 사람 구조물 등 3자가 상호 조화있는 존재로

서 력하며 그 안에서 인간의 활동이 활력을 갖고,편리하고,매력 있고,활기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 (1999)는 어메니티를 경 ,역사,문화 요소를 포함해서 자연 인 것

이든,인 인 것이든 지역에 존재하는 모습들(features)로서 사회․경제 인 가

치를 지니며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어메니티를 하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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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인식하고 있다(오 석․김정섭 역,2002:21).

어메니티란 결과 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소 히 다루는 쪽으

로 근해야 하며,넓은 의미의 어메니티란 인간 활동의 모든 차원과 련된 것

으로 볼 수 있다.그것은 생태학(ecology)과 같은 과학 인식의 발 을 넘어서,

풍경․건축물의 질 등 미 인 배려를 제로 하고 있고,행동의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리와도 련이 있다(사카이 겐이치, 1998; 임형백, 2001: 193)는 주장

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겠다.

산업 명 이 의 어메니티는 자연을 극복하기 한 편리성 확보에서 추구되었

다.산업 명 이후 19세기 국에서는 본격 으로 공 생과 도시계획의 원리로

서 태어났다.20세기를 거치면서 도시환경의 편리성과 안 성,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 성,경 ․역사․문화 요소를 포함하는 농 지역의 향토

성을 경제 으로 내부화하는 총체 인 개념으로까지 진화했다고 하겠다.어메니

티 개념의 진화과정을 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어메니티 개념의 역사 변화과정

자료:손경숙 (2009:5).

기의 어메니티는 환경 가치를 핵심에 두고 존재와 형태 에서 ‘정

감흥이나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의 총체’로 이해되었다.그러나 차 경제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 해서 재는 경제 는 행정 으로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지역발 을 도모하는 서비스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성춘자․임

어메니티

욕구

편리성확보

공해해결

도시미추구

문화성 추구

산업 명

이

산업 명

이후

20세기

근

21세기

문화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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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2008:59).이는 21세기 지역발 동력으로서 지역사회자본 심의 내생

발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development)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메니티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

니 될 요소로서,편안하고 쾌 한 삶의 매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 정(+)

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정한 장소의 여건이나 분 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어메니티 개념에는 정책요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

를 포함한다.

첫째,행 자(주체)는 ‘인간’이다.어메니티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친환경 요소이다.이는 자연 이든 인 이든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아

니 될 공공재이다.그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생명에 한 경외심

(reverenceforlife)을 가지고 소 히 다루어야 할,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특정 공간의 환경자원을 가꾸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목표는 인간의 ‘삶의 질’이다.어메니티는 인간의 기 수요를 넘어 편리

함(convenience)과 안 함(safety),풍요함(bountifullife)을 제로 삶의 매력

(attractionsofliving)을 심에 둔 생활자체이다.이는 일상생활에서 오감을 통

해 보고,듣고,느끼고,맛보는 인간의 원 인 욕구이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

는 삶의 질을 말한다.

셋째,수단은 ‘경제가치의 내부화’이다.어메니티는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경제가치(economicvalue)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자원(economicresources)이

다.21)어메니티의 외부효과는 부분 정 인 효과이다.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해서는 어메니티의 최 수 의 공 과 그것을 공 하는 데 드는 비용 가

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따라서 경제 자원으로서의 어메니티

는 경제가치를 내부화할 수 있는 원칙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넷째, 상은 특정 장소의 ‘여건과 환경’이다.어메니티는 특정 지역의 장소 가치

를 지닌 여건(conditions)과 사회 분 기(socialatmosphere)이다.이 때 특정 장소

의 여건은 자연환경(environment)과 구성원 개개인의 환경(circumstances)모두를 말

21)손경숙 (2009:9)은 ‘어메니티 자원’을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생태 ․심미 ․경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즉 자연환경, 통문화,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의 정체성

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즐겁고 쾌 한 감성을 제공하는 휴양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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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내 용

비배제성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어메니티 향유를 배제할 수 없다

비경합성 -다수가 즐겨도 추가 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비가역성 -한번 변형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

불확실성 -변형 후 주변 환경변화에 한 미래 측이 불확실하다

장소 고유성 -장소 는 지역 간에 체될 수 없다

외부 효과성 -정(+) 는 부(-)의 효과를 낳는다

소득 정상재 -생활수 소득향상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다

무임승차 상 -무임승차로 인한 최 공 을 해할 수 있다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spacially-inimitable)지역 고유의 속성을 말한

다.사회 분 기는 그 지역의 ‘사회자본’22)을 의미한다.

2.어메니티 특성과 가치

1)어메니티 특성

선행연구에서 공통 으로 제시되는 어메니티의 특성은 공공재23)의 속성인 비

배제성과 비경합성,비가역성,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OECD,1999;엄 숙,2006;

김 호 외,2007;성춘자․임익성,2008).여기에 연구자마다 장소의 고유성과 외

부효과성,소득의 정상재,무임승차의 상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선행연구

를 종합하면 어메니티 특성은 <표 2-2>와 같다.

<표 2-2>어메니티 특성

어메니티가 ‘장소 속성’과 ‘인간의 심미 인식’이라는 두 가지의 복합 인

요소가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때 그 속성은 무형 인(intangible)

서비스재이다.주로 자연을 주요한 생산수단으로 하고 일상 인 경제활동과 결합

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 특성은 외부효과에 있다(엄 숙,2006:39).

22) ‘사회자본’(socialcapital)이란 Putnam (1995)은 “상호 간의 이익을 한 자발 력과 동을

진시키는 연결망(network),규범(norms),신뢰(trust)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시민사회를 구

성하는 사회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다.Fukuyama(2004)는 국가건설에 순기능으로 작동하는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사회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다.(임승빈․이승종,2005:6～8).

23)‘공공재’(publicgoods)란 미국의 경제학자 PaulSamuelson이 그의 서「경제학」(1948)에서

‘공공재’의 경우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수학 으로 증명하면서 일반화된 용어이다(http://blog.naver.com,입력 20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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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 합 성 비 경 합 성

배제 가능성

-핀란드의 수공 업

-그리스의 도자기

-일본 다나다(棚田)소유 체계

- 랑스 자연공원 인증상품

(labelledproducts)

-일본 아스카의 유 지와

-캐나다의 자연공원

-캐나다의 역사 유 지

배제 불가능성

-스웨덴에서 자연물을 수확할

수 있는 ‘모든 이의 권리

(Everymen'sright)’

-일본 가스미가우라(霞浦)에서의

낚시

-오스트리아의 산악지역 농

- 랑스의 지역 자연공원

-일본 다나다 경

-일본 유후인(湯 院)에서의

통 농

-그리스의 도

OECD(1999)는 어메니티 특성에 공공재 속성 이외에 사유재의 속성도 보유

하고 있다고 제하고,세계 으로 그 특성을 잘 반 하고 있는 자원과 속성을

시함으로써 유용성을 제공하고 있다.이에 따른 분류는 <표 2-3>과 같다.

<표 2-3>어메니티 특성별 분류

자료:OECD(1999);오 석 외 역 (2002:35).

배제 가능성(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핀란드의 수공 업이나 그

리스의 도자기 자원 등은 사유재이다.반 로 배제 불가능성(비배제성)과 비경합

성이 겹치는 오스트리아 산악지역의 농이나 랑스 지역의 자연공원,일본 다

나다의 농 경 등은 순수한 공공재이다.

배제 가능성과 비경합성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일본 아스카의 유 지와

캐나다의 역사 유 지,그리고 배제 불가능성과 경합성이 겹치는 스웨덴에서의

자연물을 수확할 수 있는 ‘모든 이의 권리’(Everymen’sright)와 일본 가스미가우

라(霞浦)에서의 낚시 등은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2)어메니티의 가치

OECD(1999)는 어메니티의 가치를 자원 자체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 일반 으

로 이용가치,선택가치,존재가치,유산가치로 나 고 있다.이러한 가치는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그 내용은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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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가 치

이용가치 -어메니티가 있는 장소에 거주하거나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

선택가치 -장래에 어메니티를 방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가치

존재가치 -단순히 어메니티가 존재함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유산가치 -어메니티를 미래 세 에 승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나온 가치

<표 2-4> OECD어메니티 가치

자료:오 석 외 역 (2002:22～24).요약 정리.

어메니티의 직 인 ‘소비자 가치’(consumervalue)는 간 생산과정(intermediate

productionprocess)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그 로 실화된다.즉 생산 간과정에

들어가는 투입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재화들(목재생산에 투입되는 나무,수력발

에 투입되는 강물 등)이 지니는 가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소비자 가치는 어

메니티의 존재와 그 상태로부터 유래한다.

선택가치나 존재가치,유산가치를 지닌 어메니티는 그것이 물리 인 의미에서

‘이용되지(used)’않고도 효용을 제공한다는 에서 비이용 가치(non-usevalue)

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이용․ 비이용 가치 이외에 소비과정의 세 번째 측면으

로서 ‘생소비’24)가치도 있다.

경제․행정 활용의 에서 어메니티를 악하고 있는 연구자들(Diamond&

Tolley,1982;Gottilieb,1995;Granger1994;장원호․이승종,2005)은 어메니티 개

념 정의 차원에서 ① 지역발 을 한 자원,② 장소 특수 상품(location-specific

goods)③ 장소 특수 재화나 서비스,④ 공공 행정서비스 등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악하고 있다(김 호 외,2007:8).

조순재 (2004)는 ① 휴양 ,② 심미 ,③ 사회 ,④ 경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박석희 외 (2006:60)는 ① 심미 ,② 사회 ,③ 경제 가치를,정휘

외 (2006:159)는 ① 휴양 ,② 심미 ,③ 경제 가치를 들고 있다.

김선희 외(2007:20)는 국토 자원으로서의 어메니티 가치를 생태 가치와 경

제 가치,문화․심미 가치로 나 고 있다.그 내용은 <표 2-5>와 같다.

생태 가치는 존재 자체의 가치로서 습지와 갯벌의 생태 다양성 호수․

홍수 조 기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4)‘생소비(derivedconsumption)’란 어메니티의 가치를 체 하고 있는 상품이나 매체를 통해 그

가치가 소비자에게 간 으로 달되는 것을 말한다(오 석 외 역,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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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국토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

유 형 가 치

생태 가치 -존재가치,환경성(생태성)

경제 가치 -이용가치,편리성,안 성,지역성,사회․시 성

문화․심미 가치 -유산가치,경 성,심미성

자료:김선희 외 (2007:20).

경제 가치는 어메니티 장소에 거주 혹은 방문해서 직 이용하는 것 이외에

특정 어메니티를 기 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인 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가치이다.문화․심미 가치는 자연환경 문화 자원이 갖는 가치를 의미하

며 이들은 미래 세 에 승되는 유산 가치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메니티 가치를 존재가치와 유산가치,경제가치,복합가치로 분류

하고자 한다.그 내용은 <표 2-6>과 같다.

<표 2-6>본 연구의 어메니티 가치

유 형 내 용

존재가치 -장소성,고유성,쾌 성,심미성

유산가치 -역사성,문화성,정체성,상속성

경제가치 -상품성,생산투입성, 생 이성,재산권 형성

복합가치 -복합성

첫째,존재가치이다.어메니티는 있어야 할 곳에 자연 그 로 존재하면서 인간

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거주자나 방문객에게는 심미 감

흥을 일으키면서 쾌 함을 제공하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유산가치이다.어메니티는 지역 공동체의 역사 사실이나 생활문화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자 심을 새롭게 생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후세 에 물

려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셋째,경제 가치이다.어메니티는 자연 이든 인 이든 지리 특수성으로

인해 직 거래하거나 생산요소로 투입할 수 있고,재산권의 설정을 통해서 생

상품을 매․임 하거나 매체를 통해 이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넷째,복합 가치이다.어메니티는 그 통합 인 개념으로 인해 여러 가치를

복합 으로 지니게 되는 것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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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메니티 활용

어메니티는 15세기에 이미 생활어로 사용되고 있었다.17세기경부터 어메니티

는 사물로서의 장소나 경치 등의 쾌 함을 나타냈다.19세기경부터는 인간성 회

복으로 인해 인간을 상으로 한 어메니티가 보다 더 의미를 갖게 되었다(김해

창,1999).

어메니티 개념은 역사 으로 19세기 국 도시계획의 원리이자 수단으로 태동

했다.산업 명의 근원지인 국의 도시계획법(1909)은 산계 의 생활환경 개

선에 한 주거환경 어메니티 욕구가 반 되어 그에 한 한 책으로 나온

것이다.이는 종래의 공 생법이나 주거법이 주로 기성 시가지 내의 노동자 계

의 기 수요를 해소하기 한 것과는 조 이라는(이재 외,1998:21)입장

이다.

김승환 외 (1991:102)는 산업 명의 진 에 따라 국의 도시에서 소음,매연,

과 주거,녹지 괴가 문제시됨에 따라 고요함과 빛,신선한 공기,녹음이 가득한

원에서의 이상 인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산계 주의 국형 어메니티가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임형백 (2001:196)은 어메니티의 기원에 해 산업 명기 국 도시에 몰려든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생긴 질병이나 사망률을 낮추기 한 공

생법25)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이 공 생 활동은 생명 구제를 한 ‘생명축’

이 되었고,어원(amare)에서 나온 ‘사랑축’은 이 생명축과 교차하면서 어메니티

(쾌 함,기쁨)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어메니티는 생명과 사랑의 역에

서 생겨나 근 도시계획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어메니티는 태동기의 상황으로 보면 산업 명 이후 조잡하고 과 한 도시의

출 으로 인한 인간의 생리 ,환경 욕구의 해소와 사람다운 삶을 요구하는 시

민정신의 발로 다고 할 수 있다.

25) 국 최 의 공 생법(1848)은 근 유럽 보건사상 가장 요한 문헌으로 꼽히는 에드 채

드 (EdwinChadwick, 국 왕립빈민 원회 원)의 보고서 ‘국 노동인구의 생상태에 한

조사보고서’(1842)를 근거로 제정되었다.이 보고서는 이후 약 60년 동안 국과 미국,유럽

륙의 생개 운동과 지역사회 보건운동의 기본원리로 활용되었다(http://blog.naver.com>에드

체드 과 국의 공 보건 발 ,입력 20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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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의 태동기 어메니티는 일상생활의 총체 인 질에 한 것이었지만,주

로 물리 환경의 어메니티를 추구했다.이로 인해 생․보건․안 과 같은 생

존에 계된 것이었다기보다는 생명과 재산을 둘러싼 물 환경의 총체나 그 질

에 한 것으로 생활에 더 계가 있었다(이재 외,1998:21).그래서 정숙,태

양,깨끗한 공기 등 물 환경에 을 기울 고,역사 ․문화 유산이 지

어메니티를 가져오는 물리 장치라는 에서 역사 건축물이나 수목보 등에

더 많은 심을 두게 되었다.

국에서는 1909년 ‘도시계획법(Housing,TownPlanning,etc.Bill)’에 의해 어

메니티 개념을 구체 으로 용하는 원도시(gardencity)의 개념이 생겨났다.

1967년에는 ‘도시 어메니티법(CivicAmenitiesAct)’이 제정되어 역사 건조물

등의 보존을 한 ‘보 지역’제도가 시행되었다.1974년에는 ‘도시․농 어메니

티법(TownandCountryAmenitiesAct)’이 제정되었다.

1990년 들어 유럽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을 한 농업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업

확장주의(agriculturalexpansionism)의 한계와 WTO의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시

장 여건의 변화,환경문제에 한 사회 심의 증 , 규모 인구유출과 격

한 도시화로 인한 농 사회의 변화,농 에 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농 에 기반을 둔 어메니티 개념이 확산되었다(임형백,2002:237-240).

일본에서는 1919년 도시계획법에 ‘안녕(安寧)’과 ‘편리(便利)’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국식 어메니티 개념을 최 로 도입했다.1960년 의 고도성장과 1970년

이후에는 심각한 공해문제 해결을 해 이를 극 으로 활용하게 되었다.26)

우리나라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에서 국형 어메니티 개념보다는 ‘안녕’과

‘편리’라는 일본형 개념을 받아들 다.일본과 비슷한 규제방식을 용했으나 도

시계획의 원리로서 자리 잡지 못했다.우리나라에서는 어메니티란 용어를 사용하

기 훨씬 이 부터 주로 ‘미 ’과 ‘풍치’27)라는 개념이 통용되었다.

26)일본은 1971년 환경청을 신설해서 환경분야에 어메니티 개념을 극 도입했다.1976년 OECD

환경 원회가 일본 환경정책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어메니티의 요성을 지 한 것을 계기로 환

경 인 측면에서 어메니티가 극 정책에 반 되었으며,농 마을만들기,어메니티타운 계획

(1984)등 농 개발정책으로 확산되었다(이재 외,1998:22;손경숙,2009:4).

27)‘미 ’은 건축물의 형태에 질서를 부여하고 거리 장치물을 개선함으로써 창출되는 인공 인 경

미를 가리키고,‘풍치’는 도시 안 의 자연환경 요소들이 창출하는 자연 경 미를 의미한다

(이재 외,1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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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을 통한 바람직한 환경을 창출하기에는 부족

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1990년 반부터 환경문제에 한 국민들의 자각과

인식이 깊어지면서 어메니티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이후 2000년 반부터 정부와 학계,NGO를 심으로 어메니티에 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졌다.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의제 21’과 도시계획법의 통합

개정을 통한 ‘선계획-후개발’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어메니티 개념이 제도 으

로 확산되고 있다(손경숙,2009:5).

제3 어메니티 선행연구 검토

1.선행연구 동향

국내 어메니티에 한 연구는 부산지역 공원녹지와 락시설의 어메니티 요소

를 평가한 김승환․변문기 (1991)의 연구에서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28)이 연구

는 도시환경에서 우리의 가치 에 합한 어메니티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용 방

안을 모색하기 해 수행되었다.이어 어메니티의 개념 정립과 도시계획 행정

에서 용할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의 방향을 최 로 제시한 황기원 (1994,1995)의

연구,29)계획의 원리로서 어메니티의 개념과 구조를 분석한 이재 외 (1998)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메니티와 련한 연구 역은 어메니티의 개념 정의만큼이나 다양하고 그

근방식이 다원 이다.어메니티에 한 선행연구를 연구 역별로 악해 보면

① 개념 원리에 한 연구,② 자원 조사 분류기 ,③ 경제 가치평가,

28)金承煥․系賀黎 (1986)는 일본조경학회지인 「조경잡지」에 발표된 일본어로 된 논문으로.우

리나라의 어메니티에 한 국민의식 단계를 평가․연구한 논문이다(김승환 외,1991:102).그러

나 이를 국내 최 의 어메니티 련 논문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9)황기원 (1994;1995)은 국 명나라 말기인 1634년 출간된 계성(計成)의 조원(造園)이론서

「원야(園冶)」의 서론인 ‘흥조론( 造論)’과 조원의 원리와 기술을 다룬 「원설(園說)」가운데

서론인 ‘상지론(相地論)’의 통론 부분을 번역․석명(釋明)해서 2년에 걸쳐 발표한 논문이다.계

성(JiCheng)은 국 명나라 말기 조원의 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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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분류기 내 용

OECD(1978)/

김승한․변문기(1991)
존재형태(相)

① 안 성 ② 보건성

③ 편리성 ④ 쾌 성

사카이 겐이치(1998)/

임형백(2001)
추구목

① 생명․안 ② 자연환경 ③ 역사문화

④ 미 ⑤ 편리 ⑥ 개성․종합

OECD

(1999)

생성기원

(인

기여도)

① 거의 자연 그 로의 어메니티

②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어메니티

③ 인 으로 만들어진 어메니티

이재 (1998) 욕구단계

① 생존차원:안 성(기 환경,생존환경)

② 생활차원:편리성(편리환경,사회․경제환경)

③ 쾌 차원:자연친화성, 생․보건․문화성

박창석 외(2002)/

농 자원개발연구소

(2004～2008)

자원특성

① 자연 자원(환경․생태 자원)

② 문화 자원(역사․경 자원)

③ 사회 자원(시설․경제․공동체활동 자원)

정휘․이상문(2006)
가치창출

경로

① 상품가능 자원 ② 방문이용 자원

③ 문화 지식기반 자원 ④ 신가치창출 자원

김선희 외(2007)

(국토연구원)

생성기원

자원특성

① 도시 어메니티 ② 농산 어메니티

③ 연안어 어메니티 ④ 환경지역 어메니티

김 호․오은주(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활용 략

① 지역여건 ② 활용형태

③ 지향 략 ④ 창출․활용정책

④ 지역발 정책 략,⑤ 자원평가 평가지표 개발에 한 연구로 별할

수 있다(이재 외,1998;이재 ,1998;이지민 외,2006;정휘․이상문,2006;김선

희 외,2007;성춘자 외,2008;윤희정 외,2010).

본 연구와 련된 선행연구 역은 상술한 ①,②,③,④의 역이다.① 개념

과 원리에 한 선행연구는 제2 에서 이미 기술했다.여기에서는 나머지 ②,③,

④ 역을 기술하고,⑤ 역은 연구 주제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어메니티 분류기 에 한 연구

어메니티 분류기 은 개념정의 차원에서 어메니티의 존재형태,추구목 ,생성

기원,욕구단계에 따른 분류가 있고,활용차원에서 자원특성,가치창출경로,활용

략에 따른 분류 등이 있다.분류기 에 한 선행연구는 <표 2-7>과 같다.

<표 2-7>어메니티 분류기 에 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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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외 (1991)는 OECD(1978)의 분류기 을 원용하면서 그 기 을 존재형

태에 두고 어메니티 형태를 보건성,안 성,편리성,쾌 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안 성은 재난방지와 사고방지를 해 존재하며,보건성은 공해방지․건강 리․

환경 생을 유지하기 한 것으로서,편리성은 근성․공공시설의 질․ ․

크리에이션,쾌 성은 자연․트인 공간(open space)․역사 풍토․경 ․환경

보 을 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카이 겐이치 (1998)와 임형백 (2001)은 추구목 에 따라 인류의 생명과 안

을 지향하면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보 ,심미성과 편리함,개성․종합을 추

구하는 것으로 나 고 있다.

OECD (1999)는 어메니티 생성에 인간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생성기원을

기 으로 ‘거의 자연 그 로의 어메니티’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

된 어메니티’,‘인 으로 만들어진 어메니티’로 분류하고 있다.

이재 (1998:121)은 욕구단계에 따라 기단계에는 기본 ․생리 욕구인

생존차원의 어메니티를 필요로 하나, 차 생활차원→쾌 성 차원으로 욕구단계

가 진 되면서 편리성과 사회․경제성,자연친화성, 생․보건․문화성 등 선택

,정신 욕구로 진화한다고 보고 있다.

박창석 외 (2002:25)는 자원특성에 따라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사회

자원으로 大분류했다.다시 자연자원을 환경자원․자연자원․자연경 자원,문화

자원을 문화경 자원․역사자원,사회자원을 시설자원․경제활동자원․공동체활

동자원으로 中분류했다. 다시 이를 37개 농 자원으로 분류했다.30)

자원특성에 따른 이러한 어메니티 분류체계는 이후 조순재 (2004),농 자원개

발연구소 (2004～2008),정남수 (2005),오윤경 외 (2007),허 (2007),김선희 외

(2007)등의 연구로 이어졌다.

정휘 외 (2006)는 농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창출 경로’에 따라 직 거래가 가

능한 자원과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자원으로 나 고,이를 다시 4개 유형으로 분

류했다.그리고 자원 그 자체를 시장거래하거나 생산요소의 일부로 투입되는 자

30)박창석 외 (2002:25)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이재 (1998),성 찬․이동근 (1999),최

수명 외 (1998)에서 지표가 되고 있는 자원을 근거로 37개 농 자원을 설정했다.이 가운데 자

연자원은 12개,문화자원 10개,사회자원은 1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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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용요 지리표시제 상 자원,소유권을 매하거나 임 하는 자원 등

6개 분야에서 16개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김선희 외 (2007)는 OECD(1999)의 생성기원에 의한 분류체계를 용해서

분류한 다음 ․소 분류는 도시,농산 ,연안어 ,환경지역 별로 나눠 자원특

성(자연자원,문화자원,사회자원)에 따라 각각 세분하고 있다.

김 호 외 (2007)의 분류는 활용 략에 따른 분류로서 지역여건(발 지역,낙

후지역),활용형태(장소마 ,도시재생,기함 략),지향가치(생활환경개선,경제

활성화,복합형),창출․활용(시장거래 진,집단행동 지원,규제정책,인센티

정책)을 한 어메니티 자원으로 나 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 상을 어메니티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주지역 국

가지정 문화재 자원으로 설정하고,어메니티의 ‘가치인정경로’31)에 따라 국제기구

공인자원과 국가 공인자원으로 유형화했다.이를 다시 자원특성에 따라 자연자원

과 역사자원,공동체․문화자원,경제가치 유보자원으로 분류했다.

국제기구 공인자원이란 유네스코 람사르 회에서 세계 으로 보 ㆍ 승ㆍ

선양해야 할 자원으로 등재․인증․지정한 자원을 말한다.국가 공인자원은 제주

의 역사성과 공동체 문화에 비추어 볼 때 국가차원에서 보 해야 할 가치가 있

는 자원이다.경제가치 유보자원은 이미 자원화 되었거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제가치 활용보다는 유산가치 보 에 주안 을 두고 있는 자원을 말한다.

2)경제 가치평가에 한 연구

어메니티는 지리 치에 따라 높은 수 의 고유성을 지니는 동시에 다른 자

산들처럼 환되거나 이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특정지역이 비교 우

를 지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역이다.

어메니티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편안하고 쾌 한 삶의 매력을 제공하는 동

시에 경제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정한 장소의 자연과학 ,인문․사회

31)‘가치인정경로’에 따른 분류는 어메니티의 가치를 가,어떤 기 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른 분류

이다.어메니티 자원 유형에 한 분류기 은 학문 으로 통일된 기 이 없으며 연구자에 따라,

는 강조 의 차이에 따라 다원 으로 분류되고 있다.어메니티 유형분류에서 ‘가치인정경로’를

차용한 것은 인정 주체의 권 를 통해 어메니티 가치 수 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이다.‘가치인

정경로’라는 용어도 학문 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편의상 선택한 일반 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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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 연구자(연도) 연구 주제

경제

가치평가

오규식․이왕기(1997)
-아 트 가격에 내재한 경 조망 가치의

측정 분석

이 구․신 철(2000)
-그린벨트의 경제 가치 측정:

수도권 그린벨트 보존가치를 심으로

조순재․윤희정․김혜민

(2004)

-CVM을 이용한 농 어메니티자원 보 가치

평가

김 임․박용하․최재용

․박재근․박소 (2005)
-농 의 경 가치 평가와 리방안

강 석․남정호․이석모

(2006)

- 산강 4단계 간척사업 상 갯벌생태계

가치의 에머지 평가 경제학 평가와의

비교

이상 (2006) -제주 통돌담의 가치평가 보 방안

학 환경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어메니티 정책 한 그러한 특정장소의 가치

를 경제 으로 실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경제 가치평가 역은 실화된 가

치수 을 진단하고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삶의 질

수 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어메니티 경제 가치평가에 한 연구32)는 경제학 는 생

태학 가치평가법에 의해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를 산출하고 있다.그 내용은

<표 2-8>과 같다.

<표 2-8>어메니티 경제 가치평가에 한 선행연구

이 구 외 (2000:793)는 서울시민 700가구를 상으로 CVM(조건부 가치측정

법)가운데 주민투표모형을 이용해서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유지․보존할 경

우 지불의사 액을 추정했다.그 결과 가구당 한 달 7,430원씩 연간 9만원 정도

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를 서울시 체 주민의 연간

지불의사 액으로 환산하면 3,083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강 석 외 (2006:249))는 산강 4단계 간척사업 상 갯벌 2만 1,690ha를

상으로 에머지(emergy)평가방법33)을 이용해서 갯벌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한 결

과,연간 770억원(1ha에 355만원 씩)으로 추정했다.이것은 조석과 강우에 한

32)어메니티 가치평가에 한 선행연구는 김선희 외 (2007:143～146,부록)를 참고할 것.

33)‘에머지 평가방법’은 갯벌생태계로 유입되는 에 지(태양,바람,강우 등)에 한 평가를 토 로

갯벌생태계의 기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강 석 외,200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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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지 가치만 측정한 것이다.수산물 생산가치와 보존가치,오염정화가치는 별

도로 1ha에 연간 1,42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상 (2006:33)은 제주 방문객 410명을 상으로 CVM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제주돌담에 한 지불의사를 측정한 결과 가구당 평균 월 1만 5,853원으로 나타

났다.이를 2007년을 기 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인구수와 방문객수를 감안하면

제주돌담의 공익 경제가치(제주도민 지불의사 제외)는 연간 3,670억원에 이르

며,방문객의 증가폭에 따라 경제 가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계측되었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정도를 진단해서 지역

발 략의 요소를 도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경제가치 내부화 정도의 진단은

어메니티 가치 평가방법34)에 의해 자원 자체의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메니티 자원에서 발생하는 정 인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한 노력이 얼마만

큼 진행되고 있는가를 악하는 것이다.

3)지역발 정책 략에 한 연구

어메니티와 련한 지역발 정책 략과 련된 연구 성과물은 다른 역

에 비하면 비교 한정되어 있다.그런 가운데서도 선행연구들은 지역발 에 유

용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그 선행연구는 <표 2-9>와 같다.

임형백 (2002)은 농 지역의 문화와 가치의식,자연조건,산업활동과 토지이용

등 어메니티 획득을 한 7개 차원과 그에 따른 수단을 시하고 농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론 근에 국한하고 있다.

윤원근 (2003)은 농 어메니티 정책이 추구해야 할 정책 목표를 정책 구성요소

인 가치 역과 정책 역,집행․평가 역 등 3개 부분으로 구체화했다.이를 척

도로 한 우리나라 농 정비사업의 평가를 통해 농 어메니티 개발정책과 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장원호․이승종 (2005)는 어메티니 지향 정치문화35)를 통한 산업과 문화산

34)어메니티 가치 평가방법은 제5장,제1 참조.

35)‘어메티니 지향 정치문화’란 사람들의 가치 이 경제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물질주의 가치

(materialisticvalue)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물질주의 가치 (post-materialisticvalue)으로

바 면서 사람들이 정치 역에서도 일자리와 같은 물질주의 이슈보다도 환경,어메니티,그

리고 문화 이슈에 더욱 심을 갖게 됨(Inglehart,1990;장원호 외,2005:163)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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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 연구자(연도) 연구 주제

지역발

정책

략

임형백(2002) -어메니티를 이용한 농 활성화 방향

윤원근(2003) -우리나라 농 어메니티 개발정책과 과제

김남조(2004)
-농 어메니티 개념과 상 구성요소를

이용한 농 정책의 방향

장원호․이승종(2005)
-지방의 신과 어메니티 정치문화:

엔터테인먼트 기구로서의 지방정부

장원호(2006)
-미국의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

시카고 사례를 심으로

손주동․안정만(2006)
-계획 경 :농 경 선호도와

농 다움에 기 한 농 경 리 연구

이재 (2006) -국내외 어메니티 정책 계획 사례

김 호․오은주(2007)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 방안

성춘자․임익성(2008)
-지역발 ,장소마 ,그리고

지역 어메니티에 한 연구

김남식․이 재(2009)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 지역개발 방안에

한 연구:지역 어메니티 활용을 심으로

김 승․김 (2009)
-지역활성화를 한 자연어메니티 활용에

한 연구

손경숙(2009)
-연구 정책 상으로서의 어메니티

어 로치

조 재(2010)
-지방정부의 농 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 과 개선과제-충청남도를 심으로-

업 심의 엔터테인먼트 기구(EntertainmentMachine)36)로서의 지방정부를 제안

하고 있다.

<표 2-9>어메니티 지역발 정책 략에 한 선행연구

장원호 (2006)는 미국 시카고 의 사례에서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역

량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지역의 정치문화와 지방정부의 역량에

을 둔 연구이나 어메니티를 활용한 정책형성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김 호 외 (2007)는 우리나라 126개 지방자치단체에 한 설문을 통해서 지역

발 방안으로서 어메니티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37)했다.그리고 국내외 어메니

36)‘엔터테인먼트 기구(EntertainmentMachine)’로서의 지방정부란 이낸스나 컴퓨터 산업보다

속도가 빠른 산업과 문화산업 정책에 을 두는 정부를 말한다.즉 어메니티 지향 정책

을 통해서 신역량을 가진 인구의 유입을 가져오고 이들이 다시 직업을 창출하게 되어 지역이

발 한다는 시각이다.(장원호 외,2005:165).

37)설문 조사․분석 내용은 어메니티에 한 인식(활용여부,기 효과,활용단계),자원 황 창

출활동(내용,수 ),활용특징(도입시기․목 ․분야),활용체계(인 ․물 ․제도 지원),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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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활용 사례와 견주어서 유형별(생활환경 개선형,지역경제 활성화형,복합형),

과정별(어메니티 기반형성→ 략설정→활용․상품화→유지 리)어메니티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를 용한 별도의 지역계획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성춘자 외 (2008)는 정부의 농 어메니티 정보시스템 활용 실태와 정부 부처별

로 시행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정책사례를 시하고 장소 마 의

핵심요소로서 어메니티에 근하고 있다.

손경숙 (2009)은 어메니티 개념의 역사 변화과정과 지향체계를 기술하고 어

메니티 용 정책사례를 시한 후 지역발 략으로서의 정책 유용성과 기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체 으로 어메니티의 사회 담론화를 한 이론

근이다.

선행연구의 부분은 어메니티를 활용한 이론 인 지역발 정책 내지는 략을

일반화해서 제시하고 있다.어메니티의 특성이 장소 차별 (spacially-inimitableness)

이며,지역의 정체성과 한 연 (anidentitytiedtoregionalism)이 있음을 감

안할 때 특정 어메니티 자원을 상으로 경제가치의 내부화를 시도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어메니티 자원 자체가 장소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자

유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시와 농 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어

메니티 자원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그리고 연구 상 어메니티의 가치와 특성

을 악하고,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이를

토 로 어메니티를 활용한 정책형성의 실성(relevance)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

역발 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4)어메니티 자원평가 평가지표 개발에 한 연구

어메니티 련 선행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수행된 연구는 어메니티 자원평가

와 평가지표 개발에 한 연구이다.이는 국내 어메니티 연구가 진 되면서 개념

해석 보다는 어메니티 자원의 특성 평가와 그 평가지표 개발에 심을 많이 두

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자원평가 평가지표 개발에 한 선행연구는 <표

2-10>과 같다.

상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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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역 연구자(연도) 연구 주제

자원평가

평가지표

개발

김승환․변문기(1991)
-쾌 한 도시환경의 창출을 한

도시어메니티 구조의 해석에 한 연구

김용수․임원 (1992)
-도시민을 한 Recreation공간의 Amenity

자원분석

성 찬․이 (1997) -쾌 환경평가 지표개발에 한 연구

성 찬․이동근(1999)
-경기도 6개 도시의 어메니티 평가에 한

기 연구

이행렬․성 찬(1999)
-의정부시 어메니티자원에 한 이용자

평가분석

권용우․이재 ․김세용

(2001)
-도시쾌 성을 한 어메니티 랜 지표 개발

장은숙․ 미․박윤호

(2002)
-농 마을 정비 특성별 어메니티 평가

서교 외(2003)
-농 의 잠재 가치에 의한 농 지역개발

평가지표 연구

정남수․이지민․이정재

(2004)

-어메니티 지향 지방행정을 한 정책평가

모델의 개발

정남수(2005)
-농 어메니티 자원의 평가를 한 조사표와

항목 개발

김은자․이용환(2007) -농 에머니티의 평가 거 개발 연구

김 식․최 성(2007)
-어메니티 자원과 인 자원을 고려한

농 마을의 잠재력 평가기법 개발

이동근 외(2007)
-농 어메니티 자원에 기 한 농 경

평가에 한 연구

박미정 외(2008)
-자연어메니티가 인구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윤희정 외(2010)
AHP와 GIS를 이용한 농 잠재지역의

어메니티 수 평가 수 맵 개발

이경진․이창훈

(2010)

-농산어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표경

선정 등 평가에 한 연구

<표 2-10>어메니티 자원평가 평가지표 개발에 한 선행연구

2.선행연구 종합

선행연구의 흐름을 종합하면 1990년 에는 어메니티 개념과 구조해석,어메니

티 자원평가 평가지표 개발에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2000년 들어

어메니티 유형분류와 경제 가치측정,어메니티를 이용한 지역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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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한 연구가 이어졌다.이는 어메니티에 한 연구들이 기에 어메니티의

개념 자원의 평가기 을 악하는 데서 시작된 연후에 자원의 유형과 경제가

치 악 활용을 한 연구가 단계 으로 수행되었음을 말한다.

어메니티의 유형화에 한 연구는 어메니티 실태 악에는 강 을 가지고 있

으나,어메니티와 지역발 과의 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최근

의 연구에서는 신지역발 략38)으로서의 어메니티의 기능과 활용을 시하는,

양 팽창보다는 질 성장을 한 지역발 략들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남식 외,2009:163).

3.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패러다임

지역발 은 각각의 지역이 처해 있는 생태계에 합하고,그 주민이 살아가는

생활의 필요에 입각해서,주민의 창의와 노력이 어우러지는 가운데,지역의 문화

에 뿌리를 두면서,새로운 지식과 기술,제도 등을 활용해서 모색하고 창조해 나

가는 것이다(강형기,2006:16).

최근에는 지역발 의 개념에 종래와는 달리 ‘지속가능성’이 추가되고 있는 특징

을 보이고 있다.FitzgerldandLeigh(2002)가 삶의 최소기 (minimum standard

ofliving)과 불균형의 감소,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과 생산을 지역발 의 요소로

지목하고,지역발 에 공동체의 속성 개념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 표 인 경우에

해당한다(OECD,2010).즉,지역발 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말한다.

통 지역발 략에서 인간의 생활환경은 경제성장에 매몰되어 국가 체에

평균 으로 공 되는 부차 심사 다.어메니티 지역발 략에서 생활환경은

삶의 질을 확보하기 해 지역에 최상으로 공 되어야 하는 주요 심사로 부상하

게 되었다.이러한 지역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지역에 고유한 어메니티 자

원은 내생 지역발 의 토 이면서 경제 가치를 지니는 유무형의 상을 보유

하게 되는 것이다.

38)‘신지역발 이론’은 하나의 이론 인 역이기 보다는 지역발 과 지역성장에 한 최근의 연

구 결과와 흐름을 총칭하는 표 이다.지역은 물리 으로 분리할 수 없는 고유한 속성을 지니

고 있으며,이런 고유한 속성은 지역의 자연 배경은 물론 사회 ,역사․문화 구조에서 비

롯되었음(지역 ,사회 배태성)을 강조한다(김태환 외,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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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 지역발 략 어메니티 지역발 략

목표
심가치 -양 성장 -질 발

기본원리 -효율성,비용최소화 -환경성,역사성,문화성,공동체

수단
매개수단 -토지,노동,자본 등 물질 심 -어메니티 주의 탈물질 심

경제기반 -제조업기반 경제 -지식기반 경제

근

방식

추진주체 - 앙 심 정부주도 -지역 심 주민참여

추진방식 -외생 하향식 집권화 -내생 상향식 분권화

본 연구의 목 은 어메니티의 특성과 기능을 시하면서,그 경제 정(+)의 효

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발 략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발 략

의 하나로서 어메니티 지역발 략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메니티에 기반한 지역발 략은 통 지역발 략과는 그 심 가치(목

표)39)는 물론이고 수단, 근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지역발

략 패러다임의 차이 은 <표 2-11>과 같다.

<표 2-11>지역발 략별 패러다임의 차이

1)발 목표의 측면

지역발 (regionaldevelopment)이란 지역의 구조 ,질 ,장기 속성의 진보

(progress)를 의미하지만 지역성장(regionalgrowth)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객 이고 계량 가능한 단기 진보를 의미한다(Felsenstein,2001).성장

은 지역 총생산이나 소득,고용의 규모․기회 등에서 지역경제의 확 를 의미한

다.반면 발 은 어느 정도 합의된 목 과 기 하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간 생

활여건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Stutz&deSouza,1988;김태환 외,2004:11).

통 지역발 략은 가치추구에 있어서 양 성장(quantity-basedgrowth)

을 추구한다.기본원리는 효율성과 비용최소화이다.즉,규모의 경제와 집 경제,

지역투자의 승수효과40)를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이다.이 략은 공간의 불균형 성

39)가치(value)는 ‘바람직스러운 것’을 의미하며 형태가 있는 물질이거나 행태가 없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

체가 정책을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가치이다.정책수단 역시 정책목 을 달성하는 도구이어

서 그 자체가 가치의 집합체이다(정정길 외,2010:48～49). 략(strategy)이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을 축 하고 사용하는 것(Neild,1990:Ch,1～2;이달곤,2005:39)이라면 략의 가치

한 정책수단의 가치와 등식의 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0)성장이 성장을 낳는다는 ‘지역승수’개념은 1930년 인즈에 의해 수정된 고 경제이론에 기

를 두고 있다.지역승수모형(regionalmultipliermodel)이론은 수출 기반산업 부문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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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가져와 성장하는 지역은 계속 성장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성장지역의 매개

수단으로 락하게 된다.지역 간 소득격차와 상 박탈감을 조장하고 최소비용

에 의한 최 이윤의 추구로 인해 인간의 삶의 질은 등한시된다.

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질 발 (quality-baseddevelopment)을 추구한다.발

의 기본원리로는 효율성이나 비용최소화 보다는 환경 역사,문화,공동체 가

치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는 총량 빵의 크기보다는 쾌 한 환경과 정신

편안함,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자존 자족을 추구한다.신뢰와 규범, 동을

진시키는 네트워크를 조장하고,지역주민의 기 수요를 넘어 경제 으로 한

삶의 질을 요시 한다.

2)발 수단의 측면

지역발 략의 패러다임 변화는 통 지역발 략에 한 의구심과 반발

에서부터 비롯되었다.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은 기존의

자본과 노동 보다는 지식과 기술 시 사회로의 변동을 가져왔다.생산체계에 있

어서도 소품종 량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체계가 보편화되는 새로운 변화

를 가져왔다.

통 지역발 략은 산업 명 이후 선도 산업이나 성장가능 기업을 통해

집 경제(agglomerationeconomies)를 달성하고 이의 확산을 통해 지역발 을

꾀하는 확산효과를 유도한다.발 목표를 견인하는 매개수단은 통 으로 토지와

노동,자본 등 경성요소인 물질 심이다.

이 략은 지역에 들어서는 기업의 분공장(branch-plants)설립으로 이어져

제조업 심의 지역 노동력이 차 단순화․비숙련화된다.지역 내 창업 가능인

력은 기업 공장에 흡수되어 지역경제의 자생 잠재력을 제약하게 된다.매개

수단은 지역 내 값싼 토지와 노동력,외부 자본을 주로 한다.이 때문에 비

록 지역발 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발 효과가 역외로 유출되기 쉽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승수효과를 일으켜 지역소득과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는 이론이다.그러나 지역승

수모형에서는 지역성장 구조로 인해 성장하는 지역은 계속 성장하는 반면,그 지 못한 지역은

성장의 열에서 벗어나 지역 간 성장이나 소득 불균형이 지속된다는 을 강조한다(김용웅 외,

20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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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문 인 연구․개발과 무형투자,상품과 서비스 생산

에서의 주문제작 디자인의 강조를 통해서 유연 생산체제를 유도한다.매개수

단은 환경,생태,문화 등 연성요소인 어메니티 주의 탈물질을 심으로 한다.

이 략은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손쉬운 상호작용과 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진한다.그로 인해 문화 동질성을 통한 거래비용을 임으로

써 규모의 경제를 극복한다.매개수단으로 환경과 생태,역사,문화 등 탈물질

연성요소를 요시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발 과 동일

한 가치를 추구한다.

통 지역발 략은 신고 주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기반 경제를 그

배경으로 한다.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신지역발 략을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배경으로 한다.

3) 근방식의 측면

추진 주체와 근방식에 있어서 통 지역발 략은 집권화된 앙정부 심

의 외생자원에 의한 하향식 발 략이다.정책목표와 추진 략 설정이 앙정부,

료 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활용자원을 외부자본과 물질자원에서 찾

는다.

이 략은 추진과정에서 앙정부의 개입이 필수 이어서 지역주민이 배제되

고 장소의 특수성이 무시된다.획일 ,일방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역 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지역 내 생산이익이 외부 자본가에게 유출되고,지역

경제가 외부 시장 자본에 의존해서 지역의 자율성이 약화된다.지역발 이 지

역주민의 소득으로 직 연계되지 못하고 ‘장소의 번 ’만을 추구하게 된다.

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분권화를 통한 지역 심 이면서 주민참여에 의한 상

향식 발 략이다.발 에 필요한 동기나 자원을 지역 내부에서 찾는다.즉,발

의 동력이 지역 내부로부터 시작되고,진행과정이 지역 내부의 자원을 동원한다.

발 의 결과가 지역주민에게 주어지고,지역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내생 ,지

속가능한 발 략과 맥락을 함께한다.지역발 이 ‘사람의 번 ’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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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연구의 흐름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어메니티에 한 분석 근을 통해 제주의 고유자원 가운데 어메

니티 자원을 도출하고,그 경제가치를 내부화해서 ‘ 하나의 지향’으로서의 새로

운 지역발 략을 탐구하는 것이다.그 심 가치는 지역의 발 만이 아닌 사람

의 번 을 추구하는 질 발 을 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지역발 략의 개과정에 한 분석을 통해서 통 지역발 과정에

서의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상을 규명하는 것이다.이러한 계의 규명은

각각의 지역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과 변수에 한 분

석 평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체 으로 연구의 흐름을 분명히 하기

한 것이다.

둘째,어메니티 자원을 유형화하고 그 경제가치의 내부화를 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기 해 상자원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경제가치 내부화의 상자

원을 도출하는 것은 어메니티 자원의 새로운 분류유형을 고안하는 것이다.이를

통한 경제가치의 내부화는 지역공동체의 역량에 의해 그 수 이 달라지게 된다.

어메니티 자원 분석의 틀에 의한 어메니티 지역발 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1.연구의 흐름

연구의 흐름을 명확히 하기 해서는 통 지역발 략의 개를 개 하고

최근의 지역발 패러다임인 어메니티 지역발 략과의 차이 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즉,본 연구가 내생자원을 요시하는 어메니티 지역발 략을 도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외생자원 심의 통 인 지역발 략과의 비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생 ․내생 지역발 략의 목표(objective)와 그 목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요인(factor),요인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variables)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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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의 규명을 통해서 연구의 흐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이는 곧 각각의 지역발 략이 추구하는 ① 정책목표,② 정책수단으로서의

하 목표,③ 하 목표를 구성하는 요인,④ 요인을 구성하고 설명하는 변수

(variables)를 설정하고 그 변수 간의 계를 규명하는 것이다.이 때 변수는 양

변수(quantitativevariables)가 아닌 질 변수(qualitativevariables)이다.구

성 요인과 변수들 간의 계는 각 지역발 략의 주도세력과 동원자원에서 찾

게 된다.본 연구의 흐름은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연구의 흐름

Objective

주민 삶의 질 향상

(어메니티 지역발 략)

⇑

Sub-objectives

장소의 번

자원

소모

⇐ 발

지속

가능한

발 ⇒

사람의 번

⇑ ⇑

Factors

외부주도

발

외부자원

심

내부주도

발

지역자원

심

⇑ ⇑ ⇑ ⇑

Variables

앙

정

부

외

부

기

업

기

업

자

본

물

질

자

원

지

방

정

부

지

역

주

민

지역

사회

자본

어메

니티

자원

<외생 지역발 > <내생 지역발 >

1)정책목표

어메니티 지역발 목표(objective)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목

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means)으로는 외생 발 에 의한 ‘장소의 번 ’과 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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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에 의한 ‘사람의 번 ’이 있을 수 있다.이 두 가지 수단은 목표-수단의 계

층제(ends-meanshierarchy)측면에서 보면 상 목표를 달성하기 한 수단이면서

그 자체로서 하 목표(sub-objective)가 된다.즉 도구 목표(instrumentalgoal)이

다.이 두 가지 하 목표는 정책과정에서 동일한 수 의 정책목표로서 서로 모순

되고,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41)

통 지역발 략은 주민의 삶의 질을 감안한 질 성장(사람의 번 )을 등

한시한다.동시에 효율성과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비용최소화를 요시한 양

성장(장소의 번 )을 지향한다.본 연구는 통 지역발 정책의 개과정에

한 분석 검토를 통해서 ‘사람의 번 ’을 표방한 략으로서 내생 발 에 기

반을 둔 ‘어메니티 지역발 ’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당 성

을 제시하게 된다.

2)정책수단

지역발 이론 개과정에서 보면 통 지역발 략에서의 외생 발 과 내

생 발 을 한 정책수단은 그 수단이 포함하고 있는 실체 가치(substantive

values)42)의 선택에서 격한 차이를 보인다.‘장소의 번 ’이 효과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면서 공평성을 도외시하는 반면,‘사람의 번 ’은 공평성을 요시한 나머

지 효과성과 능률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3).

본 연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혹은 창조를 한 수단을 내생 발 에 의한

‘사람의 번 ’으로 설정했다.세계화 시 의 로벌 메가트 드 지역발 트

드의 변화와 국내외 정책사례에 한 고찰을 통해서 자원소모 ‘지역의 성장’보

41)하나의 정책에는 여러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들 목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

호 모순․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보완 이기도 하며 때로는 독립 이기도 하다.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수 에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상․하 계에 있을 수도 있다.이는 목표-수단의 계

층제(ends-meanshierarchy)로 표 된다(정정길 외,2010:40).

42)정책수단의 ‘실체 가치’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하는 효과성,정책으로 인한 효과와 비

용의 비율을 의미하는 능률성,정책수단의 실 에 따른 비용과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형평성 있

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공평성 등에 의해 단되며,이는 정책수단이 지녀야 할 바람직하고

요한 특성으로서의 가치이다(정정길 외,2010:50).

43)사람의 번 을 기 에 둔 내생 발 략이 지나치게 지역의 내생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방

경제체제 하에서 앙-지방정부 간의 력과 괴리된, 는 인 지역과 지나치게 경쟁 인 결과

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임경수,2006:40). 한 지역 내부의 네트워크가 공고하고 통기술에

만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폐쇄 이라는 지역고착(lock-in)의 문제를 낳게 된다(Martin&

Sunley,2003:박경,2008:104)는 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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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속가능한 ‘사람의 번 ’의 실성을 입증할 것이다.

3)정책요인

지역발 략에서 정책요인은 정책수단을 구성하고 그 특성을 나타낸다.추진

략 차원에서의 정책요인은 외부자원을 동원하는 ‘외생 발 ’과 지역 내부의

잠재자원을 동원하는 ‘내생 발 ’ 략이 존재한다.외생 발 은 외부 세력과

자원이 주도하며 내생 발 은 내부 세력과 자원이 심이 된다.

개발도상국이나 개발국에서 주로 채택하는 외생 발 은 지역경제 규모의

확 를 통한 장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지역주민의 배제와 소외를 가져온다.

성장 주의 발 에 한 반성에서 나온 내생 발 은 발 혜택의 동등한 배분

을 요구한다.여기에서 내생 발 은 경제성장 수 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야 부분 으로 채택이 가능하다는 제가 나온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 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보고 어메니

티 경제가치의 내부화 략을 통해서 성숙된 경제구조 하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내생 발 담론을 실 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4)정책변수

본 연구는 정책요인의 속성인 변수를 외생 발 의 주도세력인 ① 앙정부와

② 성장 기업,외부자원의 심에 있는 ③ 기업자본과 ④ 물질자원,내생 발

의 주도세력인 ⑤ 지방정부와 ⑥ 지역주민,지역자원의 심에 있는 ⑦ 지역사회

자본과 ⑧ 어메니티 자원으로 설정했다.이는 연구 상인 지역발 략의 정책 목

표와 수단, 근방식에 한 선행연구(<표 2-11>참조)에서 도출한 것이다.

변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요인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하 정책목표(도구

정책수단)에 직 향을 끼쳐 정책결과인 효과성과 능률성,공평성의 향배에 결정

정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발 정책의 개과정에서 이들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했

고 그 결과에서 나타난 향은 어떠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연구의 흐름에서 지

향하는 상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향상은 지역자원 가운데 ‘어메니티 자원’을

심으로,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람의 번 ’을 지향하는 내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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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속가능한 발 략을 수단으로 한다.

2.분석의 틀

어메니티 경제가치를 내부화하기 해서는 먼 어메니티 자원을 유형화하고

그 가치와 특성을 악해서 지역발 을 한 정책수단을 도출해야 한다.본 연구

의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을 기 로 구성했다.

첫째,제주지역 어메니티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가

운데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가 가능한 자원을 도출하고,가치인정경로에 의한

유형화 과정을 거친다.이어 델 이 방법 조사에 의해 지역개발 문가로부터 어

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을 설정한다.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자원의 가치를 가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수단으로서의 가치수 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유사한 어메니티 자원이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성이

서로 다르며,자원의 생성 유래 보 과 리실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가치

의 내부화를 해서는 상자원에 한 특성과 실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셋째,어메니티 지역발 의 심가치와 원리는 사람의 번 을 통해 삶의 질 향

상을 목표로 하는 질 발 에 있다.이러한 심가치의 실 을 해서는 지역에

고유한 어메니티의 ‘경제가치 내부화 정도’를 별해야 한다.이에 한 분석도

델 이 방법 조사에서 종합된 의견을 근거로 한다.

넷째,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이는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장소 특수 속성을 지녔다고 하지만

실제 활용 략의 시를 통해서 국 일반화의 가능성을 제공하기 한 것이다.

어메니티 자원에 한 분석의 틀은 <그림 2-3>과 같다.

1)어메니티 자원의 유형화

분석내용은 우선 제주지역 자원 가운데 어메니티 요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자원을 가치인정경로에 따라 유네스코와 람사르 회 등 국

제기구 공인자원과 국가 공인자원으로 유형화했다.이를 다시 자연자원과 역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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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동체․문화자원,경제가치 유보자원으로 분류했다.경제가치 유보자원을 제

외한 유형화된 자원 가운데서 델 이 방법 조사결과에 따라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을 설정했다.

<그림 2-3>분석의 틀

국제기구 공인자원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 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람사르 회에서 지정한 람사르 습지 등 자연자원이 있고,지역 공

동체․문화자원도 포함되어 있다.국가 공인자원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을 비롯

한 자연자원,역사자원,공동체자원을 다수 포함한다.경제가치 유보자원은 보물

과 사 ,유 , 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등 다른 지방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

는 자원들로서 경제가치의 내부화보다는 유산가치를 보 해야 할 자원이다.

2)어메니티 자원 특성 분석

어메니티 자원 특성분석은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을 심으로 자원의 생성

유래와 분포상황 등 원 특성을 악한다.그리고 국내외 비슷한 유형의 자원

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주지역 자원만의 특이성을 추출하게 된다.제주 고유의 이

들 자원이 어떻게 보 ․ 리되고 있는지,그 실태도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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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자원에 해서는 자원이 형성된 역사 배경과 내용을 확인하고 세계 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의 그 상을 연구하게 된다.지역 공동체․문화자원은 자원

의 활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지역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의 독자성,정신 카타르

시스의 원천 등을 탐색한다.

3)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분석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분석은 각각의 자원이 생성하고 있는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기 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

다. 국내외 어메니티 자원의 정책사례와 활용실태와의 비교를 통해서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내고 이를 략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내부화 실태 분석은 델 이 방법 조사에 의한 자원의 활용정도 악도 포

함한다.

4)어메니티 자원 활용 략 구축

본 연구의 목 인 제주지역 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

치 내부화 분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어메니티 자원 활용 략으로는 어메니

티 사업벨트 조성과 어메니티 사업 네트워크 형성,어메니티 사업 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한다.어메니티 사업 네크워크 형성 과정에서는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

터 구성방안을 모색하게 된다.어메니티 사업 운 체계를 구축하기 해서는 지

역 사회자본 형성을 한 사업주체들끼리의 력방안과 리더십 강화를 한 리

더의 역할을 탐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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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지역발 정책 계획 평가

제1 지역발 정책의 의의

1.지역발 정책 개념

정책이란 “주로 정부기 에 의해 결정된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 지침”

(Dror,1968),“문제의 해결과 변화의 유도를 한 공 활동”(Lasswell,1975),“각

종 정치 ․행정 과정을 통해 권 있게 결정된 공 목 과 이를 달성하기

한 수단과 련된 기본방침”(유훈,2008),“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

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해 권 있는 정부기 이 공

식 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외 2010:35)으로 정의된다.

이를 지역정책1)의 개념으로 좁히면 “지역정책은 각종 지역문제의 해결과 바람

직한 지역의 변화와 발 을 유도하고 리하기 해 정치․행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 공 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혜천,2011:20).

지역발 정책은 지역발 을 진하기 한 정부 개입의 방향과 수단을 통칭한

다.그러나 다양한 정부의 정책 가운데 무엇을 지역발 정책 는 지역정책이라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이에 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즉 ‘명목

’ 에서의 정의와 ‘실체 ’ 에서의 정의이다(김용웅 외,2011:28).

명목 (nominalisticapproach)에서의 지역발 정책은 지역 변화를 명시

으로 추구하는 ‘공간정책’을 의미한다.즉,국가발 목표 달성을 한 입지 선정,

사회간 자본 시설의 확충 지역 규제나 진 등 공간정책 수단을 동원한

1)‘지역정책’에 해서 김혜천 (2011:22)은 지역의 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부문이 지역정책의

상이 될 수 있으나,공간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논의의 상을 지역개발정책으로 한정

하고 있다.황명찬 (1981:48)은 지역정책을 앙정부가 주로 작성하는데 비해 지역(개발)계획은

흔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장재홍 (2008:147)은 지역정책이란

앙정부의 지역정책을 의미하며,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을 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은 지역정

책이 아니라 “지역별”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앙정부가 작성하는 지역정

책,지역개발정책,지역발 정책 용어를 ‘지역발 정책’으로,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계획

을 ‘지역발 계획’으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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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특정한 공간단 를 상으로 사회․경제 제반 조건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정부정책을 의미한다. 표 으로 수도권 집 억제 정책,지역균형발

정책 등이다.

실체 (substantialapproach)에서의 지역발 정책은 정부의 한정된 공간

정책을 의미하기보다는 지역 간의 자원배분에 실질 으로 향을 주는 일체의

정부정책과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련 정책으로는 조세․ 융․산업 정책,교

육․문화 정책,사회간 자본 시설의 투자,정부의 각종 규제 지원 시책을 망

라한다.일반 으로 지역발 정책은 ‘명목 공간정책’만을 의미한다(Kuklinski,

1975:1～17).

2.지역발 정책의 목표와 수단

1)정책목표

지역발 정책의 목표가치에 해서는 국민의 후생증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

(김 호,2008:22),지역 간의 균형 발 (장재홍,2008),지역의 사회․경제

수 의 향상(한표환 외,1999)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지역발 정책의 다양

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의한 지역 간의 균형발 ,사회․문화 정체성

확보,환경가치 향상 등을 통해 궁극 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행복을 추

구한다는 을 부인할 수 없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12).

지역발 정책의 목표는 국가 발 단계,당면한 지역문제의 성격,정치 과정

을 통해 표출되는 국민의 여망 등에 의해 그 내용과 성격이 결정된다.나라마다

지역발 정책의 목표가 다르고,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시 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황명찬,2001:173).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지역발 정책의 목표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용웅 외,2011:31).

첫째,국가 경제성장정책의 효율 인 추진을 지원한다.소득과 경제성장의 극

화를 한 지역 간 생산요소의 효율 인 배분,공간 인 차원에서의 사회 편

익을 극 화하기 한 인구와 산업의 재배치,인 이션의 압력을 완화하기

한 지역 간 수요의 격차 완화를 들 수 있다. 도시 집 의 완화와 낙후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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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잠재력 활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VanhoveandKlaassen,1987:263～280).

둘째,지역 간의 형평성 증진이다.구체 으로는 지역 간 성장률의 균등화와

소득 취업기회의 균등화를 들 수 있다.낙후지역의 성장을 한 지원과 보조

가 이에 해당한다(Diamond& Spence,1983:13).

셋째,개별지역의 발 잠재력 확 와 사회․경제 조건의 개선이다.지역 내

최 성장의 달성,지역 내 자원의 효율 이용,지역 내 다양한 부문 간 자원의

효과 인 배분,지역 내 혼잡․환경오염 등 사회비용의 감축을 로 들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발 정책 목표는 부분 이에 해당한다.

넷째,지역의 사회 ․문화 정체성(identity)확보이다.지역발 은 지역 내

문제의 해소나 사회․경제 조건의 개선뿐만이 아니라,지역의 문화 통,자

율성 확보와 고유의 자연환경 자원보 등을 의미한다.세계화 추세 속에서 지

역주의의 두와 함께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 보 강화 등 비경제 인 목표

가 시되고 있다(Molle,Holst& Smith,1980:3).

2)정책수단

지역발 을 진하기 한 정책수단은 경제 측면에서 미시 수단과 거시

수단으로 구분된다(Amstrong& Taylor,1985:188〜189).미시 정책수단은 노

동이나 자본의 이동에 한 각종 지원정책을 포함하며,거시 정책수단은 지역

차등 조세․세출 정책과 지역별 융지원 차등화 정책 등을 포함한다.그 내용

은 <표 3-1>과 같다.

<표 3-1>유형별 정책수단 내용

유형 내 용

미시 수단

-노동이동 지원:인구이동 지원,노동시장 유연성 확 ,이민자 재취업

-자본이동 지원:조세감면 보조 ,기업입지 토지규제 완화,

벤처기업의 자본․이자 보조

-지방입지기업 지원:자본보조 ,이자 련 보조,조세감면,감가상각

혜택,노동 련 보조

거시 수단
-조세․세출정책 지원:정부계약 우선제, 출한도․상환조건 차등제

-사회간 자본 시설 지원:교통,통신,에 지,환경,교육,문화시설 등

자료:김용웅 (2011:33〜34).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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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제3․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정권 박정희 정권 두환 정권

노태우

김 삼

정권

김

정권

노무

정권

이명박

정권

국토종합

개발계획

등

1‧2차

경제

개발

계획

1(3‧4)차

국토종합

(경제)

개발계획

2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

2차

국토

종합개발

수정계획

3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

4차

국토

종합

계획

4차

국토종합

수정

계획

4차

국토종합

재수정

계획

기간구분

1962

～

1971

1972

～

1981

1982

～

1991

1987

～

1991

1992

～

2001

2000

～

2020

2006

～

2020

2011

～

2020

제2 지역발 정책 계획의 개와 추진 결과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국토 지역발 정책은 분단 상태라는 스스로의 한계

도 있었지만 미군정과 정치 혼란,6.25 쟁의 발발로 인해 정책을 주도할 기

구나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었다.휴 이후 이승만 정부는 1953～1957년까지

를 후 복구시기로 결정하고 쟁피해1)를 복구하기 해 외국의 무상원조를 재

원으로 철도,도로,항만 등 공공시설의 복구사업을 추진했다.그 이후 1961년에

쟁 이 수 으로 회복시켰다(국토연구원,2008).

본 연구는 1960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로 그 연구범 를 잡았다.국토 지역발 정책이 각 정권별 정책이념 반 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국토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시 별 개과정과 특징을 분석

했다.분석을 한 기간 구분은 <표 3-2>와 같다.

<표 3-2>지역발 정책 분석을 한 기간 구분

자료:김혜천 (2011:25).보완 재구성.

1)김의원 (1999:7)은 6.25 쟁 3년 동안 100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와 건물 66만채,교량 1천

453개소 등의 괴로 국토가 황폐화되었고,당시 피해액은 해방 직 (1944년)의 남한이 달성한

GNP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복구 완료는 1968년,복구비는 19억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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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지역발 정책 개

우리나라의 지역발 정책은 정책 목표와 략 차원에서 사회,경제 시 상

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2)산업화 기 단계의 지역발 정책은 경제성장 산

업발 진을 한 신계획(innovativeplanning)의 성격을 지녔다.1980년 의

지역발 정책은 생활여건 등 환경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한 배분계획

(allocationplanning)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의 지역발 정책은 개별 지역사회가 세계화 시 에 응한 규모 집

경제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으로 발 할 수 있는 종합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우선순 를 부여했다.2000년 는 지역의 자립 ․내생 발 을 한

신역량 구축과 국가균형발 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역발

정책의 기조와 략 변화를 종합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지역발정정책 기조와 략 변화

구분 1960～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목
-산업화

-경제성장 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방의

국제경쟁력개발

-국가균형발

-지역 신체제구축

-국가경쟁력 강화

공간 략
-상 우 지역

집 거 개발

-지방 도시

심도시 주,

분산 거 개발

- 규모

집 경제 구축

- 역권 개발

-공간 분산 략

( 신도시 등)

- 역경제권 개발

투자기 -효율성 -형평성
-효율성,형평성,

지방경쟁력강화
-형평성,효율성

개발방식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발 - 역개발 방식 -선택과 집 개발

자료:김용웅 외 (2010:461).

우리나라 지역발 정책의 목 은 <표 3-3>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60～1970년

의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 진,1980년 국토의 균형발 ,1990년 지역경

쟁력 강화,2000년 지역 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변화되어 왔다.

2)지역발 정책의 개는 김용웅 외 (2010:461～474)에서 발췌․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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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1970년 경제성장 진 정책

1960～1970년 지역경제성장 진정책은 자원을 국 으로 분산 투자하기

보다는 산업화와 국토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집 하는 략을 선택했다.

1963년부터 시작된 특정지역(서울-인천,울산,태백산,제주, 산강,아산-서산)

개발사업에서는 개발목 에 따라 도시 단지, 개시설 등이 집 개발되

었다.

1970년 에는 주권 개발사업과 동-동해 특정지역 개발,고속도로(호남,남

해, 동,구마)와 국가공단 지방공단 건설,용수개발을 한 다목 등

규모 개발사업이 개되었다.지방공업개발법,공업배치법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발 을 한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나 주도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했다.

2)1980년 지역균형발 정책

1980년 에는 국가 경제발 목표가 경제성장에서 복지 주의 균형발 략으

로 환되었다.사회간 자본 시설에 한 투자도 성장거 도시를 심으로 이

루어졌다.종 도로와 상하수도 등 경제 하부구조에 치 하던 사회간 자본

시설 투자가 주택,의료,교육,사회복지 등 개인의 복지 생활과 련한 사회

하부구조의 개선으로 환되었다.

지역균형발 정책으로 지방 농 산업단지 조성,낙후지역을 심으로 한

사회간 자본 시설의 확충,도시개발과 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성장거 도

시 육성방안으로는 지방 도시를 심으로 제조업과 교역,업무, 추 리 기능

의 육성 등 집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단지의 조성과 특화산업의 육성을 지

원했다.지방 소도시의 심성을 강화하기 해 배후지의 서비스 기능 강화와

도농(都農)간 연계를 강화하는 도농 통합개발을 추진했다.

3)1990년 지역경쟁력강화 정책

1990년 이후 지역발 정책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에 비해 국가 지

역의 경쟁력 강화에 우선순 를 두었다.모든 지역을 평 화한다는 획일 이고

경직된 균형발 논리를 극복하고 세계화와 지방화 등 변하는 여건에 능동

으로 응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만을 강조하던 1980년 의 개발기조와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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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의 응거 (counter-magnet)을 형성하기 한

역권 개발이 이루어졌다.1990년 후반에는 내외 인 여건 변화에 따라 민

간주도 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해 정부 규제완화와 공 자 심의 지역 산

업입지의 개발,경제성을 무시한 지역개발의 축소,비 실 인 입지규제와 토지

이용규제 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

4)2000년 의 지역 신과 국가경쟁력강화 정책

2000년 의 지역발 의 화두는 성장과 균형을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과 분산

발 모델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 이었다. 앙정부는 분권과 분산정책을 통해

지방의 자립 발 을 지원하고 지역 신체제(RIS)의 구축과 지역 략산업의 육

성을 통해 내생 지역발 을 추진했다.지방의 자립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신주도형 지역발 으로의 정책 환을 시도했다.

2000년 후반의 지역발 정책은 기존의 산술 ․결과 균형발 으로는 실질

인 지역발 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 을 추구했다.세계화에 응하는 역경제권 심의 국토공간

을 구축하기 해 역․지역발 특별회계의 운 규모를 확 하고 국토의 잠재

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2.국가 지역발 정책 추진결과

1)경제성장의 정 달성

우리나라는 1960년 부터 근 화의 기치 아래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동안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0 권 에 진입하는 등 선진국 열에 들어섰

다.3)2007년을 기 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4)1만 9,730달러로 인구 4천만명 이상

3)세계은행과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연도별 경제규모 세계순 는 2000년 12 ,2002년 11 ,

2004년 12 ,2005년 13 ,2006년 14 ,2008년 15 ,2009년 16 이며,2011년부터 2014년까지

는 14 수 을 유지할 것으로 망했다(한국경제,추락하는 한국의 경제규모;http://blog.naver.com

입력 2009.5.15).

4)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1,697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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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국가 가운데 8 를 차지하고 있다(세계은행,IMF,2007).1960년부터 2005년

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실 을 보면 <표 3-4>와 같다.

<표 3-4>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1960〜2005)

연도
GNP

(억 달러)

1인당GNP

(달러)

산업구조(생산비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60 19 79 36.8 20.0 43.2

1970 81 254 29.2 26.1 44.7

1980 638 1,645 16.2 36.6 47.3

1990 2,637 6,147 8.9 41.5 49.5

1995 5,173 11,432 6.3 41.8 51.8

2000 5,118 10,841 4.9 40.8 54.4

2005 7,913 16,413 3.4 40.2 56.3

주:1)연간 지표:1969년 이 은 1975년 기 ,1970년 이후는 2000년 기 .

2)1980년 이후 GNP는 GDP,1인당 GNP는 GNI자료임

자료:한국은행(ecos.bok.or.kr);김용웅 (2011:384).

국민총생산은 19억 달러에서 7,913억 달러로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

러에서 1만 6,413달러로 늘어났다.산업구조는 1960년 1차산업(36.8%)과 3차산

업(43.2%) 심에서 1980년 에 들어와 1차산업(16.2%)과 2차산업(36.6%)비 이

역 되었다.1990년 이후에는 1차산업 비 이 10%(8.9%→3.4%)아래로 격히

떨어지고 2․3차산업(96.5%)이 경제를 주도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총고용은 1963년 766만명에서 2005년 2,285만명

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용성장과 취업구조 변화는 <표 3-5>와 같다.

<표 3-5>고용성장과 취업구조 변화(1963～2005)
(단 :천명,%)

구분 1963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총고용 7,662 10,073 13,684 18,085 20,377 21,060 22,855

1차산업
4,837

(63.1)

4,916

(48.8)

4,654

(34.0)

3,237

(17.9)

2,541

(12.4)

2,288

(10.9)

1,815

(7.9)

2차산업
667

(8.7)

1,395

(13.8)

3,079

(22.5)

4,990

(27.6)

4,799

(23.6)

4,261

(20.2)

4,251

(18.6)

3차산업
2,158

(28.2)

3,762

(37.3)

5,951

(43.5)

9,858

(54.5)

13,037

(64.0)

14,511

(68.9)

16,789

(73.5)

자료:통계청.한국 주요경제지표(각 연도);김용웅,(201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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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종사자 수는 1963년～2005년 사이에 농․어업 등 1차산업 부문의 경우

484만명에서 182만명으로 62% 감소했다.제조업 등 2차산업 부문은 67만명에서

425만명으로 6.3배,서비스업 등 3차산업 부문은 216만명에서 1,679만명으로 7.8

배의 높은 증가세를 보 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1960년 이후 산업화,1990년 UR WTO 체제 아

래서의 세계화,IMF의 구제 융 등 여러 경제 기를 거치면서도 고도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다.

2)지역격차의 부정 심화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 주택 총조사보고서’를 보면 1960년 산업화 이 단

계에는 체 인구의 64%가 농 지역에 거주해서 인구 경제활동이 지역 으

로 균등한 분포를 보 다.그러나 2005년에는 도시인구가 90%를 차지해서 인구

도시 집 화 상이 빚어졌다.농 과 도시 인구의 변화는 <표 3-6>과 같다.

<표 3-6>농 과 도시 인구변화
(단 :천명,%,증가율:연평균)

구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국 24,989 30,882 37,436 43,410 46,136 47,278

도시 8,947 15,509 25,973 35,911 40,510 42,457

농 16,042 15,372 11,462 7,498 5,625 4,820

도시화율 35.8 50.2 69.3 82.7 87.8 89.8

증가율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2005년

국 2.1 1.9 1.5 0.6 0.5

도시 5.7 5.3 3.3 1.2 0.9

농 -0.4 -2.9 -4.2 -2.8 -3.0

주:도시인구는 시․읍 지역,농 인구는 면 지역

자료:통계청.「인구 주택 총조사보고서( 국편)」(각연도)

인구 이동에 따라 도시지역으로의 자본․생산활동의 집 상이 불가피했다.

교육 수 이 높고 은 계층의 도시로의 이동은 농어 지역의 정주기반 약화와

인구의 공동화,고령화로 인한 농어 쇠퇴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농어 정주기반의 쇠퇴는 다시 인구 유출과 노동력 부족,지역 내 서비스 기

반의 와해,발 잠재력의 결여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2005년 농 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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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인구구조를 보면 14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 은 도시가 19.7%인데 비

해,농 은 13.9%에 지나지 않는다.65세 이상 노령인구 비 은 도시가 7.6%인데

비해 농 은 24.2%로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지역의 자립기반을 하고 있다.

3.제주지역발 계획 개

제주지역발 계획과 련해서 주요 문헌이나 연구보고서,정책자료 등을 종합

하면 해방 이후 정부 최 의 제주지역발 계획에 한 시발은 부분 1963년 ‘제

주도자유지역 설정 구상’으로 기술되고 있다(제주도,2006a:522;부만근,2007:

371;제주특별자치도,2007:33;JonesLangLaSalle,2000:56).5)

제주지역발 계획은 1960～1970년 국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 ‘국토종합개

발계획’에 맞춘 개발만능 시 ,1980년 ‘특정지역계획’과 ‘지역계획’의 이원화시

,1990년 이후의 ‘특별법’에 의한 세계화․지방화 시 로 별할 수 있다.

1960～1970년 의 개발만능 시 에는 제주지역발 구상을 비롯해서 무려 6차

례의 종합계획과 구상이 발표되거나 수립․시행되었다.1980년 특정지역계획에

서는 3개 단지,14개 지구 등 제주지역 거 이 설정되어 지 까지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1990년 이후 특별법에 의한 개발시 에는 개발이익의

지역화를 한 종합계획과 세계화를 겨냥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발 계획의 개는 <표 3-7>과 같다.

1)1960～1970년 3원 지역발 계획

‘제주도자유지역 설정 구상’(1963)6)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역개발연구

원회’에서 제주도 역, 는 제주시 지역의 자유지역화 방안를 검토한 내용이다.

5)최 의 제주지역발 계획은 이보다 앞서 1961년 민주당 정부 당시 강성익(무소속) 민선 제

주도지사가 내놓은 ‘제주 건설계획’이 있었다.이 계획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 의해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되면서 심을 모았다.최 의 제주지역발 계획이면서 지역이 주체가 된 이

계획은 5.16군사쿠데타로 무산되었다(사단법인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2006a:347～350).

6)‘제주도자유지역 설정 구상’(일명 ‘서귀포 구상’)은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서귀포

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도를 홍콩과 마카오 같은 자유항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상

공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되었다(사단법인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2006a: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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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획 기간 주요 내용 주

1963
제주도자유지역

설정 구상

-제주도 무역자유화

-계획 백지화
국무총리실

1964
제주도건설종합개발계획

(1964～1983)

-최 지역계획

-5개 지역 거 개발
건설부

1967
제주도특정지역 종합개발

계획(1967～1996)

-제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어승생수원지 개발,감귤 확 재배
건설부

1971
제주도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71～1981)

-국제 지 조성

-환상(環狀)형 발 축 구상
건설부

1973
제주 종합개발계획

(1973～1981)

-국제 지 조성, 문단지 개발

-공항․항만 확장,카페리 취항
청와

1975
특정자유지역 개발

구상을 한 기 조사

-자유항설치 가능성 기 조사

-무역․ ․수출가공 기능 검토
건설부

1980 제주자유항 구상
-입지 타당성 조사

-자유항 유보, 심개발 결정
경제기획원

1985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

계획(1985～1991)

-국제자유지역 유보,기간단축

-3개 단지,14개 지구 개발
건설부

1985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85～1991)

-특정지역계획 미포함 13개 지

구․지역산업․5 정주권 개발
건설부

1989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재검토(1992～1991)

-특정지역계획․종합계획 통합,

특별법제정 건의
건설부

1990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보완계획

- 단지․지구 구역조정

-첨단산업 유치근거 마련
건설부

1991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안)

-특정지역계획․지역계획 만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으로 폐기

국토개발

연구원

1994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4～2001)

-공간구조 2 핵․3 핵으로 재편

-지구지정․ 단 거 개발 탈피
제주도

2000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국제자유도시 조성 비 수립

-실제 인 개발내용 제안

건설교통부

․제주도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2011)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휴양․교육․첨단과학도시

-7 선도 로젝트 추진

국무조정실

․제주도

200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2006～2011)

-제주자치도 출범 지원

-4+1핵심산업 추진

-6大핵심․5大 략 로젝트

국무조정실

․제주도

201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

-사람․상품․자본+지식의 자유이동

-1+3발 략

-복합리조트 등 12大 략사업

제주자치도

그 결과 치상으로 홍콩에 비해 불리하고,외국인 거주 출입국 통 등의

범 한 자유화 조치는 국가안보 국민경제에 부정 이라는 이유로 백지화되었

다.다만 부문은 자유화가 가능하다고 단했다(제주도,2006a:522).

<표 3-7>제주지역발 계획 개

※ 제주도(2006a);부만근(2007);제주자치도(2006,2007,2011a).종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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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에 수립된 ‘제주도건설종합계획(1964～1983)’은 제주 최 의 지역계획이

면서 5개 지역(제주시․한라산․서귀읍․성산․ 정)을 거 개발하는 계획이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비롯한 4개 항만 확장, 호텔 신축,스키장 건설,외국인

카지노 설치와 함께 식물원과 민속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1967년 세워진 ‘제주도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1967～1996)’은 30년을 계획기간

으로 수립되었다.7)이 계획은 제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서귀포항․화순항의 무

역항 개발,다목 ․용천수 개발,수력․화력발 소 7개소 개발사업을 포함했

다.이 계획에 의해 어승생 수원지 개발사업과 감귤재배가 본격화되었다.

1971년에는 ‘제주도종합개발 10개년계획(1972～1981)’이 수립되었다.이 계획은

제주시를 심핵(中心核),서귀포시를 부핵(副核)으로 해서 해안 일주도로를 따라

환상(環狀)형 발 축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다.표고에 따라 해안․ 산간․

산간․산악 지 별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1973년에는 청와 개발계획단에 의해 ‘제주 종합개발계획(1973～1981)’

이 수립되었다.이 계획은 국제수 의 지 조성과 거 개발을 통해 그 효

과를 얻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문․제주시․서귀포 등 3개 지구를 거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문은 국제 락지구8)로,제주시는 추지

구,서귀포는 문지구의 보완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1960～1970년 제주지역발 계획은 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국가 계획인 ‘특정

지역계획’과 ‘ 종합개발계획’,자체계획인 ‘道종합개발계획’이 뒤섞여 3원 으

로 추진되었다고 하겠다.

2)1980년 지역발 계획 이원화 시

1980년 제주지역발 계획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 의해 1985

년 수립된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으로 변된다.

7) ‘특정지역’은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은 지역,산업의 조성이나 재해방지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지역,기타 특별한 경제 ․사회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지역을 정

부가 지정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1항,제정 1963.10.14).

8) 문 지구는 1977년 국제 공사가 ‘문지구(3.745㎢)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이후 1985년 특정지역계획에서 문 단지로 지정되었다(서귀포시,

1988:669～670).이 계획에 따라 1987년 계획구역 내 어 마을인 ‘성천포’(일명 ‘베린내’포구)

마을 주민이 통째로 이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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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당 제주도 역을 상으로 1982～2001년까지 20년 동안의 지역

개발․ 개발․국제자유지역조성 계획 등 3개 부문으로 나 어 1983년에 수립

된 계획안이었다.그러나 1984년 열린 경제장 의회는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

을 유보하고 국민 을 심으로 하는 국제 지 조성만을 계획에 포함시켰다.

계획기간도 1991년까지 10년으로 단축했다(제주자치도,2007:33.각주).9)

개발 부문은 문․표선․성산 등 3개 단지,돈네코․만장굴․송악산

등 14개 지구를 각각 특성에 맞게 규모로 개발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특정지역계획과는 별도로 ‘제주도종합건설계획(1985～1991)’이 이때 함께 수립

되었다.이 계획은 당 특정지역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13개 지구를

개발하고 지역산업진흥과 5 정주생활권 사업을 지역계획으로 포함시켰다.지역

발 계획을 국가계획인 특정지역계획과 지역계획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3)1990～2000년 특별법에 의한 지역발 계획

1990～2000년 의 제주지역발 계획은 특별법에 의한 발 계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제주도개발 특별법’(1991)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2002),‘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2006,이하 ‘제주자치도 특별

법’이라 함)에 따른 지역발 종합계획이 그것이다.

 1990년 제주도개발특별법10)에 근거해서 수립된 지역발 계획은 1994년에 세

워진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2001)’이다.계획의 기본방향은 자연․인간․개

발이 상호 조화된 지역사회의 구 ,지역․산업․계층 간의 균형발 을 통한 지

역통합성 제고,생활환경 향토문화의 계승발 을 통한 삶의 질 향상,주민참

여 보장으로 사회 형평성 도모,개발이익의 지역화를 도모하는 데 두었다.

2002년 수립된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02～2011)’은 계획의 목표를

9)당 계획에서 유보된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을 보면 계획기간 1982～2001년까지 총 2조 8,650

억원을 투자해서 자유항(화순항)을 심으로 문 화순지구에 배후도시 64.75㎢(1,960만평)를

조성하고,국제공항을 정․무릉지역, 는 안덕․남송악 북측에 건설하는 것이었다(제주자치

도,2007:34.표).

10)제주도개발특별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10년 시한의 한시법으로,일부 제주도

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 제주도 시안(試案)이 공개된 이후 법안 확정까지 7차례에 걸쳐 수

정․보완 과정을 거쳤다.특별법제정 반 운동은 당시 UR농산물개방 상과 맞물려 시민단체,

농민단체 종교단체,학계를 심으로 국 재야단체와 당시 야당인 민주당까지 가세함으로

써 국 정치쟁 으로 부상했다(부만근,2007:385).이로 인해 법은 특정지역계획 계획기간이

만료된 2년 후에야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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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

한 보장되는 국제 인 ․휴양도시,첨단 지식산업도시를 포함하는 국제자

유도시를 조성하는데 두었다.‘제주 세계평화의 섬’지정을 통해 동북아시아 심

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그 목표이다.이 계획에는 ․휴양 심의 7 선도

로젝트11)를 도입했다.

2006년 6월 제주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해 그해 말에 세워

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2006～2011)’은 기존 종합계획의 기본 인

틀을 유지하면서 ‘제주자치도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4+1핵심산업’( ․교

육․의료․청정 1차산업+첨단산업)을 심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차별화 략을 마련했다(제주자치도,2007:123～124).

2011년으로 제1차 종합계획 계획기간이 마쳐짐에 따라 그해 말에 수립된 ‘제2

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은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다극화,지구

온난화,고령화 사회로의 진 등 변하는 시 조류에 처하기 해 사람․

상품․자본+지식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 로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천 략은 기조 략으로 국을 제주발 의 타 권역으로 면에 내세우

는 ‘1+3발 략’을 제시하고 있다(제주자치도,2011a:110～120).

4.제주지역발 계획 추진결과

1)사회간 자본12)시설의 획기 인 확충

제주지역발 계획은 해방 후 굶주림과 헐벗음에서 벗어나는 많은 성과를 낳았

다.식량(food),주거(habitat),건강(health),교육(education)등 지역주민의 기

수요를 해결하고 세계화 시 에 미래설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결정 인 견인

11)‘7 선도 로젝트 사업’은 ① 례휴양형 주거단지개발,② 문 단지 확충,③서귀포

미항 개발,④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⑤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⑥ 쇼핑아울렛 개

발,⑦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이다(제주도,2002:59～63).

12)‘사회간 자본(SOC:SocialOverheadCapital)’은 도로,항만,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 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우리나라

는 1968년부터 도로법,항만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했으며,1994년 ‘사회간

자본 시설에 한 민간자본 유치 진법’을 제정했다(http://terms.naver.com>사회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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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역할을 했다.

제주지역 개발 기에 수립․시행된 지역발 계획은 각종 종합계획에 따라 개

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주민소득 증 에 기여했다.교

통․통신․용수․ 력 등 사회간 자본 시설의 확충에도 한 역할을 했다.(부

만근,2007:382).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발 계획에 의해 획기 으로 발 한 사

회간 자본 시설(도로․교통․수자원․ 력)을 심으로 추진성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13)

첫째,제주발 의 원동력은 도로와 물의 명 개발이다.14)

1960년 이 제주의 도로상황은 해안 마을을 따라 육상으로 섬을 한 바퀴

도는 ‘제1우회도로’(일주도로)뿐인 데다 그나마 비포장 도로 다.5.16직후 ‘제1

우회도로’의 포장 공사(1970년 완공)와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5.16횡단도로’(1969

년 개통)의 개설 공사를 시작으로 도로 명은 시작되었다.이후 산간 ‘제2우

회도로’(1965),한라산 제2횡단도로인 ‘1,100도로’(1973)가 개설되었다.

‘제주- 문 고속화도로(평화로)’(1986),제주-표선 사이 ‘동부산업도로(번 로)’

(1989)가 포장․개통되고,1999년부터 해안을 끼고도는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진

행되고 있다.제주의 도로체계는 제주섬을 한 바퀴 도는 제1․2우회도로와 해안

도로,한라산 남과 북을 잇는 4개의 횡단도로 체제로 바 게 되었다.여기에 사

방팔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총연장 3,206㎞의 도로가 완성되었다.15)

제주는 연간 강수량이 34억 2,700만톤에 이르면서도 먹을 물이 모자라 용천수와

빗물에 의존해왔다.한라산 턱에 수량 10만 6천톤 규모의 ‘어승생 수원지’개

발(1967～1971)로 물의 역사(大役事)가 시작되었다.

삼양․강정․옹포천 수원지 등 상수원 175개소를 개발하고,하루 144만톤을 끌

어올릴 수 있는 지하수 정 총 4,839개를 굴착했다.제주는 지 세계에서 유일

하게 청정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지역이 되었다.하루에 ‘먹는샘물’3천톤을 시장에

13)제주지역발 계획의 성과는 주로 제주도 (2006a),제주자치도 (2011a)에서 발췌 정리했다.

14)사단법인 제주지방의정연구소 (2006a:377～379)는 5.16직후 제12 김 제주도지사(1961～

1963)재임 시기의 도로와 용수 개발사업을 ‘길과 물의 명’으로 표 하고 있다.

15)제주자치도의 도로 도(㎢당 도로길이)는 1.73㎞로 , 주에 이어 국 역자치단체 가운

데 3 이다.1인당 도로 길이는 5.7m로 국에서 가장 길다(제주자치도,2011a: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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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다 는 물의 고장이기도 하다.

둘째,공항․항만 등 연륙교통 수단의 비약 인 발 이다.

해방 후 제주지역의 항공교통 수단은 1948년 취항한 KNA(KoreanNational

Air-Line)의 서울-부산-제주 노선 1일 1회 운항이 부 다.1962년 KAL( 한항

공)이 KNA를 인수하면서 제주-서울 직항노선이 개통되었다.1988년에는 AAR(아

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시작했다.

2006년 제주항공이 제주-부산 노선을 정기 운항한 것을 시작으로 진에어(2008),

에어부산(2008),이스타나 항공(2009),티웨이 항공(2010)등 5개 비용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다. 재 제주지역은 연간 국내외 항공여객 1,572만명(제주자치도,

2011b:300)이 드나드는 국제공항으로 변신했다.16)

해방 직후 연륙 해상교통 수단은 제주-목포 항로에 소형 여객선 5척이 운항했

다.1950년에는 목포-제주-부산 항로(일명 ‘무지개 항로’)에 500톤 철선 이리호

와 평택호가 취항했다.1963년 제주-목포 항로에 가야호(514톤),제주-부산 항로

에 아리랑호(918톤)와 도라지호(894톤)의 취항으로 여객선 형화가 이루어졌다.

1963년 서귀포-부산 항로에는 덕남호(300톤)가 취항했다.

이후 수많은 여객선들이 제주해 을 넘나들며 침몰17),폐선,항로변경 등 운명

을 제주항로와 함께했다.2012년 6월을 기 으로 제주-인천,제주-목포,제주-완

도,제주-녹동,제주-삼천포,성산-장흥 노선18)등 6개 항로에 2만 4천톤 의 호

화여객선을 비롯해서 10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다.19)

16)1942년 일본 육군항공 비행장으로 만들어진 제주공항은 1961년 첫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제

주국제공항 승격(1968),남․북 방향 교차활주로 완공(1973),계류장 확장(1981),여객청사 신축

(1983년), 제정보 자동화시설 개량(1990),여객청사 확장(1992),평행 유도로 건설(1994)공사

를 마무리했다.2000년부터 연간 항공기 17만 2천 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B747여객

기 30 가 동시 계류 가능한 계류장,연간 2,30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청사 확장공사를 착

공해서 2012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제주도,2006:744～746;제주자치도,2011a:1283)

17)서귀포-부산 항로의 남 호(362톤)는 1970년 12원 16일 감귤과 여객을 과 한 채 부산으로 운

항하다가 풍 를 만나 침몰하면서 319명이 숨지는 최 의 해상사고를 냈다(제주도,2006:767).

18)황 항로 던 제주-부산 항로는 2010년 ‘ 설 호’(9,258톤)의 화재사건으로 인한 휴항과

2012년 5월 ‘코지 아일랜드호’(4,388톤)의 자운항으로 인한 휴항으로 2012년 6월 재 폐쇄된

상태이다.

19)제주지역 2개 무역항(제주항․서귀포항)과 4개 연안항(성산포항,한림항,애월항,추자항)은

2010년 한 해 여객수송 1,430만명,화물물동량 1,051만톤을 기록했다(제주자치도,2011a:125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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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내․외부 자원을 이용한 력 공 이 제주발 을 견인했다.

제주지역 력은 1924년 4월 21일 일본인이 설립한 ‘제주 기주식회사’가 당시

제주면 건입리(건입동)1285번지에서 40㎾의 내연 발 기를 설치하고 업을 개

시함으로써 제주에 첫 기를 공 했다.

1961년 발족한 ‘한국 력주식회사’( 재 한국 력)는 제주지역에 제주화력발

소 건설(1968～1970)을 시작으로 한림내연발 소(1977),남제주화력발 소(1979),

북제주화력발 소(1982),북제주 내연발 1～3호기(1984),남제주 내연발 1～4

호기(1992),한림복합화력발 소(1997),북제주화력 2～3호기(2000)를 공함으로

써 자체 발 사업을 마무리했다.

제주지역 력계통은 소규모 석유 소화력 내연력 발 에 의존하면서 발

원가가 국 평균의 2.5배에 이르는 막 한 손실을 낳았다.공기업으로 환한

‘한국 력’은 렴한 본토의 력을 상호 융통하고 력 수지사업을 개선하기

해 남-제주의 해 이블 력계통 연계사업(1985～1997)을 추진했다.제주지

역의 총 력 공 설비용량은 2010년 기 983.6㎿로 순간 최 력 공 능력

80만 1천㎾, 비 력 17만 5천㎾를 확보하게 되었다.

제주지역의 도로와 용수,공항과 항만, 력 개발사업은 1950년 보릿고개를

건 오던 지역주민의 의식주 해결은 물론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의 성장에 기반이 되었다.

2)외부주도에 의한 지역발 20)

제주지역 성장의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과 지역 간 경제 균형을 훼손하는 불

균등이 자리했다. 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과 지역의 장소 특성을 고

려하지 않은 성장거 주의 발 략,내생 자본 구축을 도외시 한 외부

형자본에 의한 조 한 개발 등으로 성장 과실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앙정부의 주도로 기획․수립하고 집행하는 하향식 근방식은 계획 자체가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았다.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의 배제는 물론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욕구나 수요가 제 로 반 되지 못했다.추진방식의 비민주

20)외부주도에 의한 지역발 내용은 <제3 의 2.>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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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추진 상의 장소 무차별 략으로 일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델 이 방법 조사에서도 패 들은 지역발 계획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자본 기술의 제공을 앙정부와 외지인이 장악하

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그 내용은 <표 3-8>과 같다.

<표 3-8>제주지역발 계획의 요소별 주도 세력

(단 :명,%)

주체＼요소 개발계획수립 자본제공 기술제공 개발이익향유

앙정부 24(68.6) 16(40.0) 4(12.5) 2(5.3)

22(57.9)도외 기업 - 17(42.5) 22(68.8) 11(29.0)

도외 국민 - 2(5.0) 1(3.1) 9(23.7)

지방정부 11(31.4) 2(5.0) 2(6.3) 2(5.3)

16(42.1)도내 기업 - 3(7.5) 2(6.3) 5(13.2)

도내 주민 - - 1(3.1) 9(23.7)

합계 35(100) 40(100) 32(100) 38(100)

자료:부록 Ⅱ-2,1단계 델 이 방법 조사결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은 응답패 (복수응답 포함)35명 가운데 68.6%인 24명이

앙정부에서 독 하고 있다고 답했다.자본제공의 주체로는 응답패 40명 가운

데 82.5%에 이르는 33명이 앙정부와 도외기업이라고 답하고 있다.개발이익

향유의 주체는 패 의 58%인 22명이 앙정부 외지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상은 마을별로 개발사업에 한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로 나타나기도 했다.1990년 탑동 공유수면매립과 련해서

공동어장 훼손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해녀보상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개

발이익환수 운동의 여 가 단 인 이다.

개발지역마다 마을회 과 해녀탈의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와 지원을

요구하는 등 사업자를 상으로 한 온당치 않은 요구가 행처럼 제주도 역으

로 확산되었다. 기야 민선 1기 도정에서는 ‘지역개발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이익환수 규칙을 만들어 마을별 보상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시책을 펴기도

했다.

지역발 에 동원된 외부자본은 인 ,물 자본 이외에 지식과 정보,기술,신

용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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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어메니티 에서의 지역발 평가

1.국가 지역발 정책 평가

국가의 지역발 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21)가 가능하다.본 연구의 목

이 어메니티 자원을 상으로 하는 지역발 략의 형성에 있기 때문에 어메니

티 에서 기존의 국가 지역발 정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패러다임(제2장,제3 <표 2-11>)은 그 목표가 환경

과 역사,문화․공동체에 바탕을 둔 지역의 질 발 을 추구한다.수단에 있어서

는 지식기반 경제 아래에서 토지나 노동, 자본 등의 물질 심 보다는 환경과

생태,역사,문화 등 탈물질 연성요소를 동원한다. 근방식에 있어서도 외생

․하향식․집권 정부 주도의 략보다는 내생 ․상향식․분권 지역 심의

주민참여 방식을 추구한다.어메니티 지역발 략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

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에서 정책목표의 합성,수단의 효과

성, 근방식에 있어서 집행체계의 능률성,정책 상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나

라의 지역발 정책을 검토하기로 한다.이는 정책분석 입장에서의 정책평가 기

을 차용한 것이다.

1)정책목표의 합성 측면

우리나라 경제발 정책은 국민의 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

었다.1970년 반 이후부터 성장 주의 발 정책에 한 부작용이 커지게 되

자 정책목표는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 에 두어지게 되었다.

모든 지역은 입지 자연 부존자원,역사 ․문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21)정책평가 기 에 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기 이 제시되고 있다.그 가운데 Nakamuraand

Smallwood(1980:146〜151)는 정책평가의 입장에서 ① 정책목표의 달성(policygoalattainment),②

능률성(efficiency),③ 지지자의 만족(constituencysatisfaction)을,Dunn(1982:343))은 정책분석의

입장에서 ① 효과성(effectiveness),② 능률성(efficiency),③ 당성(adequacy),④ 형평성(equity),

⑤ 응성(responsiveness),⑥ 성(appropriateness)을 들고 있다(최 기,2004:4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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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경제․산업 구조와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지역발 정책은 균형발 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해 분명히 정의되지 못한 채 추진된 것으로 지 되었다(Uchimuraet.al.,

1985;김용웅,2011:522).

지역격차 해소 역시 과장된 문제의식에 기 한 것이라는 지 이다.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 말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는 국제수 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22)우리나라의 지역격차는 역사 으로 앙집권, 료 심 사회에서의

사회 지 의 격차를 의미한다.정치 지역갈등과 맞물려 정치․사회 격차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제주의 표 인 속담인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馬)은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라는 자조 섞인 경구가 이를 표한다.

지역균형발 목표가 지역의 장소 특성과 역사․문화 자원,지역 공동체

자원 등 어메니티 요소을 무시한 채 목표의 실 가능성 보다는 공간 략 차원

에서 설정된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2)정책수단의 효과성 측면

우리나라 지역발 정책의 주요 수단은 주로 산업단지와 단지 등 산업진흥

경제활동을 한 입지 공 ,생산활동에 필요한 용수․ 력․도로․교통과 같

은 사회간 자본 시설의 확충 등 물 하부구조의 구축이었다.기업에 한 다양

한 지원과 어메니티 요소인 지역에 한 교육 인 자원의 개발,생활환경의 개

선과 생,사회복지,문화 등 사회 하부구조의 개선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물 하부구조 주의 지역발 정책 수단은 비용/편익 차원에서의 효과에 민

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잉, 복 투자로 인한 사회자원의 비효율 이용과 손실

을 래하기 쉽다.물 하부구조 심의 발 략은 막 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지면계획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제2차〜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 상의 지역발 정책이 좋은 이다(김혜천,2011:

26〜28).모든 계획에서 무 많은 성장거 을 선정함으로써 지역개발 투자재원

22)우리나라의 1978년 산업화된 지역의 1인당 GRP는 후진지역에 비해 40〜60% 정도 높게 나타났

다.이것은 공업화된 번 지역과 후진지역의 소득수 격차가 1:1.5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일반 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가 1:3 는 1:5에 달하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낮은 수 이

다(Proudhomme,1985:113;김용웅,2011:522).



- 78 -

의 한계로 인해 실성이 부족했다.성장거 에서 제외된 도시들의 불만과 소외

감이 오히려 균형발 이라는 목표를 무색하게 했다.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경제체제 구축,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발 을 추

구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역권이라는 다른 거 을 낳게 되었다.소 ‘햇

빛정책’을 통한 통합국토와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를 추구하기도 했으나 10

역권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 도시의 산업별 수도화를 추진하면서 거 개발 방

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집행체계의 능률성 측면

정책의 집행과정은 일반 으로 정책방향의 정립과 구체 정책수단 사업계

획의 수립,이를 실행하고 평가․환류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우리나라 지역

발 정책은 일단 시책이 결정되면 종합 인 조정이나 통제를 거치지 않고 부처

별 무분별한 사업계획 주로 집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선거로 지방자치가 면 부활되었지만

지역발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앙정부가 주도권(initiative)

을 행사하고 있다.지역개발사업과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앙정부 부처의 손발

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부처 내 실․과에서도 사업 간 조정 연계 시스템이

제 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 복 사업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차미숙 외,2008).

1980년 이후 시도된 특별법23)에 의한 지역발 정책은 특정 사안을 심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종합 ․체계 추진이 어려워지고,다른 지역발 정책과의

혼란과 복,갈등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추진체계의 혼란과 비능율성은 환경보 련 정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추진주체가 환경부,지방자치단체,각종 환경부문의 NGO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는 다 조직형태를 띠고 있다(이성근,2006:25).이로 인한 결

23)1980년 이후 지역개발과 련된 특별법으로는 표 으로 ‘특정지역 종합개발 진에 한 특

별법’(1980),‘제주도개발특별법’(1991),‘지역균형개발 소기업육성에 한 법률’(1994),‘사회

간 자본시설에 한 민간자본유치 진법’(1994),‘폐 지역 개발지원에 한 특별법’(1995),‘국

가균형발 특별법’(2004),‘지방분권 특별법’(2004),‘신행정수도 건설을 한 특별조치법’(2004),

‘행정복합도시개발 특별법’(2004),‘공공기 지방이 에 따른 신도시건설 지원에 한 특별

법,(2007),‘낙후지역 개발 진을 한 동․서․남해안권 발 특별법’(2007),‘신발 지역 육성을

한 투자 진 특별법’(2008)등이 있다(이성근,2006:24;김용웅 외,20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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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규제권의 분산은 때때로 부처별․기 별 이익이 우선시 되거나,정책집행

의 표류․부실․실패를 자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4)정책 상의 형평성 측면

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그 내용상 하드웨어(경성요소) 역보다는 소 트웨

어(연성요소) 역을 시한다.토지나 노동,자본 등 물질보다는 환경과 문화,

역사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역발 정책은 물리․경제 ,사회․문화 ,환경 분야로 분리 추

진되면서 사회․문화 ,환경 측면을 도외시했다.환경보 부문은 체 계획

속에서 지배 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하나의 부문별 계획으로 취 되

었다.그 결과 지역발 정책은 규모 ,자원소모 ,환경 괴 ,기능 심 인

방향으로 일 하게 되었다(이성근,2006:24).

지역발 에 한 앙정부의 행정편의주의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정책 상을 공간계획에 몰입시켰다.그 공간도 지역 행정구

역 단 로 분할함으로써 지원체계의 특정지역 편 을 래하고 성과의 재분배에

서 형평성을 이루지 못했다.

공간 측면에서 기존 지역발 정책은 도시와 농 지역의 고유성(spatially-

inimitableness)을 고려하지 않은 장소 차별 없는(spatially-blind)정책으로 일

했다.도시와 농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각종 서비스와 시설의 정배치

자원의 효율 이용을 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도시 인근 농 지역에서는 도시

의 방만한 평면확산으로 인한 토지 효율성의 하와 심각한 난개발을 래했다.

지역발 정책에서 어메니티 요소가 배제된 결과이다.

2.제주지역발 계획 평가

1960〜1970년 제주지역 개발은 사회간 자본 시설의 폭 인 확충이라는

외형 성과에도 불구하고 앙정부 주도형 개발방식으로 인해 산업 간,지역

간,계층 간 불균형 발 을 가져왔다.도민들에게는 일변도의 개발에 한

부정 인식을 심어주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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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특별법에 의한 지역발 계획도 앙정부의 정책 시각과 도민

주체개발이라는 상충(trade-off) 계가 법과 계획에 섞여들면서 발 지향에 한

혼란을 가 시키고 난(難)계획,난(難)개발 상을 보이고 있다.지 까지 제주지

역 발 략의 문제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지역발 계획의 목표가 주도형 개발이라는 이다.

제주지역발 계획은 으로 토지 가치에 바탕을 둔 개발에 최우선을 두

고 추진되어 왔다.이로 인해 1차산업 심이던 제주지역 산업구조가 3차산업으

로 격하게 환되면서 산업 간 불균형을 래했다.부동산 투기와 난개발,토

지의 오․남용으로 인한 생태계 괴와 환경오염 상도 심화되었다.

단지나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제주섬 어느 장소(area)에나 내재하는

성장 잠재력을 선 하기 해 정부 정치권력과 기업 간의 부조리 개입 의혹

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표 인 로 제주시 탑동공유수면 매립사업을 들 수 있다.이 사업은 1986

년 12월 24일 ‘공유수면매립법’개정 법률(공유수면 매립조건이 폭 강화되었음)

이 공포되기 일주일 에 격 허가되었다.제주지역 최 의 ‘정경유착’사건으로

불리면서 불법성과 특혜성 시비가 제기되었다. 격 허가로 인해 당시 탑동 매립

사업은 500～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상되었다(사단법인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2006c:139～140).

둘째,정책수단이 외부자본에 의존한 략이다.

지역발 에 동원된 외부자본은 인 ,물 자원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기술,

신용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용되었다.외부자본에 의존한 개발 략은 부분

단지와 지구 등 메가리조트 사업에 치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이들에

종속되어 지역정체성의 훼손과 함께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델 이 방법 조사에서도 패 들은 제주지역발 에 활용된

24) 개발성과에 한 도민의식은 1994년 조사에서는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성과 있음’47.2%,

‘보통’44.7%)이 압도 이었으나,2002년 조사에서는 보통 이하(‘성과 있음’21.1%,보통 53.8%)

라는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제주도,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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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1순 2순 3순

자연자원 28(31.5) 18 6 4

외부자본 27(30.3) 11 8 8

토지 26(29.2) 9 9 8

문화․공동체자원 5(5.6) - - 5

역사자원 1(1.1) - 1 -

내부자본 1(1.1) - - 1

노동 1(1.1) - - 1

합계 89(100) 38 24 27

주요 자원으로 외부자본과 제주지역의 자연자원 토지자원을 꼽고 있다.그 내

용은 <표 3-9>와 같다.

<표 3-9>제주지역발 에 활용된 주요 자원

(단 :명)

※ 부록 Ⅱ-3,1단계 델 이 방법 조사결과..

제주지역발 에 투입된 자원은 응답패 의 31.5%인 28명이 제주의 자연자원이

라고 응답했다.30%인 27명이 외부자본,29%인 26명이 토지가 동원되었다고 응

답했다.이는 제주지역 자연자원과 토지가 외부자본에 의해 개발되었음을 의미하

는 것으로 내부자본의 한계가 가져온 물질자원의 침탈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주민참여를 배제한 외부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이다.

앙정부나 외부세력의 지역개발 독 은 정부 권력의 이동에 따라 추진체계에

있어서 계획의 잦은 변경과 복으로 인한 정책 연속성의 훼손을 가져홨다.

제주지역발 계획의 개과정에서 계획 만료로 새로 수립된 계획은 1991년 ‘제

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폐지됨)과 2011년 수립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뿐이다.나머지는 정권이 바 거나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타당성 검토,구상,계

획,보완 등을 빌미로 잦은 변경이 빚어졌다.

이는 계획체계 상충으로 인한 발 지향의 혼란, 복계획으로 인한 비효율성,

계획기조의 변경으로 인한 난개발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되었다.이러한 혼란은 계

획의 신뢰성을 떨어트려 지역주민의 참여나 개발 타당성에 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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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1순 2순 3순

내부자본의 한계 24(27.3) 11 8 5

앙정부 주도 21(23.9) 15 3 3

외부자본 주도 17(19.3) 5 10 2

리더십 12(13.6) 1 1 10

주민의 무 심 6(6.8) 3 1 2

노동시장의 한계 5(5.7) - 1 4

지방정부 주도 3(3.4) 1 2 -

합계 88(100) 36 26 26

본 연구의 델 이 방법 조사에서는 지역발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조한

이유에 해서 패 들은 부분 내부자본의 한계와 앙정부의 주도, 는 외부

자본의 주도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그 내용은 <표 3-10>과 같다.

<표 3-10>지역발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조 이유

(단 :명,%)

※ 부록 Ⅱ-4,1단계 델 이 방법 조사결과.

지역주민의 참여 부진 이유를 복수응답 패 88명 가운데 27%인 24명이 내부

자본의 한계를 들었으며,24%인 21명이 앙정부 주도,19%인 17명이 외부자본

주도 때문으로 응답하고 있다.지역사회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라는 응답도 13.6%

이다.이는 지역발 계획의 추진과정이 지역주민의 참여나 자본형성을 도외시하

고 앙정부의 계획과 다른 지역 자본에 의존했음을 말한다.소 외생 발

에 함몰된 지역개발이었으며 재도 그 기본 인 틀은 변함이 없다.

종합 으로 평가하면 지역발 계획이 제주지역 주민의 복지나 정체성을 한

것이 아니라,국가발 을 견인하기 한 시범장소(Test-bed)로서 지역의 특수성

을 무시한 장소 차별 없는 략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지리 ,자연 ,역사․문화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토공간의 분

화를 통한 기능수행이라는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다.제주지역이 고유

의 어메니티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역발 과정에서의 외생자원과 외

부세력의 주도로 인해서 지역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경쟁력을 갖춘 어메니티 자원은 개발의 뒷 에 려났으며 지역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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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 주도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외부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의 풍부한 어메니티 요소를 경제 으로 내부화하는 보다 수 높은 발

략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지역발 의 목표를 ‘지역공동체의 번 과 삶의 수 향상’이라고 보았을 때 과

거 제주지역발 계획의 문제 은 새로운 발 략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

는 것이라 하겠다.

제4 지역발 정책의 여건변화

1.지역발 메가트 드의 변화

1) 로벌 메가트 드

  한 나라의 국토 지역발 정책은 그 나라의 입지 특성과 역사 통,나

아가 주변국과의 국제 계 속에서 내외 환경여건의 변화가 반 되기 마

련이다.20세기 후반 소 제3의 물결이라 일컬어지는 정보통신의 명으로 개별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정치이념은 세계화라는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 국가 간 동조

화 내지는 재구조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국가의 국토 지역발

정책도 최근에는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훨씬 직 으로 향을 받게 된다

는 의미이다(김혜천,2011:20).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발 정책의 새로운 략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 미래사회

변화의 거시 인 추세인 메가트 드25)를 악하는 것은 필연 이라고 하겠다.

메가트 드를 구분하는 일반화된 기 은 없지만 국내외 으로 가장 많이 활용

되는 기 은 STEEP(Society,Technology,Economics,Ecology,Politics)이다.국

내 산업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이미 사

25)‘메가트 드’란 미국의 미래학자 JohnNaisbitts가 탈공업화 사회와 로벌 경제,분권화,네트

워크형 조직 등 새로운 사회 흐름을 제시한 「Megatrends:TheNew DirectionsTransforming

ourLives」(1982)에서 생겨난 용어이다.그는 메가트 드를 ‘세계의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

는 거 한 조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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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EEP
로벌 메가트 드

하 로벌

메가트 드

국내

메가트 드

인 구 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고령화

․농 인구 감소

․지역성장 둔화

․노인요양시설 증

․출산장려시책 확산

․가구 소규모화

사회문화 가치의 다양화

․다문화사회 가속

․삶의 질 향상

․여성지 향상

․개인주의 심화

․빈부격차 해소

․삶의 질 인식

․여가활동 증가

․인터넷 생활화

․고유문화 잠식

․여성 사회 참여 증

과학기술 기술의 융합화

․정보통신기술 융합

․바이오․나노 산업화

․에 지기술 발

․정보통신․해양과학․나노․

바이오 기술발달

․에 지기술 수출

경 제 로벌 경제화

․세계경제 력화

․다국 기업 확산

․ 융시장의 다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FTA 등 경제 력 강화

․다국 네트워크 강화

․성장정책의 유지

․노동기회의 확

환 경 지속가능한 발

․지구온난화

․재해 재난 증

․에 지와 자원 부족

․ 형재난 가능성 증

․유행성 인 루엔자 발생

․에 지비용 증가

정치행정 거버 스의 확산

․국제 력 강화

․지방분권화 지속

․ 지구 결정

․국제분쟁 증가

․개헌․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율․책임행정 운

․다원 북한 응

․시민사회 참여증

용된 바 있다(김병국 외,2010:12).

김병국 외(2010)는 여기에 P(People)를 추가해서 P-STEEP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로벌 메가트랜드 체계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로벌 메가트 드 구분체계

자료;김병국 외 (2010:16～17).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농업․농 메가트랜드를 ① 로벌 경제의 무한경쟁

시 ,② 기후변화와 환경을 시하는 녹색산업 시 ,③ 과학기술의 발 에 따

른 융․복합기술 시 ,④ 삶의 질과 여가 문화를 시하는 문화창조 시 ,

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장수에 한 욕구가 증가하는 장수 시 로 규정하고

있다(김정호 외,2010).

국토연구원은 국토발 차원에서의 메가트 드를 ① 고령화와 인구감소,②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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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경제통합,③ 기후변화,④ 과학․교통기술 발 ,⑤ 삶의 질(행복지수),⑥

남․북 통일공동체를 들고 있다(김선희 외,2010:20).

메가트 드와 련한 기존 논의26)를 종합하면 공통 인 로벌 메가트 드는

① 로벌 경제,② 과학기술 발 ,③ 기후변화,④ 삶의 질 ⑤ 고령화 사회로

간추릴 수 있다.이밖에 정치의 다극화와 미국의 신패권주의,기술패권주의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역발 의 명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2)새로운 지역발 메가트 드

세계화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발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과거보다 국

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게 된다.국가보다는 지역의 요성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

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한 지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개될

것이다.생산자나 소비자 사이에서도 국경을 뛰어넘는 직 인 연계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中位 기 )을 정 으로,2060년에는 4,395만

9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망된다(통계청,2011).고령인구도 1960년 체 인구

의 3.3%에서 2005년에는 9.3%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2000년에 시작된 ‘고령화

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2026년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상되고 있

다.27)

제주지역 유소년 인구 유율은 2000년 21.1%,2005년 19.2%,2010년 16.2%로

최근으로 올수록 가 르게 감소하고 있다.반면 노인 인구 유율은 2000년

7.2%,2005년 9.1%,2010년 11.0%로 속하게 증가하고 있다(제주자치도,2011a:

1032).고령사회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따라 경제의 정보화,지식기반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

26)메가트 드 련 국내 기존연구로는 국토연구원(이용우 외,2009;김선희 외,2007),한국지방행

정연구원(김병국 외,2010),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정원 외,2007),정보통신정책연구원(강홍렬

외,2006;최항섭 외,2007),한국농 경제연구원(김정호 외,2010),산업연구원(산업비 2020연

구 ,2005),박 숙 외 (2008)등이 있다(이용우 외,2009:242～243;김병국 외.2010:14～15).

27)UN 고령화 기 은 65세를 기 으로 노인인구 비 이 4% 미만인 국가는 ‘유년 인구국’(Young

Population),4～7%는 ‘성년 인구국’(MaturePopulation),7% 이상인 국가를 ‘노년 인구국’(Aged

Population)으로 분류한다.노년 인구국 가운데 노인인구 비 이 7% 이상인 국가는 ‘고령화 사

회’(AgingSociety),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Society),20% 이상인 국가는 ‘고령 사

회’(Super-Aged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제주자치도,2011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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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산업의 지역 간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이러한 경향은 지역 간 격

차를 더욱 확 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종사자를 기 으로 했을 때,정보․지식

기반산업 종사자의 약 6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김 호,2010)는 사실이

이를 말해 다.

발달된 기술이 사람의 고용을 체하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growth)이 증

가하고 지역발 정책의 무게 심이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옮아갈 것이다(Stiglitz,

2009).공공을 포함한 지역공동체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사회 경제’(social

economy)도 강화될 것이다.지역발 의 고질 인 난제 가운데 하나인 ‘장소의 번

’과 ‘사람의 번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과 장소 모두를 요시하는 략이 필

요하게 된다(Blakely& Leigh,2010:98).

2040년 우리나라의 GDP는 2조 8천억 달러로 세계 10 수 에 도달하고,1인

당 GDP는 6만 203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한국개발원,2010).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의식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될 것이다.GDP보다 GNH(국

민총행복)의 요성이 증가하면서 국가 지역이 추구해야 할 요한 가치는 주

민의 행복,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34).

로벌 메가트 드 가운데서 지역발 에 민감하게 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역

의 요성 증가에 따른 지역격차의 확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정보․지

식기반 경제의 가속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삶의 질과 련한 연성요소의 증

가 등을 들 수 있다.

지역격차 증 와 고령화,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 과

련된 메가트 드의 변화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해 장소의 여건을 향상

시키고 장소 패키지로서의 매력(attractiveness)을 확보하는 어메니티 지역발 략

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 노동자에게는 여가와 휴식,명상 등의 정신 ‘여유(retreat)’을 통해서 새

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지식 등을 창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지역에 고유한

환경과 생태,문화,역사 등 어메니티 요소의 경제가치를 창출해야 한다.이를 통

해 지역주민에게는 경제가치의 내부화를 이루도록 함과 동시에 방문자에게는 편

안함과 쾌 함을 향유하게 하는 지역발 트 드의 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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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지역발 계획의 메가트 드 응성

1)메가트 드에 응한 제주지역발 계획

제주섬은 국의 경제 심지인 상하이와 540km의 거리에 있으며 항공편으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서울을 비롯해서 국의 베이징,일본의 도쿄 등 인

구 200만명 이상인 13개 도시가 반경 1,500km 내의 거리,즉 비행거리 1～3시

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다.28)이는 제주가 지정학 치로 인

해 해양시 에 세계를 향한 최일선에 있으며, 로벌 도시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자치도는 극심한 찬․반 갈등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자치도

특별법’제정과 기 의회를 없애는 행정체제개편,후속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조

성계획을 받아들 다.이어 세계화에 응한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6)과 그 보완계획(2006)을 추진했고,제2차 계획(2011)을 시동했다.제2차 제

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메가트 드에 응한 계획을 종합하면 <표 3-12>

와 같다.

<표 3-12>메가트 드 응 제주지역발 계획

메가트 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로벌 경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사람․상품․자본+지식의 자유로운 이동

-1+3발 략: 국 타겟+경제가치․ 휴양․지역사회개방

과학기술발
-4+1핵심산업 육성: ․교육․의료․청정 1차산업+첨단기술산업

- 로벌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IT/BT,에 지 분야

기후변화
-안 도시 실 :WTO공인 안 도시 네트워크 구축

-신생에 지 개발:육․해상 풍력발 단지 조성,3S에 지 제주 구

삶의 질
-세계환경수도 조성:2012WCC계기, 로벌 제주환경거버 스 구축

-정주체계 개선:도시․읍․면․도서 개발사업

고령화 -장수마을 선정:노인복지 개선

자료:제주특별자치도 (2011a).발 략 부문별 계획에서 발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메가트 드 ‘로벌 경제’와 련해서 사람․

28)제주 주변에 있는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는 서울(1,024만명),부산(358만명), 국의 베이징

(1,960만명),장춘(200만명),칭다오(838만명),상하이(230만명),난징(618만명),푸 우(660만명),

타이페이(230만명),홍콩(689만명),일본의 도쿄(1,279만명),삿포로(251만명),오사카(262만명)등

13개이다(2012년 6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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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자본과 더불어 지식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추진 략으로는 ‘국공략’을 지역발 의 기조 략(primestrategy)으로

하고 국제 경제가치의 극 화와 휴양 경쟁력 강화,지역사회 개방성을 높이

는 략을 상정해 놓고 있다.

‘과학기술 발 ’과 련해서는 4+1핵심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기존의 ․교

육․의료․청정 1차산업 이외에 첨단 의료기 과 IT․BT산업을 유치하고,IT․

BT․에 지 분야의 고 인력과 국제 수 의 연구기 을 유치해서 지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응한 략으로는 에 지 기에 응해서 신재생에 지 사업으

로 육․해상 풍력발 을 비롯한 해 이블 력공 확 ,열병합발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 3S(Sustainable,Stable,Smart)에 지 사업을 선도 으로 시행

한다는 것이다.

‘삶의 질’과 련해서는 세계환경수도 건설을 통해서 환경복지와 에 지 독립

을 실 하고 정주여건의 개선과 각종 자원의 합리 ,효율 인 개발․이용․보존

을 통해서 도민생활의 안정성․쾌 성․균형성을 높인다는 것이다.‘고령화 사회’

와 련해서는 장수마을 지정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2)제주지역발 계획의 응성

제주자치도의 지역발 계획은 로벌 메가트 드를 반 한 훌륭한 아이디어와

략으로 채워져 있다.문제는 ‘청정 1차산업’과 ‘장수마을 육성’ 략을 제외한

모든 추진 략이 외부의 인력,자본,지식,기술,첨단시설을 끌어들이거나 앙

정부의 정책사업을 유치하는 등 지향 목표와 수단 동원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두고 있다는 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1+3발 략에서 국공략을 기조로 하는 국제

경제가치의 극 화 략은 국제 경제거 으로 조성하기 해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고 있다.이른바 외생 발 략에서 나온 것으로 내생

발 략을 강조하는 어메니티 지역발 략과는 거리가 있다.

핵심산업 육성 략에서는 형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포함한 복합 메

가리조트 리미엄 쇼핑아울렛의 유치,외부의 첨단 의료기 유치를 통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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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환자 유입의 극 화,국내외 교육기 상주에 의한 외부학생 유치에 성패을 걸

고 있다.이를 해 땅과 시설자본을 주고,각종 세 을 면제해 주고,인가․허

가․결정․면허 등에 한 의제처리를 하는 등 법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삶의 질과 련한 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 ,몸과 마음이

행복한 건강․휴양 ,세계인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 등

객 편의 주로 뒤바 었다.지역주민이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환경,주민의 몸

과 마음이 행복한 건강과 휴양,제주민이 편안하게 이웃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

성보다는 외부 방문객과 외부 상주기업의 편의에 을 두고 있는 것이다.그래

서 지 까지의 제주지역발 계획은 토박이에 한 역차별이라는 인식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지역발 계획에서 지역성장을 한 외부의 시설․자본․기술․지식을 배척해

서도 되지 않겠지만,외부자원 만능의 발 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오히려 상 박탈감과 소외감만을 조장하게 된다.이 이

지 까지 제주도민이 지역발 계획을 불신하고 제주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 추진

에 한 부정 시각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지역발 메가트 드 변화의 함의

지 까지 고찰한 지역발 메가트 드의 변화와 제주지역발 계획의 응성에

서 나타난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지 까지 지역발 이 외부자본에 의한 경제성 추구와 지구 단지 심

의 규모 개발,개발참여나 이익의 분배에서 주민이 소외된 장소의 번 을 추구

하는 발 이었다면 미래의 지역발 트 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심의 지속가능한 발 이어야 한다는 이다.

둘째,제주지역은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 지역,세계

지질공원 등 세계 인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역사․문화․공

동체 자원에 있어서도 제주해녀를 비롯해서 제주어와 돌담, 가,제주마 등 다

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만의 자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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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셋째,이러한 어메니티 자원은 외부의 자본이 없이도 경제 가치를 증 시

킬 수 있으며,사람과 장소의 번 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발 략이 실함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 략을 구사함으로써 로벌 경제시

에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29)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다.즉,세계 경제

의 효과가 지역경제에 직 ,즉시 으로 향을 미치는 경제권 탈 역화

시 에 지역발 의 생명선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는 1970년 에 이미 두 차례의 오일쇼크(유류 동)에 의한 경제 기를 거

쳤다.지 은 1997년 IMF 경제 기,2008년 미국발 융 기 이후에 이어지는

유럽발 ‘부채자본주의 시 ’30)를 살아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제권의 탈 역화 시 에 해외 경제흐름이 곧바

로 지역에까지 향을 주는 실에서 인구 이동에 따라 도시지역으로의 자본과

생산활동의 집 상은 불가피했다.

앞으로는 교육 수 이 높고 은 계층의 지역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략,농

어 지역의 생산성 감소와 인구의 공동화․고령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농

어 정주기반을 강화해서 농어 의 쇠퇴를 방지하는 지역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국가 역할의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생명선을 확보하기 해서는 장

소 특수 속성에 기반한 어메니티 지역발 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9)‘지역경쟁력’이란 Porter(1998)의 ‘경쟁우 론’에서 나온 용어로 “지역발 의 원천은 본질 으

로 주어진 경쟁우 에 달려 있지 않고,만들어 가는 것,즉 지역의 번 은 지역에 내재된 생산

요소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이 투입요소를 생산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의 창출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류승환 외,2005:13).

30)최근 유럽 국가들이 EU로부터 구제 융을 받은 규모는 그리스 2,400억,스페인 1,000억,아일

랜드 850억,포르투갈 780억 Euro로 추정된다(조선일보,2012.6.11A6).‘부채자본주의 시 ’란

유럽 국가들의 재정 기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경제가 빚을 내서 기업을 인수하고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바람에 부채가 부채를 낳는 상을 표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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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특성

제1 어메니티 자원 황과 유형

제주 땅은 약 120만년 ,지질연 로 신생 제4기 부터 역사시 에 이르기

까지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해 열 (hotspot)으로부터 발달한 화산섬이다.31)제

주 화산섬은 체 면 1,831㎢,동북동 방향의 장축을 가진 타원체(동서길이 73

㎞,남북 길이 41㎞)이다. 앙에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치하고,그 주변에

기생화산을 거느린 형 인 화산지형 형성사를 간직한 섬이다.

한라산에는 수많은 특산식물을 포함해서 총 2,000여종의 속식물이 자생하고

있다.동물은 곤충 3,300여종을 포함해서 4,000여종이 서식하고 있고,곤충의 경

우 극북구계와 동양계가 공존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는 태 부터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고도이다.이곳에 먼 생물이 생

겨났고,이후 사람이 유입되면서 인간과 자연은 오랜 세월 동안 간섭과 경쟁 속

에서도 조화롭게 삶을 해 왔다.섬 속에서의 이 조화로운 삶은 농경시 를

지나 산업화 시 의 심각한 ‘환경 괴시 ’를 거치고 나서,지구온난화로 인한

인류공멸의 기에 착한 ‘시․공간 융합시 ’에 와서야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제주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서 탄생한 원 인 부산물로서,인간 삶의 매력

을 고취시키는 어메니티 구조와 효용을 그 로 포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1.어메니티 자원 황

국토환경 측면에서 농 은 단순히 식량 생산공간 혹은 농․어민의 거주공간

이외에 농 고유의 자연환경,경 , 통문화,공동체 등 어메니티 자원(amenity

31)화산섬 제주는 지질연 로 신생 제3기 라이오세(500～120만년 )말에서 신생 제4기

라이스토세(120만년～2만 5천년 )에 걸친 화산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다.즉 신생 제3기말

라이오세에 기 를 구성하고 있는 무암이 해상에서 분출된 이후,신생 제4기 동안 계속

인 화산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섬이다(http://ko.wikipedia.org/wiki>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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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개소 종류 개소

동물자원 31,760 경 자원 68,623

공동체자원 20,593 식물자원 19,836

환경 리자원 11,100 특산물자원 22,877

시설물자원 89,388 통자원 39,858

지형자원 5,596 수자원 21,413

합 계 331,044(건)

resources)을 보유함으로써 농 주민은 물론 도시민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다원 인 공간이기도 하다(이재 ․이상문,2003).

OECD (1999)도 ‘농 어메니티’를 야생지,경작지 경 ,역사 기념물,문화

통을 포함해 자연 인 것이든,인 인 것이든 농 지역에 범 하게 존재

하는 모습들(features)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어메니티는 사회 으로

나 경제 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에서 일반 인 시골 풍경과는 구별되

며,개인이나 지역공동체,사회는 어메니티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밝히고 있다

(오 석 외 역,2002:21).

이런 에서 보면 사회에서의 어메니티 개념은 ‘도시어메니티’라기 보다

는 도시화의 척 (anantipode)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농 어메니티’의 개념에

더 가까울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어메니티에 한 논의가 본격화된 2000년

들어서는 논의의 이 농 어메니티에 모아졌다.농 어메니티의 자원조사와

가치평가,분류기 등에 한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05년부터 해마다 농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벌여 2011년까

지 2만 6,000개 마을에서 37종,33만 1,044곳의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했다.이 조

사 결과는 농 어메니티 자원도(amenitymap)를 구축하는데 활용된다. 국 농

어메니티 자원 황은 <표 4-1>과 같다.

<표 4-1> 국 농 어메니티 자원 발굴 황(20005～2011)

자료:농 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 환경자원과 내부자료(2012.6).

이 조사에 동원된 어메니티 분류기 은 자원특성에 의한 분류방식이다.이는

농 어메니티 자원을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사회자원으로 大분류하고,이를 다시

7개 자원으로 中분류한 다음,37개 종류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제2장,제3 의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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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개소 종류 개소

동물자원 208 환경오염자원＊ 55

공동체자원 56 식물자원 53

시설물자원1) 434 특산물자원 11

지형자원 114 통자원 156

경 자원 42 수자원 50

합 계 1,179

국립농업과학원의 제주지역 농 어메니티 자원조사는 2005년과 2006년에 실시

되었다.2005년 조사에서는 287곳,2006년 조사에서는 892곳 등 모두 1,179곳의

자원이 조사되었다.제주지역 농 어메니티 자원은 <표 4-2>와 같다.

<표 4-2>제주지역 농 어메니티 자원 황(2005～2006)

자료:오윤경 외 (2007:7).＊는 2007년부터 ‘환경 리자원’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음.

2.어메니티 자원 유형화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유형화할 때 국과 마찬가지로 앞의 <표 4-2>와

같이 자원특성만으로 분류하게 되면 국과 비교한 자원실태를 악하는 데는

도움을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의 목 인 어메니티 지역발 략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안게 된다.어메니티 자원이 공간 동질화의 상이 되지

않는 ‘장소 특수 속성’을 지닌 자원이라고 봤을 때, 국 획일 인 분류기 에

의해 악한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발 략을 구축할 경우 이는 다시 국

획일화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술한 로 제주 고유의 어메니티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자원을 분석 상으로 하고,이를 ‘가치인정 경

로’에 따라 국제기구 공인자원과 국가 공인자원,경제가치 유보자원으로 분류했

다.이는 어메니티 가치를 가 어떠한 기 에서 인정하느냐 하는 타당성을 확보

하고,경제가치 내부화를 한 어메니티 자원의 범주를 설정하기 한 것이다.

제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 자원을 가치인정경로에 따라 유형화하면 <표 4-3>과

같다.

1)‘시설물 자원’은 ① 공동생활시설(마을회 ,노인정 등)② 기반시설(상․하수도,공동주차장 등)

③ 공공편익시설(구 장,보건소,학교 등)④정보기반시설(인터넷,마을 홈페이지 등),농업시설

(공동창고,집하장,농배수로 등)을 말한다(오윤경 외,2007:3,<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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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가지정문화재 국제기구 공인자원
국가

공인

자원

유보

자원
지정

번호
문화재명

생물권

보

지역群

세계

자연

유산群

세계

지질

공원群

보물

322 제주 덕정 ○

1187 제주불탑사오층석탑 ○

652-6 탐라순력도 ○

569-24 안 근의사유묵 ○

547-2 산김정희종가유물일 ○

1510 최익 상 ○

사

134 삼 성 ○

380 제주목 아 ○

396 제주항 두리항몽유 지 ○

412 제주고산리선사유 ○

416 제주삼양동선사유 ○

487 서귀포김정희유배지 ○

522 제주용담동유 ○

천 연

기념물

18 제주삼도 일엽자생지 ○

19 제주토끼섬문주란자생지 ○

27 제주무태장어서식지 ○ ○

98 제주김녕굴 만장굴 ○

156 제주신 리왕벚나무자생지 ○

159 제주 개동왕벚나무자생지 △

160 제주산천단곰솔군 △

161 성읍리느티나무 팽나무군 △

162 제주도순리녹나무자생지 △

163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 ○ ○

182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

191 제주의 한란 ○

195 제주서귀포층패류화석산지 ○

236 제주 한림용암동굴지 △

263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

333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흑비둘기,슴새)번식지

△

342 제주 어음리 빌 못동굴 ○

347 제주도 제주마 ○

374 제주 평 리 비자나무 숲 △

375 제주 납읍리 난 림 △

376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 ○

377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

378 제주 천제연 난 림 ○

379 제주 천지연 난 림 ○

384 제주 당처물 동굴 ○

420 성산일출 천연보호구역 ○ ○

421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

422 차귀도천연보호구역 ○

<표 4-3>제주지역 국가지정문화재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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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가지정문화재 국제기구 공인자원
국가

공인

자원

유보

자원
지정

번호
문화재명

생물권

보

지역群

세계

자연

유산群

세계

지질

공원群

423 마라도천연보호구역 ○

429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

432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 ○

438 제주 우도홍조단괴 해빈 ○

439 제주 비양도 호니토 ○

441 제주 수산리 곰솔 △

442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 ○

443 제주 문 포해안주상 리 ○

444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

464 제주사람발자국과동물발자국화석산지 ○

466 제주 용천동굴 ○

467 제주 수산동굴 ○

490 제주 선흘리 벵뒤굴 ○

513 제주 수월 화산쇄설층 ○

517 제주 물장오리오름 ○

523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

526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 ○

명승

43 제주서귀포정방폭포 ○

77 제주서귀포산방산 ○

78 제주서귀포쇠소깍 ○

79 제주서귀포외돌개 ○

83 사라오름 ○

84 실기암과 오백나한 ○

요

민 속

자 료

-1 잣동네말방아 ○

-2 당거리동네말방아 ○

68 성읍 조일훈가옥 ○

69 성읍 고평오가옥 ○

70 성읍 이 숙가옥 ○

71 성읍 한 일가옥 ○

72 성읍 고상은가옥 ○

188 성읍민속마을 ○

240 제주도내왓당무신도 ○

요

무형

문화재

4 갓일-총모자(강순자)
-양태(장순자)

○

66 망건장 (강 향) ○

67 탕건장 (김혜정) ○

71 제주칠머리당굿(김윤수) 유 네 스 코 인 류 무 형 유 산

95 제주민요 ○

등록

문화재

38 남제주강병 교회 ○

39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

113 제주 이승만 별장 ○

155 구제주도청사 ○

156 서귀포 천제연 개수로 ○

157 남제주 구 정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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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가지정문화재 국제기구 공인자원
국가

공인

자원

유보

자원
지정

번호
문화재명

생물권

보

지역群

세계

자연

유산群

세계

지질

공원群

306 제주사라 일제동굴진지 ○

307 제주 어승생악 일제동굴진지 ○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

309 제주 서우 일제동굴진지 ○

310 제주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

311 제주 일출 해안일제동굴진지 ○

312
제주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지하벙커 ○

313 제주 송악산해안일제동굴진지 ○

314 제주 모슬 일제군사시설 ○

315 제주 이교동 일제군사시설 ○

316 제주 알오름 일제고사포진지 ○

317 제주 송악산 외륜일제동굴진지 ○

409 제주 구육군제1훈련소지휘소 ○

410 제주 구해병훈련시설 ○

414 미카형 증기기 차304호 ○

주:△ 표시는 유네스코 공인자원 群에 속하나 지정지역 밖에 치한 자원임.

자료:제주자치도 문화정책과 내부자료.문화재 황(2012.6.)에서 재분류.

제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 6종,사 7종,천연기념물 45종,명승 6종,

요 민속자료 9종, 요 무형문화재 5종,등록문화재 21종 등 모두 99종이다.국

가지정 문화재의 재분류 내용을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가치인정 경로에 따라 분류하면 국제기구 공인자원은 50종,국가 공인자원은 49

종이다.천연기념물과 명승은 부분 국제기구 공인 자연자원에 포함되어 있다.

국제기구 공인자원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 지역 군이 25종,세계자연유산

군 12종,세계지질공원 군 8종,2개의 군에 속한 자원 4종,무형유산 1종이다.국

가 공인자원은 역사자원 13종,공동체자원 6종,자연자원 1종,경제가치 유보자원

29종이다.

경제가치 유보자원은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 보물과 사 , 요 무형문화재,

요 민속자료,등록문화재에 속한 것들로서 다른 지방에서도 유사한 자원들이

많이 존재하는 자원들이다.이들 자원은 경제가치 내부화보다는 후손에게 보 ․

승시키는 것이 더 유익한 유산가치가 많기 때문에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상에서 제외시킨 자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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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제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 재분류 요약

분류 자원 상 자원

국제기구

공인자원

(50종)

자연자원

(49종)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群
-제주 삼도 일엽 자생지 등 25종

세계자연유산 群 -제주 김녕굴 만장굴 등 12종

제주島

세계지질공원 群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등 8종

2개 郡에 속한

자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등 4종

공동체자원

(1종)

제주칠머리당

등굿
- 요 무형문화재 1종

국가

공인자원

(49종)

역사자원

(13종)

제주

일제동굴진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68～72호,

제188호 등 12종

제주항 두리

항몽유 지
-국가지정문화재 사 제396호 1종

공동체자원

(6종)

제주마(馬)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47호

1종

제주 가
-국가지정문화재 요민속자료

제68～72호 등 5종

자연자원

(1종)

제주어음리

빌 못동굴2)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42호

1종

경제가치

유보자원

(29종)

보물․사 ․ 요

무형문화재 등
-제주 덕정 등 29종

삼성 은 제주형성 신화가 깃들어 있는 요 사 이지만 고․양․부 3성 재단

이 이미 지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서 연구 상에서 제외했다.성읍민속마을

과 말방아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제주 가와 제주마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갓일,

양태,망건장,탕건장,제주민요 등은 기능보유자 양성 심의 유산가치를 요시

하는 자원으로 단해서 경제가치 유보자원으로 분류했다.

3.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

어메니티 자원은 존재가치,유산가치,경제가치를 가지며,이 가운데 둘 이상의

가치를 지닌 복합가치도 존재한다(제2장 제2 의 2.<표 2-6>참조).경제가치는

2)‘제주어음리 빌 못동굴’은 국가공인자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재청의 ‘비공개 구보존 동굴’

로 지정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가치 내부화 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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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이든 인 이든 지리 특수성으로 인해 직 거래하거나 생산요소로 투

입할 수 있고,재산권의 설정을 통해서 생상품을 ․임 하거나 매체를 통

해 이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이들 자원에는 자연자원과 역사자원,문화․

공동체자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델 이 방법 조사를 통해서 제주지역 자원 가운데 경제가치 내부화

상 어메니티 자원을 선정했다.우선 국가지정 문화재를 심으로 유형화한 자

원(앞의 <표 4-4>)과 국제기구 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원3)을 포함해서 패 의

의견을 종합했다(부록 Ⅱ-5,참조).그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 우선순

(단 :명,%)

구분 합계 1순 2순 3순 4순 5순

① 세계자연유산 30(19.7) 25 1 1 3 -

② 제주해녀 21(13.8) 1 3 6 7 4

③ 세계지질공원 19(12.5) 2 7 5 3 3

④ 생물권보 지역 15(9.9) 2 7 5 2 -

⑤ 제주돌담 14(9.2) 1 3 4 4 3

⑥ 제주마 9(5.9) 1 1 3 1 3

⑦ 세계평화의 섬 7(4.6) 1 1 - 3 2

⑧ 제주어 7(4.6) - - 1 2 4

⑨ 칠머리당 등굿 5(3.3) - - 2 - 3

⑩ 일제동굴진지 5(3.3) 1 2 - 1 1

⑪ 국제 악콩쿠르 4(2.6) - - 2 1 1

⑫ 제주 가 4(2.6) - 1 1 1 1

⑬ 람사르습지 3(2.0) - - - 2 1

⑭ 항몽유 지 1(-) - - - 1 -

⑮ 기타 5(3.4) 2 1 - - 2

합 계 152(100) 36 27 30 31 28

※패 34명에게 14개 자원 가운데 5개 자원을 복수 선택하도록 함.

※기타:감귤(1),친환경농산물(1),세계 7 자연경 선정(1),마을과 주민(1).제주올 (1).

본 연구는 델 이 방법 조사결과에 따라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을

우선순 12 까지 자원으로 한정했다.람사르습지4)와 항몽유 지는 선택 패 수

3)국가지정 문화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기구가 공인한 자원은 유네스코 공인 ‘제주 국

제 악콩쿠르’와 ‘제주어’등 2종이 있으며,람사르 회에서 지정한 ‘람사르습지’4곳이 있다.국

가공인 자원으로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해녀’,‘제주돌담’등 3종이다.

4)‘람사르습지’는 제주 물 아리 습지(지정:2006.10.18),제주 물장오리 습지(2008.10.13),제주

1100고지 습지(2009.10.12),동백동산 습지(2011.3.14)등 4곳으로 부분 한라산 천연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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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원 인정 주체 내용

국제기구

공인자원

자연

자원

제주島

생물권보 지역

-UNESCOMAB국제조정이사회

-지정:2002.12.16,한라산국립공원- 천-

효돈천-서귀포도립해양공원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UNESCO세계유산 원회

-등재:2007.6.27,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성산일출

제주島

세계지질공원

-UNESCO세계지질공원의장단

-인증:2010.10.4,제주島 명소 9개소

문화

․

공동체

자원

제주

국제 악콩쿠르

-UNESCO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IMCWF)

-인증:2009.4.17, 악 7개부문 콩쿠르

제주칠머리당

등굿

-UNESCO세계유산 원회

-지정:2009.9.30,제주시 건입동 등굿

제주어
-UNESCO분류(2010.12.18):소멸 기

4단계 ‘아주 심각한 기에 처한 언어’

국가

공인자원

역사

자원

제주

세계평화의 섬

-국가지정:2005.1.27.제주를 세계평화의

상징 ․실질 발상지로 지정

제주

일제동굴진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68～72호,제188호

-일제 태평양 쟁 일본군 최후 방어요새

공동체

자원

제주마(馬)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 순수 통 말과 말방아

제주 가
-국가지정문화재 요민속자료 제68～72호,

-친환경 기후 응 내․외부 공간구조

제주해녀
-UNESCO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한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에 포함(2011)

제주돌담
-농림부 농 경 보 직불제 도입 연구 상

-주거ㆍ밭농사ㆍ어로 수단, 요한 경 자원

가 은 데다 하 순 에서 선택되어 상자원에서 제외했다.이 게 해서 확정한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은 <표 4-6>과 같다.

<표 4-6>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 내용

경제가치 내부화 상 어메니티 자원은 국제기구 공인자원 가운데 자연자원으

로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과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제주도

세계지질공원’,문화․공동체자원으로 ‘제주 국제 악콩쿠르’와 ‘제주칠머리당

등굿’,‘제주어’이다.국가공인 역사자원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 일제동굴

진지’이며 공동체자원으로는 ‘제주마’,‘제주 가’,‘제주해녀’,‘제주돌담’이다.

역이나 해발 200～600m 구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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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제기구 공인 어메니티 자연자원 특성

2010년 10월 4일 그리스 스보스 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의장단

회의’에서 제주島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으면서 제주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大 유형자원’5)을 모두 인정받는 소 ‘유네스코 3 왕(TripleCrown)시 ’를

열었다.즉,제주지역이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 지역’지정,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재에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제주의 청정 환경과 자연자원의 가치

를 인정받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로벌 경제시 에 국가 역할보다는 지역의 요성이 증가하고 지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개되는 상황에서 제주지역 자연자원의 가치가 세계 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장소의 매력을 확장시켜 지식기반경제 시 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한 어메니티 지역발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제주도 생물권보 지역(JejuIslandBiosphereReserve)

1)개요

‘유네스코 생물권보 지역’6)은 생물의 지리학 인 지역을 표하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7)보 의 요성이 있는 지역,지속가능한 발 의 개념을 용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에서 지정된다.‘제주도 생물권보 지역’은 2002년 12월 16일 유

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국제조정 원회(MAB/ICC)’에서 한반도에서는 설악산

과 백두산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되었다.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지정 황은

<표 4-7>과 같다.

5) 여기에서 말하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大 유형자원’은 ① 세계자연유산,② 생물권보 지역,

③ 세계지질공원을 의미한다.

6)유네스코 생물권보 지역(BiosphereReserve)은 ‘인간과 생물권계획(MAB)’의 틀 안에서 국제

으로 인정되는 육상․해안․해양 생태계 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으로서 유네스코 MAB/ICC

(ManandtheBiosphereProgramme/InternationalCoordinatingCommittee)에서 지정하는 곳

이다(신동일,2011:66).

7)‘생물다양성’(biologicaldiversity)은 “육상․해상 그 밖의 수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문

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말하며,이는 종 내의 다양성,종

사이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유엔환경회의,생물다양성 약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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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도 생물권보 지역 비고 지정연도 생물권보 지역 비고

1982 설악산 국내 최 2009 남 신안 다도해

1989 백두산 북한 최 2009 묘향산 평안북도

2002 제주島 2010 경기 릉숲

2004 구월산 황해남도 합계 7개소

<표 4-7>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지정 황

구 분 지정지역 면

핵심지역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천,효돈천,문섬,범섬,섶섬

15,158ha

(151.58㎢)

완충지역
한라산국립공원 인 지역- 천-효돈청-문섬-범섬-섶섬

을 잇는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연결 구간

14,601ha

(146.01㎢)

이지역

산간지역 리체계를 활용해서 이지역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발 200-600m 구간

 천 효돈천 주변 500m지역,서귀포도립해양공원을

포함해서 효돈천 하류를 연결하는 해역

53,335ha

(533.35㎢)

자료 :신동일 (2011:69).재구성.

핵심지역은 생물다양성 보 을 해 엄격히 보호되는 곳으로 생태계 모니터링

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거나 인 한 지역으

로 건 한 생태 행과 조화를 이루는 력활동에 이용된다. 이지역은 보호

에 융통성 있는 곳으로 다양한 농업활동,주거지 그 외의 용도로 이용된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 지역은 2012년 1월을 기 으로 세계 114개국 58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한반도에는 남북한을 포함해서 7곳이 지정되어 있다.그 내용

은 <표 4-8>과 같다.

<표 4-8>우리나라 유네스코 생물권보 지역 지정 황

자료:http://mab.unesco.or.kr;신동일 (2011:67).

2)특성

유네스코 생물권보 지역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과 천․효돈천 일 는

난 ㆍ온 ㆍ한 아고산 에 걸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

다.서귀포 앞바다 문섬과 범섬,섶섬을 잇는 서귀포도립해양공원은 국내 유일의

연성산호 군락지이며,다양한 해양동물이 서식하고 열 성 어류가 출몰하는 해양

생태계의 표본지역이다.2009년 유네스코 생물권보 지역으로 지정된 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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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다도해 생물권보 지역’과의 차이 을 고찰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제주도 신안 다도해 생물권보 지역 차이

구분 제주도 신안 다도해

면 -533.35㎢ -573.12㎢

명승지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지질명소:패류화석층,천지연폭포,

용머리해안,산방산,해안폭포

-세계자연유산:한라산천연보호구역

-다도해:섬 1,004개,리아스식 해안

-흑도,홍도 등 4개 국립공원

-장도 람사르 습지

-증도 갯벌도립공원,태평 염

생물자원

-아열 성 일엽ㆍ연성산호 군락

-난 ㆍ온 ㆍ한 ㆍ아고산

식물 1,800종 자생

-동물ㆍ곤충 4,000여종 서식

-해양동물 455종,어류 232종 출몰

-염생식물:퉁퉁마디․갯길경 등

-해조류 24종,무척추동물 117종,

어류 233종,희귀조류 13종 서식

-철새 337종( 체의 75%) 간기착

-세계 갯벌 생물다양성 보유

자료:신동일 (2011:68);http://blog.daum.net신안다도해,유네스코 생물권보 지역 지

정(입력 2011.11.24).종합재구성.

2.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VolcanicIslandandLavaTubes)

1)개요

세계유산(WorldHeritage)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자연유산 보호 약’에 따라

세계유산 원회(WorldHeritageCommitteeMeeting)가 인류 체를 해 보호되어

야 할 한 보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서,유네스크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재

한 문화재이다(한라일보사,2008:1).8)

세계유산의 유형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분류되며 등재 기

차가 매우 까다롭다.9)2007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 세계유산’은 자연유산이다.

8)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이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

래에 물려주어야 할 것(Heritageisourlegacyfrom thepast,whatwelivewithtoday,and

whatwepassontofuturegenerations)’으로 정의하고 있다(http://whc.unesco.org).유네스코 세

계유산 원회에서 지정하는 유산은 ① 세계유산(WorldHeritage),② 인류 구 무형유산 걸

작(MasterpiecesoftheOralandIntangibleHeritageofHumanity),③ 세계기록유산(Memory

oftheWorld)으로 구분된다(한라일보사,2008:17,21).

9)세계유산 등재 차(강시 ,2007b:70～71).

① 등재 신청국가:유산 잠정목록 작성.학술조사 보호 리계획 수립,등재 신청서 제출.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orldHeritageCentre):신청서 수 검토→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

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 의회(ICOMOS)에 검토 평가 의뢰.

③ 세계자연보 연맹(IUCN)제1차 검토:‘세계 보 모니터링 센터’DB자료 수집→당사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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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등재 확정 -2007.6.27제31차 세계유산 원회,뉴질랜드 Christchurch

유산 명칭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VolcanicIslandandLavaTubes)

등재 유산

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② 성산일출 응회환

③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거문오름,벵뒤굴,만장굴,김녕굴,

용천동굴,당처물동굴)

유산 면 -9,475㏊(완충지 9,37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 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최종 등재 결정되었다.이로

써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세계자연유산 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즉,우리나라 최

의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제주 세계자연유산 지정 내용

은 <표 4-10>과 같다.

<표 4-10>제주 세계자연유산 지정 내용

자료:한라일보사 (2007:433);강시 (2007a:13).재구성.

2)특성

2007년 11월을 기 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은 851곳이며10)25곳이

화산지형에 치해 있다.이 가운데 미국의 ‘하와이 화산국립공원’과 이탈리아의

‘에올리에 제도’,‘제주 화산섬과 거문오름 용암동굴’등 6개 유산은 자연유산 가

운데 화산지형 지질 요성을 갖는 유산이다(임근욱,2008:77,83～87).

IUCN(세계자연보 연맹)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화산지형 가운데 제

주유산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순상화산군(群)인 하와이 화산국립공

원에는 용암동굴이 여러 개 있으나 체 인 규모나 질, 근성 측면에서 모두

제주 화산섬에 필 할 만한 것이 못된다.러시아 캄차카 반도 에콰도르 갈라

고스 제도와 호주의 허드․맥도날드 제도에도 소수의 용암동굴이 알려져 있기

실사→신청진 유산 실태보고서 작성→등재여부 심의→심의결과,세계유산센터 이송.

④ 유네스코 집행이사회(WorldHeritageBureau,7인으로 구성)제2차 검토:IUCN의 평가결과

검토,권고안 마련→세계유산 원회의 회부.

⑤ 세계유산 원회의(WorldHeritageCommitteeMeeting):최종심의 공포.

10)2012년 4월을 기 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총 936곳으로 확 되었다.이 가운데는 문화유산

725곳,자연유산 183곳,복합유산 28곳이다(http.//www.ihalla.com 유네스코의 힘,세계유산.입

력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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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주 화산섬 이탈리아 에올리에 제도

생성연 -신생 제4기 ,약 120만년 -신생 제4기 말,약 26만년

유산면 -94.75㎢(제주도 면 1,831㎢) -7개 섬 116㎢(해역면 1,600㎢)

화산분출

유형

-한라산(Hawaii형 순상성층화산) -Vulcano섬(불카노형 성층화산)

-성산일출 (Surtsey형 단성화산) -Stromboli섬(스트롬볼리형 성층화산)

생성암괴 - 무암 조면암 -유문암 안산암

최고 -한라산(1,950m) -포사델 펠치 산(962m)

표지형
-정상 화구호수(caldera)

-용암동굴계,주상 리,기생화산,
-없음-

는 하나,길이만 하더라도 상 으로 짧아 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IUCN의

공식 인 견해이다(IUCN,2007:29～36;한라일보사,2008:119).

화산활동의 표 인 형태로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세계자연유산 에올이

에 제도(IsoleEolie)11)와 제주 화산섬을 비교하면 그 특징이 드러난다.특징은

<표 4-11>과 같다.

<표 4-11>제주 화산섬과 에올리에 제도 화산섬의 특성

 자료:강시 (2007:74～79);http://blog.naver.com 이탈리아 에올리에 제도(입력 2012.

3.20).종합 재구성.

화산분출 6개 유형12)가운데 4개 유형이 제주 화산섬과 에올리에 제도에서 나

타나고 있다.제주 화산섬의 특징인 화구호(caldera)와 기생화산 등 화산지형은

에올리에 제도에서는 생성되지 않았다.

만장굴과 김녕굴은 원래 하나의 동굴이었으나 함몰로 분리되었다.만장굴은 세

계 용암동굴 가운데 11번째로 긴 8,928m로 기록되어 있다.13)세계에서 가장 큰

용암석주(높이 7.9m, 둘 8m)를 보유하고 있고,용암구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1개가 발견되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은 특유의 용암동굴 생성물과

용암동굴에서는 볼 수 없는,석회동굴 특성인 백색 탄산염 생성물들이 함께 어우

11)‘에올리에 제도’는 지 해 부 티 니아 해(시칠리아 북부)의 이탈리아령 제도로 2000년 유네

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제5장 제2 의 1.참조).

12)화산분출유형은 특징 인 분화양식에 따라 ① 하와이형(용암의 완만한 흐름)② 스트롬볼리형

(용암ㆍ가스 불꽃놀이형)③불카노형(불꽃 없는 강력한 가스분출)④ 불카노형(분출 일시

단 후 강한 폭발)⑤ 펠 형(가장 격렬한 분출)⑥ 서트시(surtsey)형(해 마그마가 해수와

폭발)이 있다(한국지리정보연구회,2006).

13)세계에서 가장 권 있는 BobGulden(2003:269)의 「동굴 리스트」에는 세계 최장의 용암동

굴로 미국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KilaueaVolcano)의 동쪽 측면을 타고 내려가는 카

주무라 동굴(KazumuraCave,길이 59.3km,깊이 1,099m)을 들고 있다(이우평,200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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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져 세계 최고의 미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용천동굴에는 세계 용암동굴계에서

보고된 이 없는 길이 800m의 담수 호수가 형성되어 있다.

3.제주도 세계지질공원(JejuIslandGlobalGeopark)

1)개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GlobalGeopark)14)은 지구과학 인 특징을 가진 지역

을 보호하거나 교육 상으로 활용하는 곳으로,지질학 특성 이외에

생물․역사․문화․고고학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공원제도이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15)은 2010년 10월 4일 그리스 스보스 섬에서 열린 유

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의장단회의’에서 인증되었다.인증지역은 제주도 역이며

표 지질명소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3곳을 포함해서 모두 9곳이

다.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표명소는 <표 4-12>와 같다.

<표 4-12>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표명소

지질명소 특 성

천지연폭포
-서귀포시내 천지연 하류,조면질 안산암 벽

-폭포 높이 22m, 비 12m,물웅덩이 깊이 20m,무태장어 서식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폭포 입구 서측～해안까지 1.5km(해안 100m 구간만 지상노출)

-약 400만～180만년 ,수성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퇴 층

산방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발 395m의 종 모양의 바 산

-약 80만년 생성된 용암돔

용머리 해안
-산방산 앞 해안,수성화산으로 생성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응회환

-3개의 분화구에서 분출한 화산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른 흔

수월

화산쇄설층

-제주시 한경명 고산리 북동쪽 해안,높이 77m,길이 1.5km의 단애

-약 1만 8천년 생성된 응회환,‘화산학의 교과서’

문 포

주상 리

-서귀포시 포동～ 문동까지 해안 2km에 병풍 모양으로 개

-약 25만～14만년 주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은 것

자료:http://geopark.jeju.go.kr지질공원안내.종합 재구성.

14)‘세계지질공원’체제는 1989년 국제지질과학연맹(IUGS)이 지질명소를 도입하면서 출범했다.이

어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되고,2004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유네스코와 ‘세

계지질공원 네트워크’추진을 결의했다.2005년 유내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유럽 네트워

크를 공식지부로 인정했다.2006년 9월 21일 40개국이 참가한 북아일랜드 ‘벨 스총회 선언’으로

지질공원의 개념을 정립했다(http;//blog.daum.net 국의 세계지질공원,입력 2011.10.27).

15)http://geopark.jeju.go.kr공지사항.제주도 국내최 세계지질공원 인증확정(입력 2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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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11년 4월을 기 으로 국(24)을 비롯해서 국(7),

이탈리아(7),독일(5),스페인(5),그리스(4),일본(4), 랑스(2),포르투갈(2)등

세계 28개국 78곳이 인증되어 있다.

2)특성

세계지질공원의 성격16)은 지질장소와 지질명소 등 지질유산을 포함하는 집합

체이다.지질장소(geologicalsite)는 지질학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을 말하

며,지질장소 에서 요하게 리하는 상을 지질명소라고 한다.지질공원은

지질명소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곳으로,다른 보호 상(자연유산,문화유산)도 포

함할 수 있다.17)

독일의 세계지질공원 ‘불칸아이펠’(Vulkaneifel)18)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특징

을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표 4-13>제주도 독일 불칸아이펠 세계지질공원 특성

구분 제주도 독일 불칸아이펠

생성연 -신생 제4기 이후 -신생 제3기 반 이후

분포고도 -해발 0～1,950m -해발 600～746m

지정형태
-단일지역(1,831㎢) 지질명소

별도 인증
-단일지역(1,300㎢)인증

지질자원
-복성화산체:순상화산,수성ㆍ단성

화산,용암돔,용암동굴,기생화산

-단성화산체:마르(maar)70여곳,

화산체 350곳

자료:http://daum.net세계지질공원;http://ihalla.com 〔Geo-Tour〕시 열린다<1>(2009.

1.1),<2>(2009.1.7).종합 재구성.

독일의 불칸아이펠은 제주도 면 의 71%에 해당하는 1,300㎢에 이르는 활한

지역이 1개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반면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島)

체 1,831㎢의 세계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9곳을 추가로 선별 지정했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지질자원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 자원을 비롯해서

16)세계지질공원은 인증 후 4년마다 활동을 평가해서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그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질공원 네트워크에서 삭제한다(http://ihalla.com 〔Geo-Tour〕시

열린다 <1>(입력 2009.1.1).

17)http://daum.net백과사 .세계지질공원.

18)‘불칸아이펠’(Vulkaneifel)은 독일의 서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경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55km 가량 펼쳐진 활한 고원 화산지역을 일컫는다.‘Vulkan’은 화산을 뜻하며 ‘Eifel’은 산악

지 를 의미한다(제5장 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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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권보 지역의 동식물 서식과 식생,화산체의 미지형과 지물들을 볼 때 불칸

아이펠에 버 간다고 할 수 있다.

4.자연자원 리실태

국제기구가 공인한 자연자원 리의 핵심은 국제기구 권고사항의 이행 자

원에 한 모니터링,조사연구,보 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등재와 함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6년마다 해당 국가

로부터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토 로 ‘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을 작성하고 보존 리 책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 유형유산을 리하기 해서 새

로운 기구 ‘세계자연유산 리단’을 설치했다.거문오름지구에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부지 3만 9,789㎡에 지하1층,지상1층 연면 7,335㎡ 규모의 세계자연유산

센터를 건립했다.이곳에는 유산 리단 내 세계유산 과 생물권지질공원 을 배

치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이곳에 배치된 인력 19명 가운데 문 연구인력은 지질 공 학 사 1명

과 계약직 1명 등 2명뿐이다.기존 제주자치도 산하 연구사업소인 ‘한라산 연구

소’에도 3개과에 40여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이곳 연구 인력은 모두 동․식

물,토양 분야의 문가로 채워져 있고 지질․동굴분야의 문가는 없다(한라일

보,2012.8.8.1면).이는 막 한 사업비를 들여 하드웨어인 리센터만 마련해

놓고 소 트웨어인 문 인력이 없음을 말한다.

IUCN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심의하면서 제주 화산지형의 다양함을 인지하고

5가지 권고사항19)가운데 유산지역을 추가로 신청하도록 요구했다.추가 등재를

해서는 신청지역이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뛰어난 보편 가치’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외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도 거쳐야 한다.지 과

같은 인력으로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를 기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를 추구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19)IUCN의 5가지 권고사항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농업활동 상행

규제,생물다양성 조사 추가 학술조사 등이다(한라일보,2012.7.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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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제기구 공인 어메니티 문화․공동체자원 특성

어메니티 자연자원과 함께 2009년 ‘제주 국제 악콩쿠르’가 유네스코 산하 국

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회원으로 가입되었다.제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의 술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 다른 자원’이 탄생한 것이

다.같은 해 ‘제주칠머리당 등굿’이 유네스코 ‘인류 구 무형유산 걸작’에

지정됨으로써 ‘신들의 고향’20)으로 불리는 제주가 세계 인 무형유산의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바람과 돌이 많은 척박한 땅이었던 제주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인간과 자연

이 신과의 교감를 통해 함께 살아가면서 삶의 매력을 한층 더하고,이들 자원을

기반으로 한 특유의 ‘어메니티 시 ’를 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제주 국제 악콩쿠르(JejuInternationalBrassCompetition)

1)개요

‘제주 국제 악콩쿠르’(이하 제주콩쿠르)는 2009년 4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총회’21)에서 회원으로 가입 승인되

었다.‘서울 국제음악콩쿠르’도 이때 함께 가입되었다.경상남도 통 국제음악제

‘윤이상 콩쿠르’가 2007년 가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이다.

제주콩쿠르는 2000년부터 제주국제 악제22)의 일환으로 악기 7개 부문에

해서 격년제로 개최해왔다.2012년부터는 타악기(Percussion)부문을 추가해서

20)제주인들은 제주에 ‘1만 8천 신’들이 있다고 믿어왔다.이는 제주인의 숭배 상이 그 만큼 많

음을 의미한다.제주의 신은 크게 ① 신류(神類)② 혼류(靈魂類0③ 잡귀류(雜鬼類)④ 사․

마류(邪摩類)로 나뉘며,이러한 신령들은 마다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춘식,1992:21).

21)‘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WFIMC;WorldFederationsofInternationalMusicCompetitions)

은 1957년 세계 음악인 양성을 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이다.‘러시아 차이코 스키

콩쿠르’와 ‘폴란드 쇼팽 피아노콩쿠르’등 세계 119개(2012.8.기 )콩쿠르가 회원으로 가입

되어 있다(http://www.wfimc.org>concours종합).

22)제주국제 악제(JIWEF;JejuInternationalWindEnsembleFestival)는 제주토박이 악인들의

노력으로 1995년 ‘섬 그 바람의 울림’이란 주제로 열리기 시작했다.2000년부터 앙상블 축제와

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있고,2004년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악제,2006년 세계마칭쇼 챔피언

십 회가 함께 열렸다(http://www.jiw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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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부문으로 늘리고 격년제이던 경연을 반씩 나 어 매년 개최하고 있다.세

계연맹에 가입한 국내 콩쿠르 황은 <표 4-14>와 같다.

<표 4-14>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가입 국내 콩쿠르 황23)

가입 연도 콩쿠르명 시작 연도 부문

2007 윤이상 콩쿠르 2003 피아노,바이올린,첼로

2009 제주국제 악콩쿠르 2000 악기 7개,타악기 1개 종목

2009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996 성악,피아노,첼로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의 회원가입 승인은 심사 원의 과반을 다국 원

으로 선임해야 하고,한 지역에서 2회 이상 콩쿠르가 개최되어야 하며,연주자는

오 스트라와의 주곡으로 경연곡목을 선택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

켰음을 의미한다.

2)특성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에 가입된 콩쿠르는 2012년 8월 기 으로 세계 39

개국에 119개이다.세계연맹에 가입된 콩쿠르 119개 가운데 악 콩쿠르는 독일

의 ‘뒤셀도르 국제 악콩쿠르’와 ‘제주콩쿠르’2개이다.

뒤셀도르 악콩쿠르는 목 (woodwind)까지를 포함해서 해마다 부문을 바

꿔가면서 경연을 벌이지만24)제주콩쿠르는 (brass)만을 상으로 한다.

악기 7개 종목(호른,트럼펫,테 트롬본,베이스 트롬본,유포니움,튜바,

5 주)을 상으로 하는 국제 콩쿠르는 세계 으로 제주콩쿠르가 유일하다.

제주콩쿠르의 다국 심사 원들이 콩쿠르 심사뿐만 아니라 ‘마에스트로 콘서

트’연주자로서,혹은 ‘마스터 클래스’강사로 참여해서 국제 음악교류에 기여함

과 동시에 악인의 연 감을 형성하는 것도 다른 콩쿠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

운 상이다.세계연맹에 가입된 콩쿠르 황은 <표 4-14>와 같다.

23)‘윤이상 콩쿠르’는 경남 통 출신 작곡가인 윤이상(1917～1995,독일귀화)을 기리는 콩쿠르로

2003년부터 매년 피아노와 바이올린,첼로 부문을 번갈아 가며 열고 있다.‘서울 국제음악콩쿠

르’는 1996～1997년 피아노콩쿠르로 시작했으나 IMF외환 기로 단되었다가 2007년부터 성악

과 피아노,첼로 등 해마다 부문별로 열리고 있다.

24)뒤셀도르 국제 악콩쿠르의 2012년 경연부문은 Basson,Oboe,Saxophone등 3개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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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 가입 콩쿠르 황

구분 황(콩쿠르 수)

가입국가

(39개국,

119개

콩쿠르)

이탈리아(15),독일(12), 랑스(10),스페인(9),일본(7),스 스(6),

미국(5),폴란드(5), 국(4),네덜란드(4),오스트리아(4),한국(3),

핀란드(3),캐나다(3),벨기에(2),아일랜드(2),러시아(2),호주(2),

스웨덴(2),이밖에 20개국(각각 1개 콩쿠르)

개최부문

(17개 부문)

종합부문(34),피아노(32),바이올린(14),성악(7),실내악(6),지휘

자(6), 악4 주(3),첼로(3),오르간(3),타악기(2),오페라(2),

악(2), 루트(1),기타(1),경음악(1),듀엣(1),작곡(1).

자료:http://www.wfimc.org>concours.종합 재구성.

두 개 이상의 콩쿠르를 개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9개국이다.가

장 많이 개최되는 부문으로는 2개 이상 부문을 개최하는 종합부문 콩쿠르25)가

34개이며,피아노 콩쿠르 32개,바이올린 콩쿠르 14개이다.

3)실태

제주콩쿠르를 주 하고 있는 제주국제 악제 조직 원회는 해마다 2천명 안

의 악제 참가단(2011년 13개국 2,396명)과 콩쿠르 참가자(2010년 19개국 276명)

의 입출국 타임스 에서부터 숙소․교통․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리

하고 있다.

조직 원회는 원장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원 사자로 조직되

어 있으며 상근직원은 1명뿐이다.임원과 자원 사자들이 총 기획,의 ,홍보,

공연,지원 으로 나뉘어 일반업무와 행사를 맡아한다.상근직원은 국내 일상 업

무 이외에 해외 참가자의 섭외와 신청 수,홍보까지 맡아하고 있다.

국제음악콩쿠르는 입상 상 에서 그 성패가 좌우되지만 제주콩쿠르의 한해 4

개 부문 총상 은 6만 4천 달러(1 7천 달러,US＄)에 지나지 않는다.한해에 1

개 부문만 개최하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의 총상 은 12만 2천 달러(1 5만 달

25)종합부문 콩쿠르란 ‘윤이상 콩쿠르’나 ‘서울 국제음악콩쿠르’처럼 ① 2개 이상의 부문을 한 해

에 1개 부문씩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콩쿠르와 ② 여러 부문을 한 해에 한꺼번에 개최하는 유형

이 있다.후자는 제주콩쿠르를 비롯해서 모스크바(러시아)의 차이코 스키 콩쿠르,라이 치히

(독일)의 바흐 콩쿠르,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콩쿠르, 리( 랑스)의 롱-티보 피

아노․바이올린 콩쿠르 등이 있다(http://www.wfimc.org>concours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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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이며,윤이상 콩쿠르는 7만 6천 달러이다.

2.제주칠머리당 등굿

1)개요

‘제주칠머리당 등굿’26)은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7)으로

지정되었다.칠머리당 등굿은 해마다 음력 2월 14일 제주시 건입동28)본향당인

칠머리당에서 등신을 떠나보내는 마을굿으로 열린다.제주지역에서는 가장 규

모가 큰 등굿이다.

칠머리당은 원래 마을의 재산ㆍ호 ㆍ장 (葬籍) 리 같은 생활 반을 수호하

는 도원수 감찰지방 (都元帥監察地方官)과 어부ㆍ해녀의 생업 외지에 나가

있는 마을 사람들을 수호한다는 요왕해신부인(龍王海神夫人),즉 본향당 부부 神

을 모시고 있다(문무병,2005:21).그러나 정작 당굿은 마을신 보다는 등신을

시하는 굿으로 치러지고 있다.이는 이 마을 주민이 부분 어부와 해녀로 생

업에 종사하던 어 마을 주민이라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등신은 땅에는 곡식의 씨를 뿌려주고 바다에는 해산물 씨를 뿌려 다는 풍

농ㆍ풍어의 여신이다.‘외 박이 나라’ 는 ‘강남 천자국’에서 들어온다는 내방신

(來訪神)이며 ‘꽃샘추 ’바람을 몰고 오는 풍신이다.음력 2월 하루에 서쪽 방

면(한림읍 귀덕 는 수원)으로 제주에 들어와,2월 보름에 동쪽 방면(우도)으로

나간다고 해서 음력 2월을 ‘등달’이라고 한다.

등굿은 ① 등신과 요왕신의 길을 트는 감제,② 본향당 신을 모시는 본

향듦,③ 신을 맞아들이는 요왕맞이,④ 소라, 복,미역 등 해산물의 풍요를 빌

고 흉풍을 치는 씨드림굿과 씨 ,⑤ 어부들을 한 풍어굿인 감놀이,⑥ 짚

26)‘제주 칠머리당 등굿’은 용 (2002),문무병 (2005),제주도 (2006b)참조.

27)‘인류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원회에서 지정하는 3개 유산 가운데 ‘인류 구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oftheOralandIntangibleHeritageofHumanity)을 말한다.이는

무형유산 보호 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류 구 무형유산 걸작 선언(proclamation)’에 의해

2001년부터 2년마다 지정해오고 있다. 재는 2006년에 발효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약을 통해

새로운 보호방식을 모색하고 있다(한라일보사,2008:21).

28)제주시 건입동은 제주시의 심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5개동 가운데 하나이다.그러나 에

는 제주읍성 밖에 자리 잡은 작은 어 마을이었다.이곳이 재의 건입동이며,칠머리당은 원

래 건입동 동쪽 제주항과 사라 사이의 바닷가 언덕 에 있었다.이후 제주항 임항도로를 만

들면서 사라지고 지 은 사라 공원 내 ‘칠머리당굿 보존회 사무실’실내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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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만든 작은 모형 배에 돛을 달고,재물을 실어 신을 떠나보내는 배방선굿으

로 마치는 등 12제차(祭次)에 이른다(제주도,2006b:1063).

2)특성

제주의 등굿은 해방 까지만 해도 어 뿐만 아니라 농업을 업으로 하는

일부 산간 농 에서도 행해졌다.해방 이후 사라져서 오늘날은 일부 어

에만 남아 있다.이런 사실은 제주 등굿이 본래 어 에서 행해지던 굿이었으나

차 농 으로 번져 나가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 로 돌아와 어 의 마을제로 행

해지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제주도,1986:175).

등신은 우리나라 부 이남지방에도 존재한다.이곳의 등신은 바람을 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방신이면서 여신이라는 에서 제주와 같다.그러나 제주와

는 달리 산간 농 지역을 심으로 존재하며,어 의 어업신앙에서는 등신을

찾아볼 수 없다.다른 지방 등신은 풍어가 아닌 풍농을 기원하는 상이며

등신의 출 에 한 속설들도 제주와는 다르다.내용은 <표 4-16>과 같다.

<표 4-16>칠머리당 등신과 다른 지방 등신의 특성

구분 칠머리당 등신 부이남 등신

명칭 - 등할망
- 등할만네, 등할맘, 등할마시,

등바람,바람할매,풍신할만네

성격 -내방신,바람의 여신 -내방신,바람의 여신

기원 상 -풍농,풍어 -풍농

동반자와

날씨

-며느리 동반:궂은 날씨

-딸 동반:화창한 날씨

-며느리 동반:비 날씨(풍년)

-딸 동반:바람 날씨(흉년)

등신

차림새

-비옷 차림: 등달 비 날씨

-솜외투 차림: 등달 강설

-허술한 차림: 등달 화창

-속설 없음-

자료:제주도 (1986:172～175);문무병 (2005:22～23).종합 재구성.

제주칠머리당 등굿은 제주의 표 인 당굿이며,계 제(季節祭)로서 바람의

섬 제주에 남아 있는 등굿의 뿌리가 되는 굿이다.칠머리당 등굿은 여느 마

을처럼 당굿을 하기 때문에 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계 제 가운데 독특한

형식을 지닌 당굿이어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29)

29)한국민속 백과사 (http://folkency.nfm.go.kr/main/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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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태

문헌30)에는 “2월 하루에 신을 맞이해서 제를 지내고 보름이 되어 끝냈다”고

기록되어 있다.구 에 따르면 한림읍 수원리 등굿의 경우 2월 하루에서 보

름까지 계속 굿을 했다고 한다(제주도,1986:188).

최근에는 음력 2월 하루 ‘등환 제’와 보름날 ‘등송별제’만이 남아 있다.

제의에서 등신을 맞아들이는 요왕문 설치 재료가 나무에서 나무로 바 고

연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배방선31)의 행사도 폭 축소되었다.

국가지정 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제주칠머리당굿 보존회’는 해마다

열리는 칠머리당 등굿 이외에 각종 문화행사에서 청공연을 하고 있으나 회

원들 본연의 생업에 려 공연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3.제주어

1)개요

제주어32)란 용어는 한국인으로서는 최 로 방언집을 발간한 석주명33)이 처음

사용했으며,‘제주방언’ 는 ‘제주도 방언’이라는 개념으로도 쓰인다(강 ,

2012:7～8).34)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18일 제주어를 인도의 코로(KORO)어와 함께 ‘기에

처한 언어’5단계 가운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30) 등굿에 한 기록은 「신증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28,제주목 풍속조에 나온

다.그 이후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탐라지(耽羅志)」등의 기록은 모두 이곳에서 옮겨

쓴 것이다(제주도,1986:174).

31) 의 배방선은 약마희(躍馬戱)라고 하는 ‘떼몰이 놀이’이다.어 에서 등신을 떠나보낼 때

뗏목을 가진 장정들이 뗏목에 등신을 태운 짚으로 만든 배를 싣고,“ 가 빨리,더멀리 나가

짚배를 띄워 보내느냐”는 경주를 벌이는 마을 행사 으나 지 은 사라졌다(제주도,1986:189).

32)‘제주어’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련 있고,제주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달하는 데 쓰는 래 인 언어”를 말한다(‘제주어

보 육성 조례,제2조).이 조례는 2007년 9월 27일 제주도 조례 제719호로 공포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제주어’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다.

33)석주명(石宙明)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2년여 동안 경성 학교 제주도시험장에 근무할 때 수

집한 자료를 「제주도방언집」,「제주도의 생명조사서」,「제주도 계문헌집」,「제주도수

필」,「제주도곤충상」,「제주도자료집」 등 6권의 ‘제주도총서’로 발간했다(강 ,2012:8).

34)제주발 연구원 (2002:94)은 한 언어가 지역 으로 달리 변화해서 어느 정도 상이한 체계를

이룰 때 각각의 지역에 분포된 언어체계를 그 개별언어에 해 지역 ‘방언’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한 방언의 개념을 품 가 떨어지거나 세련되지 않은 언어형식,곧 어떤 표 인 언어형

식에서 이탈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언어 변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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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했다.‘ 기에 처한 언어’는 제1단계 ‘취약한

(vulnerable)언어’,제2단계 ‘분명히(definitely) 기에 처한 언어’,제3단계 ‘심하게

(severely) 기에 처한 언어’,제4단계 ‘아주 심각하게(critically) 기에 처한 언어’,

제5단계 ‘소멸한(extinct)언어’로 구분된다(김세 ,2011:38).35)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 기의 언어’로 진단한 것은 그만큼 제주의 진 한

자산인 제주어가 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이다(김순자,2011:4).

한편,Krauss(2006)는 한 언어가 사라지는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4-17>과 같다.

<표 4-17>크라우스의 언어소멸 험성 진단법

상태 단계 내 용

① 안 함(safe) A⁺
-해당언어의 화자가 백만명 이상이거나 단일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

② 안정 임(stable) A -아이들을 포함해 모든 이들이 해당 언어를 사용

③ 불안정함(unstable) A⁻ -아이들까지 해당 언어를 쓰는 지역이 일부 있음

④ 명확히 태로움

(definitelyendangered)
B -부모 세 이상에서만 해당 언어 사용

⑤ 매우 태로움

(severelyendangered,)
C -조부모 세 이상에서만 해당 언어 사용

⑥ 소멸되기 직

(criticallyendangered)
D -증조부 세 의 극소수 화자만 해당 언어 사용

⑦ 소멸(extinct) E -해당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없음

자료:Krauss(2006);김기 ․호정은 (역)(2012:411).

2)특성

제주어는 표 어나 다른 지역 방언에서 지 은 소멸된 것으로 악되는 한

자모 가운데 일부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에서 요하다.주목되는 상은 ①

음운사 으로 아래 아 ‘ㆍ()’가 제1음 에서 유지되고 있는 사실과 ② 반치음

‘ㅿ’의 형태가 남아 있으며,③ ‘ㅂ’계의 어두 자음군이 거센소리(격음)로 변화한

사실 등이다( ,① ② ③).문법 형태소의 형태론 특성과 어휘 면에서의 요

성도 자주 논의되고 있다.제주방언은 이처럼 음운과 문법,어휘 등에서 그 요

35)통계 문 사이트인 http://chartsbin.com에 따르면 2011년 5월 재 세계 으로 '취약한 언어'

는 725개,'분명히 기에 처한 언어'는 849개,'심하게 기에 처한 언어'는 613개,'아주 심각

하게 기에 처한 언어'는 630개로 집계되어 있다(김세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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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그 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보배’라 할 수 있다(제주발 연구원,

2002:99～101).

)① (달,月),(말,馬),(흙,土),(놈→남,他人)...

② 세(애/가 ,剪),슬(/마을,里 ),슬(/가을,秋)...

③ 다(표 어:뛰다,제주어:튀다,run),(표 어:짝,제주어:착,pair)

제주어의 독특한 맛과 멋은 제주의 지명이나 동․식물명 등에도 그 로 반

되어 있다.특히 제주의 지명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서 지명유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인의 삶의 궤 을 추정해 볼 수 있다.제주어는 단순히 투박한

변방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선인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소 한 문

화유산이다.

3)실태

제주어 보존을 한 노력은 그동안 행정․교육 당국과 시민단체, 문가,문화

술인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다.언론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노력도 활발

하다.36)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어 사용은 어드는 추세이다.

1993년 제주 학교 연구 동아리인 ‘제주도문제연구회’의 조사에서는 도시지역

아동의 4.6%,청소년의 8%만이 제주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농 에서는

각각 26.5%,25.5%가 제주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동앙일보,1993.12.6;김세 ,

2011:39).

17년이 지난 후 제주 학교 국어문화원 (2010)의 조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

용하는 어휘 120개 가운데 고교생 응답자의 90% 이상이 ‘들어보긴 했으나 잘

알지 못한다’거나,‘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어휘가 116개(96.6%)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제주어 사용 빈도가 매우 낮으며,‘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

36) 표 으로 제주MBC의 라디오 로그램 ‘돌하르방 어드 감수 ’(주 5회)을 비롯해서,KBS

의 캠페인 방송 ‘제주어 나들이’,KC-TV제주의 ‘삼춘 어디 감수과’(주 1회),CBS제주방송의 ‘제

주어 배우기’(주 2회),제민일보의 ‘제주어 산문’(주 1회)등이 방송 는 연재되고 있다.인터넷

신문인 제주도정신문의 ‘제주어 한마디’(주 1회),제주자치도교육청 기 지인 「교육제주」의 ‘제

주어 산책’(연 4회),제주 신문의 ‘만화로 배우는 제주어’가 연재되고 있다.포털 사이트인

DAUM에서도 카페 ‘아래아 마을’을 운 하고 있다(김순자,20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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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가 격하게 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Krauss(2006)의 진단에 따르더라

도 제주어는 우리의 증손자 세 에 가면 극소수의 화자만 사용하게 되고,그 다

음 세 에는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제4 국가공인 어메니티 역사자원 특성

제주지역에 있는 국가공인 어메니티 역사자원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

일제동굴진지’를 들 수 있다(<표 4-6>).세계평화의 섬은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

으며 일제동굴진지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이들은 모두 제주의 역

사와 제주인의 생활과 연 된 것들이다.

1.제주 세계평화의 섬

1)개요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2005년 1월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노무 통령이 당시 건설교통부 장 이 제출한 ‘세계평화의 섬 지

정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37)지 까지 외국의 세계평화도시로

알려진 도시들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평화도시이다.국가가 평화도시를

지정ㆍ선언한 사례는 제주가 처음이다(제주발 연구원,2005:84).

‘제주 세계평화의 섬’지정 배경에는 제주 특유의 고난의 역사와 냉 종식 후

세계정상들의 회담장소로 각 받아 온 제주의 장소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제주의 평화로운 삼무(三無)공동체에 가해진 외부의 억압과 침탈,제주4ㆍ3의

아픔을 뛰어넘어 평화정착을 한 정상외교의 심지로 탈바꿈한 제주의 역사가

37)선언문에서 한민국 정부는 “①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임을 내외에 리 알리고 세계평화

의 섬 구 을 한 사업을 차질없이 실행하며,②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통해 제주도를 국가간

자유로운 교류와 력이 이루어지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③ 제주도에서 평화 증진 확

산을 한 평화 실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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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배경이다.38)제주인에 한 핍박과 침탈 에 형성된 일련의 정치 움

직임을 통해서 제주는 화해와 상생,평화와 교류에 한 상징 장소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제주 세계평화의 섬’지정 배경을 정리하면 <표 4-18>과 같다.

<표 4-18>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배경

시 역사 사실 내 용

탐라국시 -고려복속(1105) -제주군(郡)설치,힘겨운 세공품 진상

고려시 -몽골지배 100년(1273～1374)
-삼별 최후 항거 함락

-목마장 설치,일본정벌 진기지화

조선시

-제주유민(流民)집 발생(16C) -조정ㆍ지방토호의 경제수탈 도피

-제주 을묘왜변(1555) -왜구(선박 60척)침입,제주성 투

-출륙 지령 200년(1629～1823) -조선 비변사의 제주유민 방지책

-조선말기 제주민란 무력진압

-임술 농민 기(1862),경인민란(1890),

-병신민란(1896),방성칠의 난(1898),

-이재수의 난(신축천주교란,1901)

일제강 기
- 일 쟁ㆍ태평양 쟁(1937～

1945)강제동원
-연인원 245만명 강제노역(1944)

해방공간 -제주 4ㆍ3사건 -민간인 등 3만명 규모 희생39)

냉 해소

정상외교

시

-한ㆍ소 정상회담(1991) -노태우ㆍ고르바 통령

-장쩌민 제주방문(1995) - 국 국가주석

-한ㆍ미 정상회담(1996) -김 삼ㆍ클린턴 통령

-한ㆍ일 정상회담(1996) -김 삼 통령ㆍ하시모토 수상

-한ㆍ일 정상회담(2004) -노무 통령ㆍ고이즈미 총리

2)특성

‘세계평화의 섬’논의에 있어서 평화는 소극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극

의미의 평화로 해석할 수 있다.40)‘제주 세계평화의 섬’의 개념은 제주도민이 지

역공동체의 고통과 고난을 승화시킨 평화사상과 문화에 기 해서 제주섬 공동체,

세계 섬지역사회,한반도,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평화추구의 통을 세워나가고,

제주형 평화산업을 이루어가려는 일련의 사고체계와 정책 등을 포 하는 문화 ,

38)‘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2005.1.27)과 ‘제주평화헌장’(2007.7.1)은 그 문(前文)에서 이

와 같은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39)제주 4ㆍ3희생자와 련해서 金奉鉉 (1977).「濟州道血の歷史」(大阪)는 80,065명 /고담룡 「제주신

보」(1960.5.31)는 6만 5천～6만 8천명 /김성숙 (1960).민주당 정권 당시 국회보고.5만명 /박용후

(1976).「제주도지」.4만명 /존 메릴 (1975).「제주도반란」.3만명 이상 /양조훈 (1993).「제주도

지」.3만명 안 /서울신문(1949.10.14).29,702명 /부만근 (1975).「 복제주 30년」.사망 27,719

명ㆍ 상 1,080명ㆍ경상 792명ㆍ행방불명 32명으로 기록하고 있다(양조훈,1999:259).

40)Rummel(1984:265～274)은 극 평화(positivepeace)를 인간이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 질서(order)로 정의한다.즉, 극 평화란 단순한 폭력으로부터의 평화만이 아니라 인간

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제주발 연구원,2005:7).



- 118 -

사회 ,정치 활동체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고창훈 외,2003:11).

제주자치도는 2007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제주평화헌장’을

선포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한 5가지 실천사항을 천명했다.질곡의 역사를

더듬어 인간의 가치를 최고도로 실 시킬 수 있는 평화의 지평을 열자는 것이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의 지정배경과 특징,지향 은 제주섬 공동체와 한반도,더

나아가 세계에 평화추구의 통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발 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세계평화도시로 알려진 외국 여러 도시들의 특징과 맥락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외국의 세계평화도시와 그 형성 배경은 <표 4-19>와 같다.

<표 4-19>세계평화도시 형성 배경

평화도시 인구 면 형성 배경

제네바

(스 스)
18만명 15.9㎢

-1541년 종교개 근원지

-1863년 국제 십자운동 발상지

-1930년 UN유럽본부 설치

-국제회의ㆍ평화회담 심지(연간 국제회의 7천건)

오스나 뤽

(독일)

16만

7천명
119.8㎢

-1648년 베스트팔 조약 체결,‘30년 종교 쟁’종식

-1991년 시정부 ‘평화문화도시’정책이념 표방

-1991년 반 ․평화주의자 ‘마르크 평화상’제정

-1995년 유 인학살 피해자 ‘스바움 미술 ’건립

히로시마

(일본)

117만

9천명
635.3㎢

-1945년 제2차 세계 원폭투하(20만여명 사망)

-1949년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 건설법’제정

-1954년 원자ㆍ수소폭탄 지운동 세계최 개

-반핵․평화운동의 거

자료:고호성 (2004:24～27);미즈모토 가즈미 (2005:163～167).종합 재구성

3)실태

제주자치도는 ‘제주평화헌장’의 의념을 구 하기 해서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17大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제주평화연구원 설립과 제주국제평화센

터 건립,제주4․3기념 건립 1․2단계 평화공원 조성사업,4․3진상보고서

의 국정교과서 반 사업은 이미 마무리되었다.제주평화포럼과 4․3유 지 보존

리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사업추진 내용 면에서는 개

선해야 할 이 많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

표 인 세계평화의 섬 후속 사업인 제주평화포럼은 2011년 제6회 포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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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제주포럼’으로 바꾸었다.2012년 제7회 포럼의 경우 행사규모도 세계

33개국에서 3,100명이 참석했다.평화,경제,환경,문화,여성 등 모두 60개 세션

이 진행되어 역 최 규모를 기록하는 등 양 질 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제주 련 세션(11개)에만 심이 집 되어 ‘그들만의 포럼’이라는 한계

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41)‘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는 청사진을 구

하기 해서는 한층 더 질 도약이 필요하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42)

세계평화의 섬 후속사업이면서 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워터 클러스

터’(물․바이오․건강 융합)조성 사업은 기능성 음료 맥주, 통주 제조시설

과 연구센터,水치료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단되었다(제주일보,

2012.6.18.1면).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4․3기념 도 막 한 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경제성 확보나 교육 효과를 얻기에는 략부재 상을 낳고 있다.

2.제주 일제동굴진지

1)개요

일본 제국주의는 패색이 짙었던 태평양 쟁 말기 제주섬을 일본 본토 사수를

한 최후의 항거 으로 삼았다.1944년 5월 제주(정뜨르)비행장 완공에 이어

해안과 오름 가릴 것 없이 요충지에 지하 동굴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제주에 구축된 일제동굴진지에 한 장 조사는 2003년 제주도의 용역을 맡

은 탐라 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와 제주동굴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다.이때

처음으로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 부분 으로나마 그 분포가 밝 졌다.조사된 일

본군 동굴진지의 황은 <표 4-20>과 같다.

확인된 일제동굴진지는 당시 일본군이 본토 사수 ‘결 7호 작 ’을 해 작성한

‘일본 제58군 배비개견도(日本第58軍配備槪見圖)’에 표시해 놓은 제주도내 방어진

지 104곳(제주 학교 탐라연구소․한라일보사,2008:27)과 비슷한 숫자이다.

41)http://jejunews.com 제주포럼,국제종합포럼 도약 가능성 보다도...(입력 2012.6.5).

42)http://www.jemin.com 제주포럼,국제종합포럼 도약 ‘시동’(입력 2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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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 항진지 복곽진지 진거 장진지 기타 계

제주시 12 4 3 - 1 20

서귀포시 1 2 4 - 1 8

북제주군 19 5 16 5 5 50

남제주군 10 3 13 4 5 35

합 계 42 14 36 9 12 113

한라일보사 특별취재 (2005.8.～2008.5)의 장탐사에서도 ‘일본 제58군 배비

개견도’에 표시된 주둔지와 진지유형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동굴

진지를 포함한 군사시설은 이보다 훨씬 많은 500여 곳으로 악되었다(한라일보,

2008.5.1).

<표 4-20>일본군 동굴진지 분포와 용도43)

자료:탐라 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제주동굴연구소 (2003:186).

2)특성

일본 제국주의는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5년부터 국침략에 착수했

다.이를 해 1926년부터 서귀포시 모슬포 속칭 ‘알뜨르’에 20만평의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10여년에 걸쳐 활주로를 건설한 뒤 1937년부터는 80만평으로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제주도민들은 이때 최하 13세의 어린 나이부터 동원되었으며 동원은 공서

주도로 이루어졌다.고령인 부친 신 동원되거나 마을별로 할당 인원이 정해져

군사비행장 건설과 동굴진지 구축 등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일제강 하 강제노

동피해 진상규명 원회,2008).강제동원 조선인 수는 <표 4-21>과 같다.

제주지역의 일제 강제동원은 알뜨르 비행장 확장사업이 시작된 후인 1938년

부터 통계가 잡히기 시작해서 쟁 말기인 1944년에는 연인원 245만여명(하루

평균 6,725명)이 동원되는 등 최악의 가혹한 노동력 수탈이 이어졌다.

43)주 항진지는 방어작 의 추 진지로서 미군의 상륙 이 개될 경우 이 지역이 주 장이

된다.복곽진지(주력본부진지)는 주 항진지의 1～2차 방어선이 무 질 경우 최후의 항을

한 내륙과 한라산 정상부근에 설치된 진지이다. 진거 은 주 항진지를 배후로 한 최 선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주로 해안과 산간에 배치되었다(제주 학교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200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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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선내 동원 일본으로

연행수

군요원

송출
합계

알선 징용 도내 동원

1938 19,516 74,194 93,710

1939 45,289 113,096 53,000 145 211,530

1940 61,527 170,644 56,398 736 289,305

1941 46,887 313,731 67,098 16,027 443,743

1942 49,030 90 333,976 115,815 22,396 521,307

1943 58,924 648 685,733 128,354 12,315 885,974

1944 766,417 19,655 2,454,724 286,432 45,442 2,882,870

1945 44,263 23,286 ? 10,622 47,949 126,120

<표 4-21> 알선 강제동원된 조선인 수 변화

자료:일본 장성 리국 (1947:71～72);허수열 (2006:26).

3)실태

제주 일제동굴진지의 실태는 제주자치도․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08;2009)의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제주 일제동굴진지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보호하

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된 수 임을 알 수 있다.그것도 자연 인 훼손이나 유

실․함몰 뿐만 아니라 인 인 훼손과 잠식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그 실태는 <표 4-22>과 같다.

<표 4-22>국가지정 문화재 일제동굴진지 실태

진지명 규모 실태

사라

동굴진지

-표고 148.2m,갱도 8곳,

-총길이 494m(최장 234m)

-송이(scoria)층 동굴,나무뿌리 잠식

-빗물․토사 유입,유실․함몰 우려

어승생악

동굴진지

-해발 1,169m,토치카 2곳,

-갱도 3곳,총길이 400여m

-일본군 제58군사령부 주둔지

-갱도입구 3곳 붕괴,토치카 양호

가마오름

동굴진지

-갱도 17곳,출입구 30곳

-총길이 1,900m

-최장 갱도(969m), 람코스 개방(300m)

-송이층 벌집형 갱도,입구 함몰 진행

서우

동굴진지

-해안갱도 18곳,벙커 2곳

-총길이 340m

-육상 무암층 갱도,비교 견고함

-해안갱도 훼손․함몰․낙반 진행

송

악

산

셋알오름

동굴진지

-갱도 2곳,포진지 2곳

-총길이 1,360m

-입구 6곳 주진입로만 양호,함몰진행

-외양간․창고 이용, 기가설․담장설치

해안

동굴진지

-갱도 13곳,벙커 2곳

- 벽갱도․유도로 각 1곳

-해안침식,응회환 벽 잠식․낙반

-송악산 진입로․산책로 진동,입구 붕괴

외륜

동굴진지

-갱도 13곳(최장 978m)

-총길이 1,433m

-진지내부,주동굴 따라 지굴(枝窟)형성

- 부분 진지입구 붕괴 진행,함몰 우려

성산일출

동굴진지

-갱도 16곳,벙커 2곳

-총길이 514m

-진지 3～4곳,무속행 공간으로 이용

-콘크리트 벙커,해녀 작업장으로 이용

자료:http://ihalla.com ‘고난의 장’일제 지를 가다(2008.10～2009.9.10)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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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국가공인 어메니티 공동체자원 특성

1.제주마(馬)

1)개요

「 주지」44)는 옛날 제주에 삼신인(三神人)이 출 할 당시 동해의 벽랑국(碧

浪國)으로부터 푸른 옷을 입은 처자 3인이 망아지와 송아지,오곡을 가지고 건

와 이들과 결혼했다고 하고 있다.「탐라성주유사」는 탐라국 제19 성방왕

(聖邦王)시 (145～196)의 교역 물품에 말이 들어있다고 기록하고 있다(오부윤

역,1989:136).여기에서 제주마는 외부에서 들어와 선사시 부터 사육되기 시작

했으며,탐라시 에는 교역 물품으로까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 본격 으로 방목에 의한 말 사육이 이루어진 것은 몽골(元)이 제주에

탐라국 토사를 설치(1273)하면서부터이다.몽골은 1276년(고려 충렬왕 2년)탐라

에 ‘다루가치’45)를 견해서 수산평(당시 정의 )에 몽골마 160필을 방목하게 했

다(연세 학,1955:572).몽골이 제주에 설치한 목장은 정 3곳,산둔(山屯),우

둔(牛屯),을병별둔(乙丙別屯) 제주목 6곳까지 모두 12곳이었다.

조선시 에 들어와 제주에는 10개의 소장(所場)46)과 김만일 일가의 개인목장인

산마장,소를 키우는 황태장․모동장․천미장․우도장․가 도별둔장 등이 있었

다(강만익,2009:210～211).제주목장에서 생산된 마필 수는 시 에 따라 차이가

있다.태조 7년(1398)에 4천여필,세종 28년(1446)9,780필,효종 3년(1662)에는

10,385필로 기록되어 있다(제주도,2006a:218).

제주마는 1986년 2월 8일 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되었다.

44)「 주지(瀛州誌)」는 제주도 역사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문헌으로,고려 후

기 내지 조선 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 미상의 역사서이다.탐라의 개벽설화

에서부터 신라․백제․고려 왕조와의 수교,입조 등의 역사 사실들이 수록되었다.

45)몽골은 1275년 탐라국 토사(耽羅國招討司)를 탐라총 부로 개편하고 총 부 장 ‘다루가치

(達魯花赤)’를 발령했다.

46)소장(所場)이란 세종 11년(1429),제주지역 산간 지 (해발 200～600m)에 설치한 목장(大

牧場) 는 마정구획(馬政區劃)이다.그 안에는 자목장(字牧場,군<群>단 목장)을 두어 암

말 100필,숫말 11필을 1군으로 구성해서 방목했다(강만익,2009: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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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

① 성질이 온순해서 물거나 발로 차는 성

질이 거의 없다.

① 체구가 매우 작아서 짐을 많이 싣지

못한다.

② 발굽이 매우 강하다. ② 부분 등이 굽으며 허리가 길고,엉덩

이가 짧으며,뒷다리가 X형을 나타낸다.

유 인 요인과 옛부터 사역에 이용하

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③ 거친 사양 리에 잘 견디며 생산 리

비가 감된다.

④ 갈증에 잘 견딘다(물은 녁 1회 는

아침․ 녁 각 1회 먹음).

⑤ 험한 산길을 잘 걷는다. ③ 겁이 많아 잘 놀라기 때문에 사역시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⑥ 질병에 한 항력이 매우 강하다.

2)특성

제주마는 흔히 조랑말이라고 한다.키가 작아서 과실나무 을 지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으로 ‘과하마(果下馬)’ 는 ‘토마(土馬)’라고도 불린다.제주마는 키가

암컷 117cm,수컷 115cm 정도의 말로,성격이 온순하고 체질이 강해서 병에

한 항력과 생존력이 강하다.체형은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으며 몸길이가 긴

독특한 체형을 갖고 있다.다른 말보다 뚜렷하게 작다(제주도,2006b:1102).

제주마는 발굽에 편자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돌밭을 걸어 다녀도 찢어지거

나 변형된 발굽을 찾아 볼 수 없다.다리가 튼튼하고 질병에 강하며,특히

소화기 질환이 매우 은 편이다.제주마의 장단 은 <표 4-23>과 같다.

<표 4-23>제주마의 장단

자료:강민수 (2005:37～38).재구성.

3)실태

제주마는 일제강 기에만 해도 사육두수가 2만 마리(1939년)를 넘었다.1960년

이후 농업기계화로 인한 사육농가의 감소로 1986년에는 1,347마리로 어들어

멸종 기를 겪었다(제주도,2006a:230～233).이때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은 지역

농가에서 사육하던 순종 제주 재래마 60여필을 선발해서 육성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통등록 사업을 시작해서 순종 제주마의 번식을 유도해 왔다.제주

마는 2010년 말 기 으로 1,157농가에서 2만 2천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나 개량

마(교잡종)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제주마의 사육 황은 <표 4-24>와 같다.

제주의 말 사육두수가 지난 20여년 만에 증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경주용과

승마용,육용으로 활용되면서 순수 제주마와 국산인 서러 드(thoroughb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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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수말과의 교잡을 통해 개량마(일명 ‘제주산마’)를 많이 증산했기 때문이다.

<표 4-24>제주지역 말 사육 황

연도 1960 1970 1980 1986 1990 2000 2010

가구수 4,736 4,064 1,541 413 295 216 1,157

두수 12,077 7,606 2,401 1,347 1,835 5,484 22,233

자료:강민수 (2005:40);제주자치도 (2011b:274).

2012년을 기 으로 제주지역의 개량마는 체의 71%인 1만 5천여마리,서러

드는 23%이며,순수 통 제주마는 6%에 불과하다(한라일보,2012.7.13).한

국마사회는 ‘통경마(천연기념물 제주마)시행 장기 지침’을 마련하고 2020년

부터는 개량마를 ‘제주경마공원’경마에 출 할 수 없도록 정해 놓고 있다.

2.제주 가

1)개요

제주의 통가옥( 가)은 섬이 갖는 자연환경 조건과 기후에 한 응,가족

제도와 인문 사회 특성,민간신앙이나 풍수지리 등 다양한 요인을 내포하고 있

다.제주 가의 외 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곡선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가옥의 구조에서부터 건축 재료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인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제주도,2006b:960).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안에 있는

가 5채가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국가지정 요민속자료 제68～72호로 지정․보

호되고 있다(제1 의 2.<표 4-3>참조).

2)특성

제주 가의 공간배치는 제주 특유의 가족제도와 경제단 를 반 하고 있다.우

선 돌담으로 울타리를 둘러쳐 부지 내부공간을 만들었다.마을 안길과 내부공간

을 ‘올래’(구불어진 마당 진입로)와 ‘올래목’으로 연결해서 소와 말의 침입과 가족

생활의 외부 노출을 방지했다.울타리 내부공간에는 안거리와 밖거리 등의 가옥

을 배치해서 남녀 구분이 아닌 세 단 의 생활공간과 경제단 를 구성했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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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설치 기 능

지붕

-마감재료:제주 특산 ‘새’48)

-모양:낮은 경사도(20°정도)의

솔박49)을 엎어 놓은 형태

-두껍게 덮은 ‘새’의 밝은 연갈색

여름철:단열효과

겨울철:보온효과

-지붕형태:바람 항 완화

벽체

-이 외벽(doubleskin)

바깥쪽:다공질 무암(15～30㎝)

안쪽:흙으로 마감한 외(揋)

-실내 벽:하부 자벽,상부 흙벽

-외부온도 변화폭 조 기능

여름철:외부열기의 내부 달 지연

겨울철:외풍방지,축열효과

-실내 열쾌 성 향상

풍채
-나무골조에 ‘새’로 엮은 가리개

- 가 앞면 탈착 방식

-평상시 세우면:차양․빗물 방지

-악천후 내리면:폭풍우 차단

구조물 설 치 기 능

올래 -성인 어깨높이 양쪽 돌담 -강풍유입 방지,외부노출 방지

올래목 -올래 끝 마당입구,정낭설치 -주인 유무 표시,우마침입 방지

안거리(안채) -가옥의 심 건물 -가족 행사의 심 가옥

밖거리(바깥채) -안채 맞은 편 작은 가옥 -분가한 은 부부․노부부 거주

모커리(별채) -안거리 좌우 어느 한쪽 설치 -쇠막 겸용 는 용

이문거리(문간채) -올래목에 설치 - 문 용 쇠막 겸용

안뒤(뒤뜰) -안거리 뒤쪽 공간 -상록수․항의 냉난방 기능

우 (텃밭) -가옥 주변 빈터에 조성 -배추,무,부추 등 부식류 재배

통시(변소) -부엌과 떨어진 외곽지 설치 -변소 돼지우리 겸용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구조물과 기능은 <표 4-25>와 같다.

<표 4-25>제주 가의 공간 구조물과 기능

자료:제주도 (2006b:965～971).요약 구성.

제주 가의 외 은 둥 고 완만한 지붕 에 다공질 무암과 흙으로 된 내․

외 벽체를 두른다.처마 에는 차양 방수․방풍 기능을 하는 ‘풍채’를 달기도

한다.제주 가의 외 구조물과 기능은 <표 4-26>과 같다.

<표 4-26>제주 가의 외 구조물과 기능

자료:제주도 (2006b:978～982).요약 구성

47)다른 지방 통가옥에서는 안채와 바깥채의 이용을 남녀로 구분하지만 제주에서는 자식이 결

혼해서 분가할 때 따로 나가 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울타리 내 밖거리로 분가했다. 은 부부

가 장년이 되면 안거리로 들어오고,노부부는 밖거리로 옮겨 살게 된다.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

더라도 부엌과 장독 를 따로 마련해서 경제단 를 분리했다(제주도,2006b:963).

48)새:억새 키만큼 자라는 제주에 자생하는 매끈하고 질긴 풀.

49)솔박(제주어):통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서 만든,가로 길이가 긴 나무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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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의 실내공간인 구들(방)과 정지(부엌),고팡( ),굴묵(난방공간)등은

앙에 치한 상방( 청)으로 트인 문을 통해서 모두 연결된다.상방은 마당과

안뒤로 트여 있어서 통풍과 열에 지 유입을 조 하는 친환경 기능을 한다.

3)실태

제주 가는 농어 화 개축으로 인해 요민속자료로 보호되고 있는

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졌거나 구조가 변경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재 된 제주 가는 제주민속 100여채와 제주돌문화공원 5채, 문 단지 내

‘성천포’(베린내 포구)마을 자리에 들어선 개조된 가호텔 26채가 있다.

제주민속 가는 조성 당시 산 , 산간 ,어 의 가를 이곳으로 옮겨와

옛마을을 그 로 재 했다.공 방과 시 등에 민구류 600여 을 시하고 있

다. 문 단지 가호텔은 지붕만 가형태로 하고 내부를 호텔시설로 신축해

서 식 숙소와 업장을 구성했다.두 곳 모두 개인기업에 의해 휴양업을

하고 있다.제주돌문화공원은 시용으로 세칸집과 두칸집을 재 해 놓고 있다.

3.제주해녀

해녀는 세계 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으며,제주에 집되어 있

다(김 돈,1989:163).제주의 해녀들은 그들 나름의 삶의 방법을 갖고 있다.어

사회 특유의 공동체 성격을 짙게 띠며 그 문화유형도 다르다.개인소유로 획

정되어 있는 경작지와는 달리 해녀어장,즉 제1종 공동어장은 마을 체의 소유

로서 마을마다 서로 다른 자생 ,자율 입어 행50)을 형성하고 있다.

1)기원

서귀포시 하모리 신석기 유 (B.C.2700～2000)에서는 패총과 함께 골각기로

된 빗창( 복 등을 따내는 해녀물질 도구)이 발굴되었다.이 빗창은 동물의 수

50)제주에는 수 에 소속된 마을단 100개의 어 계가 있다.해녀 공동체는 이 어 계별로 운

된다.어 계는 해산물의 채취자격,기간과 종류에 따른 채취방법, 채기간,조업규정,감시원

규정,농번기 입어 지, 리 채취규정 등 해녀 물질(조업) 습을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좌혜

경․권미선,2009b: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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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을 반으로 쪼개어 제작한 것(길이 12.5cm, 비 2.0cm,두께 0.5cm)이다.손잡

이 반 쪽 끝부분은 몸통 부분보다 얇고 둥근 형태이며 단면에 사용 흔 이

있다(강창화,2011:253;제주문화 술재단,2006:61).

제주시 곽지리 유 (B.C.400～기원 후)에서는 조개무지에서 사슴 경골로 만

든 한 쪽 끝을 뾰족하면서 평평하게 만든 빗창 유형의 골각기(길이 15.2cm,최

폭 3.4cm,최 두께 1.6cm)가 발굴되어(제주 학교 박물 ,1985:81)골각기 빗

창 사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사」51)는 고려 문종 7년(1053)2월에 탐라국 왕자 수운나(殊雲那)가 그

의 아들을 보내 나육(螺肉,소라),해조(海藻),구갑(龜甲,거북 등딱지)등 물품을

조정에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제주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2007:14).

제주에서의 어로작업은 고고학 발굴조사와 문헌기록으로 볼 때 남․여 행

주체와는 계없이 신석기 시 부터 시작되었고,그것이 탐라시 와 고려․조선

시 를 거쳐 지 의 해녀 물질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2)특성

해녀 물질은 작업주체가 여성인데다가 애 에 나잠(裸潛)52)으로 시작했다.제

주해녀는 분만 후를 가리지 않고 물질을 하는 등 주목할 만한 특이성을 가지

고 있다.문화재청은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해

2011년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61개 국가목록에 포함시켰다(2012년 1월 우선 추

진 6개 목록에 포함됨).제주해녀의 특이성은 <표 4-27>과 같다.

우선 해녀들이 지니는 잠수 기량과 의지는 인 이다(제주도,1996:16,18).

제주해녀들은 바닷물 속 15～20피트에서 물질하는 것이 일반이지만,필요에 따

라서는 재래복을 입고도 70피트(약 21m)까지 무자맥질한다.‘열두 길’이라면 약

22미터인데 그곳까지 들어가서 물속에서 2분 남짓 견딘다.

51)「고려사(高麗史)」券 7,世家 7,문종 7년(1053)2월 정축조(.丁丑條).

52)해녀의 ‘나잠어업’에 한 기록은 이건(李建)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629),조 빈(趙觀

彬)의 「회헌집(悔軒集)」(1731),신 수(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1765),조정철(趙貞喆)의

「정헌 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 )」(1812),이 연(李禮延)의 「탐라팔 (耽羅八詠)」(1832)등에

묘사되어 있다(좌혜경 외,2009a:52,61,64,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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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이성

작업 행태 -주체:여성,방법:나잠(裸潛)에 의한 친환경 작업

개인 특성 -뛰어난 잠수기량, 인 의지(분만 후에도 작업)

작업 일수 -월 평균 15일 이상

작업 반경
-제주도와 한반도의 각 연안 부속 도서,일본․ 국․러시아 등

동아시아 일

문화 요소
-세계 유일의 ‘해녀노래’가락과 가사 보유

- 등굿,잠수굿,불턱(해녀공동체 여론 장)형성

험 요소 - 격한 감소추세로 보존 기

구분 합계 29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2006 5,406(4) - 27 491 1,331 2,180 1,377

2007 5,279(5) - 10 346 1,165 2,014 1,744

2008 5,244(6) - 10 253 1,172 1,951 1,858

2009 5,095(4) - 7 206 1,043 1,818 2,021

2010
4,995(3)

(100%)
- 2

123

(2.5%)

954

(19.1%)

1,752

(35.0%)

2,164

(43.3%)

<표 4-27>제주해녀의 특이성

자료:김 돈 (1986:163～164).보완 재구성.

제주해녀들은 만삭임에도 생계를 해 물질에만 열심이다 보면 제 로 진통할

겨를 없이 혹은 배 에서,혹은 집으로 돌아오는 축항에서,혹은 길가에서 애를

낳는다.배에서 낳았으니 ‘베선이’,축항에서 낳았으니 ‘축항둥이’,길에서 낳았으

니 ‘질둥이’ 는 ‘길둥이’란 별명을 지닌 이들이 마을마다 드물지 않다.

3)실태

일제강 기 제6 제주도사를 지낸 다구치 데이키(田口楨喜,재임:1931～1935)

는 매년 다른 지방에 출가하는 해녀를 5～6천명,도내에서 물질하는 해녀를 7～8

천명으로 기록하고 있다(제주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 연구원,2008:27～29).

해방 후 제주해녀는 1960년 이후 어로기술의 발달 등 산업화에 따른 결과로

그 수가 격하게 감소하고 있다.제주도내 잠수인 황은 <표 4-28>과 같다.

<표 4-28>제주도내 잠수인 황
(단 :명)

자료:제주자치도 (2011b:308).()내는 남자 잠수.

제주해녀는 제주도의 집계로 1970년 1만 4,140명이던 것이 15년 지난 1985년에



- 129 -

는 반 이하인 6,684명으로 었다(김 돈,1986:166).2000년 에 들어와서는 5

천명 수 으로 감소했다.

제주해녀는 2010년 체 4,995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3,916명으로 78.3%를 차

지하고 있다.앞으로 10～20년 후면 노(老)해녀들이 작업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보았을 때 2030년에 가서는 제주해녀가 1천명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견

할 수 있다.그 이후 해녀의 소멸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4.제주돌담

1)유래

제주의 돌담에 해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제38권 5면)은 동문감(東文

鑑)을 인용해서 “고려시 제주 김구(金坵)53)라는 사람이 경작지의 경계가

없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의 땅을 침범한다는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돌을 모

아 담을 쌓고 땅의 경계를 만들게 하니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

다(임헌도,1956).

이러한 사실은 김구에 의해서 계획 이고 규모로 돌담 정리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될 뿐(김종석,1998:28)고고학 근에서

돌담의 이용 연 는 훨씬 이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시 용담동 옹 묘터에서는 석곽묘와 옹 묘 사이의 경계석렬(A.D 200년

경,14.6m)이 발굴되었다.애월읍 성리 해안에서는 석축 유구(A.D 500～900년

경,62m)가 확인되었다.탐라 형성기 는 원삼국시 의 유 이다(제주 학교 박

물 ,1989:21;2006:177).

이는 제주돌담의 유래가 제주민의 장묘문화,석축기술과 함께 탐라시 까지 거

슬러 올라감을 말하는 것이다.돌과 바람이 많은 제주는 농경사회의 정착과 함께

돌을 이용해서 일련의 정착사회의 기틀을 조성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기능과 가치

제주에서는 돌담을 쌓음으로써 바람을 막아 지와 답을 보호하고 경계선을

53)김구(1211～1278)는 고려 때의 사람으로 고종 21년(1234년)에 제주 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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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기 능

밭담 -경계 구분과 가축침입 방지를 해 경작지에 쌓은 담

산담 -분묘를 보호하기 해 쌓은 담

원담 -바닷가 조간 에 고기잡이를 해 쌓은 담

잣성(잣담) - 산간 목장지 에 소와 말의 방목을 해 쌓은 담

우잣 -가옥 울타리용으로 둘러쌓은 담

올 담 -마을안길과 가옥 마당을 연결하는 올 를 만든 담

성담
-방어시설로 쌓은 담(제주목성,정의 성, 정 성,군사 요충지 진

성(鎭城),환해장성,항 두성 등)

방사탑
-외부로부터의 액운을 막기 해 마을의 허한 곳에 주술 의미로

잡석을 쌓아 올려 만든 둥그스름한 탑

제주돌담에 한 인상 제주돌담의 가치

인상 빈도(백분율) 가치 빈도(백분율)

매우 아름답다 115(28.5) 사용가치 20(5.0)

체로 아름답다 231(57.3) 선택가치 27(6.8)

어느 쪽도 아니다 39(9.7) 존재가치 148(37.2)

그 게 아름답지 않다 15(3.7) 상속가치 190(47.7)

아름답지 않다 3(0.8) 기타 13(3.3)

합계(%) 403(100.0) 합계(%) 398(100.0)

만들며 가축의 탈출이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경작지에 려있는 돌을 제거,

정리함으로써 밭갈이와 제 ㆍ운반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제주섬 특유의 문화경

을 형성했다.제주돌담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와 유형별 기능을 갖고 있

다.쌓는 방식과 기능에 따라 여러 명칭을 갖고 있으나 명칭이 다르더라도 기능

면에서는 부분 서로 비슷하다.제주돌담의 명칭과 기능은 <표 4-29>와 같다.

<표 4-29>제주돌담의 기능

제주돌담에 한 평가 연구로는 이상 (2006:38)의 조사를 들 수 있다.54)이

조사에서 제주돌담은 지역고유의 문화자원으로서 다양한 공익 기능(농 경

제공,교육․휴양처 제공, 통문화 계승)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은 <표 4-30>과 같다.

<표 4-30>제주돌담에 한 가치평가

자료:이상 (2006:31).

54)이상 (2006)은 제주를 방문한 객 410명을 제주공항에서 무작 로 선정해서 2005년 6월부

터 8월에 걸쳐 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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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2001년 2005년 훼손 돌담 훼손율

제주시

신 26,401 25,559 842 3.2

애월 28,404 25,111 3,293 11.6

한경 29,057 21,430 7,627 26.2

서귀포시

성산 31,266 27,763 3,503 11.2

남원 21,976 20,421 1,555 7.1

정 29,747 26,545 3,202 10.8

합 계 166,851 146,829 20,022 12.0

제주돌담의 가치에 있어서도 사용가치(5.0%)나 선택가치(6.8%)보다는 그 자리

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존재가치(37.2%)와

후손들에게 물려 자산으로서의 상속가치(47.6%)가 더 높게 평가되었다.

농 자원개발연구소 (2004)에서 실시한 보 가치가 높은 농 경 자원 평가조

사에서 제주돌담의 요도는 4.44(5 척도)로서 18개 경 자원 분야 가운데

통가옥(4.70)에 이어 통마을 쉼터(4.44)와 동일한 2번째로 높은 순 로 조사되

었다.고성보 외 (2009)의 제주돌담의 가치평가를 한 조사에서도 보 가치(유

산가치)와 경 가치,사용가치,존재가치 등 모든 항목에서 정 인 응답(78.4%

이상)이 나왔다.55)

3)실태

제주돌담의 총 길이는 2005년 말을 기 으로 3만 6,356㎞로 추정된다.이 가운

데 밭담 길이는 2만 2,108㎞이다(고성보 외,2009:246).

제주돌담은 매우 뛰어난 경 자원임과 동시에 보 과 존재가치의 증가에도 불

구하고 최근 밭작물 재배의 쇠퇴와 도시확장,토지의 투기화에 따른 무 심으로

최근까지도 훼손되거나 소멸의 속도는 지 않고 있다.2000년 들어 제주돌담

의 훼손율은 <표 4-31>과 같다.

<표 4-31>제주돌담 훼손율

(단 :m,%)

자료:고성보 외 (2009:90～91).재구성

55)고성보 외 (2009)는 제주를 찾은 객 8개 그룹 1,040명을 상으로 2006년 2월 25～29일(5

일간)까지 제주공항에서 1 1면 조사를 실시해서 그 가운데 유효 표본 999명을 분석 상으

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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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제1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원리

OECD (1999)는 어메니티의 경제가치 자원화 방안으로 어메니티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를 들고 있다.‘외부효과의 내부화’란 외부효과를 만들어내

는 활동들이 지속되는 동시에 최 공 이 이루어지도록 외부효과의 생산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① 재산권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집행이 가능함과 동시에

거래비용(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② 외부효과

의 생산자나 수혜자 모두에게 생산비용이나 그 편익에 맞먹는 가치를 세 으로

부과하거나 보조 을 제공할 수 있고,③ 외부효과의 생산자나 수혜자 모두가 단

일한 소유권 구조 안에 놓여 있을 때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오 석 외 역,

2002:45).

이러한 외부효과의 내부화 원리로는 부정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한 원칙

과 정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한 원칙이 있다.

1.부정 외부효과의 내부화 원칙

부정 외부효과의 내부화 원칙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PPP,PolluterPays

Principle)이다.이 원칙은 1975년 OECD 장 회의에서 ‘자연환경정책 수행을

한 효율성 원칙’으로 채택된 것이다.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Bugge,1996).

첫째,경제 효율성의 원칙이다.이는 공해에 따른 사회 비용을 오염자(오염

유발자)가 부담하되,공해감축 수단에 한 총 편익과 총 비용 간의 차이를 극

화(최소 비용,최 편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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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법률 원칙이다.오염자와 오염의 희생자 사이에 비용을 배분하는 것을

우선 인 목표로 삼되,오염자가 래한 손상을 스스로 치유하거나 방하는 비

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환경정책의 국제 조화를 한 원칙이다.이는 국가들 간의 산업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불평등한 차이가 없게 하는 것이다.즉,

국제 오염방지 수단(CO₂거래비용 등)들에 한 공 재정지원(보조 )을 엄

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 원칙에는 많은 제한이 뒤따른다.경제 인 에서 보면

오염방지를 해 잠재 오염자에게 보조 을 지 하는 것이 부담 을 부과하는

것 못지않게 효율 일 수도 있다.오염수 이나 오염자의 책임정도를 정하는 것

자체가 과학 합리성을 찾지 못할 경우도 있다.1)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어메니

티의 외부효과 보다는 주로 환경문제를 상으로 정치 담론에 의해 용된다

고 할 수 있다.

2. 정 외부효과의 내부화 원칙

어메니티 외부효과의 특성은 부분 정 인 효과이다.내부화의 건은 어메

니티 정 효과의 최 수 공 과 그것을 공 하는 데 드는 비용 가치에

한 평가가 된다. 정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한 원칙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째,‘수혜자 부담의 원칙’(BPP,Beneficiary-PaysPrinciple)으로 편익을 얻은

사람이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소비자 부담의 원칙’(CPP,Consumer-PaysPrinciple)이다.이는 어메니티

련 상품2)을 구매할 경우 공 비용이 생산물에 추가로 용되는 가격(surcharge)에

의해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것을 말한다.

1) 를 들어 수질오염 허용 기 치를 BOD 1ppm으로 결정했다면 BOD가 0.9ppm인 하천은 깨끗

한 하천이며,1.1ppm인 하천은 오염된 하천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 윗마을과 아랫마을에서 오

염된 물을 배수로로 흘려보내는 여러 농민들이 있다고 했을 때,이들이 각각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오 석 외 역,2002:47～48).

2)상품생산 과정에 투입된 어메니티에 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을 붙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호를 자극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표 으로 지리 표시제(Appellation

d'Origin)를 들 수 있다(오 석 외 역,2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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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수혜자 부담 원칙(BPP)소비자 부담 원칙(CPP) 공 자 혜택 원칙(PGP)

경제

효율성

측면

-이용자로부터 지불을

보장받기 해 용

-비이용가치 수혜자에게

용하기 어려움

-어메니티로부터 얻는

편익이 상품구매를

통해 실화될 때

자동으로 용됨

-비이용가치 수혜자들의

지불을 보장하기 해 용

-수요를 알아내는데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덜 효과

법률

측면

-수용 가능함 - 련 상품 소비자와

수혜자가 동일하다면

수용 가능

-편익을 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 음

국제

조화 측면

-효과 이나 때때로

용하기 어려움

-비유통 어메니티 상품

에 해서는 덜 효과

-어메니티 련 상품시장에

향이 기 때문에 효과

셋째,‘공 자 혜택의 원칙’(PGP,Provider-GetsPrinciple)이다.직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어메니티 가치(비이용 가치)가 발생할 경우3)그 가치 수혜자(free-rider)

의 지불을 보장받기 한 것으로,가치의 가는 공 자에게 주어진다는 원칙이다.

정 인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한 원칙의 특성은 <표 5-1>과 같다.

<표 5-1>어메니티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한 원칙의 특성

자료:OECD(1999);오 석 외 역 (2002:59). 

 1)수혜자 부담 원칙

수혜자 부담 원칙은 어메니티 장소를 방문해 깨끗한 환경에서 쾌 함을 향유

하거나,역사 ․문화 상에서 아름다움 는 감흥을 느끼거나, 술 ․과학

신비로움을 경험하거나,인간다운 공동체 삶에 감동을 받는 등의 편익을 얻

었을 때 그 수혜자가 비용을 생산자에게 직 지불하는 형태를 말한다.즉 어메

니티 이용자들로부터 지불을 보장받기 한 것으로 공공장소의 입장료와 같은

유형이다.

경제 ․법률 측면에서는 용이 가능하지만 어메니티 자원은 내부효과 이

외에 강한 외부효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도 외부효과만으로

이득을 얻는 비이용가치 수혜자(free-rider)에게는 용하기가 어렵다.국제 인

조화 측면에서도 용할 수는 있지만 나라마다 어메니티 가치에 한 인식이 다

3)어메니티 ‘비이용 가치’는 주로 ‘토 외부효과’(territorialexternality)를 말하는 것으로 “

객들이 경 을 향유하고 그 가를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는 “많은 사람들

이 그 지역을 규칙 으로 방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어메니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즐거움을 향유하게 될 때”얻는 효과를 의미한다(오 석 외 역,2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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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때문에 보편 으로 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소비자 부담 원칙

소비자 부담 원칙은 어메니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즉 생상품에 붙는 추

가요 을 의미한다.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된 청정 농산물이라든지,시계 제조의

본고장에서 나온 고 시계라든지,의류 는 화장품 생산의 메카에서 공 되는

제품 등 훌륭한 어메니티 자원을 갖는 장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때 보통

의 상품과는 다른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법률 측면에서 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련 상품의 소비자와 수

혜자가 같을 때,그리고 소비자가 어메니티 생 가치를 인지하게 될 때 수용할

수 있다.그러나 유통되지 않는 비이용 가치에 해서는 국제 으로 보편화된

용 원칙을 도출하기가 힘들다.

3)공 자 혜택 원칙

  공 자 혜택 원칙은 어메니티 창출을 해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는 생산자를

보상하기 해 용하는 원칙이다.즉 비이용가치의 수혜자들에게 지불을 보장받기

한 수단이다.

이는 경제 측면에서 비용 부과 상 수요를 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혜

자를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없다.어메니티의 외부효과

인 비이용가치는 무임승차자가 있는 반면,편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법률 으로 수용 가능성이 다.이런 한계 때문에 공 자 혜택의 원칙은 국민의

세 으로 조성되는 정부 재정에서 보조 을 주거나 인센티 를 제공하는 방식이

보편 으로 용된다.    

  어메니티 외부효과의 내부화 원칙 가운데서도 수혜자 확인이 어려운 ‘공 자 혜

택의 원칙’보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나 ‘소비자 부담 원칙’을 용할 경우 그 효

과는 더 증 될 수 있다.이는 어메니티 자원을 직 이용하거나 어메니티 생상

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직 편익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 자

혜택 원칙’에 있어서도 어메니티의 모호한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기 해서 규제

(regulation)가 가해진다면 비용 부과는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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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의 의미를 어메니티의 정

외부효과의 내부화로 보고,내부화의 원리에 따라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정도를 진단하고자 한다.경제가치 내부화 정도의 진단은 어메

니티 가치 평가방법4)에 의해 자원 자체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국내외

어메니티 자원 활용사례를 통해서 연구 상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정도를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 국내외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

인류와의 공존 계에서 자연자원은 19세기 엽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보

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학문 ,정책 으로 첨 한 립의 상이 되어왔다.5)

환경 괴의 폐해가 지구를 하고 있는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지속가능한 발

이라는 화두 속에 합 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 한 하나의 패러다임일 뿐이

라는 지 이 나오고 있다.6)

어메니티 자원의 보 활용사례 연구는 어메니티와 련된 다양한 리

략이나 활용 정책들을 검토하고,각각의 략이나 정책에 용된 공통 수단들을

악해서,장소 특수 속성을 갖는 다른 어메니티 자원에 용함으로써 보다

4)어메니티 가치 평가방법은 공학 근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Analysis),‘내부수익

률’(IRR:InternalRateofReturn),‘재가치 기 ’(PVC:PresentValueCriterion)이 있다.경제

학 근으로는 ‘특성가격법’(HPF:HedonicPriceFunction),‘여행비용법’(TCM:TravelCost

Model),‘무작 이용성 모형’(RUM:Random UtilityModel),‘조건부 가치평가법’(CVM:Contingent

ValuationMethod)등이 있다(정남수,2005:10.참조).

5)자연자원의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표 인 논쟁은 미국의 시에라 클럽(SierraClub,자연보호단

체)의 창시자이자 환경사상가인 존 뮤어(JohnMuia,1838～1914)와 미국 산림청장인 기포드

핀쇼(GiffordPinchot,1865～1946)의 논쟁이다.두 환경주의자는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헤츠헤치(HetchHetchy)계곡의 건설을 놓고 1882～1913년까지 30여년 동안 보존

과 개발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첨 한 립을 보 다.1913년 건설계획은 결정되었고,이를

지하는 데 실패한 존 뮤어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후 이듬해에 사망했다(박길용 역,2008:2

8～31).

6)‘지속가능성’과 ‘발 (개발)’은 많은 사람이 지 했듯이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Baue,2002).지속가능성은 지속성과 균형을 의미하지만,개발은 역동성과 변화를 의미한다.따

라서 환경주의자라면 ‘지속가능성’에 더 심을 가질 것이고,정부와 산업계는 보통 GDP성장

이라는 말로 표되는 ‘개발’에 더 집 하기 마련이다(Giddens,2009)라는 비 이 제기되었다(홍욱

희 역,2009: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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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경제 정(+)의 효과를 얻기 한 것이다.

즉,국내외 어메니티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특정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

가치 내부화 정도를 악하고,그 지역의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을 동원한 지

속가능한 지역발 략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이는 장소마다 특성을 달

리하는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를 일반화하기 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는 지속가능한 발 을 한 보 (conservation)7)

을 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보 사례와 극 인 활용 사례를 고찰하는

것은 필연 이라 할 수 있다.어메니티 자원의 보 이나 창출,활용은 외부효과의 최

공 을 한 지속 인 생산 활동이므로 경제가치의 내부화 원칙을 용하는 상

이 된다.이는 정부의 정책과정,혹은 NGO의 활동 등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메니티 자원의 보 활용 사례를 제주지역 상자원과 유사한 특

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자원으로 정했다.사례의 유형은 어메니티의 정 외부

효과의 내부화 원칙을 용해서 분류하기로 한다.

1.수혜자 부담 원칙의 용사례

국내외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에서 가장 많이 용되는 원칙은

편익을 얻는 사람이 생산자에게 비용을 직 지불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 많이 용되는 것은 지 까지 어메니티 자원 활용이 생

상품 생산에 을 둔 것이 아니라 자원 보 을 염두에 두고 수혜자가 직 체

험을 통해 혜택을 얻는 방문형 자원개발에 치 한 데서 오는 결과로 보아진다.

즉,어메니티 자원을 자원화하는 데 집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이 용된다 하더라도 지 방문을 통한 어메니티의 향유에

는 교통과 숙박,음식,특산품, 통문화 자료의 구매 등 소비자 부담을 제로

한 선택행 가 동반된다.수혜자 부담 원칙의 용 사례는 <표 5-2>와 같다.

7)보 (conservation)이란 최소한의 범 내에서 인간이 개입해서 자연을 리하는 방식인 반면,보

존(preservation)은 자연을 있는 그 로 리하는 방식을 말한다.미국에서 1872년 제정된 ‘로스

톤법’에는 보존(preservation)만 언 되어 있다.그 이 1864년에 제정된 ‘요세미티법’(1890년 발

효)에서도 보존,1865년에 제출된 ‘요세미티 보고서’에서도 보존은 등장하지만 보 (conservation)

은 언 되지 않았다(문성민,2011:88).보 에는 지속가능한 활용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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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수혜자 부담 원칙 용사례

구분 상자원 사업주체 보 수단 내부화 결과

자연

자원

이탈리아

에올리에 제도
지방정부

도시화억제,

객 입도 조

화산트래킹,야외온천,

화산학 연구 심지

국

자이언츠

코즈웨이

민간단체
보 용 자산취득

허용,트러스트법

험경 복원 보 ,

지질연구 메카 조성

독일

불칸아이펠

6개 소도시

지역공동체

유럽 지질네트워크

로젝트

체류형 지질 정립,

화산생성 역사박물 조성

미국 로리다

에버 이즈

습지

주정부
재정투자 리,

방문객 이용 수익

습지복원,낚시․카 ․사이

클․항공 ,민속체험,

야생․오지 탐험

문화

자원

미국

시카고
지방정부

향 리더십,

어메니티 시정책

미국 최고 공연 술도시․

건축문화유산도시 조성

미국 탄

아스펜 음악제

기업가+

지방정부
음악제 련 수익

세계 축제 10만명 참가,

음악학교 2천명 참가

국 신도시

도크랜드
앙정부 도시재개발

통문화 도심지 확보,

식 신시가지 병행개발

한국 서해안

배연신굿․

동굿

앙정부+

민간단체

국가지정

요무형문화제

무속의 공연 술화,

한국 굿 의 세계화

역사

자원

일본

소마 말축제

앙정부+

주민

국가지정

요무형문화재

세계 3 경마축제 형성,

무형문화재의 자원화

1)에올리에 제도의 화산 (VolcanicTourism)8)

이탈리아 에올리에 제도(IsoleEolie)는 시칠리아 섬 북부 티 니아 해의 리

리 섬 등 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다.서귀포 앞바다의 섶섬과 범섬,문섬을

연상하게 한다.유산 면 은 116㎢에 지나지 않지만 섬지방 총 해역면 은 제주

도 면 보다 조 작은 1,600㎢에 이른다.

이곳에는 스트롬볼리(Stromloli),불카노(Vulcano)두 개의 활화산이 있다.스트

롬볼리 화산에서 내뿜는 유황가스와 용암이 밤마다 장 을 이루어 ‘지 해의 진주

(PearlsoftheMediterranean)’로 불린다.에올리에 제도는 2000년 세계자연유산으

로 등재되었고 화산활동과 화산지형 등 화산학 연구의 표 인 사례로 꼽힌다.

이곳 탐방객들은 화산 (VolcanicTourism)9)의 하나로 입과 코를 가리고 유

8)http://ihalla.com 특집,제주를 세계유산으로/세계유산을 가다(9).시첼리에 에올리에(下).입력

2005.7.5.

9)‘화산 ’(volcanictourism)이란 용어는 월간잡지 「CNNez」 2011년 2월호에서 ‘South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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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가스가 뒤덮인 등반코스를 따라 노랗게 변한 용암들을 감상하는 화산트래킹을

즐긴다.화산에 의해 데워진 진흙 풀장에서 야외 온천욕을 즐기기도 한다.주민

1만여명이 거주하는 에올리에 제도에 연간 방문객은 20여만명에 이른다.

이곳 주민들은 객이 많이 찾는데 한 자부심이나 기 효과보다는 오히려

탐방객들을 제어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시칠리아 주 당국도 화산활동 모니

터링, 학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보호 리 방안에 심을 쏟고 있다.도시화를

억제하고 객이나 운송수단의 조 등을 통해 객 활동에 의한 경 훼손

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 어도 귀 한 자연자원을 개발업자나 행정이 나서서

난개발하거나 이를 방조 내지는 부추기는 사례는 없다.

2)자이언츠 코즈웨이의 민간단체 리10)

자이언츠 코즈웨이(GiantsCauseway)는 국 북아일랜드 북쪽 해안을 따라 형

성된 주상 리 이다.지 으로부터 약 6천만년 에 형성된 무암질 용암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빙하기를 지나 지 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서귀포시

문동 속칭 ‘지삿개’의 주상 리 와 동일한 구조이다.

자이언츠 코즈웨이 주상 리 는 약 8㎞에 걸쳐 이어져 있으며 주상 리는 4

만여개에 이른다.세계자연유산 가운데 주상 리만을 내세워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 사례는 이곳이 유일하다.18세기 말에서 19세기 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혹독

한 지질학 논쟁을 일으켰던 심지이기 때문이다.1986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

재된 이후 연간 50여만명의 객이 꾸 히 이곳을 찾고 있다.

자이언츠 코즈웨이의 리방식은 매우 독특하다.이곳의 소유권은 개인이나 국

가,지방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내셔 트러스트’(NationalTrust)11)에 있다.

1960년 내셔 트러스트는 훼손 기에 놓인 이곳 주상 리 를 통째로 사

'Volcanic'Tourism HeatsUp’이라는 제목으로 사용했다.이 기사는 자사 기자인 폴라 핸콕스의

성산일출 과 만장굴 취재기를 싣고 있다(http://blog.daum.net>volcanictourism 입력 2011.2.8).

10)http://ihalla.com 특집,제주를 세계유산으로/세계유산을 가다(6).자이언츠 코즈웨이(下),내셔

트러스트.입력 2005.6.17.

11)‘내셔 트러스트’는 지속가능한 보존을 해 국민의 자발 인 성 과 기부 등으로 조성된 재

원을 이용해서 훼손이나 멸종 기에 처한 자연 문화유산을 확보한 후 원히 지켜가는 국민

자연보호운동이다.1895년 국에서 변호사 로버트 헌터(RobertHunter),여류 사회활동가 옥타

비아 힐(OctaviaHill),목사 하드 론즐리(CanonHardwickeRawnsley)세 사람에 의해 만들

어진 ‘내셔 트러스트 회’가 시 이다. 재 세계 30여개 나라에서 내셔 크러스트가 구성되

어 활동을 벌이고 있다.우리나라 ‘내셔 트러스트’는 2000년에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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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다.회원들의 기 으로 이곳을 사들인 후 지속 으로 리하고 있는 것이다.

국 정부는 내셔 트러스트 운동을 지원하기 해 이미 20세기 1907년에

‘내셔 트러스트법’을 제정했다.이 법은 ‘아름답거나 역사 으로 요한 토지(자

연)와 건물을 국민의 이익을 해 보존해야 하고,취득한 상물에 해서는 양

도불능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내셔 트러스트는 이 법에 따라 보 용

자산을 취득한 후 양도불가 원칙 하에서 이를 구보 하고 있다.

재 국 토지의 1.5%,해안지역의 17% 정도가 내셔 트러스트 운동에 의해

민간기구가 소유하고 있다.이는 정부 심의 보 패러다임을 국민 심의 보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보 방법의 가능성을 제

시하는 것이라 하겠다.제주에서는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12)

3)불칸아이펠의 지질 (Geo-Tourism)13)

불칸아이펠(Vulkaneifel)은 독일의 서부 라인 강 서쪽 지류인 모젤 강 북쪽,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경지역으로부터 동쪽으로 55km 가량 펼쳐진 고원 화산

지 에 치해 있다.다운(Daun),게롤슈타인(Gerolstein), 베르크(Kelberg)등

행정조직체를 가진 6개 소도시(지역공동체)가 이를 리한다.

불칸아이펠은 ‘불칸벨트’라고 불리는 350개의 각종 화산체와 70여개에 이르는

마르형(MarrType)분화구의 고장이다.이곳은 제주의 마르지형인 서귀포 ‘하논

분화구’와 오름들을 연상시킨다.지질학에 등장하는 분화구의 한 형태인 ‘마르’라

는 명칭은 이곳에서 유래한 것이다.

2000년 1월 ‘유럽 지질 개발’이라는 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그해 ‘유럽지

질공원 네트워크’(EGN)가 공식 으로 발족했다.불칸아이펠은 최 의 유럽지질

공원 회원으로 인정받았고 이를 계기로 유럽수 의 첫 번째 력사업이 개되

었다.기념품 생산과 로고,소책자, 략 등에 한 력사업이 이루어졌다.

국제 인 석학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지속가능한 측

면에 투자를 확 해서 지역 학생과 유럽 객에게 지질 의 진면목을 제공

12)2007년 설립된 ‘곶자왈 공유화 재단’은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2007～2016)을 통해서 제주

지역 사유 곶자왈의 10%인 6.6㎢(200만평)을 매입할 계획이다(http://jejutrust.net>주요활동).

13)http://ihalla.com 〔Geo-Tour〕시 열린다/제주를 세계지질공원으로(1),獨 불칸아이펠 르포

(상).입력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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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마르․화산․화석․ 물질․자연사 박물 등 주제별 6개의 박물 이

화산지 의 생성역사를 설명하고 있다.지질공원을 보호하기 한 탐험,지오

크 가이드의 교육과 훈련,새로운 직업창출,세미나,방문자 그룹회의 등과 같은

지질 을 이행하기 한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불칸아이펠을 찾는 객은 연간 200여만명에 이른다.‘아이펠 투어’는 경유형

과 보통 2박,3박 체류형으로 이루어 진다.숙소는 주로 펜션과 모텔 등을 이용

한다. 객은 경 감상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로그램에 직 참여하고 체험

한다.55㎞ 구간에서 벌어지는 아이펠 마라톤과 경비행기를 이용한 상공에서의

산악투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

4)에버 이즈 습지의 생태 (Eco-Tourism)14)

에버 이즈 습지(EvergladesSwamp)는 미국 로리다 주 에버 이즈 국

립공원 안에 있다.오커 비 호수(OkeechobeeLake)에서 로리다 반도 남단까

지 펼쳐져 있는 2,500㎢에 이르는 활한 무인지 이다.1987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이곳에는 1천여종의 수생 생물이 서식하며 멸종 기의 해우(manatee)를 비롯

해서 각종 조류와 충류의 피난처이다.몸길이 1m 정도 되는 악어의 일종인 미

시시피 카이만(MississippiCaiman)은 이곳의 상징 인 존재이다.상류지역이 악

어 무리의 터 이라면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과 카리 해가 만나는 하류지역은

희귀 식물군과 동물의 낙원이다.

로리다 주는 공원 안에 5곳의 방문객 센터(VisiterCenter)를 개설해서 탐방

객을 맞고 있다.숙소와 식당, 망 ,낚시배 빌리는곳,정비소,캠핑지역도 있

다.생태계 보호를 해서 상업 인 고기잡이와 모터보트 운행을 철 히 통제하

고 있다.

북쪽 샤크밸리(SharkValley)상류의 석회암 지 와 열 우림지역을 연결하는

오터 이 탐방코스(OtterCaveTrail)에는 왕복 15마일의 자 거 도로가 개설

되어 있다.카 를 타고 악어 무리를 지나기도 하고 에버 이즈 원주민인 ‘미

코수키 인디언’보존 마을을 돌아볼 수도 있다.

14)http://blog.naver.com US〔4〕에버 이즈 국립공원.입력 20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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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을 한 태미애미 탐방코스(TamiamiTrail)는 상류인 북쪽 경계를 돌아

사크밸리와 에버 이즈 시티(공원 북쪽 끝)까지 연결된다.카 (Canoeing)은

공원의 최남단 라 고(Flamingo)지역에 4～22마일 거리의 4개 코스가 있다.열

우림 탐방은 2시간짜리 ‘야생 트램 투어(WildnessTram Tour)’와 ‘오지 탐험 여

행(BackcountryCruise)’이 있다.

항공투어는 수상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6인승 세스나기를 탑승해서 에버

이즈시티- 라 고까지 100여마일에 걸쳐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만개의 섬(Ten

ThousandIsland)’과 ․백․흑색 3종류의 맹그로 수림지 ,비상하는 조류

등을 상공에서 찰할 수 있다.

5)도시공간 신 시카고15)

시카고시(Chicagocity)는 미국 일리노이주 북동부 미시간호(MichiganLake)로

흘러드는 시카고 강의 하구에 자리 잡은 강변도시이다.미국의 미개척지가 개발

되면서 성장한 시카고시는 역사 으로 ‘재난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1871년 10월 시카고 화재가 발생해서 300명이 사망하고 주택 1만 8천채가

소실되었으며 인구의 ⅓인 1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1903년 12월 이로쿼이

극장(IroquoisTheater)화재로 8분 만에 588명이 목숨을 잃었다.1915년 7월 시

카고 강에서는 이스트랜드호의 침몰로 승객 844명이 사망했다.1929년 2월 ‘성

발 타인 데이 학살’(St.Valentineday'smassacre)을 비롯해서 1920～1930년

까지 알 카포네 등 마피아의 활동 무 던 시카고는 재난과 폭력이 난무

하는 산업도시 다.

시카고시를 재와 같은 ‘미국 최고의 라이 공연 도시’16)로 뒤바꿔 놓은 장본인

은 제54 시장인 RichardM.Daley(재임:1989～2011,22년)이다.그는 부친인 데

일리 1세 시장(R.J.Daley,재임:1955～1976)이 일구어 놓은 공항과 고속도로 같

은 거 한 로젝트를 기반으로 공항을 넓히고,도심 공원을 조성하고,축제와

크 이션을 제공하고,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소비와 쾌 함을 강조해서 비즈

15)장원호 (2006);http://terms.naver.com>시카고.

16)New YorkTimes(1999.1.3)는 시카고를 ‘미국 최고의 라이 공연 도시’라는 표 으로 시카

고의 엔터제인먼트 산업 성장을 보도했다.시카코시의 제1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시와

공연을 포함한 ,컨벤션,음식 ,호텔과 련된 산업을 말한다(장원호,2006:50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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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와 공원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데 집 했다.

1990년 이후 100만 그루가 넘는 가로수가 새로 심어졌다.꽃과 목,새로운 포

장길,가로등,벤치,거리 술품과 같은 미 시설들이 도시 주변 수천개의 장소에

새로 추가되었다.공연장과 화 ,미술 ,박물 등 공연과 시시설이 폭 늘

어났다.2004년에는 도심 속에 1만 1천석 규모의 공연시설을 갖춘 ‘Millenium

Park’를 완성했다.

시카고시에서 열리는 문화 술 축제는 2006년을 기 으로 한 해 90개에 이른

다.각종 퍼 이드가 27개로 가장 많고,페스티벌 20개,가족과 어린이 행사 12

개,음악축제 11개,건축17)과 박물 축제 7개,춤과 화 축제 각각 5개,시각

술 3개 순이다.

데일리 2세의 가장 두드러진 정책 특징은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극 수용하고 어메니티와 엔터테인먼트를 강조한다는 이다.심미성과 소비 이슈

를 강조해서 임 주의 생산 정치보다는 삶의 질을 시하는 소비 정치로의

환이라고 할 수 있다(장원호,2006:515).여기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메니티 요소를 가미했다.

도시 어메니티 요소의 증가는 도심의 범죄율을 크게 감소시켰다.이는 술인과

술축제, 객의 증가로 이어져 갱단이 활개 치던 도시를 엔터테인먼트 도시

로 성장하게 만들었다.지방정부 리더의 어메니티를 지향하는 신 마인드가 일

구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6)탄 음악도시 아스펜18)

아스펜(Aspen)은 미국 콜로라도(Colorado)주에 있는 록키산맥 폐 으로 해발

2,400m에 치한 도시이다.1949년 7월 시카고의 기업가인 엘리자베스와 월터 패

(ElizabethandWalterPaepcke)부부가 괴테 탄생 200주년 기념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세계 인 음악도시로 재탄생했다.

17)시카코시는 1871년 발생한 화재로 도시의 부분이 소실된 것을 계기로 계획 인 도시계획뿐

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공법이 총망라된 고층 빌딩을 건설했다.시카고 도심은 건축문화유산의

집합지로 알려지게 되었고 지 도 해마다 5월에 ‘시카고 건축문화유산 기념축제’(GreatChicago

PlacesandSpaces)가 열린다(장원호,2006:515).

18)http://terms.naver.com>아스펜음악제․음악학교;http://blog.naver.com>아스펜음악제.입력 2009.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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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념회는 독일계 랑스 의사이자 음악가인 슈바이쳐(AlbertSchweitzer,

1875～1965)와 폴란드 출신의 미국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ArthurRubinstein,

1887～1982)을 비롯해서 각계 인사들이 되어 강의,학술토론회,콘서트가 진

행되었다.지 의 제주국제 악제를 연상하게 한다.이 콘서트가 60여년이 흐르

는 동안 세계 최 의 ‘아스펜 음악제’로 성장했다.

아스펜 음악제(AspenMusicFestival)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9주 동안 400

여개 행사가 진행되는 여름 음악축제로 자리 잡았다.인구 6천명이 사는 폐

이었던 아스펜은 해마다 10만명 이상의 객이 축제를 찾는 세계 음악명소

이자 휴양 도시로 탈바꿈했다.음악제 련 수입은 아스펜 경제의 40%를 차

지한다.

축제기간에 오 스트라 콘서트와 실내악,오페라, 음악,일류 음악가가 지

도하는 최상 음악강좌인 마스터클래스,강의,유아 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로그램은 베네딕트 음악텐트 2,050석(BenedictMusicTent,2000년 개장),해리스

콘서트홀 500석(HarrisConcertHall,1993년 개장),휠러 오페라하우스 450석

(WheelerOperaHouse,1984년 개장),교회 등에서 매일 진행된다. 부분 무료

로 진행되며 유료인 경우에도 표 값은 최고 80달러를 넘지 않는다.

아스펜 음악학교에는 매년 세계 40여개국에서 음악가를 꿈꾸는 2천여명의 학

생들이 참여한다.참가 학생은 세계 유명 음악인을 지도교수로 개인 지도를 받

거나 오 스트라 수석 연주자들과 연할 기회를 갖는다.실내악 연구와 독주회,

마스터클래스,공연실습도 이루어진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 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Rice)는 콜

로라도주 덴버(Denver)음 2학년 재학시 에 아스펜 음악제에 참가한 11세 소

녀가 지 까지 자기가 배운 피아노곡을 모두 연주하는 것을 보고,피아니스트가

되기를 포기하고 국제정치학으로 공을 바꿔,미국 외교의 최고 지 에 오르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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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과 의 만남 도크랜드19)

국의 항만 신도시 도크랜드(Dockland)는 런던 템즈 강 하류 10㎞ 구간의 항

만구역이다.19세기 말부터 주요 물류 유통지구로 기능해온 이곳은 1960년 후

반부터 항만시설의 노후와 수송형태의 변화로 도크들이 폐쇄되면서 폐허상태로

버려졌다.이후 런던 도심의 격한 팽창으로 부족해진 업무시설과 주거단지의

필요성을 해소하기 해 1973년부터 2001년까지 복합형 규모 도시(약 22.6㎢)

로 재개발되었다.

산업사회의 요충지 던 이곳에 명소가 들어섰다.1890년에 지어져 화력발 소로

쓰다 폐쇄된 공장이 유명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무명의 여성 화감독

인 스 라이트는 이곳을 시장으로 만들고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건물 안에서

는 발 소 장비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 거나 토론하고,지

하실에서는 미술 시회가 열린다.19세기 공간에 20세기 담론이 이어져서 21세기

를 만들어 가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상하이를 로 들면 오래된 구역에 역사 인 건축물이 완 히 되되고,

새로운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다.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한국

도 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도시를 개발하면서 통을 존 하고

통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인터뷰:ColinFormer교수/

국 런던 ).

도크랜드 재개발의 주안 은 어메니티의 핵심요소인 독특한 문화를 갖춘 개성

있는 도시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주어졌다.역사 건물 26개에 해서는 창고 건

물을 그 로 재활용하고 있다.화물을 들어 올릴 때 쓰던 크 인을 옛 모습 그

로 거리 장식용으로 활용했다.돌로 된 옛날 비좁은 길을 쓰고,옛 건물의 외벽

을 그 로 둔 채 내부만 개조했다.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형 쇼핑몰과 멀티

랙스,식당가를 포함한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들어선 것은 물론이다.

“세계 인 기업들은 회사의 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매우 고심한다.그

들은 ‘어느 도시가 흥미롭고 자녀들에게 좋은 어메니티를 제공해 것인

가?어느 도시가 좋은 교육환경과 문화 활동을 제공해 것인가?’를 둘

19)송원일 외 (2008);http://blog.naver.com>런던 도크랜드 개발사업.입력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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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보고 있다.세계의 도시들은 이런 경쟁 환경을 잘 알고 있다.우리가 도

시의 환경을 세계 최고 수 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도시들 간의 경쟁에서

다른 도시에 뒤떨어질 것이다”(인터뷰:HugoHinsley교수/ 국 AA건축

학원).

런던 시민들은 도시개발로 단지 차가 빨리 다니게 되는 것뿐인데,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물리 ,사회 공간을 괴해야 하는지에 한 의구심을 갖는다.

그것을 멈추려는 시민들의 항이 있었고,이러한 도시 어메니티를 가꾸려는 노

력의 결과는 런던을 최첨단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리지 않는 국제 융 심지

로 만들었다.

8)서해안 배연신굿 동굿의 세계화20)

서해안 배연신굿 동굿은 옹진과 연평도 지방에서 성행했던 마을의 안녕

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로서,선주의 개인 뱃굿(개인제의)과 마을굿(공동제의)을

말한다.1985년 2월 국가 요무형문화재(제82-나호)로 지정되었다.

배연신굿은 황해도 옹진 일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연평도와 북 고창군,

남 군 일 에서 배와 선원의 안 풍어를 기원하는 뱃굿이다.배연신은 ‘배

내리우기’,즉 오늘날의 배 진수식에 해당한다.배연신굿은 선주 개인의 제의이기

때문에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며,굿 비도 그 배의 선원으로 한정한다.

배연신굿은 일반 인 뱃굿과는 달리 선주 개인굿이면서도 마을굿과 같은 정통

굿으로서의 격식을 갖추었다.악사가 수반되고 가무에 따르는 술성과 놀이 을

이루는 연희성 등을 지닌다.제차(祭次)는 신청울림과 당산맞이,부정풀이, 부

정․ 감흥, 정물림, 감놀이,강변굿 순으로 12제차가 이어진다.

동굿은 서해안 황해도 해주,옹진지방에서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굿의 하나이다.음력 정월 보름 안에 3～5일 동안 축제를 벌인다. 동굿

은 공동제의로서 마을회의에서 제 을 선정하고 비용도 마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모든 진행 차가 마을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동굿은 당산( 山)에 설치된 굿청의 당굿과 마을 안의 세경굿,바닷가의 강

변용신굿 등으로 연행공간이 세 곳으로 나뉘면서 마을 체가 굿 공간이 된다.

20)국립민속박물 .서해안 배연신굿 동굿.「한국세시풍속사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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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청에서는 마을신에 한 신청울림과 당산맞이를 한 후에 마을 가가호호를 돌

며 각종 연희가 베풀어지는 세경굿,강변용신거리 순으로 진행된다. 재는 황해

도 연백에서 남하한 김 화( 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에 의해 인천지방에서

승되고 있다.

배연신굿 동굿은 그 술성과 연희성으로 인해 세계 인 공연 술로 인

정받고 있다.미국, 랑스,독일,스페인,벨기에를 비롯해서 국과 일본 공연

등 해마다 1～2차례의 해외공연을 펼치고 있다.

9)말이 연출하는 축제도시 소마21)

소마(相馬)는 일본 동북지방 후쿠시마 (福島縣)태평양 연안에 자리 잡은 면

197.67㎢,인구 2만명의 소도시이다.1954년 3월 나카무라 (中村町)와 오노무

라(大野村),이토요무라(飯豊村)등 8개 정 (町村)이 합병해서 소마시(相馬 )가

되었다.

이곳에서 열리는 말축제 ‘소마 노마오이’(相馬野馬追)는 세계 3 경마축제의 하

나로 일본 최 의 말축제이다.소마노마오이는 일본 국시 소마의 시조(始祖)

타이라노 코지로 마사카도가 병사들에게 풀어놓은 야생마를 잡게 하는 훈련에서

유래한 축제이다.국가 요 무형민속문화재이며 해마다 7월에 열린다.

소마를 출발한 500여마리의 무장기마와 그 에 갑옷을 차려 입은 사무라이,그

들을 보필하는 1천여명의 시종들이 행군을 재 한다.하마라치시(原町 )경마장에

서는 갑옷으로 무장한 사무라이들의 ‘갑옷 경마’가 펼쳐진다.경마가 마쳐진 후에

는 하늘에 쏘아 올려진 깃발을 차지하기 한 무사들의 신기(神旗)쟁탈 이 벌어

지고, 녁에는 불꽃놀이 축제가 펼쳐진다.마지막 날에는 무밭에 풀어놓은 야생마

를 잡아 신 에 바치는 의식이 행해진다.

소마노마오이는 미국, 국,러시아, 라질 순회공연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TV드라마, 화,다큐멘터리 등에 출연하고 있다.2010년 후쿠시마 원 사고로

2011년 축제는 규모를 축소했지만 2012년부터 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21)윤필용 (2007);http://terms.naver.com>후쿠시마 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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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 자 혜택 수혜자 부담 원칙의 용사례

어메니티 가치를 직 이용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보는 무임 승차자(비이용가

치 수혜자)의 비용 부담을 끌어내기 한 ‘공 자 혜택 원칙’은 독자 으로 용

되는 경우가 드물다. 부분 수혜자 부담 원칙과 병행해서 용되고 있다.공

자 혜택의 원칙 수혜자 부담 원칙이 용되는 사례는 <표 5-3>과 같다.

<표 5-3>공 자 혜택 수혜자 부담 원칙 용사례

구분 상자원 사업주체 보 수단 내부화 결과

자연

자원

국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

정부
농 경 자원 규제,

보 보조 지

돌담․ 통민박 경 조성,

도보․사이클․승마 ,

연간 객 1천여만명

역사

자원

독일

오스나 뤽

지방정부+

주민

평화조성 기본계획,

주민성

평화도시 이미지 확보,

용의 문화 조성

독일

라이 부르크
지방정부

통건축물 복원

‘B- 랜’

세 고풍도시 재 ,

보행자 용도로 첫 도입

공동체

자원

독일

지몬스발트

마을

지방정부+

민간회사

통경 변경규제,

시설보조․휴양세,

주민차량 트제

물 방아․오르간 박물 ,

오르간축제,소형 수력․

풍력발 ,자 자족

일본

가스미가우라

지방정부+

주민

수질개선,물고기

방류,경 창출

주낙배 낚시 통복원,

자연보 학습도시화

일본 후라노․

비에이

지방정부+

민간단체

경 육성 조례,

경 복원 자원 사

농 경 ․원시림 복원

연간 객 330여만명

공 자 혜택의 원칙은 어메니티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 자 으로 보조함으로써 간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이것은 어메니티 생산

에 필요한 각종 규제에서 오는 생산자의 불이익에 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납세자의 동의를 제로 하는 것이다.

1)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22)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YorkshireDalesNationalPark)은 국 잉 랜드 북동

부 북요크셔(NorthYorkshire)와 컴 리아(Cumbria)지방에 걸쳐 있는 1,769㎢에

이르는 공원이다.195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2)송원일 외 (2008);http://terms.naver.com>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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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dale)은 계곡을 뜻하며 이름에 걸맞게 크고 작은 계곡과 높고 낮은 언덕,

특히 돌담과 수많은 동굴로 매우 아름다운 경 을 이루고 있다.공원 안에 주민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객은 연간 1천만명을 넘는다. 객들은 하이킹

과 사이클링 등 각종 포츠 활동을 즐긴다.

(1)돌담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의 명물은 단연 돌담이다.공원 내 돌담의 체 길이는

8,700㎞로 제주돌담의 길이(3만 6,356㎞로 추정)보다는 짧지만 경부고속도로 길이

의 20배 이상이다. 원을 가로 지르는 돌담의 경 은 하이킹과 사이클링,드라

이 등 농 의 가장 요한 주제이다.

이곳에 돌담을 쌓기 시작한 것은 1750년 ‘인클로 운동(enclosuremovement)’

때부터이다.23)땅의 소유 개념이 희박한 시 에 경계가 없던 땅을 이때부터 개인 소

유 땅으로 분명하게 하거나 경지규모 확 혹은 목장 조성을 해 돌로 울타리를

쌓았다.그러나 1900년 에 들어와서 목축업이 성행하면서 소와 양떼를 방목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돌담을 괴하기 시작했다.곳곳의 돌담이 사라지고 무 진

채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었다.요크셔데일즈의 독특한 경 이 차 훼손되었다.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돌담을 복원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부터이다.

국 정부는 농가들이 돌담을 쌓는 비용의 50%를 보조 으로 지 하고 있다.돌담

1m를 쌓는 비용은 30～40 운드 정도이다.

“ 국 정부의 지난 60년 동안의 농 정책은 농업생산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었다.농가는 생산한 식량에 비례해서 정부 보조 을 지 받아왔다.그

러나 지 은 농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기 한 노력에 한 보답으로 더 많

은 정부 보조 을 지 한다.여기에는 생물 다양성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들

을 해 농 의 매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인터뷰:Chris

Garforth교수/ 국 딩 ).

23)‘인클로 운동’은 15세기 말에서 19세기까지 유럽에서,특히 국에서 개방경지나 공유지,황무

지를 산울타리나 돌담으로 둘러놓고 사유지임을 명시한 운동이다.제1차 운동(15세기 말～17세

기 반)은 주로 지주들이 곡물생산보다 유리한 양모생산을 해 경지를 목장으로 환시킨 운

동이다.제2차 운동(18세기 후반～19세기 반)은 합법 인 의회 입법을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수요에 응해서 농업의 규모화를 한 운동이다(http://terms.naver.com>인클로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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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리치몬드 통 민박마을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 안에 있는 조그만 ‘리치몬드’마을은 정부의 농 어메니

티 정책을 도입한 지방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통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리치몬드 마을에서는 옛 건물을 민박집으로 개조할 경우 건물 면에 돌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지붕의 경사나 창문의 모양도 옛날 그 로 유지해야

하며,그 색채도 지방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마구간도 개조할 수 없다.

이 마을은 이러한 노력으로 구불구불한 마을 안길이나 호텔,식당,가게들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1723년에 지어진 건물이 재 통 선술집을 겸한 숙박업

을 하고 있기도 하다.민박집에서는 말을 키우면서 투숙객에게 승마 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이곳의 승마는 말을 달리며 끝없이 펼쳐지는 언덕과 돌담,목장의

양떼를 감상할 수 있다.산악자 거 여 을 운 하는 민박집도 있다.

지방정부는 형 호텔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패스트푸드 가게를 허가하지

않는다.그 신 옛 건물을 개조하는 비용의 25%를 보조하고 경 을 유지하는

비용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 세 으로 보상하고 있다.

2)평화도시 오스나 뤽24)

오스나 뤽(Osnabrück)은 독일 북서부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 있는 인

구 16만명 정도의 도시이다.A.D.780년 국왕 사를마뉴 제에 의해 설립된 상업

심도시로서 시민사회 역의 평화운동이 시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발 된 ‘평화

도시’이다.

오스나 뤽의 평화정책은 1991년 당선된 사민당 소속의 한스- 르겐 핍(Han-

JuergenFip)시장이 ‘평화’ 는 ‘평화문화’를 시정부의 정책으로 제시하면서부터

추진되었다.1992년 시의회의 참여 속에 ‘평화조성 기본계획’이 마련되었고,2002년

‘평화문화조성 실행계획’을 채택했다.평화문화 정책의 지향 은 ‘용의 문화조성’,

‘생태자원의 보 ’,‘빈부격차의 해소’에 두고 있다.

오스나 뤽 평화도시 조성 배경으로는 17세기 베스트팔 조약을 들 수 있다.

1648년 베스트팔 조약은 종교개 이후 유럽 역에 걸친 로테스탄트 주와

가톨릭 주 간의 쟁,이른바 ‘30년 쟁’을 종식시킨 (全)유럽 평화조약이다.

24)고호성 (2004);http://ko.wikipedia.org>오스나 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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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의 공식 인 체결지는 인근 도시인 뮌스터(Münster)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

인 조약 체결은 오스나 뤽에서 이루어졌다.

나치의 유 인 학살에 한 반성과 제2차 세계 의 경험도 평화도시 조성의

배경이다.오스나 뤽 출신의 펠릭스 스바움(FelixNussbaum)은 은 유 인 화

가이다.독일 내의 유 인 탄압을 피해 유럽 각지를 떠돌며 당시를 형상화한 작품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아우슈비츠에서 비극 인 삶을 마감했다.1970년 시민

들의 성 으로 유작 수집운동이 벌어졌고,1995년 ‘펠릭스 스바움 하우스’라는

미술 을 건립해서 그를 그리고 있다.

‘서부 선 이상없다’의 자이면서 표 인 반 작가로 활동을 해온 이곳 출신

마르크(ErichMariaRemarque)는 이 도시의 정신 지주이다.그를 기리기 해

1980년 ‘마르크 재단’과 ‘마르크 센터’가 설립되었고 ‘마르크 평화상’이

제정되어 평화활동의 상징이 되고 있다.

1980년 미국의 거리 미사일을 설치하려는 NATO계획을 반 하는 유럽 반

평화운동에 오스나 뤽의 시민,시민단체, 학 등이 참여하면서 시민평화운동이

시정부차원의 평화정책으로 발 하는 계기가 되었다.

3)고딕의 도시 라이부르크25)

라이부르크(Freiburg)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슈바르츠발트

(Schuwarzwalt,검은 숲)근처에 치한 심 도시이다.이곳을 찾는 객

은 연간 300만명에 이른다.이 도시가 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인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도시 공간을 개발했기 때문

이다.

라이부르크는 제2차 세계 당시 도시의 80%가 괴되었다.뮌스터 성

당을 빼고는 부분의 건물이 무 졌다.지 은 세 도시를 그 로 옮겨놓은 듯

한 착각에 빠진다.도로의 모양과 치,건물 모습이 옛날과 같다.옛 도심지를

복원하면서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이부르크는 개성 있는 도시 공간을 유지하기 해 옛 도심 구역에서는 건

25)송원일 (2008);http://blog.naver.com>〔독일〕 라이부르크-독일 최고의 친환경도시에 가다.

입력 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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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B- 랜’이라는 정책을 만들었다.건물의 외 과 지붕의

경사,창문 등 모든 것은 철 하게 통을 따르도록 하고,함부로 건물을 고칠

수 없게 했다. 라이부르크가 ‘고딕의 도시’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지킬 수 있었

던 데에는 엄격한 규제와 주민들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2차 세계 후 우리는 요한 도시건설 정책을 결정했다.이 정책이 옛

도심구역(뮌스터 장 주변)에 용되었다.우리는 결코 옛 도심구역의 모습

을 변경하지 않았다.자동차 도로와 골목길도 옛 모습 그 로 복원했다.우리

의 기본 방향은 객을 한 도시계획이 아니라는 이다.더 요한 것은

주민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먼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쾌 함을 제공

하게 되면 객들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된다.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도시계획이다”(인터뷰:BerndDallmann단장/ 라이부르크

시 경제사업단).

라이부르크는 도심을 복원한 뒤 뮌스터 성당을 심으로 반경 1.5㎞에 이

르는 공간에 차량 진입을 지시켰다.독일 최 의 ‘보행자 용구역’을 만든 것

이다. 차와 업무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이 지 되면서 뮌스터 장은

보행자의 천국으로 변했다.

라이부르크 방문객들은 건물들의 고풍스런 분 기와 돌로 된 울퉁불퉁한 길

에 매료된다.골목길을 따라 흘러가는 수로에는 언제나 옛 모습 그 로 검은 숲

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 도시의 온도를 조 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골목길

을 벗어나면 곳곳에 있는 작은 장이 쉴 곳을 제공한다. 객들은 보행자를

한 안 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도시가 주는 낭만과 여유에 빠져들게 된다.주민

들이 살기 쾌 한 공간을 만들어야 객도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도시 심부와는 달리 외곽에는 다양한 식 친환경 건물을 짓고 있다.도심

과 외곽을 나눠, 통은 통 로 보존하면서 동시에 도시의 인 모습도 가

꾸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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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몬스발트 물 방아 마을26)

지몬스발트(Simonswald)마을은 독일의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있는

슈바르츠발트27)안에 있는 인구 3천 200명의 작은 농 휴양마을이다.숲지 계

곡 주변 5개 마을로 이루어진 지몬스발트는 각각의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

린 휴양과 체험을 주로 한 농 ․생태 을 실 하고 있다.마을별로 휴양객

이 연간 300명에서부터 50여만명에 이른다.

지몬스발트 마을은 원래 물 방아 마을이다.1920년 까지만 해도 40개가 넘는

물 방아가 있었지만,올리 유 제조공장이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었다.지난

2000년 300년이 넘은 1670년식 물 방아를 복원해서 ‘물 방아 박물 ’을 개 했

다.이때부터 시작한 물 방아 복원사업은 2008년까지 7곳을 복원했다.직 올

리 유를 뽑고 이를 통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이곳의 특산품은 몇

백년을 내려온 통 방식의 훈제 소시지와 베이컨이다.

‘구타흐’마을에는 이 지역의 농가들을 한 데 모아 조성한 ‘슈바르츠발트 야외

박물 ’이 있다.‘도르 ’마을에는 옛 생활용품을 용도별로 시한 ‘농가 박물 ’

이 휴양객을 맞고 있다. 통 인 수제 오르간 제작 마을인 ‘키르히 시바크’마을

에는 ‘오르간 박물 ’이 있다.여기에는 1480년 에 생산한 최 오르간에서부터

오르간까지 시되어 있다.3년마다 세계 오르간 제작자들이 참가하는 오

르간 축제가 이곳에서 열린다.박물 은 자원 사자에 의해 운 되며 70～80 노

인까지 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숙박비에 포함해서 휴양세를 받는다.휴양세 수증을 갖고

있으면 기차와 인근 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독특한 ‘카 터 시스템’도

있다.자동차를 가진 주민이 터카 회사에 등록해서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기간

에 차량을 맡기면 이용자들이 렴하게 이용한다.

정부는 농가 민박마을에 보조 을 지 한다.시설 면 에 따라 우리 돈으로 3천

26)송원일 외 (2008);http://blog.naver.com>독일 ‘지몬스 발트’(입력 2005.11.8),‘독일 흑림지역

의 박물 (입력 2005.11.15).

27)슈바르츠발트(Schwarzwald)는 ‘흑림(검은 숲)’이라는 뜻으로 스 스와 랑스의 경계지역에

치한 독일 최 의 산림지역이다.이 지역은 한 때 헐벗은 산악 지역이었으나 1800년 부터 100

년 동안 성장이 늦은 참나무와 도밤나무를 베어내고 숲의 80% 이상을 경제수종인 가문비나

무와 나무로 갱신했다.이후 200년 동안 산업사회의 엄청난 목재수요를 충당해왔으며,지 은

지역 농민들의 생태문화,농 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http:/blog.naver.com>독일 ‘지몬

스 발트’.입력 200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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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이다.주민들에게 있어서 통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

생하게 살아서 마을의 개성을 만들고 농 의 미래를 보장하는 소 한 자산

이 되고 있다.

5)가스미가우라 호수의 주낙배 낚시28)

가스미가우라(霞ケ浦)호수는 일본 부 간토(關東)지방 이바라키 (茨城縣)의

남동부 내륙지역에 있는 일본 제2의 호수이다.면 167.7㎢,둘 138㎞,최 수

심 7.3m 이다.2005년 3월 가스미가우라 (町)와 지요다 (千代田町)가 통합해서

가스미가우라 가 탄생했다.

에도(江戶)시 29)에는 호수 주변에 다카하마․다마스쿠리․쓰치우라 등의 도시

들이 호반도시로 번창했다.호수에서 이루어지는 내수면 어업의 어획고는 일본에

서 1 이다.빙어,뱅어,새우,뱀장어,잉어 등 40여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가스미가우라 호수는 1970년 호수 개발사업에 의한 산업화로 인해 수질지표

인 화학 산소요구량(COD)이 11.3㎎/ℓ까지 악화되었다.이후 호수 정화사업으

로 1992년에는 COD가 7㎎/ℓ로 개선되었다.호수에는 96과 336종의 수생 생물

13목 28과 94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자연생태의 보고로 재탄생했다.

가스미가우라는 오늘날 아시아의 표 인 자연보호 환경보 어메니티 사

례로 손꼽힌다.세계 으로 수자원 리 수생 생물 연구자와 리자가 매년

수천명씩 방문하는 학습도시로 자리 잡았다.지방정부는 농 어메니티 보존 정책

을 도입하고 통 어업을 유지하기 한 수질개선 물고기 방류량의 확 ,경

개선, 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한 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어민들은 과거 주요 소득원이었던 통 인 고기잡이 배,일명 주낙배를 복원했

다.주낙배를 타고 하는 어로활동은 바람의 상태와 호수의 얕은 수심으로 인해 돌

풍에 처하고 배의 큰 돛을 조 하기 한 경험이 요구된다.주낙배 낚시는 통

인 어선들이 연출하는 호수 경 을 창출하고 산업화로 연결되었다.

주낙배 낚시는 물고기를 낚는 활동 그 자체,주낙배와 련된 통과 문화,가스

28)손경숙 (2009:13);오 석 외 역 (2002:215);http://terms.naver.com>가스미가우라호.

29)일본 ‘에도시 ’는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장군에 임명되어 에도(江戶,現 도쿄)에 막

부(幕府)를 개설한 1603년부터 15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

1867년까지의 건시 를 말한다(http://terms.naver.com>에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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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우라 호수의 자연 환경 등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지역주민들과 도시로부터의 방문객들에게 어메니티 가치를 동일하게 제공

한다.

6)후라노와 비에이 경 창출30)

후라노시(富良野 )와 비에이 (美瑛町)는 홋가이도(北海道)의 가장 심부에

있는 농 이다.일본 최 공원인 ‘다이세쓰산(大雪山)국립공원’(2,267.64㎢)서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후라노와 비에이를 오가는 고풍스러운 테마열차 철로를 따라 넓게 펼쳐진 들

과 구릉이 온통 라벤더 꽃으로 뒤덮여 장 을 이룬다.이곳에서는 6월에 이

시작되어 8월말이면 가을이다.여름철 라벤더가 지고 나면 10월까지 사루비아와

해바라기가 그 자리를 신한다.

후라노에서는 1900년 부터 향수 재료로 라벤더를 재배하기 시작해서 1970

년 에는 230㏊까지 증가했다.그러나 향수 오일이 수입되면서 라벤더는 거의 사

라지고 생계를 겨울철 스키 에 의존했다.1980년 농 어메니티 정책이 시

행되면서 후라노는 라벤더 복원에 나서 재의 경 을 만들어 냈다.

홋가이도 곳곳에 골 장이 들어서면서 후라노에 들어섰던 18홀 규모의 골 장

이 고객확보 실패로 인해 2005년 4월에 폐장했다.사업주와 시민들은 1년 동안의

논의 끝에 천연림으로 복원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후라노 자연학원’이라는

비 리단체를 만들고 기업과 주민들의 성 으로 원상복구에 나섰다.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의 씨앗을 받아 묘목을 기르고 주민들이 직 나무를 심

기 시작했다.2006년 6월부터 1년에 3천명이 넘는 자원 사자들이 참가해서 2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나무심기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이 게 조성된 경

은 인구 2만 7천명인 후라노시에 연간 객 210만명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어 냈다.

비에이는 인구 1만 2천명인 조그만 마을이다.언덕과 밭에 심은 농작물이 만들

어내는 독특한 경 으로 연간 126만여명의 객이 찾는다.비에이 는 아름다

운 풍경을 만들어내는데 조하는 농가에는 보조 을 지 하고 수확한 농작물의

30)송원일 외 (2008);http://navercast.naver.com>세계의 명소,비에이와 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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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떨어지면 따로 보상도 한다.

비에이 의 이러한 조치에는 2003년에 제정한 ‘비에이의 아름다운 경 을 지키

고 육성하기 한 조례’가 작용하고 있다.조례는 ‘시가지 경 지역’과 ‘산악고원

경 지역’,‘농 경 지역’세 가지로 나 어 개발행 를 제한하고 있다.규제가

가장 약한 시가지 경 지역도 건물 높이를 3층으로 제한한다.간 도 건물 면

을 가리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경 을 구성하는 농지와 집은 개인의 재산이지

만,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경 은 주민 모두의 재산이라는 것이 이 조례의 기

본 정신이다.

3.소비자 수혜자 부담 원칙의 용사례

어메니티 생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소비자

부담 원칙’역시 부분 수혜자 부담 원칙과 병행해서 용되고 있다.이 유형은

농 의 표 인 어메니티 활용 사례이다.방문객들이 어메니티 장소의 아름

다움과 쾌 함,농 생활을 함께 향유하면서 그곳의 어메티니 생상품을 직

구매하거나 에서 돌아오더라도 지속 인 어메니티 상품을 공 받을 수 있는

상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한다.이러한 사례는 도처에 있으며,다음 <표

5-4>는 표 인 사례이다.

<표 5-4>소비자 수혜자 부담 원칙 용사례

구분 상자원 사업주체 보 수단 내부화 결과

공동체

자원

이탈리아

리보르노

와인루트

민간인

컨소시엄

투스카니주

지역법

농 활성화,

와인 병 매 방식 도입,

품질 리․마 공동작업

한국

강원도

토고미 마을

마을작목반
회원제

나눔의 농사가족

무농약 친환경 생산,

오리축제,농 체험학교,

․한과․떡․과자 택배

역사

자원

일본

나가하마

지방정부+

주민

나가하마성 복원,

쿠로가베 장조성

유리공 업 지원

역사문화 자원화,

지역기업 번성,

지역 표생산품 창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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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보르노 와인루트31)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인 투스카니(Tuscany)주에는 14개의 와인루트가 방문

객을 한 탐방로로 개설되었다.지역의 포도주 생산업체와 지방조직,포도주 제조

기술자,농가 등이 참여하는 원회에서 지역법에 따라 어메니티 탐방로를 고안하

고 리하고 있다.코스마다 재배되는 고유의 포도가 있으며,생산되는 포도주도

다르다.

이 가운데 가장 성공 인 사례가 리보르노(Livorno)32)지방의 ‘코스타 데 리

에트루치’(CostadegliEtruschi)와인루트이다.이 와인루트는 리보르노 지방

체 면 의 80%에 걸쳐 있으며 포도밭 경 을 포함해서 포도주 생산․ 매의

자원화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와인루트에 참여하면서 얻는 효과는 제품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제품 매도 도매방식에서 직 매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와인을 형 통

이 아닌 병에 담는(bottling)방식으로 생산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비 이

늘었으며,농업 도 활성화 되었다(Brunori& Rossi,2000:415).

지역의 어메니티를 성공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심에는 주민 조직인 ‘와인루트

컨소시엄’이 있다.컨소시엄은 포도재배 농가와 꿀이나 오일 생산업자,와인 바

(bar) 상 , 스토랑,자연공원,호텔 등 와인루트 련 주체들로 구성된다.컨

소시엄에서는 어메니티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리하고 각종 행사를 주

한다.어메니티 상품의 홍보 마 을 해 정보센터를 설립해서 객들을 안

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투스카니 주는 르네상스의 발원지이면서 꽃의 도시, 술의 도시인 피

체(Firenze,주청 소재지)와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피사(Pisa),피 체 의

술인에 응한 시에나 술인을 배출한 시에나(Siena),나폴 옹의 유배지 엘바

(Elba)섬 등 이탈리아 통일 이 의 소 ‘공국’이라 불리는 역사 지역 공동체들

이 산재해 있다.투스카니는 이러한 어메니티 자원을 심미성 추구에만 한정하지

31)김 호 외 (2007:80～83);http://terms.naver.com>리보르노.

32)투스카니( 어로 토스카나)주의 북부 서해안에 인 한 리보르노는 원래 제노바와 나폴리에 이

은 상업항구 도시로,피사(Pisa)와는 운하로 연결되어 있다.시가지를 둘러싼 성곽과 도심 건축미

가 빼어나 경 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공동체 어메니티가 남아 있다(http://terms.

naver.com>리보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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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지역발 을 도모하고 있다.

2)토고미 마을 나눔의 농사가족33)

토고미(土雇米)마을은 품을 팔면 로 되갚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강원

도 휴 선 인근 오지마을인 화천군 상서면 신 리이다.북한강의 지류인 포천이

흐르는 인구 300명 정도의 조그만 청정마을이다.1999년부터 무농약 오리농법

인 ‘토고미 오리 ’을 매개로 연간 1만여명의 도시민이 이곳에서 농 을 체험한다.

‘토고미 오리 ’ 랜드로 알려진 토고미 마을의 성공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로난으로 쇠락해 가는 농 마을을 살리기 한 한 귀향인의 열정의 산물이

다.귀향 인사와 주민 3명은 ‘토고미 환경농업작목반’을 구성했다.농약 신 오리

를 논에 풀어놓아 해충을 잡아먹게 하는 ‘무농약 오리농법’으로 을 생산하기 시

작했다.오리 에 이어 우 이 농법을 이용한 랜드도 개발했다.

토고미 마을은 창기 로 확보를 해 국에 ‘나눔의 농사가족’34)회원을 모

집했다.2001년 나눔의 농사가족을 해 오리를 논에 풀어놓는 ‘토고미 오리축제’

를 개최해서 도시민 1천 200명이 방문하는 성공을 거두었다.이 축제는 해마다 6

월 6일 ‘나눔의 농사가족 만남의 날’로 정해 논에 오리 풀어놓기,가마니 치기,황

토염색,소달구지 타기 등 농 체험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회원 가족이 당시 430

가구에서 지 은 1천 200가구에 이른다.

토고미 마을의 농 체험은 폐교를 리모델링한 ‘자연학교’에서 연 이어진다.

철 냉이와 쑥 등 나물 캐기,여름철 물고기와 다슬기 잡기,가을철 토고미 오리

축제와 논두 재즈페스티벌,겨울철 얼음지치기와 한과 만들기 등 오지마을에

어린이의 발길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마을 성공의 핵심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 찬 마을 주민이다.헌신 인 이

장,새마을 지도자,부녀회장,작목반장,마을 지도자들이다.무엇보다도 ‘함께 가

꾸는 기쁨’을 터득한 마을주민과 농 의 어려움을 아는 ‘나눔의 농사가족’들의 상

호신뢰가 성공을 이끌었다.토고미 마을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토고미 2031’이라

33)강신겸 (2004);http://terms.naver.com>토고미 마을

34)‘나눔의 농사가족’이란 도시회원이 3만원(새끼오리 15마리 값에 해당)을 내면,마을에서 그 돈

으로 오리를 사서 논에 풀어놓아 농사를 짓고,그 해 가을 추석에 그 돈에 해당하는 무공해 오

리 한 말을 도시 회원가족에게 보내주는 략이다(강신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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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을 가꾸기 30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다.

3)박물 도시 나가하마35)

나가하마(長浜)는 일본 시가 (滋賀縣)의 북동부에 있는 도시이다.동쪽으로는

이부키(伊吹)산맥과 서쪽으로는 비와(琵琶)호수가 있다.동해에 한 부 혼슈

(本州)의 교통 요충지이다.2006년 옛 나가하마와 아사이 (淺井町),비와 (琵琶

町)가 합병해서 나가하마 가 되었다.

인구 8만명의 나가하마는 1970년 까지만 해도 비단 제조업이 발달한 상공업

도시로 활기가 넘치던 곳이다.그러나 1980년 반에 형마트 2개가 들어서고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기존상가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고,지역경제

는 심각한 기를 맞게 되었다.

1983년 나가하마 시민들은 지역경제를 살릴 안으로 17세기 폐성된 나가

하마성(長浜城)36)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그 해 성 43억원과 정부 지원 을

포함해서 100억원을 들여 성의 한 동을 복원했다. 통을 살려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박물 도시’구상에 따른 첫 사업이다.나가하마성에서는 해마다 8월

첫째 토요일에 촛불축제가 열린다.시민과 객들이 각양각색의 촛불을 켜 성

을 밝히고 도시의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나가하마는 국시 의 흔 을 간직하고 있는 나가하마성과 오다니성( 谷城)

터,아네가와의 옛 장(戰場)터,치쿠부섬(竹生島)의 호곤지(寶嚴寺)와 이운칸

(慶雲館)을 비롯한 많은 역사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최근에는 외벽에 검은색

을 칠한 재래식 일본 가옥들이 있는 구 시가지를 ‘쿠로가베(黑壁)스퀘어’라는 이

름으로 재건해서 도시로서의 발 을 꾀하고 있다.나가하마를 찾는 객은

1989년 9만명 정도 으나 1995년에 100만명,2001년에는 200만명을 돌 했다.

나가하마시는 상인들과의 공동 투자로 장 이름을 딴 ‘쿠로가베 회사’를 설립

했다.유리공 품 생산을 시작해서 도시의 표 인 회사로 성장시켰다.나가하마

의 매력 인 도시 이미지가 알려지면서 캐논과 같은 기업 공장 7곳이 들어섰다.

35)송원일 (2008);http://terms.naver.com>나가하마,나가하마성.

36)나가하마성(長浜城)은 1336년에 처음 축조된 성으로 비와호 부근에 있다. 국시 말기인 1576

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다시 축성해 오사카로 옮길 때까지 10여년 간 본거지로 사용

했다.에도시 기인 1615년 폐성되었으며 재 나가마스성 역사박물 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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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 도시를 내걸고 통을 활용한 매력 인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나가

하마시는 기업과 객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어메니티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제3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실태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은 ‘문화재 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자연환경 보 법’

에 의한 리 차원에서 상 그 로를 보존하거나, 승 보 을 한 재 ,혹은

자원 홍보를 한 시공간 확보 등을 심으로 보 되고 있다.모든 자원이 재

정투자를 통해서 보호․재 ․ 리되고 있는 것이다.자원의 보 과 활용 계획이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정부 주도에 의한

재정투자를 통해서 보 주의 계획으로 채워져 있음을 말한다.이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리 조례의 취지에도 어 나는 것이다.37)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방안을 도출하기 한 근거를 확보

하기 해서는 국내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메니티 정 외부효과의 내부

화 원칙에 의한 상자원을 유형화하고 그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수혜자 부담 원칙 용 상자원

국내외 사례에서 보면 수혜자 부담 원칙이 용되는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는

정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사례가 많다.이는 국가 는 지방정부 차원에

서 필요한 사업이거나 체로 사업규모나 문성,이해집단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

민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이기 때문이다.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수혜자 부담 원칙 상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실태는 <표 5-5>와 같다.

37)‘제주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리에 한 조례’제27조,제28조는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

유산의 표 심벌마크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략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한 계획을 제출할 경우 법령에 되지

않는 한 극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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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자원 사업주체 보 수단 내부화 실태

국제

공인

자연

자원

세

계

자

연

유

산

한라산

천연

보호구역

지방정부
유네스코 등록유산

리에 한 조례
없음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지방정부 ″

거문오름 탐방로․

만장굴․자연유산센터

입장료(문화재보호법)

성산일출 지방정부 ″ 입장료(문화재보호법)

제주島

생물권보 지역
지방정부 ″ 없음

제주島

세계지질공원
지방정부 ″ 입장료(문화재보호법)

공동체

자원
제주돌담 없음 없음 없음

<표 5-5>수혜자 부담 원칙 상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국내외 사례와 견주어 보았을 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 지역,세

계지질공원 등 주로 국제기구 공인 어메니티 자연자원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용할 수 있는 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공동체자원이면서 역사 경 자원인 제

주돌담도 이에 속한다.

1)국제기구 공인 자연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국제기구 공인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한 생물권보 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자연자원은 ‘제주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리에 한 조례’

에 따라 각각 보 ․ 리와 활용을 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활용 종합계획(2009～2020)’은 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듯이 자원을 보호하고 탐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

하는 자연보 차원의 계획으로 짜여 있다.어메니티 자원의 경제 가치를 활용

한다는 개념이 없다고 하겠다.제주도 생물권보 지역과 세계지질공원에 한 계

획도 거의 같은 시각이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활용방안은 기존에 있는 8개 탐방코스(등반로)를 심

으로 체험 트 일을 새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등반 심에서 체험 심으로

탐방 로그램을 확 하고,교육 정보제공을 주 기능으로 하던 탐방안내소를

체험공간으로까지 확 하는 것이다.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거문오름과 용암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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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계해서 탐방루트를 개선하고,만장굴의 재정비를 통해서 탐방 로그램을 개

발할 계획이다.비공개 동굴의 간 체험 기반을 조성하기 한 계획도 포함되었

다.성산일출 은 탐방안내소를 만들어 탐방코스를 다양화하고,주차장을 이 해

서 일출 입구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제주자치도,2009).

사업추진 주체로는 지방정부(세계자연유산 리본부, 청정환경국)와 가칭 ‘제

주세계자연유산재단’을 설립해서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비공개 동굴의 간

체험 기반,즉 동굴 가상체험 건립과 운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게 되어

있다.성산일출 의 탐방코스 다양화를 한 테마보행로 조성사업은 마을주민과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 까지 계획만 세워져 있을 뿐 재단설

립이나 주민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2012년 300억원에 가까운 재정투자를 통해서 ‘제주 세계자연유

산센터’를 완공했다.민간에 맡기기로 계획된 동굴 가상체험 도 세계자연유산센

터 내에 설치했다.자원 리를 한 문 인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사업내용이 하

드웨어 측면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가치 내부화 측면에서도 세계자연유산 가운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속

한 만장굴과 거문오름 탐방로,세계자연유산센터의 입장료 성산일출 의 입장

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세계지질공원 내 지질명소 9곳 가운데 서귀포 천지연과

문- 포 주상 리 ,산방산․용머리해안에서도 종 지 리차원에서 징

수하던 입장료를 받고 있다.입장료는 지방비로 편입된다.주민이 참여하는 경제

가치 내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돌담경 과 통민박,하이킹,사이클링,드라이빙,승마 ,산악체험만으로

도 연간 1천만명의 객이 찾아오는 국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 사례만 보더

라도 제주지역 국제기구 공인 어메니티 자연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는 그 한계

를 실감할 수 있다.

2)제주돌담의 경제가치 내부화

제주의 돌담의 길이는 지구의 한 바퀴(약 4만㎞)에 가까운 3만 6천여㎞에 이른

다.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필리핀의 코르딜 라스 다랑이 논

(RiceTerracesofthePhilippineCordileras)38)의 경우 그 논둑의 길이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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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반 바퀴에 해당하는 2만 2,400㎞이다.이와 비교하면 제주돌담이 얼마나 긴

돌담인 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성보 외,2009:24).

제주돌담은 경 과 휴양 기능을 제공하는 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

니라 제주인의 생산과 주거 도구로서의 활용가치도 매우 높다.농림부는 2007년

부터 제주돌담을 농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기 한 경 보 직불제 도입 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해왔다.그러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경제가치 내부화를 한 구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 코르딜 라스 다랑이 논은 통령령에 의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국가 문화유산 보호․보존을 한 공화국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통령 직속

의 ‘이푸가오 계단식 지 원회’가 설치되어 이푸가오 지방청과 국가문화 술

원회에서 리를 맡고 있다.‘계단식 논 10개년 종합계획’을 비롯해서 사회경제

가치창출을 한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39)

2.공 자 혜택 원칙 용 상자원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원칙 가운데 공 자 혜택의 원칙은 어메니

티 창출을 해 불이익을 받는 생산자를 보상하기 해 용되는 원칙이다.

부과 상 수요를 악할 수 없거나 수혜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때 수혜자 부담

원칙과 병용한다.자원 보 자 을 자체 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공 자 을

투입해야 하는 원칙이기도 한다.즉 어메니티 창출 보 을 해 소요되는 자

을 충당하기 해 앞으로 수요 창출 략이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상자원은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일제동굴진

지 등 체로 국가 공인자원들이다.유네스코에서 ‘아주 심각하게 기에 처한

언어’로 지정된 제주어도 이에 해당한다.이들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정도는

<표 5-6>과 같다.

38)코르딜 라스의 계단식 논은 필리핀 루손(Luzon)섬 이푸가오(Ifugao)지방에 있는 해발 700m～

1,500m 사이에 조성된 고지 다랑이 논이다.

39)http://terms.naver.com>코르딜 라스의 계단식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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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자원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방정부+

민간재단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17大 사업

국제평화센터

입장료

제주

일제동굴진지

지방정부,

주민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평화박물

입장료

공동체

자원
제주어 지방정부 제주어 보 육성 조례 없음

<표 5-6>공 자 혜택 원칙 상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1)제주 세계평화의 섬 경제가치 내부화

국가 공인자원 가운데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 조성을

통해서 제주도를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와 력이 이루어지는 국제자유도시로 육

성하려는 것이다.40)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제 경제가치 극 화 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17 사업 가운데 제주평화연구원 설립과 제주

국제평화센터 건립,제주 4․3평화공원 조성과 기념 건립사업은 마무리되었다.

제주포럼은 제7회 포럼까지 이어지면서 격년제에서 1년제로 바 었다.세계평화의

섬 후속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제주 4․3사건의 상처를 어

느 정도 치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 측면에서 막 한 시설투자와 포럼 비용에 비하면 경제가치 내부화 수단

은 국제평화센터의 입장료를 받는 것 이외에는 없다.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과 제주포럼을 통한 국제 컨벤션산업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치의 유 인 학살과 제2차 세계 의 경험을 반성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평

화도시 이미지를 키워가는 독일의 오스나 뤽시의 평화정책은 하드웨어 구성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제주포럼을 비롯한 행사비에 연간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제

주 세계평화의 섬 후속사업의 추진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2)제주 일제동굴진지 경제가치 내부화

제주섬은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독특한 인문환경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

계 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섬이다.지정학 요성으로 인해 로부터 해양과

40)‘제주 세계평화의 섬’지정 선언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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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열강들의 세력 다툼으로 수난과 고통의 역사를 지탱해왔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일제 강 기 제주에 건설된 비행장과 동굴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 역시 제

주민의 강제노역과 수탈의 장이다.일제동굴진지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

정만 해놓고 리마 제 로 되지 않고 있다.갱도가 함몰되고 무속행 공간

는 해녀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제주시 한경면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에 들어선 ‘제주 쟁역사 평화박물 ’

은41)운 난을 이기지 못해 일본인 단체를 포함한 새로운 소유주를 찾아 나섰다.

민간인이 사재를 털어 조성한 평화박물 이 운 난으로 팔리게 되는 실은 일

제 수난의 역사자원에 한 제주지역의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고 하겠다.42)

체험학습장 겸 시설로 개 한 이 평화박물 은 가마오름 땅굴 총 연장 2㎞

가운데 개방된 300m 구간에 설치되었다.높이 1.6m, 비 1.5～3m 규모로 연결되

어 있는 땅굴 내부에는 당시 사령 실로 추정되는 10평 남짓한 방과 회의실,숙

소,의무실 용도로 추정되는 다양한 공간이 들어서 있다.43)

3)제주어 경제가치 내부화

제주어는 제주민의 역사와 문화,민속,생활정서가 깃들어 있는 언어이다.사라

져버린 고어의 음운과 문법,어휘가 남아 있어서 제주어는 우리 국어의 역사이기

도 하다.제주어가 표 어에 동화되어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며,제주어의 소멸은 곧 우리 옛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어는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각종 산업디자

인에 특허상표로 활용될 가능성은 많다.‘제주어 보 육성 조례’에 의한 ‘제

주어 발 기본계획’(2008～2012)을 마련하고 ‘제주어보 육성 원회’까지 구성

했으나 보 을 한 후속 시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김순자,2011:12).

지구 곳곳에서 많은 언어가 사멸의 길을 가고 있지만 거꾸로 죽어가던 언어가

41)가마오름 특수 사립박물 인 ‘쟁역사 평화박물 ’은 국가 등록문화재 제308호이다.일본군의 사

진첩에서부터 화승총, 공포 탄피,군복,철모 등 군수품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가치 있는 역사자

료 수백 을 시하고 있다(http://jeju.grandculture.net>평화박물 ).

42)가마오름 ‘쟁평화 평화박물 ’이 일본인 단체와의 매각교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자치도는 2012년 10월 재 이를 매입하기 한 부동산 문화재 가격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

은 상태이다.

43)http://blog.naver.com>제주 가마오름 평화박물 -2.가마오름 일본군 진지동굴.입력 201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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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자원

제주국제 악

콩쿠르

지방정부+

민간법인
행사비지원,자원 사 없음

공동체

자원

제주칠머리당

등굿

지방정부+

민간단체

국가지정

요무형문화재
없음

제주마(馬)
정부,

민간기업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주 순수 통 경마

마권세,승마장,

제주마 육가공산업

제주 가
지방정부,

민간기업

국가지정 민속자료,

자료보 보조

민속자료 가 보존,

가 민속 ․호텔 업

제주해녀 지방정부
해녀문화 보존

승에 한 조례

해녀박물 입장료,

해녀축제

부활한 사례도 없지 않다.이스라엘인들의 히 리어도 구어로는 쓰이지 않던 것

이 부활되어 이제는 700만명이 사용하는 국가 공용어로 살아났다.스페인 북쪽

랑스와의 국경 지역에서 쓰이는 OccitanGascon어,스페인 서북쪽 지방에서

쓰이는 Leon어, 국 맨 섬에서 쓰이는 Manx어,하와이 니이하우 섬의 하와이어

등도 극 인 부활을 이룬 언어이다(김세 ,2011:47～48).

정식 교과과정에 제주어 학습을 편성하거나,제주어 성 우수자의 교사 공

무원 채용시험 우 ,제주어를 활용한 상품의 개발,제주어로만 말하는

마을 조성 등 ‘심각하게 기에 처한 언어’를 존속시키는 방안은 많다.언어 자원

의 경제가치 내부화도 가능할 것이다.

3.소비자 수혜자 부담 원칙 용 상자원

소비자 부담 원칙은 어메니티 부가가치에 한 효용을 경제 으로 내부화하는

원칙이다. 련 상품 소비자와 수혜자가 동일할 경우 용하기에 효과 인 원칙이

다.맑은 물이나 공기,아름다움,쾌 함처럼 어메니티의 부과가치가 시장재로서

상품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하기 어렵다.이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과 병용되

는 경우가 많다.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상자원은 <표 5-7>과 같다.

<표 5-7>소비자 수혜자 부담 원칙 상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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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 국제 악콩쿠르 경제가치 내부화

제주콩쿠르는 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고 향력 있는 콩쿠르 의 하나로 자리매

김했다.실력이 뛰어난 문 악인들도 이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제주를 찾아오고 있다.콩쿠르 입상을 해 높은 수 의 연주와 치

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Funerburk,2012:54).44)

제주콩쿠르는 명성이나 참가자 연주력에 비해 경제가치 내부화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이유는 빈약한 재정지원에 있다.1년에 4개 부문씩 열리는 제주콩쿠르의

총 상 은 6만 4천 달러(1개 부문,1만 6천 달러)이다.1년에 1개 부문만 열리는

경남 통 음악제 ‘윤이상 콩쿠르’의 상 7만 6천 달러에 비해 5분의 1수 이다.

빈약한 상 을 내걸고 참가비를 받거나 입상자 유료공연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제주콩쿠르 행사비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있다.메세나 운동 차원의 지

방기업 찬 도 요한 운 재원이다.그럼에도 지방정부가 문화 술행사에 지원

되던 기업 찬 을 회수․통합해서 단체별,혹은 사업별로 다시 배분하는 권

이고 퇴행 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 음악제는 2,050석의 야외 공연장과 크고 작은 공연시

설을 만들고,축제기간 국제음악학교를 개설해서 경제의 40%를 음악제 수입으

로 충당하고 있다.재난과 폭력의 도시 일리노이주 시카고 는 도심정책을 어메

니티 문화정책으로 바꾸고,1만 1천석 규모의 공연시설을 갖춘 ‘Millenium Park’

를 조성해서 미국 최고의 라이 공연도시로 탈바꿈했다.

2)제주칠머리당 등굿

인들은 ‘굿’하면 란한 옷을 입고 칼춤을 추는 무당의 모습을 떠올린다.굿

은 미신이라고 단정 짓는 사람도 많다.그러나 굿은 오래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종교 제의의 한 형태이면서 동시에 의미의 공연 는 엔터테인먼트이기

도 하다(강일 ,2009:24).

제주칠머리당 등굿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 보조 을 보 회

44)JeffreyFunderburk(미국 북아이오와주립 교수)은 ‘세계튜바 회’회장을 역임한 튜바의 거장

이다.2000년 제1회 제주국제 악콩쿠르 때부터 튜바부문 심사 원 ‘마에스트로 콘서트’연주

자로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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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원하고 있다.‘제주칠머리당굿 보존회’는 해마다 정기공연과 각종 문화행사에

서 청공연을 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들의 생업상 한계가 있다.

등굿의 12제차에 연희되고 있는 춤사 를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이의 무 화과정

을 통해 제주굿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김희숙,2001)도

있었다.그러나 아직도 등굿의 무 술화는 요원하다.

서해안 풍어제인 배연신굿 동굿은 1개 선주의 뱃굿과 마을굿이면서 미국과

랑스,독일,스페인을 비롯해서 국과 일본 공연에 나서는 등 이미 세계 인 공

연 술 작품으로 발 했다.서양의 공연 술은 기원 6세기 디오니서스 축제 때

부터 종교 인 성격을 떨어내고 무 연극인 비극 경연 회로 진화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제주마(馬)

일본에서의 말은 축제 이외의 가공산업 상의 한 부분이다.구마모토 (熊本縣)

을 심으로 말 가공과 말고기 음식,화장품,기념품 생산 등 말 가공산업으로 말

고기 소비가 격하게 늘고 있다.구마모토 의 연간 말 도축두수는 2005년을 기

으로 8,436마리,지육 생산량은 3,231톤으로,각각 국 공 량의 40%를 차지하

고 있다(윤필용,2007).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는 그나마 통등록이 이루어지고 교잡

종을 활용한 육가공산업이 차 늘어나고 있다.승마장 운 과 한국마사회의 순

수 통 제주마 경마가 시행되고 마권세가 지방세로 편입되었다.말을 활용한 사

설 공연장이 개설되어 입장료를 받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자본에 흡

수되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제가치 내부화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량생산되고 있는 개량마의 활용과 순수 통 제주마의 증산

요구에 처하기 해 국립한경 학교와 ‘제주산마 활용방안’에 한 연구용역을

체결(2012.7.3)해 놓고 있다.순수 통 제주마는 일본 ‘소마 노마오이’축제와 같

은 말축제,제주경마장의 순수 통 경마,한라산 말 트 킹 회, 다른 교통수단

등의 소재가 되는 일련의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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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주 가

제주 가의 구조 특징은 집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높이가 낮으면서도 기

둥과 보,도리45)를 쌓는 7량 가구식(架構式)46)이다.7량집 이상 건물은 사찰이나

궁궐 등 큰 건물에서 이용되는 구조이다.제주에서는 민가에서도 바람에 한

응으로 지붕틀에 도리를 많이 두는 견고한 이 방식을 용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까지만 해도 제주지역에는 공서 건물을 제외하고 민가는 부분

가 일색이었다.그러나 농어 화에 따른 지붕개량 사업으로 부분 사라

졌다. 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가만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들어선 제주민속 은 조성 당시 제주지역 농어 , 산간

의 가를 옮겨와 박물 형태의 람시설을 개장하고 업을 해오고 있다. 문

단지 내에는 옛 어 마을이 철거한 자리에 가형 호텔이 들어섰다.개인에

게 넘겨진 이 사업들은 경제가치 내부화의 좋은 본보기이나 지역주민의 이익과

는 거리가 있다.

제주 가의 경제가치 내부화의 본보기는 국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의 리치

몬드 통민박 마을과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지몬스발트 마을의 주민을 심으로

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기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제주해녀

제주해녀의 표 인 입어 행은 한국의 최남단 서귀포시 마라도와 가 도의

해녀 경로풍습이다.이곳에서는 나이 65세 이상의 노(老)해녀들의 수익을 해

수심 4～5m의 어장을 ‘할망바당’(할머니 바다)으로 지정한다.먼 바다에서 잡은

규격미달 새끼소라(8cm 미만)를 이곳에 뿌려주고 10～12cm 정도로 자라면 이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김 돈,1986:164;좌혜경․권미선,2009b:242,251).

제주해녀는 이처럼 제1종 공동어장이라는 마을어장을 심으로 자생 ․자율

해녀 입어 행을 통해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이 자연발생 으로 이루어져 왔

다.‘해녀문화 보존 승에 한 조례’에 따라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

45)도리:서까래를 받치기 해 보 에 가로로 건 지르는 나무.

46)‘7량 가구식’구조는 고주( 심 기둥)와 평주(퇴 기둥) 에 보와 들보,종보를 얹 놓고

보․ 들보․종보와 서까래 사이에 3개씩(주심도리,하 도리,상 도리),앞뒤로 6개의 도리

를 놓고,지붕 꼭 기에 종도리를 얹 서까래를 마감하는 방식이다(제주도,2006b: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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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2011～2015)47)도 수립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회복과 안정 인 소득기반 마련을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주해녀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새로운 문화 비즈니

스 시장 창출을 한 홍보마 계획도 들어 있다.다만 해녀의 소멸을 방지하

고 생업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 가스미가우라 는 호수의 통 주낙배를 복원해서 경 자원과 함께 통

과 어 환경이 어우러진 어메니티를 제공하고 있다.일본 이시카와 (石川縣)과

지마시(輪島 )의 아마마치 헤구라지마에서는 소라나 복채취 등 잠수활동을

통해서 비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게 종패 투척사업과 잠수작업 기간 시간

의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새로운 은 해녀들을 키워내고 있다(권상철․정 ,

2004:15).해녀를 소재로 한 복합(시,소설,연극,무용,사진, 화 등) 술의

당을 구성하는 것도 어메니티 자원 창출의 수단이다.

제4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주체 수단

1.국내외 사례의 경제가치 내부화 주체 수단

1)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주체

상술한 국내외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에서 사업주체를 별하면 ① 정부( 앙․

지방)주도형,② 정부와 민간 력형,③ 순수한 민간 주도형으로 분류된다.각각

의 사업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단 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마다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사업주체별 특징을 비교하면 <표 5-8>과 같다.

정부 주도형은 공익을 강조하면서 규모면에서 민간이 추진하기에 어려운 규

모 사업에 용되고 있다.재원을 안정 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체로 효율

성 극 화를 추구하며 변 리더십48)을 요시한다.

47)이 계획은 2015년까지 7개분야 30개 사업에 61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48)Bass(1985)는 ‘변 리더십(TransformationalLeadership)’을 주어진 목표의 요성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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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국내외 사례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주체별 특징

유형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정부+민간 력형

특징

-공익 강조

- 규모 사업에 합

-재원의 안정 확보

-효율성 극 화

-변 리더십 시

-사익 강조

-소규모 사업에 합

-재원의 불안정

-창의성 극 화

- 력 리더십 시

-공․사익 동시 강조

-지역 착형 사업에 합

-재원의 비교 안정

-효율성․창의성 동시 확보

-변 ․ 력 리더십 시

민간 주도형은 사익을 강조하며 개인 자본으로도 가능한 소규모 사업에 합하

다.재원 조달에 있어서 불안정할 수 있으나 창의성을 극 화할 수 있기 때문에

력 리더십49)을 요시한다.

정부와 민간 력형은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부분의 지역주민이 연

된 지역 착형 사업에 합하다.재원조달이 비교 안정 이어서 효율성과 창

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변 ․ 력 리더십을 동시에 요시한다.

와 같은 사업주체별 특징에 따라 국내외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의 사업주체를

분류하면 <표 5-9>와 같다.

앙정부가 으로 주도한 사례는 미국 로리다주의 에버 이즈 습지

(2,500㎢)복원과 국의 항만 신도시 도크랜드(약 22.6㎢)개발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1,769㎢)경 보 을 들 수 있다.이들 지역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주도

하기에는 구역이 무 방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필요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지방정부가 으로 주도한 사례는 이탈리아 에올리제도의 화산 과 독일

라이부르크의 세도시 복원,미국 시카고의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공연 술도시

조성 사례이다.이들 지역의 어메니티 창출 사업은 도시재개발과 같은 주민의 힘

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이면서 주민의 요구에 호응한 리더십의 산물이다.

에 한 인식 수 을 제고시키고,자신의 이익보다는 조직 체의 이익을 해 노력하도록 만들

며,구성원의 욕구 수 을 상 의 수 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근본 으로 변화시

키는 리더십으로 정의했다.‘변 리더십’이란 용어는 Burns(1978)가 그의 서 「리더십」에

서 처음 사용했는데 조직의 창조 변화를 해 권력을 사용하는 리더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김

원,2011:57).

49)Bensimon,E.M.andNeumann,A.(1993)은 정보화 시 의 리더십 모델로 ‘력 리더십

(collaborativeleadership)’을 제시했다. 력 리더십은 미래에 조직이 당면할 복잡한 문제를

한 사람만의 능력으로 이해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이

력 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리더십을 말한다(남기덕,2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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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국내외 사례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주체 유형

유형 정부주도형 정부+민간 력형 민간주도형

사

례

①미국 에버 이즈 습지

② 국 항만 신도시

도크랜드

③ 국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

④이탈리아 에올리제도

화산

⑤독일 라이부르크

세도시 복원

⑥미국 시카고 술도시

①독일 불칸아이펠

화산

②독일 오스나 뤽

평화정책

③일본 나가하마성 복원

④독일 지몬스발트 마을

⑤일본 가스미가우라

주낙배

⑥일본 후라노․비에이

경

① 국 자이언츠

코즈웨이 주상 리

②이탈리아 와인루트

③미국 아스펜 음악제

④일본 소마 말축제

⑤한국 서해안 풍어제

⑥한국 강원도

토고미 마을

정부와 민간의 력 사례는 독일 불칸아이펠 화산 오스나 뤽의 평화

정책,일본 나가하마성 복원 가스미가우라 주낙배 복원 등 6개 사례이다.

체 으로는 정부주도 사례보다 정부와 민간이 력하거나 민간주도 사례가

훨씬 많다.순수 민간주도 사례는 국의 자이언츠 코즈웨이 주상 리 의 ‘내셔

트러스트’와 이탈리아 리보르노 와인루트의 ‘민간인 컨소시엄’,미국의 아스펜

음악제,일본 소마 말축제,우리나라 토고미 마을의 ‘마을 작목반’에 의한 경제가

치 내부화 사례이다.

정부와 지역주민 력 는 민간 주도에 의한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

화 사례가 많다는 것은 규제와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그

만큼 주민참여를 유인할 수 있음을 말한다.이는 정부와 지역주민,주민과 주민

사이의 신뢰와 력,네크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이다.지방정부의 추

진체계와 지역사회자본이 제 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국내외 사례의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 보 수단

앞의 <표 5-9>에서 제시된 정부주도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는 부분 규모

가 크고 막 한 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보다는 재정투자를

통해서 어메니티 자원을 보 하거나 창출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과의 력, 는 순수 민간주도 사례의 경제가치 내부화는 지역주민

과 민간단체,지역공동체,재단법인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그 수단으로는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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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지원,정부의 규제 지원,정부와 민간 네트워크,민간 자체추진 등 방식

이 다양하다.바로 이 부분이 제주지역발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그 내

용은 <표 5-10>과 같다.

<표 5-10>국내외 사례의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 보 수단

유형 정부+민간 력형 민간주도형

정부

지원

①독일 오스나 뤽:평화기본정책,

시민 평화운동 성 모

①미국 아스펜음악제:시설투자 지원

② 국 자이언츠 코즈웨이:법제정,

보 용 자산취득 허용

③일본 소마 말축제:문화재 지정

④한국 서해안 풍어제:문화재 지정

정부

규제

지원

①독일 지몬스발트:경 규제,시설

보조,휴양세,주민차량 트제

②일본 가스미가우라:수질규제,물

고기방류 지원,경 창출

③일본 후라노․비에이:경 육성

조례,경 복원 자원 사

-

네트

워크

①독일 불칸아이펠:유럽 지질네트워

크,6개 소도시 지역공동체 력

①한국 강원도 토고미 작목반:

국 회원가족 네트워크

민간

자체
-

①이탈리아 리보르노 와인루트:

민간인 컨소시엄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의 보 수단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는 순수 정

부 지원에 의한 사업이다.독일의 평화도시 오스나 뤽은 지방정부의 평화기본정

책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 인 평화운동과 성 모 을 통해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확장시키고 있다.국제 인 평화 련 회의산업도 활발하다.

순수 민간주도의 사업에도 정부의 조건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미국의

아스펜 음악제는 민간기업의 주도로 출발했지만 지방정부의 공연장 시설지원을

통해 세계 인 음악제로 탈바꿈했다.그 결과 이제는 재정의 40%를 음악제 수

익으로 충당하게 되었다.일본의 소마 말축제와 우리나라의 서해안 배연신굿

동굿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호받으면서 세계 인 축제 술로 진화했다.

정부의 규제 지원에 의해 보 되고 있는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은

부분 수혜자 부담 원칙( 지방문 편익), 는 공 자 혜택의 원칙을 용하는

사례이다.독일의 지몬스발트 마을과 일본 가스미가우라의 주낙배 낚시,일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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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노․비에이의 라벤더 경 을 들 수 있다.이곳에서는 어메니티 창출․유지를

해 법 ․제도 규제를 동원하고,규제를 보상하기 해 보조 지 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이는 공 자 혜택의 원칙을 용하는데 필요한 어메니티 비이

용 가치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자의 부담을 끌어내기 한 수단이다.

독일의 불칸아이펠 세계지질공원은 지역 내 6개 소도시 지역공동체가 유럽지

질공원 네트워크와의 력을 통해서 지질 (Geo-Tourism)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휴 선 인근 오지마을이었던 강원도 토고미 마을은 국 회원가족과의

력을 통해서 무공해 농산물 공 과 유명한 농 체험의 장소로 변신했다.

이탈리아의 리보르노 와인루트는 지역주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포도밭

경 과 포도주 생산․ 매를 자원화하는데 성공한 사례이다.

2.제주지역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의 보 주체와 수단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는 자연자원이든,인류문화유산이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한 수단으로서 자연․인문사회 환경 요소를 보 하고 경

제 정(+)의 효과를 얻기 한 것이다.이는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한 지역발 략에 어메니티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은 이러한 제를 충족시키기에는 내

부화의 진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다만 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지방정부에 의해 자원이 보 되고 있을 뿐이다.

델 이 방법 조사에서도 이들 자원의 경제 활용수 을 체 응답수의 85.4%

가 ‘보통 이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는 국제트 킹 회를 통해서 탐방활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제외하고는 부분 경제가

치 내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델 이 조사에서 나타난

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의 활용수 은 <표 5-11>과 같다.

세계자연유산에 해서 응답수의 53.6%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것

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트 킹 회가 2012년 재 제5

회째를 맞으면서 국내외 탐방객 2만여명이 찾아오는 데 한 인식으로 악된다.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12개 상자원에 한 ‘잘되고 있다’는 평균 응답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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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에 지나지 않는다.‘매우 잘되고 있다’는 응답은 없다.

<표 5-11>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활용수

(단 :명,%)

구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세계자연유산 28(100) - 15(53.6) 9(32.1) 4(14.3) -

제주해녀 28(100) - 8(28.6) 17(60.7) 3(10.7) -

세계지질공원 28(100) - 4(14.3) 10(35.7) 12(42.9) 2(7.1)

생물권보 지역 28(100) - 1(3.6) 10(35.7) 13(46.4) 4(14.3)

제주돌담 28(100) - 1(3.6) 5(17.9) 18(64.3) 4(14.3)

제주마 28(100) - 5(17.9) 17(60.7) 6(21.4) -

세계평화의 섬 28(100) - 4(14.3) 10(35.7) 12(42.9) 2(7.1)

제주어 28(100) - 2(7.1) 2(7.1) 14(50.0) 10(35.7)

칠머리당 등굿 28(100) - - 6(21.4) 18(64.3) 4(14.3)

일제동굴진지 28(100) - 2(7.1) 12(42.9) 10(35.7) 4(14.3)

국제 악콩쿠르 27(100) - 4(14.8) 10(37.0) 12(44.4) 1(3.7)

제주 가 28(100) - 3(10.7) 11(39.3) 14(50.0) -

평균 335(100) - 49(14.6) 119(35.5) 136(40.6) 31(9.3)

※ ①매우 잘되고 있다 ②잘되고 있다 ③보통이다 ④안되고 있다 ⑤매우 안되고 있다.

※ 부록 Ⅳ-3,참조

실질 으로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들이 그 지역공동체에 어느 정도 경제

이득을 주고 있는지는 자원의 보 주체와 수단을 살펴 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1)제주지역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의 보 주체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보 은 정부의 주도 아래 있다. 체 상자원 12종

가운데 9종을 지방정부에서 리하고 있고 3종은 정부와 민간이 력사업으로 보

하고 있다.그 내용은 <표 5-12>와 같다.

<표 5-12>제주지역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의 리주체 유형

유형 정부주도형 정부+민간 력형 민간주도형

제주

지역

자원

①제주 세계자연유산

②제주해녀

③제주도 세계지질공원

④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⑤제주돌담 ⑥제주어

⑦제주 일제동굴진지

⑧제주 가 ⑨제주마

①제주 세계평화의 섬

②제주 국제 악콩쿠르

③제주칠머리당 등굿

④제주마

①제주 일제동굴진지

②제주 가

③제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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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평화의 섬 후속사업은 재단법인인 ‘국제평화재단’과 ‘제주4․3평화재

단’,제주 국제 악콩쿠르는 사단법인인 ‘제주국제 악제 조직 원회’,제주칠머리

당 등굿은 임의단체인 ‘제주칠머리당굿 보존회’에 의해 운 되고 있다.이들 법

인과 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마는 정부의 지원 정부와 민간과의 력,민간 스스로의 보 이 이루어

지고 있다. 통유지 사업을 지방정부가 맡는데 비해 민간 력 사업으로 한국마

사회의 순수 통 경마와 민간 자체의 육가공사업으로 보 되고 있다.제주 가와

일부 일제동굴진지는 민속 과 평화박물 개설로 민간차원에서 보 되고 있다.

2)제주지역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의 보 수단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은 아직 경제가치 내부화 단계로까지 진 되지 못했다.

자원보 을 한 조례가 제정되고,그 조례에 의한 재정투자와 입장료 징수가 보

수단의 부이다.경제 정(+)의 효과를 창출하기 한 수단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그 내용은 <표 5-13>과 같다.

<표 5-13>제주지역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의 보 수단

구분 정부주도 정부+민간 력 민간주도

정부

지원

①제주해녀:보존 승조례

②제주어:보 육성조례

③제주 일제동굴진지:

문화재 지정

④제주 가:민속자료 지정

⑤제주마:천연기념물 지정

①제주 세계평화의 섬:

재단설립,17大 후속사업

②제주 국제 악콩쿠르:

재단설립,행사비 지원

③제주칠머리당 등굿:

문화재 지정

-

정부

규제

지원

①제주 세계자연유산

②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③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등록유산 리조례

- -

력 -
①경마장:순수 통 경마,

마권세

민간

자체

사업

- -

①마상곡 공연장

② 승마장

③말고기 육가공사업

④제주 가 민속

⑤제주 가형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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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는 통 으로 제주지역사회의 경제 부를 일구는데 큰 몫을 해왔다.

‘제주해녀 보존 승에 한 조례’에 의해서 마을공동어장의 자원보 사업과

잠수병 치료 등 해녀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

본계획’이 수립되어 해녀문화 승에 주력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제주해녀는

시 가 지날수록 어들고 있다.

제주어는 ‘제주어 보 육성에 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주어 보 육성 원

회’까지 구성되었다.이후 보 을 한 후속 시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경제가치

내부화와는 거리가 멀다.제주 일제동굴진지와 제주 가도 문화재 유지․보수 차

원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한 유네스코 공인 ‘3 유형자원’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리에 한 조례’에 의해 보 계획을 세우고 유네스코에서 정하는 등재․인증․

지정 기 을 수하기 해 여러 가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지역 이미지 확장을

해 이들 자연자원에 한 홍보와 시설 리에 막 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정

작 지역주민들의 경제 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은 없다.

세외수익을 확보하기 해서 일부 유산지역과 지질명소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사업과 제주 국제 악콩쿠르,제주칠머리당 등굿은 순수

한 재정지원으로 보 되고 있다.국제회의산업과 축제 술 활성화를 통한 경제가

치 내부화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제주마의 보 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는 정부와 민간 력 민간차원에서

비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외부 민간자본에 의한 경마장과 마상곡

공연장 운 은 경마에 따른 마권세 수익을 제외하고는 사업수익이 외부로 유

출되고 있다.내부 민간자본에 의한 승마장 운 과 말고기 육가공사업은 외국

의 사례에 비하면 기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민간인에 의해 일제동굴진지에 개설된 평화박물 사업은 재정난으로 기를

맞고 있다.제주 가는 민속 운 과 가형태의 호텔 업으로 외부자본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넘어갔다.지역주민의 주도권(iniciative)아래 이루어지는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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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외 사례와 제주지역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차이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와 련해서 국내외 사례와 제주지역 어메니

티 자원의 차이 은 사업 주체 수단,두 개의 측면에서 확연하게 구분된다.

1)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주체의 차이

어메니티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주체의 측면에서 국내외 사례에서는 정부와

민간 력형 혹은 민간 주도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반면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

원 리는 정부 주도형이 압도 으로 많다.그 내용은 <표 5-14>와 같다.

<표 5-14>어메니티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주체 차이

사업주체 국내외 사례 제주지역 자원

정부

주도형

①미국 에버 이즈 습지

② 국 항만신도시 도크랜드

③ 국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

④이탈리아 에올리에 제도 화산

⑤독일 라이부르크 세도시 복원

⑥미국 시카고 술도시

①제주 세계자연유산 ②제주해녀

③제주도 세계지질공원

④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⑤제주돌담 ⑥제주어

⑦제주 일제동굴진지

⑧제주 가 ⑨제주마

정부

+

민간

력형

①독일 불칸아이펠 화산

②독일 오스나 뤽 평화정책

③일본 나가하마성 복원

④독일 지몬스발트 생태마을

⑤일본 가스미가우라 주작배

⑥일본 후라노․비에이 경

①제주 세계평화의 섬

②제주 국제 악제콩쿠르

③제주칠머리당 등굿

④제주마

민간

주도형

① 국 자이언츠 코즈웨이 주상 리

②이탈리아 와인루트

③미국 아스펜 음악제

④일본 소마 말축제

⑤한국 서해안 배연신굿 동굿

⑥한국 강원도 토고미 마을

①제주 일제동굴진지

②제주 가

③제주마

국내외 사례에서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주체를 보면 체 18개

사례가운데 정부 주도형은 6개 사례이다.이에 비해 정부와 민간 력형 6개,민

간 주도형 6개 등 민간이 참여하거나 주도하는 사례는 12개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보 주체는 체 12개 자원 가운데 정부 주도형이 9

개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와 민간 력형은 3개 자원이다.제주마의 경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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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순수 통을 보 하면서 정부와 민간, 는 순수 민간 주도 사업이 이루어

지는 등 3개 유형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제주 일제동굴진지와 제주 가는 정부

주도의 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민간 주도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2개 유형에

속해 있다.

정부와 민간 력형 사업에 있어서도 국내외 사례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정

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부분이다.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보 은 정부가 주도하

면서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수단의 차이

어메니티 자원의 보 리 수단에 있어서는 국내외 사례는 물론이고 제주지역

자원에 있어서도 정부 지원에 의한 사업이 단연 앞서고 있다.그 내용은 <표

5-15>와 같다.

<표 5-15>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보 수단의 차이

보 수단 국내외 사례 제주지역 자원

정부

지원

①독일 오스나 뤽:평화기본정책,

시민 평화운동 성 모

②미국 아스펜음악제:시설투자지원

③ 국 자이언츠 코즈웨이:법제정,

보 용 자산취득 허용

④일본 소마 말축제:문화재 지정

⑤한국 서해안 풍어제:문화재 지정

①제주해녀:보 승조례

②제주어:보 육성조례

③제주 일제동굴진지:문화재 지정

④제주 가:민속자료 지정

⑤제주마:천연기념물 지정

⑥제주 세계평화의 섬:재단설립

⑦제주 국제 악제콩쿠르:재단설립

⑧제주칠머리당 등굿:문화재지정

정부

규제

지원

①독일:지몬스발트:경 규제,시설보조,

휴양세,주민차량 트제

②일본 가스미가우라:수질규제,물고기

방류 지원,경 창출

③일본 후라노․비에이:경 육성조례,

경 복원 자원 사

①제주 세계자연유산

②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③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록유산 리조례

네트워크

①독일 불칸아이펠:유럽 지질네트

워크,6개 소도시 지역공동체 력

②한국 강원도 토고미 작목반:

국 회원가족 네트워크

력

사업

①경마장:순수 통 경마,

마권세

민간

자체

①이탈리아 리보르노 와인루트:

민간인 컨소시엄

①마상곡 공연장 ② 승마장

③말고기 육가공사업

④제주 가 민속 ⑤ 가형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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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원이라 하더라도 민간 자본을 심으

로 민간 주도로 보 되고 있다.반면 제주지역 자원은 12개 자원 가운데 8개 자원

이 으로 정부지원에 의해,정부 주도로 보 되고 있다.

정부 규제 지원에 의한 사업에서도 국내외 사례에서는 환경보존을 한 규

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지역주민은 보 자원을 활용한 경제

가치 내부화 사업에 직 뛰어들어 경제 부를 얻는다.제주지역 자원은 정부에

의한 자원보호 차원의 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국내외 사례에서는 민간인 네트워크 컨소시엄에 의한 자원보 과 경제가치

내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제주지역 자원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력사

업을 하거나,주로 민간인에게 자원이용을 허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결과 으로 보면 국내외 사례에서의 어메니티 자원은 경제가치 내부화가 이루

어져 지역주민이 경제 정(+)의 효과를 얻고 있는데 비해,제주지역 어메니티 자

원은 경제가치 내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을 보 ․ 리하는 수 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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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활용 략

제1 어메니티 자원 활용

어메니티의 특성이 장소 차별 (spacially-inimitableness)이며,지역의 정체성

과 한 연 (anidentitytiedtoregionalism)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은 다른 지역과는 체될 수 없는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기구 공인 자연자원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부분 주민의

경제생활 터 과 인 해 있다.생물권보 지역인 천과 효돈천 일 는 제주 최

의 감귤 주산지이다.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일 용암동굴계는 제주지역 월

동 밭작물의 주산지이다.성산일출 지역은 경 의 심지이면서 동 국해

어로작업의 진기지이다.서귀포 도립해양공원을 비롯한 지질명소는 유명

지로서 서귀포시 서부 해안을 심으로 띠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연자원은 어메니티 사업 발굴 차원에서 보면 쾌 하고 청

정한 장소 차별 자원이면서 어메니티 사업의 하드웨어가 될 수 있다.제주인의

삶과 궤 을 함께 해온 역사자원과 문화․공동체 자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한

연 을 갖는 자원이면서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소 트웨어로 기능할

수 있다.

역사자원인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 일제동굴진지 등은 국제회의산업과 연

계하고,문화․공동체 자원은 보 상만이 아닌 경제자원으로 한 차원 끌어올려

지역경쟁시 의 생명선을 확보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천혜의 청정한 자연자원과 이색 인 공동체 문화를 자본으로 지식 노동자들의

여가와 휴식,정신 인 여유(retreat)와 자기정화(catharsis)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

소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 정(+)의 효과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 하나의 발 (AnotherDevelopment)’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 략을 ① 자연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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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② 역사․문화․공동체 자원 활용 측면의 두 개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어메니티 자연자원의 활용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를 해서는 국제기구 공인 자연자원을 심

으로 하는 어메니티 사업벨트(AmenityBusinessBelt)50)를 조성하고,지역공동체

가 주도하는 어메니티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략이 있을 수 있다.

어메니티 사업벨트는 기존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연결한다.이 사업벨트는 특정한 사업목 을 달성하기 해 특정한 사

업지구(projectdistrict)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어메니티 요소가 풍부한 여러

장소(area)를 연결해서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어메니티 사업에는 지역의 독특한 주거양식과 토속음식,이동수단,특산품 등 지

역공동체 생활양식을 소 트웨어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심으로 몇몇 어메니티 사업벨트를 제시

하고자 한다.여기에서 시하는 사업벨트는 이를 더 세분화해서 마을단 벨트,

혹은 특정자원 단 의 벨트, 로그램 단 의 벨트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1)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벨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은 <그림 6-1>에서 보는 것처럼

핵심지역인 한라산 국립공원지역과 완충지역인 국립공원 인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한라산 해발 200～600m 산간 지 와 천․효돈천 주변 500m 이내 지역

서귀포 도립해양공원을 연결하는 구역이다(제4장 제2 참조).한라산 남부

앙지역에 치한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곳이지만 이지역은 보호에 융통성이 있는 곳으

로 다양한 농업활동과 주거지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즉,

생물권 보 지역이면서도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이지역 가운데 주목할

50)본 연구에서의 ‘사업벨트(businessbelt)'라는 용어는 기존 개발 련법에서 허가권자로 규정한

공공기 에 의해서 특정목 을 해 피동 으로 지정되는 ‘사업지구(projectdistrict)’의 개념이

아니라,사업주체들이 신뢰와 력을 통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연 하기 해 서로 ‘띠’를 형성하

는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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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천과 효돈천,서귀포 도립해양공원 일 이다.

천과 효돈천 일 는 제주지역 감귤재배의 원조 지역이면서 최 주산단지이

다. 천과 효돈천을 끼고 있는 지역의 감귤 재배면 은 서귀포시 남원읍(5,013.6

㏊), 천동(802.7㏊),효돈동(428.2㏊),동홍동(207.1㏊)등 6,451.6㏊이다.이는 제

주지역 체 감귤 재배면 2만 608㏊의 31.3%를 차지하는 것이다51)서귀포 도

립해양공원은 해양동물 455종과 어류 232종이 출몰하는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그림 6-1>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자료:http://jejuwnh.jeju.go.kr

생물권보 지역 반경 10㎞ 이내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감귤박물 52) 감귤가

공공장,53)생물종 다양성연구소,54)제주한란 자연생태원,55)‘제주올 ’56)제5,제6,

51)제주특별자치도 감귤정책과 내부자료.2011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황.

52)서귀포 감귤박물 (2003년 건립):서귀포시 효돈동 부지면 9만 8,426㎡에 세계감귤 시 과

감귤랜드 인공폭포 감귤체험학습장,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조성해서 2005년 2월 제1종

문박물 으로 등록(제주도 제2005-1호)․개 했다(http://citrusmuseum.com>박물 안내).

53) 제주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1공장(2003년 12월 가동 시작):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부지면

9만 9,170㎡에 1일 처리용략 400톤 규모로 지어져 감귤을 원료로 한 감귤주스와 농축액을 생산

하고 있다(http://jeju.grandcluture.net>천연여과의 제주삼다수).

54)제주 생물종다양성연구소(2007년 개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부지면 8만㎡에 제주식물의

수집․분류 보존연구,제주아열 생물유 자원의 다양성 연구,종자․유 자․추출물은행

구축 산업 활용연구를 해서 제주테크노 크 부설 연구소로 개설되었다(http://jbri.jejutp.

or.kr).

55)제주한란 자연생태원(2012년 개원):서귀포시 상효동 제주한란 자생지(39만 2,565㎡)에 멸종 기

에 있던 제주한란(천연기념물 제191호)을 복원해서 방문자센터(1,534㎡),잔디 장(1,032㎡),자

생지 한란(4천여 생육)을 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로를 조성했다(연합뉴스.20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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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코스가 이어져 있다.어메니티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감귤 재배농가와 어

마을도 집해 있다.

이들 람 연구 시설들은 주민의 부담인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면서도 주민들의 경제소득과는 연 되어 있지 않다.즉 지 까지 어메니

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말한다.

세계 인 생태자원의 보고인 이 지역에는 어메니티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자연경 과 생물권보 지역 내의 다양한 동식

물상,그리고 이를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걷고 즐기면서 건강을 챙

길 수 있는 제주올 를 하나의 어메니티 사업벨트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2)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벨트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지구 가운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는 <그림 6-2>에서

보는 것처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인 지역,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에 걸친 지

역이다.

<그림 6-2>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자료:http://jejuwnh.jeju.go.kr

56) 제주올 :‘올 ’는 원래 제주의 마을 안길과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을 이어 주는 구불구불

한 진입로를 말한다.걸어서 여행하는 이들을 해 2007년 9월 서귀포시의 동쪽 끝 마을인 성

산읍 시흥리에서 서홍동 외돌개까지 바닷가 길인 ‘제주올래’제1코스(이후 7개 코스로 분할)가

개장된 이래 제주를 한 바퀴 돌아서 2012년 11월 제주시 동쪽 끝 마을인 종달리까지 제21코스

(하도 해녀박물 ～종달리 해변)가 개장되었다.총 길이 424.6㎞이다(http://jejuol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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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456m의 거문오름57)에서부터 바닷가까지 벵뒤굴과 만장굴,김녕굴,당처물

동굴,용천동굴 등 용암동굴이 분포되어 있다.한라산 북부 동북지역에 치한다.

거문오름 입구에는 제주지역 유네스코 공인 ‘3 유형자원’의 리본부인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58)가 들어서 있다.거문오름에서는 해마다 국제트 킹 회59)가

열린다.주변에는 산굼부리 분화구60)와 국내 최 비자나무 군락지인 비자림61),

국내 최 의 행원풍력발 단지62),해변에는 함덕해수욕장과 김녕해수욕장이 치

해 있다.제주올 의 마지막인 제19,제20,제21코스도 이 지역에 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포함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은 덕천․김녕․

월정․행원․선흘 1․2리 등 24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다.자연마을(법정리)은

85개에 이른다.인구는 1만 3,900세 에 3만 6,161명이다.이곳 구좌읍과 조천읍은

당근과 마늘,콩,월동 무의 최 산지63)이다.월동 당근은 국 생산량의 60%를

유한다.거문오름 인근에는 블랙푸드 마을(BlackFoodVillage)64)도 들어섰다.

이 지역은 제주에서 맨 처음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조천만세동산,해녀항일운

57)‘거문오름’은 해발 456m,면 64만 1,005㎡인 한라산의 기생화산이다.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형성한 모체이며 분화구에는 깊게 패인 화구 안에 작은 우리가 솟아있다.북동쪽 산사면이

터진 말굽형 분석구의 형태를 띠고 있고,다양한 화산지형들이 잘 발달해 있다(제주세계자연유

산센터 리 렛,2012) .

58)‘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 7,335㎡ 규모로 총 산 298억 6천여만원

을 들여 2012년 개 했다.내부시설로 한라산 용암동굴의 지질구조 지형을 알 수 있는

상설 시실과 용천동굴, 실계곡,비자림 등 명소를 입체 상으로 볼 수 있는 4D 상 실,기

획 시실과 망 가 개설되었다(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리 렛,2012).

59)‘제주 거문오름 국제트 킹 회’는 2008년부터 해마다 7월과 8월 사이 한 달 동안 열린다. 망

코스(1.8㎞)와 분화구코스(5.5㎞),능선코스(5㎞),정상코스(8㎞)로 진행되며 능선코스와 정상코

스는 해설사가 동행한다.2012년 회에는 국내외 등반객 2만 1천여명이 참가했다(거문오름 탐

방안내소,김상수 해설사 인터뷰).

60)‘제주 산굼부리 분화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해발 400～438m에 형성된 마르형 분화구이다.

바깥둘 2,067m,안둘 756m,높이 100～146m의 원추형 벽을 이루어 한라산 정상 백록담

화구보다도 더 크다.1976년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으며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해 있

다(한국학 앙연구원,1996).

61)‘제주 비자림’은 제주시 구좌읍 평 리 산간 지 448㎢에 자생하는 국내 최 의 비자나무 군

락지이다.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되었으며 단일 품종으로는 세계 최 의 군락지로 꼽힌다.

500～800년 수령을 가진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이곳 비자나무 숲길은 Healing(자

연치유)의 명소이다(http://terms.naver.com).

62)‘제주 행원풍력발 단지’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바닷가 일 5만 6,900㎡ 부지에 건립된 우리

나라 최 의 풍력발 단지이다.1996년 풍력자원을 청정 체에 지로 개발하기 해 시작된

풍력발 실용화 사업은 2003년까지 203억원을 들여 총 15기 10MW 규모의 발 기를 설치해서

연간 1만 8,561㎿/h의 기를 생산하고 있다.변 소와 연결된 용선로를 통해서 구좌,성산지

역 가정에 기를 공 하고 있다(http://jeju.grandcluture.net>행원풍력단지).

63)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의 2012년 채소류 재배면 은 월동 당근의 경우 960㏊로 제주지역

체 재배면 의 86%를 차지하며,콩 1,950㏊로 35%,마늘 395㏊로 13%,월동 무 1,008㏊로 21%

를 차지한다(제주자치도 감귤정책과 내부자료,2012년산 밭작물 월동채소 생산 황).

64)제2 의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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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본거지인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공원65),큰 뱀이 살았다는 설이 깃든 김

녕사굴66),칠머리당 등굿에 버 가는 송당굿 등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될 수 있

는 역사와 신화,무속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3)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 벨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치한 성산일출 (천연기념물 제420호)은 한라산

남부 서귀포시의 동쪽 끝 바닷가에 치해서 내륙과 바다에서 바라보는 자태는

제주 최고의 경 을 자랑한다.망망 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한 일출

응회구는 장엄한 모습으로 신비함을 연출한다.주변 지역은 <그림 6-3>과 같다.

<그림 6-3>성산일출 주변 지역

자료:http://naver.com>지도>성산일출

65)‘제주해녀 항일운동’은 일제강 기인 1931년～1932년 사이 구좌와 성산,우도 지역 해녀를 심

으로 부당한 해산물 수매가격에 반발해서 일제에 항거한 운동이다.연인원 1만 7,130명이 참여,

집회 시 회수 238회에 이르는 국내 최 여성주도 항일투쟁이다.2006년 구좌읍 상도리

속칭 ‘연두막 동산’일 8만 6,556㎡에 ‘제주해녀 항일기념공원’이 조성되어 기념탑과 해녀박물

이 건립되었다(http://terms.naver.com>제주항일운동기념탑).

66)‘제주 김녕굴(일명 김녕사굴)’은 구좌읍 김녕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포함된 길이 700m의 S

자형 용암동굴이다.옛날 이 굴속에 거 한 구 이가 살면서 농사를 망치고 요괴스러운 일을

일으키자 마을사람들이 화를 면하기 해 해마다 음식을 마련하고 15～16세 처녀를 제물로 바

쳐왔다.조선시 종 10년,서린이라는 이 부임해서 제사를 지내는 척 하다가 괴물을 처

단함으로써 마을을 평안하게 했다는 설이 있다(http://cyber.jeju.go.kr>김녕사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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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 은 지질연 로 홍 세 후기(LatePleistocene,약 12만～4만년 )에

해 에서 분출한 응회구67)이다.사발모양의 분화구는 고도 89～182m,장경 570m,

면 2.64㎢이다.북서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도에 침식된 벽을 이루어

화산활동에서 발달하는 응회구의 내부 층리구조를 찰할 수 있다.

이곳에 자생하는 226종의 식물가운데 법정 보호식물인 풍란과 고란 등 희귀

식물 8종과 돌토끼고사리 등 9종의 식물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은 한정분포 식물이다.

1985년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에서 처음으로 문․표선

단지와 함께 규모 개발지구인 3개 단지의 하나로 지정되었으나 지 까

지 비교 규모 자본이 유입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다.인근 표선

단지는 외부자본이 유입되어 제주민속 이 개발되었다.

성산일출 을 심으로 한라산 쪽으로는 제주 통 가를 보 하고 있는 성읍

민속마을68)이 있으며 제주의 삼성설화에 나오는 혼인지69)가 있다.성산항70)은 다

른 지방을 연결하는 연안항이면서 동 국해 어로 장의 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성산일출 서남쪽에 치한 속칭 ‘섭지코지’에는 제주해양과학 71)이 들어

섰다.제주올 코스는 이곳 시흥리 마을에서 출발해서 표선해수욕장까지 제1,

제2,제3코스가 이어진다.

성산일출 응회구 침식사면을 낀 속칭 ‘우뭇개’해변에서는 해녀들의 작업을

찰할 수 있다.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음식 과 민박들도 있다.성산일출 과

마주보는 우도(牛島)는 해녀의 본고장이면서 섬 속의 섬 지이다.우도 해안

67)응회구(tuffcone)는 무암질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할 때 많은 양의 물이 공 되면서 형

성되는 분화구 모양의 수성화산체를 말한다.

68)‘제주 성읍민속마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조선시 정의 (旌義縣) 청 소재지이

다.국가지정 요민속자료인 가를 비롯해서 성곽과 일 헌,명륜당, 성 ,정의향교,녹나

무,돌하르방이 남아있고 천연기념물인 느티나무와 녹나무가 마을 한복 에 있다(http://terms.

naver.com>성읍민속마을).

69)‘제주 혼인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연못이다.제주시 삼성 에서 솟아난 제주의

고․양․부 3선인이 동쪽 바다로부터 떠 려 온 나무상자 속의 3공주를 맞아 혼례를 올렸다는

설화가 있다(한국학 앙연구원,1996).

70)‘제주 성산항’은 제주지역 6개 연안항(성산항,한림항,애월항,모슬포항,화순항,추자항)가운

데 하나이다.동 국해로 조업을 나가는 어선들의 간 정박지이며 성산포-장흥 사이에 여객선

이 취항해 있다.

71)‘제주해양과학 (아쿠아 라넷 제주)’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속칭 ‘섭지코지’해변부지 9만

3,685㎡에 BOT(Built-Operate-Transfer)민간투자방식으로 총사업비 1,226억원이 투입되어 연

면 2만 5,738㎡ 규모로 2012년 6월 개장한 해양종합 람․체험시설이다.해양과학체험 과 해

양생태수족 ,해양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다(제주자치도,20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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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동굴음악회72)가 열린다.

4)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벨트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내 지질명소는 <그림 6-4>에서 보는 것처럼 한라산 남

서부 지역에 집되어 있다.세계지질명소 9곳 가운데 세계자연유산에 함께 포함

된 3곳(한라산 천연보호구역,만장굴,성산일출 )을 제외하면 6곳이 모두 이 지

역에 치해 있다.

<그림 6-4>제주도 세계지질명소

자료:http://jejuwnh.jeju.go.kr

정방폭포와 천지연폭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이다.서귀

포 패류화석층은 제주도 화산층 가운데 가장 에 있던 지층으로 신생 3기 말

인 약 400～180만년 에 융기되어 형성된 지층이다.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문

- 포 주상 리 ,수월 화산쇄설층은 모두 화산폭발로 형성된 화산지형이다(제

4장 제2 의 3.참조).

서귀포시 서부지역인 한라산 남서부 해안은 산방산을 배후에 둔 화순항과 용

72)‘제주 우도동굴음악회’는 제주시 우도면 속칭 ‘고래 콧구명 동굴’에서 열리는 음악회이다.고

래콧구멍동굴은 해안 벽 아래에 생성된 동굴로 썰물 때에만 진입이 가능하다.제주지역 성

악가 행복이 열악한 성악 실기수업 교실과 연습실 조건을 극복하기 해 조직한 ‘동굴소리

연구회(1992)’를 심으로 1997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http://jeju.grandculturenet>우도동

굴음악회).



- 189 -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내용

310 제주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서귀포시 정읍 상모리 316외 11필지

312 제주 모슬포비행장 일제지하벙커 서귀포시 정읍 상모리,벙커 1동

313 제주 송악산해안 일제동굴진지 서귀포시 정읍 상모리 해안 공유수면

314 제주 모슬 일제군사시설 서귀포시 정읍 상모리 1,190㎡

315 제주 이교동 일제군사시설 서귀포시 정읍 상모리 185㎡

316 제주 셋알오름 일제고사포진지 서귀포시 정읍 상모리 316

317 제주 송악산 외륜 일제동굴진지 서귀포시 정읍 상모리 산 2

머리 해안,형제섬으로 인해 해상에서 보는 뛰어난 경 을 자랑한다.송악산73)

모슬포항은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인 가 도와 마라도를 오갈 수 있는 해상

의 교두보이기도 하다.한라산의 남서부 해안을 도는 제주올 는 제7코스에서

부터 제10코스까지 이어진다.

송악산을 심으로 동쪽 속칭 ‘산이수동’바닷가에는 상모리 선사유 74)이 있

다.일제강 기에 제주지역 주민을 혹사시킨 속칭 ‘알뜨르 비행장’75)을 비롯해서

일제동굴진지들도 이곳에 집해 있다(제4장 제4 의 2.참조).이 일 국가지정

문화재인 일제 련 군사시설은 <표 6-1>과 같다.

<표 6-1>서귀포시 서부지역 일제 련 군사시설 문화재

자료:제주자치도 문화정책과 내부자료,문화재 황(2012.6).

제주시 서쪽 끝자락이면서도 세계지질공원 벨트에 속한 수월 화산쇄설층은

바로 앞 해안단구에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고산리 선사유 지76)를 포함하고 있

73)‘제주 송악산’은 서귀포시 정읍 상모리 바닷가에 있는 제주의 최남단 해발 104m의 오름(기생

화산)이다.이 폭발로 정상에 2개의 분화구가 있고 분화구 안에 99개의 우리가 있다.작은

분화구는 깊이 70m,가마솥 모양으로 깊게 패여 있다(http://naver.com>제주송악산).

74)‘제주 상모리유 ’은 서귀포시 정읍 상모리 속칭 ‘산이수동’바닷가에 있는 B.C500～100년

경의 패총과 생활 유 지이다.청동기 시 에 속하는 이 유 은 서울 가락동(흔암리)식 팽이형

토기계와 부산 역삼동식 공열 골아가리 토기계가 복합․형성된 ‘복합형 토기문화’를 보여주는

유 이다.무문토기문화의 와 발 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제주 학교박물 ,1990:

79～81).1988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75)서귀포시 정읍 상모리 속칭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가 만주사변(1931년)에 앞서 국 공습을

해 1926년부터 10년 동안에 걸쳐 건설한 비행장(66㏊)으로 1937년부터 80만평으로 확장했다.

비행장 안에는 20여기의 격납고와 지하벙커 등이 남아 있으며,6.25 쟁 때에는 육군 제1훈련

소가 들어섰다(제주방어사령부,1997;http://terms.naver.com>알뜨르비행장).

76)‘제주 고산리유 ’은 1977년 경지정리작업 때 유물층이 교란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곳에서는

B.C1만 2천년에서 1만년 경 제작된 석기(9만 9천여 )와 섬유질 토기(1천여 )가 다량 출토

되었다.우리나라의 구석기와 신석기 시 를 이어주는 요한 유 으로 평가받고 있다(http://

terms.naver.com>제주 고산리 유 ).1994년 발굴조사에서는 유물 3,147 이 수습되었다(제주

학교 박물 ,19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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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앞바다에는 제주에서 가장 큰 무인도이면서 배낚시로 유명한 차귀도77)가 있

다.제주올 는 제12,제13,제14코스가 이어진다.

제주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사업벨트는 어디를 가나 산간과 해안,

섬을 연결하는 종합휴양기능을 갖는 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

다고 하겠다.

2.어메니티 역사․문화․공동체 자원의 활용

1)제주 세계평화의 섬 컨벤션산업화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지리 공간인 제주라는 섬과 그 섬 속에 살고 있는 제

주인에 한 핍박과 침탈 에 형성된 일련의 정치 움직임을 통해서 생겨났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17 후속 사업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하

나는 세계평화 정착을 한 연구 사업이다.다른 하나는 제주가 겪었던 최 비극

인 4․3사건의 진상규명과 상생의 미래를 구 하는 것이다.

평화를 한 연구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된 ‘제주평화포럼’이 표 이다.격년

제로 시작된 제주평화포럼은 2011년부터 매년 행사로 바 면서 명칭도 ‘제주포럼’

으로 바 었다.소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78)제주포럼은

제주국제평화재단이 설립한 제주평화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다.

스 스 다보스에서 매년 열리는 다보스 포럼의 공식 명칭은 ‘세계경제포럼(WEF:

TheWorldEconomicForum)’이다.이 포럼은 세 가지 비 의 실 을 목표로 한다.

① 세계 공동체(globalcommunities)건설 활성화 ② 세계 ,지역 략

산업 략의 창조 ③ 지구 여건의 개선을 한 세계 구상의 매제가 바로 그

것이다(고 외,2008:84).제주포럼과는 성격이 다르다.

2011년 제주포럼은 개최 목 에서 “ 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이 가져온 새로

운 도 과 기회를 평가해 보고,아시아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가능성에

77)‘제주 차귀도’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속칭 ‘자구내’에서 서쪽 2㎞ 앞바다에 있다.차귀도와 죽

도,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 은 10만 5,145㎡이다(http://jeju.grandculture.net>제주의 섬).차

귀도 앞바다는 트롤(배낚시)로 유명하며,자구내 포구는 오징어과에 속하는 ‘한치’의 어획․출하

로 유명하다.

78)http://jejunews.com 제주포럼,국제종합포럼 도약 가능성 보다도...(입력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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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자 한다...신성장 동력과 창조산업,차세 지도자와 교육의 미래,여성의

역할 등에 해서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79)

큰 틀에서 평화 정착을 한 노력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산만하다는 느낌을

다.2012년 포럼의 경우 체 60개의 세션 가운데 제주 련 11개 세션에만 심

이 집 되어 ‘그들만의 포럼’이라는 한계를 불러올 수 있다80)는 우려를 낳았다.

제주 4․3사건에 한 진상규명은 보는 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는 큰 테두리의 규명이 이루어졌다.4․3진상

보고서가 고교 국정교과서에도 반 되었다.희생자 신고와 4․3유 지 발굴․보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4․3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추념 장과 령탑,사료 과 문화 도 마련되었다.

해마다 추념 장에서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는 령제가 열린다.모든 사업이 과거

에만 매달려 있고 미래를 향한 진취 인 사업을 구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3 련 사업은 제주 4․3평화재단에서 맡고 있다.본 연구가 제시하는 미

래지향 인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 체계는 <그림 6-5>와 같다.

<그림 6-5>제주 세계평화의섬 실 체계

제주 세계평화의 섬

(PeaceIsland)

자유 ․ 평화

⇗ ⇖

제주 국제평화연구원 제주 4․3평화재단

PeaceInstitute PeaceFoundation

평화 략․군축․긴장완화 의료부조․구호․화해

인권 상생

⇖ ⇗

제주 평화사업지원단

PHQ(PeaceHeadQuarters)

지원․유지․ 사(PeaceCorps)

79)http://jejupeaceforum.or.kr평화와 번 을 한 제6회 제주포럼.회의 소개.

80) http://jejunews.com 제주포럼,국제종합포럼 도약 가능성 보다도...(입력 20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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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했다.‘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

문’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주에서 평화 증진 확

산을 한 평화 실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1).

정부는 가칭 ‘제주 평화사업지원단’을 구성해서 제주국제평화연구원과 제주4․3

평화재단을 지원․유지해야 한다.평화 사단 구성과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

평화사업 추진기구의 한 축인 제주국제평화연구원은 평화 략과 군축,긴장완

화,인권과 련한 연구사업에 집 해야 한다.세계 경제질서 재편과 련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평화연구 산실로 발돋움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인 제주4․3평화재단은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의식을 미래로 돌려

야 한다. 세계의 의료부조와 구호에 참여하고, 립과 갈등의 구조를 화해와

상생의 길로 인도하는 평화실천 사업을 추구해야 한다.이러한 사업은 ‘제주 세

계평화 사단’을 공식기구로 구성해서 국제무 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평화연구와 평화실천사업을 통해서 제주 세계평화의 섬 사업과 국

제 컨벤션산업과의 연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제주국제 악콩쿠르의 종합축제화

미국 남서부 콜로라도 주의 아스펜 음악제는 미국 최고 수 의 클래식 음악제

이다.이와는 반 로 국의 ‘에든버러 린지 축제(EdinburghFestivalFringe)’

는 받지 못한 손님들의 축제로 유명하다(강일 ,2009:120～121).

에든버러는 국 스코틀랜드의 주도(主都)이다.에든버러 성(城)이 있고, 통

의상을 입은 악 가 백 이 를 연주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고풍

스러운 도시이다.이곳에 국제과학축제,국제아동축제,국제 화제,미술제,재즈

와 블루스 축제,군악제까지 3월부터 8월까지 온통 ‘에든버러 인터내셔 축제’로

이어진다.

에든버러 린지 페스티벌은 바로 이 에든버러 국제축제에 참가하지 못한,즉

받지 못한 손님들이 벌이는 축제이다. 국 내 청받지 못한 8개 단체(스코

틀랜드 6,잉 랜드 2개)는 스스로 장소를 물색해서 여료를 지불하고 공연을

81)‘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제3항.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제주자치도 특별법으로 바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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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공연은 무료 다.이들은 차 본래의 축제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새로운 공연방식으로 자리 잡았다.우리나라의 많은 공연 술 단체들

이 마 차원에서 ‘난타’,‘ ’,‘보이첵’,‘피크닉’같은 작품들을 에든버러

린지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제주콩쿠르도 이와 비슷하다. 세계 으로 유네스코 인증 악콩쿠르는 독일

의 ‘뒤셀도르 악콩쿠르’와 제주콩쿠르 뿐이다.세계 콩쿠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성악을 비롯해서 바이올린,첼로,콘드라베이스,피아노 등 악기와 건반악

기이다.이들 심의 콩쿠르에서 악기는 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제주콩쿠르가 세계 으로 유일하게 악기 7개 부문에서 경연하는 콩쿠

르로 인정받으면서 세계 악인들의 이목이 제주로 쏠리고 있다.세계 인 악

거장들이 제주콩쿠르 심사를 해 제주를 찾고 있다.제주 악인들이 “제주콩쿠

르는 세계인이 가장 잘 알고,다음에 한국인,그 다음에야 제주인들이 안다”고

푸념하듯이 콩쿠르의 개최지에서 푸 을 받고 있다.

제주콩쿠르는 ‘제주국제 악제’의 한 섹션으로 열리는 콩쿠르이다.참가자는

종목일 경우 200～300명에 이른다.제주국제 악제는 해마다 8월에 12일 동안 열

린다.외국 페스티벌 기간에 비하면(잘츠부르크 37일,아스펜 9주,베로나 3개월,

에든버러 5개월 등)매우 짧지만 참가자는 2천명을 넘는다.

제주콩쿠르는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사업이 요하다.이를 해서는

입상상 의 상향조정이 필수이다. 재 7개부문 총 상 6만 4천달러는 1년에 1

개 부문만 열리는 경상남도 통 음악제 ‘윤이상 콩쿠르’의 5분의 1수 이다.제

주콩쿠르의 모체인 제주국제 악제 지원 산은 연간 지방비 5억원과 국비 1억원

이다.

제주국제 악제는 산업연 모델을 이용한 사회․경제 효과 분석에서 모

두 14억 5,430만원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문화오락서비스 분야

5억 416만원,숙박업 4억 3,769만원,소매업 3억 2,247만원, 교통업 1억 1,350

만원,음식 업 분야에서 8,864만원 등이다(이은정 외,2009).

제주콩쿠르의 우수한 인재 발굴로 입상자 음악회가 성황을 이루면 이를 유료

화할 수 있다.입상자들이 어메니티 사업벨트의 유료 순회공연을 통해서 어메니

티 자원의 다양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음반 발매 등을 통해서 어메니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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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치 내부화도 가능하게 된다.제주콩쿠르를 비롯해서 제주국제 악제,탐라합

창제, 한민국 악제,아시아․태평양 악제를 아우르는 동아시아의 종합 술

축제로의 확 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3)제주칠머리당 등굿의 세계화

굿은 사 의미로 ‘종교 제의로서 무당이 음식을 차려 놓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신에게 인간의 길흉화복을 조 해 달라고 비는 의식’이라는 의미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 벅 거리며 신명나는 구경거리’라는 뜻도 담고 있다.

종합 술이면서 어메니티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굿의 내용은 사 의미에

모두 내포되어 있다.종교의식은 신앙심의 발로이다.그러기에 차려놓은 음식은

통 이며 정성이 담긴다.노래하고 춤을 추며 사물(북,장구,징,꽹과리)이 반

주하기 때문에 서양의 종합 술인 오페라와 같다.무당이 인간사 길흉화복을 조

해 달라고 비는 사설(辭說)은 한편의 소설이며 한 인간의 자서 이다.벅 거

리며 신명나게 구경하는 사람들은 객이자 독자이며 후원자이다.

제주칠머리당 등굿은 우리나라 굿 가운데서도 12제차에 이르는 연희 요소가

독특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82)으로 등재된 것이다.그만큼 사

설과 노래,춤사 가 특이함을 말한다.굿 의 세계화를 달성한 서해안 풍어제인

배연신굿과 동굿은 아직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았다.

제주칠머리당 등굿에서 읊조려지는 무당의 사설은 부분 기록으로 남겨지

고 있다.그러나 사물의 가락과 리듬은 거의 연구된 이 없다.춤사 에 한

연구도 시도되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굿 에 올리는 떡은 무색무미하

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에 한 연구도 없다.칠머리당 등굿을 종합 술로 무

에 올리기 한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칠머리당 등굿 기능보유자만을 무 에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굿의 원

형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무 작품으로 연출해야 한다.세계 공

연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도 요하지만 제주지역 어메니티 요소의 다

82)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는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소리,

강릉단오제,강강술래,남사당놀이, 산재,제주칠머리당 등굿,처용무,가곡, 목장,매사냥

등 11개 유산이다(http://kinnaver.com>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문화재.입력: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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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해서도 술 근이 필요하다.

4)역사자원과 제주마산업의 융합화

한라산 북서부 지역은 활한 산간 목장지 와 경작지가 펼쳐져 있고 밭담이

비교 온 하게 보 된 곳이 많은 지역이다.제주시 서부 애월․한림 지역을 말

한다.제주시 서부지역 치도는 <그림 6-6>과 같다.

<그림 6-6>제주시 서부지역 치도

자료:http://naver.com>지도>항몽유 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상가리에는 고려시 몽골에 항해서 궐기한 삼별 최

후의 항쟁거 ‘항 두리 항몽유 지’가 있다.항 두리 성터(36만 6,942㎡)83)는

1997년 국가지정 문화재 사 제396호로 지정되었다.

삼별 회유에 실패한 여․몽연합군은 1272년 11월 1만여 군을 이끌고 제주

함덕포구로 상륙해서 치열한 격 을 벌 다.삼별 는 끝까지 항했지만 과부

으로 제주에서 멸했다.이때부터 제주는 몽골의 직할령이 되어 100년에 걸친

83)‘항 두리 외성’은 조선시 에 축조된 제주의 3개 성(제주․정의․ 정)이 모두 돌로 쌓은 성인

데 비해 유일한 토성이다.토성 일 에는 삼별 의 궁술연마에 사용되었던 ‘살맞은 돌’과 여․몽

연합군과의 격 지 ‘군 ’,건물터의 ‘돌쩌귀’,‘옥터’,‘창고터’등이 남아 있다.김통정 장군이

성 에서 뛰어내린 발자국이 여 샘이 솟는다는 ‘장수물’과 삼별 의 수원인 ‘옹성물’,‘구시

물’등 유 이 있다(북제주군,198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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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기를 맞는다.84)제주마는 몽골의 제주지배 시 에 육성되었다.

항몽유 지 인근에는 제주경마공원85)이 들어서 주말마다 경마가 벌어지고 제

주마의 보호․육성을 해 제주 순수 통 경마도 펼쳐진다.제주마는 세계에서

키(100～119cm)가 매우 작은 유형에 속하는 말이다.

제주시 애월읍 지역은 제주의 읍․면지역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2만 2천여

명(제주자치도,2012:29)에 이른다.양배추와 양 , 로콜리,참깨,수박 등 제주

지역 채소류와 여름작물 주산단지이기도 하다.밭작물이 많이 재배되면서 경작지

내 밭담(돌담)도 온 하게 남아 있는 곳이 많지만 훼손율이 비교 심하게 나타

나고 있다(제4장 제5 의 4.참조).

연근해 어업의 심지인 한림항86)앞바다에는 섬 속의 기생화산인 비양도87)가

있고 모래 에 건설된 한림공원88)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제주올 는 제

15,제16코스가 있다.제주 화산섬의 특징과 역사자원,공동체 문화가 융합된 사

업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84)몽골국의 제주지배 100년 경과(김일우,2000.재구성)

1273.(원종 14):삼별 패망,몽골국(元)탐라국 토사(耽羅國招討司)설치.몽골군 700명 주둔.

1275.(충렬왕 원년):탐라국 토사를 탐라총 부(耽羅國軍民都達魯花赤總管府)로 개편.

부 장 다루가치(達魯花赤) 견,몽골군 1,000명 주둔.

1276.(충렬왕 2년):탐라총 부,수산평(旌義縣)일 에 몽고말 160필 입식.

1283.(충렬왕 9년):일본 정벌 비 몽골군 1,400명 증 .

1284.(충렬왕 10년):탐라총 부를 탐라국안무사(耽羅國安武司)로 개편.

1294.(충렬왕 20년):고려에 환속.제주목(牧)15 (縣)설치.

1300.(충렬왕 26년):몽골국,탐라총 부 재설치.

1301.(충렬왕 27년):탐라총 부를 고려 할 탐라군민만호부(耽羅軍民萬戶府)로 개편.

1356.(공민왕 5년):친명반원(親明反元)정책 단행,탐라군민만호부 폐쇄.

1368.(공민왕 17년):몽골국,명나라에 패퇴.

1374.(공민왕 23년):고려 장군 최 ,탐라의 목호(몽골족)세력 정벌,고려에 귀속.

85)‘제주경마공원’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간(해발 450m)지 부지 72만㎡에 람객 3천명

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경마장(경주로 1.6㎞)과 어린이 승마장,놀이터,축구장,배구장을 갖

춘 공원이다.1990년 제주경마장으로 개장했다(http://terms.naver.com>제주경마공원).

86)‘제주 한림항’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제주지역 6개 연안항 가운데 하나이다.2007년

재 방 제 2,247m,안벽 785m,물양장 995m를 갖추고 있다.2007년 연간 화물물동량이 155만

6천톤으로 제주항에 이어 두 번째이며,무역항인 서귀포항보다도 많다(http://terms.naver.com>

한림항).

87)‘제주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읍 재리 앞 3㎞ 해상에 있는 섬이다.면 은 0.5㎢이며 섬 앙

에 높이 114m의 비양 과 2개의 분화구가 있다.‘애기업은 돌’이라는 용암기종인 호니토가 천연

기념물 제349호로 지정되어 있고,이를 심으로 화산탄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다(http://terms.

naver.com>제주 비양도,제주 비양도 호니토).

88)‘제주 한림공원’은 ‘제주 산굼부리’분화구와 함께 제주지역 민간자본에 의해 조성된 명소

이다.1971년 한림읍 재리 바닷가 황무지 모래밭을 사들여 조성하기 시작한 이 공원은 재

동굴의 입구를 뚫고, 용동굴을 발굴해서 연결한 뒤 주변에 아열 식물원과,민속마을,수석

시 ,제주석․분재원 등을 시설했다(http://terms.naver.com>제주 한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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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어메니티 클러스터 심의 사회자본 형성

최근의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사회 각 부문의 발 을 유인할 수 있는 요한 자

원으로 인식되고 있다.사회자본 축 수 에 따라 경제발 ,교육수 ,정부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속출하고 있다(Coleman,1988;Whiteley,

2000;Rice,2001;Knack,2002;Daniereetal.,2002).사회자본을 다양한 분야의

발 에 목하려는 노력도 끊임 없이 시도되고 있다(이희창․박희 ,2005:1183).

실질 으로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 공동체에서는 경제발 과 같은 총체 인 복

지수 이 증가되고,정치기구가 효과 으로 작동하고 있다.사회자본 형성이 미

약한 사회는 경제 성장,지속가능한 발 을 한 환경보호,복지사회 건설 등

이 어려울 수 있다.자연자원과 인 자본,생산량이 같은 국가이면서도 경제

성취가 다른 국가의 를 보면 사회자본의 정 인 면을 확인할 수 있다(박희

,2002:224).

사회자본 형성은 신뢰와 규범,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89)어메니티 자원을 심으로 사업벨트를 구성했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 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소 트웨어인 어메니티 사

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즉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

치 내부화를 한 실질 인 지역공동체의 움직임(movement)이 있어야 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외 사례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은 어메니티 자원을 보

하는 가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장소 특수 속성을 소득창출의 수단으

로 활용하고 있다.가장 기본 인 사업은 민박과 통음식,특산품 랜드화,

상품 개발,지역에 알맞은 교통수단의 제공 등이다.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수단들이 모두 동원되는 셈이다.

89)사회자본은 물 자본 인 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으로 사회 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

로 본다.사회자본은 사회 계에서 상호이익을 해 집합행동을 진시키는 규범과 네크워

크를 포함하는 개 인 용어이다(남궁근,2007:299).린(Lin),콜만(Coleman),부르디외

(Bourdieu)등은 사회자본을 개인 측면에서 근하고 있고,퍼트남(Putman)은 구조 측면에

서 근하고 있다(박태정,2010:525).본 연구의 사회자본 근 은 후자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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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메니티 사업벨트는 산간과 해안,섬을 연결하는 종합휴양기능을 보

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벨트별로 각각의 장소 특성이 서로 다르기도 하다.

벨트마다 어메니티 사업 략을 달리할 수 있는 배경이다. 를 들어 거문오름 용

암동굴계가 산간 어메니티 사업에 을 둔다면 성산일출 일 는 해안 어메

니티 사업에 을 두는 벨트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장소 특성을 고려해

서 서로 다른 사업 략을 구사한다면 어메니티 자원의 다양성을 한층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요한 것은 사업벨트별로 공통 으로 필요한 숙박과 교통,먹거리,특산품 제

공을 기존 문 시설업체와 어떻게 차별화하고 마 할 것인가 하는 이

다.이를 한 력체인 클러스터90)를 형성하는 방안이 건이라 하겠다.

1. 통민박 클러스터

제주지역 객 수용시설은 2011년 말을 기 으로 숙박업 116곳과 휴양

펜션업 49곳 등 165곳이다.이곳의 객실수는 1만 3,487실로 2인 1실을 기 으로

하루 2만 6,974명을 수용할 수 있다.이는 제주자치도의 2012년 객 유치목표

1천만명(1일 평균 2만 7,397명)을 기 으로 했을 때 이미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

어난 것이다(제주자치도,2012:122,143).모라란 객실 때문에 단체 객이나 수

학여행단은 가족호텔이나 호스텔,휴양콘도미니엄에서 새우잠을 자야하고,

성수기에는 그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농어 단독 다가구 주택형 민박업소가 1,001곳에 이른다.시

설이나 서비스 수 에서는 숙박업이나 휴양펜션업에 따르지 못한다.사실상

형 민박시설을 제외하고는 성수기나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계 숙

박업 기능을 하는 것이 보편 인 실이다.제주지역 민박업 황은 <표 6-2>와

같다.

90)Porter(1998)의 클러스터 이론은 1990년 말 이후 유럽 국가들을 심으로 산․학․연의

력을 강조하는 지역발 정책 경쟁력 강화 정책의 틀로서 범 하게 채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Martin외 (2003)는 클러스터와 집 경제 간에 정(+)의 계는 인정되나,클러스터 형성

을 한 인 정책 효과는 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유럽 내에서 실증 비 이 제기

되고 있다(장재홍,2011:133).그러나 이론 논쟁과는 계없이 정책 성공은 집행단계에서의

구성원들의 비 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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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제주지역 농어 민박사업자 황

구분
합계

(단독․다가구)

150㎡(45평)

미만

150～230㎡

(70평)미만

230～300㎡

(90평)미만

300㎡

이상

계 1,001 367 164 181 289

제주시 540 204 89 95 152

서귀포시 461 163 75 86 137

자료:제주자치도 (2012:307)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연자원 사업벨트에는 마을마다 민박집이 들어서 있다.거

문오름 용암동계가 들어선 구좌읍과 조천읍 지역만 하더라도 69곳의 민박집이

있다.이것은 조천읍 함덕해수욕장과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을 심으로 계 민박

집이 집 된 결과이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사업벨트의 성격을 산간 어메니티 사업으로 설정할 경우

해변이 아닌 산간에 있는 민박을 심으로 벨트 내 민박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산간 민박 클러스터는 다시 다른 지역 사업벨트를 연결하는 민박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이 민박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쟁이 아니라 력을

통해 탐방객을 유치하고 송객(sharingvisitors)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지몬스발트 마을은 주변 5개 자연마을의 력을 통해 농

․생태 을 테마로 민박 숙박비와 함께 휴양세를 받는다.휴양세 수증이

있으면 주변 교통편과 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거문오름 탐방객에게 이

를 용한다면 민박 이용객과 탐방객을 동시에 유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이다.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지역 사업벨트에서도 같이 용할 수 있다.

2.어메니티 교통 클러스터

제주지역의 도로 도는 1㎢ 마다 도로 길이 1.73㎞로 , 주에 이어 국

역자치단체 가운데 3 이고 1인당 도로 길이는 5.7m로 국 최장이다(제주자

치도,2011a:1232).

제주지역은 국에서 도로 도가 3 에 이를 정도로 화물 물동량이나 통과 여

객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산업지표로 보았을 때 부분 국의 1%에 해당하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지역주민이 국에서 1인당 최장의 도로 길이를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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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업무량에 쫓기고 있지도 않다.이는 사회간 자본 시설 확충이라는 미

명아래 지 까지 지역경기 부양책을 도로 건설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민선자치

가 시작되면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개발의 시효과를 도로개발에서 찾은

것도 한 몫을 했다.

어메니티 사업벨트의 교통수단은 차별화된 방법이 필요하다.어메니티 사업벨트

마다 제주올 코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도보여행은 이미 일반화되었다.이와는 별

도로 어메니티 사업벨트에서는 무동력 교통수단(TrafficwithoutEnginePower)

을 활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생물권보 지역 사업벨트에서는 주변 민박집에 투숙하면서 자 거를

이용해 울창한 아열 식물군락지를 종단하거나 주변 람시설 지,지역특

산물 가공공장 등을 순회할 수 있다.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벨트에서는 동굴보호를

해 일정 지역의 형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말을 타거나 마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역사자원과 제주마의 융합사업 벨트인 제주시 서부의 애월․한림

지역의 경우 무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해 활한 산간 지 에 펼쳐진 제주돌담

경 을 찾을 수도 있다.

국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에서는 돌담을 복원하고 통가옥을 옛 모습 그

로 개조해서 민박을 운 하면서 하이킹과 싸이클링,민박집 말을 이용한 승마를

통해 무동력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세계 곳곳에는 차량이 없는 도로와 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3.토속음식 클러스터

제주의 토속음식 가운데 비교 많이 알려진 음식으로는 제주 흑돼지 고기와

말고기,해산물 등을 재료로 한 음식들이다.산간 어메니티 사업벨트 내의 민박집

에서는 신선한 채소를 바탕으로 제주특산 육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해양 어메

니티 사업벨트에서는 해조류를 바탕으로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어류 음식을 제

공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인근에는 블랙푸드 마을이 들어섰다.블랙푸

드 마을은 제주 특산인 검은 콩과 검은 ,검은 깨,검은 마늘,흑돼지,흑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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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 미역과 ‘몰망(몸)’91)등을 재료로 검은 색 일색의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

이 들어선 마을이다(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리 렛,2012).이는 제주의 특산물을

재료로 한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랜드화한 것이다.음식 어메니티의 창출인 셈

이다.

제주시 서부 제주마 융합산업 벨트에서는 말고기를 재료로 한 특산음식을 개발

할 수 있다.서귀포시 동부 성산일출 벨트에서는 해녀들의 따온 복과 소라를

재료로 한 음식,성읍민속마을의 흑돼지 음식과 ‘고소리 술’92),서귀포시 세계지질

명소 벨트에서는 방어와 자리돔으로 요리한 음식을 토속음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음식들은 이미 제주지역에서 고유 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다만 토속음식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한데다 민박과 교통수단 등 다른 어

메니티 사업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4.어메니티 특산품 클러스터

제주지역 청정 1차산품의 품질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제주산 감귤은 여러

랜드들이 개발되어 있다. 랜드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제주감귤 공동 랜드인

‘제주마씸’은 제 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이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월동 당근과 서부지역의 양배추 로콜리,서귀포시 서

부지역의 마늘 등 지역별로 청정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다.그럼에도 지 까지

세계자연유산 는 생물권보 지역,세계지질공원의 랜드로 마 에 나선 특

산작물은 없다.밭작물에 한 랜드화 인식이 모자란 데서 오는 상으로 볼

수 있다.

특산품 클러스터를 이용해 청정 이미지를 공동 마 하고 생산․출하․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략이 필요하다.정보화 시 에 지방정부나 농 에서 제공하는

생산 추세와 시장동향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한발 늦을 수 있다.당근,마늘,무,

양배추, 로콜리,치커리 등 특산품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장동향을 교류하

91)‘몰망(몸)’:모자반의 제주어.돼지고기를 삶았던 국물에 넣어 ‘몸국’이라는 국을 끊여 먹기도 한

다.

92)‘고소리’:‘소 고리’의 제주어.술을 빚는 기구로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증류기이다.옹

기 따 로 아래 두 짝을 겹쳐 만든다.‘고소리 술’은 고소리로 빚은 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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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산량도 농가 스스로 조 할 수 있어야 한다.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도청 앞

마당에 내다버리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시 는 지났다고 할 것이다.

제3 어메니티 사업 운 체계 구축

로벌 메가트 드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처하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사회․문화 가치의 다양화로 개되고 있다.

지역발 과 련된 메가트 드의 변화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메니

티 사업에 한 단일화된 지원 법이나 계획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이는 어메

니티 사업과 련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93)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역발 근방식에서 상향식 발 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메니티 사업을 통한 지역발 은 그 속성상 지방정부 차원에서, 는 지역공동

체 차원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그 성공사례가 확산되는 상

향식 발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근방식이 장소 특수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패러다임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1.어메니티 사업 운 주체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근방식은 내생 ,상향식,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심의 발 을 추구한다.성장거 의 집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장소 차별 발 략을 지향한다.

EU는 바르카 보고서(Barca,2009)를 통해서 특정지역의 집 경제는 기후나 ‘자

93)어메니티 련 규정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건축법,경 보호법,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생활환경개선 련 균특법 등의 법률에 산재

해 있다(김 호 외,20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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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인’경제 동인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특정지역의 집

경제는 집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의 로비와 압력, 는 집 진을 한 정부

의 규모 지출의 결과라는 것이다.이러한 지출은 국민들의 세 에 의존한다는

것은 무나 자명하다.따라서 장소 차별 없는 정책은 불투명하고(uncountable),비

민주 이며(un-democracy),비효과 (ineffective)이라고 본다(장재홍,2011:141).

바르카 보고서는 지역발 략의 추진에 있어서 소수의 경제 ,사회 핵심

목표들을 설정해야 하며,그 달성을 해서는 장소기반 정책(place-basedpolicy)

이 으로 요하다고 밝히고 있다.94)결과 으로 지역발 략은 장소 차별

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자본 심의 내생 발 이어야 하며,발 략의 주체

도 지역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델 이 방법 조사에서 문가 집단의 응답도 지역공동체 자원에 의

한 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지방정부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

으로 높았다.그 내용은 <표 6-3>과 같다.

<표 6-3>어메니티 지역발 주체

(단 :명,%)

구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세계자연유산 26(100) 5(19.2) 7(26.9) 5(19.2) 9(34.6) -

제주해녀 26(100) - 2(7.7) 3(11.5) 16(61.5) 5(19.2)

세계지질공원 26(100) 4(15.4) 5(19.2) 5(19.2) 12(46.2) -

생물권보 지역 26(100) 5(19.2) 7(26.9) 4(15.4) 10(38.5) -

제주돌담 27(100) - 4(14.8) 2(7.4) 16(59.3) 5(18.5)

제주마 27(100) 1(3.7) 2(7.4) 3(11.1) 16(59.3) 5(18.5)

세계평화의 섬 27(100) 7(25.9) 6(22.2) 5(18.5) 9(33.3) -

제주어 27(100) 2(7.4) 3(11.1) 1(3.7) 18(66.6) 3(11.1)

칠머리당 등굿 27(100) - - 2(7.4) 21(77.7) 4(14.8)

국제 악콩쿠르 27(100) - 1(3.7) 2(7.4) 20(74.1) 4(14.8)

일제동굴진지 28(100) 1(3.6) 4(14.3) 5(17.9) 15(53.6) 3(10.7)

제주 가 27(100) - 2(7.4) 3(11.1) 17(63.0) 5(18.5)

평균 319(100) 26(8.2) 43(13.5) 40(12.5) 179(56.1) 34(10.7)

※ ① 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앙정부+민간 ④ 지방정부+민간 ⑤ 민간

※ 부록 Ⅳ-4,참조.

94)OECD는 이러한 장소기반 정책을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서 그 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모든 경제정책은 후생극 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에서 ‘사람 심(peoplecentred)’이

어야 하며,이를 해 때로는 장소 는 지역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장재홍,201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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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경제 자원화할 경우 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

느냐는 질문에는 복수응답 합계 319명 가운데 56%인 179명이 지방정부와 민간

이 공동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제주칠머리당 등굿과 제주콩쿠르 70% 이상,제주해녀와 제주

어,제주 가 60% ,제주돌담과 제주마,제주일제동굴진지는 50% 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민간이 참여한다고 보았을 때 구체 으로 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

냐는 질문에는 압도 으로 지역공동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 다.그 내

용은 <표 6-4>와 같다.

<표 6-4>어메니티 지역발 민간 참여단체

(단 :명,%)

구분 합계 ① ② ③ ④

세계자연유산 27(100) - - 26(96.3) 1(3.7)

제주해녀 28(100) 1(3.6) 3(10.7) 23(82.1) 1(3.6)

세계지질공원 27(100) - - 25(92.6) 2(7.4)

생물권보 지역 27(100) 1(3.7) - 22(81.5) 4(14.8)

제주돌담 28(100) - - 27(96.4) 1(3.6)

제주마 28(100) 9(32.1) 6(21.4) 13(46.4) -

세계평화의 섬 27(100) 1(3.7) 2(7.4) 18(66.7) 6(22.2)

제주어 28(100) - - 20(71.4) 8(28.6)

칠머리당 등굿 28(100) - 2(7.1) 21(75.0) 5(17.9)

국제 악콩쿠르 27(100) 1(3.7) 2(7.4) 16(59.2) 8(29.6)

일제동굴진지 28(100) 5(17.9) 2(7.1) 17(60.7) 4(14.3)

제주 가 28(100) 2(7.1) 1(3.6) 23(82.1) 2(7.1)

평균 331(100) 20(6.0) 18(5.4) 251(75.8) 42(12.7)

※ ① 도내 기업 ② 기존 동조합 ③ 지역공동체 ④ 새로운 단체.

※ 부록 Ⅳ-5,참조.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업에 지방정부의 트 로 참여할 주도세

력으로 지역공동체를 꼽은 응답이 복수응답자 331명 가운데 75.8%인 251명에 이

르 다.이러한 응답은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제주돌담에서

90% 이상,제주해녀와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제주 가는 80% ,제주어와 제주

칠머리당 등굿은 70% 의 응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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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으로 보면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를 한 주도세력은 지방정

부와 민간이 되어야 하며,민간 참여집단으로는 지역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어메니티 사업에 도내 기업이 참여하거나 기존에 결성된 동조합이 참여하

는 데에는 부정 인 시각이 많았다.

2.어메니티 사업 재원조달 수단

어메니티 지역발 략에서의 재원조달 방식은 내생 발 에서 추구하는 내

부자본을 요시한다.즉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다.내생 개발의 성패 여부는 지역 내부의 자원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그러나 내생 발 략이 포함하고 있는 한계 으로 인해 내부 자원

만을 동원한 발 은 그리 쉽지 않다.

지역차원에서 지나치게 내부화만을 강조하게 되면 지역의 폐쇄성과 배타성으

로 인해 지역고착(lock-in) 상을 낳을 수 있다.경제성장이 어느 수 까지 성숙

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내부 수요를 유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 규모의 경제를

실 하기 어렵다.사업결과의 효과성에 해서도 투입에 비해 산출이 미흡할 수

도 있다.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재화나 서비스

를 동원하고 필요하면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2000년 에 들어와서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세계화의 진 ,정보화의 속한 확

산 등의 향을 받아 통 지역발 패러다임이 격하게 변화를 겪게 되었다

(임경수․소진 ,2005).신산업지구론과 유연생산체제론,지역 신론 등의 개념

이 새롭게 두되면서 주민참여를 제로 한 앙정부와 지방정부,시민단체 등

의 거버 스 개념이 요시되고 있다(임경수,2005).

최근의 지역발 모델은 매우 선택 으로 변하고 있다.지역발 의 기본 방향

을 내생 발 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

의 자원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시공간의 거리가 단축되고

물류의 흐름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그 다고 하더라도 내생 발

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임경수,2006:36).

본 연구의 델 이 방법 조사에서도 어메니티 사업 재원은 정부( 앙․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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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도내 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즉 사업주체

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듯이 재원도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 내용은 <표 6-5>와 같다.

<표 6-5>어메니티 지역발 재원조달 수단

(단 :명,%)

구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세계자연유산 28(100) 20(71.4) - - 8(28.6) -

제주해녀 28(100) 10(35.7) 2(7.1) - 13(46.4) 3(10.7)

세계지질공원 28(100) 18(64.3) - - 10(35.7) -

생물권보 지역 28(100) 19(67.9) - - 9(32.1) -

제주돌담 28(100) 9(32.1) 1(3.6) 1(3.6) 13(46.4) 4(14.3)

제주마 28(100) 3(10.7) 1(3.6) 1(3.6) 18(64.3) 5(17.9)

세계평화의 섬 28(100) 21(75.0) - - 7(25.0) -

제주어 28(100) 8(28.6) 1(3.6) - 17(60.7) 2(7.1)

칠머리당 등굿 27(100) 8(29.6) - 1(3.7) 16(59.2) 2(7.4)

국제 악콩쿠르 26(100) 7(26.9) 3(11.5) - 15(57.7) 1(3.8)

일제동굴진지 28(100) 8(28.6) - - 19(67.9) 1(3.6)

제주 가 28(100) 4(14.3) 1(3.6) 2(7.1) 15(53.6) 6(21.4)

평균 333(100) 135(40.5) 9(2.7) 5(1.5) 160(48.0) 24(7.2)

※ ① 정부 재정투자 ② 외국 기업자본 ③ 국내 기업자본 ④ 정부 재정+도내 민간자본

⑤도내 민간자본.※ 부록 Ⅳ-6,참조.

정부 재정과 도내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복수응답

333명 가운데 48%인 160명을 차지했다.정부의 재정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도 40.5%에 이르고 있다.

자원별로 보면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정부의 재정투자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압도 으로 많았다.이는 술한(제1 의 2.<그림 6-5>)본 연구

의 ‘제주 세계평화의 섬 실 체계’와도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제주도 세계지

질공원과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도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해 경제자원화가 이루

어져야 하며(60% ),제주마와 제주어,제주 일제동굴진지는 정부 재정과 도내

민간자본이 공동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60% )이 많다.

결과 으로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를 한 재원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로 확보되어야 하나,제주 평화의 섬 실 과 유네스코 공인 자연자원은

정부의 재정투자로 경제가치 내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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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메니티 사업 운 체계

지역발 은 지역의 구조 ,질 ,지속 인 인간 생활여건의 개선을 목표로 한

다.이를 해 환경성과 역사성,문화성,공동체 정신 등 어메니티 요소를 기본원

리로 삼고 있다.어메니티 요소는 그것이 존재하는 곳에서 삶을 하는 그 지

역주민이 가장 잘 악하게 된다.어메니티 지역발 략이 외부세력에 의한 개

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이다.다만 내생 발 의 속성에 해당하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상쇄하기 한 지원과 력이 필요하다.

어메니티 사업이 성공하기 해서는 지역주민을 조직화하고 조직에 알맞는 지

원이 있어야 한다.지역주민의 조직화는 일하는 연결망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간 심성의 결합체 수 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술한 어메니

티 사업의 ‘클러스터’는 낱말 뜻 그 로 얼크러진 포도송이처럼 믿음의 조직이 되

어야 한다.

어메니티 사업을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도한다는 제 아래 클러스터

를 바탕으로 한 어메니티 사업 운 체계를 구성하면 <그림 6-7>과 같다.

<그림 6-7>어메니티 사업 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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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메니티 운 원회(AMC:AmenityManagementCommittee)

‘어메니티 운 원회’는 지역 생산자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다.어메니티 사

업벨트별로 조직된 민박 클러스터와 교통,음식,특산품 등의 클러스터 리더들이

모여 생산․ 리 원회,즉 어메니티 운 원회(AMC)를 구성한다.95)각각의 생

산자 클러스터의 리더와 운 원회의 리더는 생산자가 직 선출한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네크워크를 구성해서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방문

자의 유치와 송객 등을 의하는 ‘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운 원회는 각각

의 클러스터에 생산정보와 시장동향,기술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마

을 담당한다.정부의 지원을 받기 해 각각의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어메니티 지원 원회’에 제공한다.

2)어메니티 지원 원회(ASC:AmenitySupportCommission)

어메니티 지원 원회는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한 의체이다.

지원 원회는 의회와 행정,민간인 문가로 구성한다.지원 원회의 성격은 지

방정부의 권한을 임받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사결정 의체이다.의사결정

구성원끼리는 의견교환을 한 느슨한 의채 을 가동한다.

지원 원회는 어메니티 운 원회가 제출한 생산자 클러스터 평가보고를 토

로 지원사업에 한 사후평가를 하고 업 에 따라 지원규모를 결정한다.사후

평가에 따른 변화에의 요구사항을 운 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지원 원회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임받지만 의사결정에 지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업무 체계별로 보면 ① 생산자 클러스터,② 운 원회,③ 지원 원회의 3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지만 생산과 지원이라는 측면과 서로의 근 성 측면에

서 보면 운 원회와 지원 원회라는 서로 독립된 2원 운 체계를 구성하는 것

이다.

95)우리말 ‘원회’는 어의 committee와 commission을 통칭한다.committee는 자발 인 민간

의체인데 비해 commission은 보통 정부의 권한을 임받은 의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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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리더십 강화

어메니티 사업 추진체계의 기본 바탕은 지역공동체의 활동이다.지역발 을

한 열망을 지닌 지역의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고 지역주민

의 동참과 내부 결속96)이 이루어질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강원도 토고미 마을은 한 귀농인이 쇠락해 가는 고향 마을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마을 지도자들과 함께 인구 300명의 조그만 마을을 국 1천 200가구

의 ‘나눔의 농사가족’을 회원으로 둔 청정마을로 탈바꿈시켰다.‘무농약 오리농법’

과 폐교를 리모델링한 ‘자연학교’를 매개로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오지 마을을

일 년 내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을 일구어 낸 것이다.

미국의 시카고시는 심미성과 삶의 질을 시하는 리더의 어메니티 지향 마인

드가 재난과 폭력의 도시를 건축문화유산이 즐비한 도심 속의 공원을 만들어냈

고 미국 최고의 폭력 없는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성장시켰다.

독일의 오스나 뤽시는 시장의 력 리더십이 시민들의 평화모 운동을 통

해서 나치의 유 인 학살을 반성하고 반 평화운동 작가의 업 을 기리는 평화

문화정책으로 세계 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확보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탄 도시 던 아스펜은 한 기업가 부부의 제안으로 음악

제 수익으로 먹고 사는 세계 인 음악도시를 일구었다. 국 스코틀랜드의 에든

버러 축제에서는 인터내셔 페스티벌에 받지 못한 음악그룹의 리더들이 자

발 으로 참여해서 린지 페스티벌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장르의 공연 무 를

만들어냈다.

제주에서도 한 여성의 리더십이 제주의 아름다운 풍 과 함께 제주 섬을 한

바퀴 도는 21개 코스 424.6㎞의 ‘제주올 ’를 개발해내고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어메니티 자원을 창출해냈다.

리더의 육성은 심과 지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며,리더십의 개발은 지방

정부와 지역주민의 력에 달려 있다.리더는 지역에 한 사와 헌신,내 자

96)‘내부 결속’이란 조직의 원활한 운 과 유지를 해 구성원의 자격기 ,구성원 사이의 지

․ 계 결정의 근거,상과 벌의 기 과 차, 인 계의 규칙과 습,언어와 상징의 의미에

한 합의 등이 구성원들에 의해 생성되고 습득된 것을 의미한다(남기덕,20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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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국내외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에서 보듯이 어

메니티를 지향하는 리더십은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출한다.성공 인 리더는 로벌 메가트 드를 직시하며, 로벌

메가트 드는 창조 인 리더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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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 략은 지역의 양 성장보다는 질 발 을 추구

한다.발 의 기본원리로서 효율성보다 환경과 역사,문화,공동체의 가치를 시

한다.총량 빵의 크기보다는 쾌 한 환경 속에서 정신 편안함,사회 공평

함,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공동체의 자존 자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발 수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본과 노동보다 지식과 기술을 시하고 생산체

계에 있어서는 소품종 량생산보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보편화된다.신뢰와 규

범, 력을 진시키는 네트워크를 조장하고 지역주민의 기 수요를 넘어 경제

으로 한 삶의 질을 요시 한다.

본 연구는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략을 마련하기 해서 제

주지역의 자연․역사․문화․공동체 자원 가운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을

가려냈다.선정된 자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와 비슷한 국내외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를 조사했다.

국내외 사례와 견주어서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실태를

분석하고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 략을 도출했다.지역발 략으로서

는 어메니티 사업벨트를 조성하고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터와 네트워크를 형성함

과 동시에 지방정부와 민간이 력하는 어메티티 사업 운 체계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어메니티의 에서 우리나라의 지역발 정책과 지역계획을 고찰

하고 어메니티 요소를 시하는 새로운 지역발 략을 제시한 것이다.

제1 연구 결과의 요약

1.지역발정정책 지역계획 평가

본 연구는 통 지역발 략과의 계 속에서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상을 악하기 해 어메니티 에서 우리나라의 지역발 정책과 제주지역발

계획을 평가했다.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60년 부터 본격 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역발 정책은 경제성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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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달성한 반면에 지역격차의 부정 심화를 가져왔다.

어메니티 에서 보면 기의 지역발 정책은 지역균형발 을 해 지역의

인구 경제 성장,산업화와 사회간 자본 시설의 확충을 목표로 했다.이러한

목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세계 10 권 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얻었다.1인

당 국민소득도 인구 4천만명 이상인 국가 가운데 8 를 차지하는 고도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는 반 로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속히 진행되어 본격

인 도시화가 이루어졌다.자본과 생산활동의 도시집 상이 불가피했고 농어

지역의 생산성 감소와 인구의 공동화․고령화를 동시에 가져왔다.농어 인구의

고령화는 농어 정주기반과 생산력을 감소시켜 농어 의 쇠퇴를 가속시키는 요

인이 되었다.

제주지역발 계획은 지역발 의 원동력인 교통․통신․용수․ 력 등 사회간

자본 시설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주민의 기 수요인 의식주․교육․의료

등의 기반을 갖추었고 지역성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 이었다.그러나

지역발 의 근방식이 지역주민의 참여나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주민의

사회 소외감과 박탈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주지역 내의 자원과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을 도외시하고 앙정부의

계획과 다른 지역 자본에 의존하면서 자원소모 발 이 추진되었다.소 외

생 발 에 함몰된 지역개발이었으며 지 도 그 기본 인 틀은 변함이 없다.이

는 개발계획의 수립과 자본 기술의 제공을 앙정부와 외지인에 의존하고 있

고 개발이익도 역외로 유출되고 있음을 말한다.

국가의 지역발 정책이나 지역계획이 모두 지역의 장소 특성을 비롯해서 역

사․문화․공동체 자원과 인간의 삶의 질 등 어메니티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장

소 차별없는(spatially-blind) 략으로 일 함으로써 규모 ,자원소모 ,환경

괴 ,기능 심 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이는 세계화라는 시간과 공간의 압

축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한 사회․문화 다양

성을 추구하는 로벌 메가트 드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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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메니티 자원의 분류체계

본 연구는 통 지역발 략의 척 에 있는 어메니티 지역발 략을 도

출하기 해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경제가치 내부화가 가능한 자원을

가려내기 한 작업을 수행했다.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는 국립농업과학원의 분류체계와는 달리 어메니티 속성

이 강한 제주지역 국가지정 문화재 가운데 국제기구 공인자원과 국가 공인자원

으로 분류했다.분류 결과 이들 자원의 속성은 자연자원과 역사자원,문화․공동

체 자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가치보다는 유산가치(보존․ 승)가 더 많은 자원도

가려졌다.이들 자원을 지역발 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해 델 이 방법 조

사를 이용해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을 선정했다.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은 국제기구 공인자원으로서 유네스코가 공인하는

①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②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③ 제주

도 세계지질공원,④ 제주칠머리당 등굿,⑤ 제주 국제 악콩쿠르,⑥ 제주어

등 6종이 선정되었다.국가 공인자원은 ① 제주 세계평화의 섬,② 제주 일제동

굴진지,③ 제주마,④ 제주 가,⑤ 제주해녀,⑥ 제주돌담 등 6종이다.이를 자

원 속성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자연자원 3종,역사자원 2종,문화․공동체 자원

7종 등 모두 12종으로 나타났다.

3.어메니티 자원 특성분석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를 해서 선정된 자원

에 한 특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유네스코가 공인한 제주지역의 자연자원과 역

사․문화․공동체 자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쳐지지 않는 어메니티 자원으

로서 자원 자체의 특이성과 함께 심미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라산의 분화로 형성된 제주 화산섬은 화산활동의 표 인 형태로 각 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세계자연유산 에올리에 제도와 필 할만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두 화산체의 형성과정에서는 세계 인 화산분출유형 6개

가운데 4개의 유형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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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은 용암동굴에서는 볼 수 없는,

석회동굴의 특성인 백색 탄산염 생성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최고의 미 가

치로 인정받고 있다.용천동굴에서는 세계 용암동굴계에서 보고된 이 없는 길

이 800m의 담수호수가 형성되었다.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은 난 ․온 ․한 아고산 에 걸친 1,800여종의

식물과 4,000여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되었다. 천과 효돈

천,서귀포 도립해양공원을 잇는 지역은 뛰어난 경 과 울창한 난 림을 보유하

고 있으며 해양동물 455종과 어류 232종이 출몰하는 해양자원의 시 이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가운데 지질명소는 마르형 화산지형으로 유명한 독일의

불칸아이펠과 국 자이언츠 코즈웨이의 주상 리 를 합쳐 놓은 것과 같은 뛰

어난 특이성을 갖고 있다.

제주의 험난한 역사의 결과물로 탄생한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 일제동굴

진지’는 독일의 평화도시 오스나 뤽과 일본의 히로시마에 버 가는 평화의 상징

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배경을 지니고 있다.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공동체 자원인 제주칠머리당 등굿과 제주해녀,

제주어,제주마,제주 가,제주돌담은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의 소 트웨어로

기능할 수 있는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장소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4.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분석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제주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은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으로

서 지역발 을 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내부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연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는 문화재 보호법이나 자연공

원법,자연환경 보 법에 의해 상 그 로를 보존하거나, 승 보 을 한 재

,혹은 자원을 알리기 한 시공간 확보 등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모

든 자원이 재정투자를 통해서 보호․재 ․ 리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자원인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국제 컨벤션산업과의 연계 고리를 찾지 못

하고 규모 시공간과 규모 행사에 몰입하면서 경제가치의 내부화와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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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멀다.일부 제주일제동굴진지는 민간의 사재를 털어 쟁평화박물 을 개설했

으나 경 난으로 외부자본에 넘겨질 기에 있다.

공동체 자원 가운데 제주마를 제외한 부분의 자원이 경제가치 내부화와는

계 없이 방치되거나 외부자본에 의해 경제가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제주

가는 가형 민속 과 호텔형으로의 개조로 외부기업에 이윤이 넘어갔다.제주

돌담은 훼손율이 심각한데도 상유지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5.어메니티 자원 활용 략 구축

본 연구는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수단으로 어메니티 사업벨트 조

성과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터 네트워크의 형성,어메니티 사업 운 체계의 구

축을 제시했다.

어메니티 자연자원의 활용 략으로는 ①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벨트,② 세계

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벨트,③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 벨트,④ 제주

도 세계지질공원 벨트의 형성을 제안했다.각 벨트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생물권보 지역 벨트는 난 림과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되는 곳이다.제주특산품인 감귤의 본고장이며 감귤박물 과 감귤가

공공장,생물종 다양성연구소,제주 한란생태원 등 생물권 벨트를 특징지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벨트는 기생화산인 거문오름을 이용한 트

킹 코스가 활성화되고 있고 특성화된 블랙푸드 마을이 들어섰다.주변에 산굼

부리 분화구와 비자림,해수욕장,풍력발 단지 등이 산재해 있어서 힐링을 겸한

화산 에 합한 벨트이다.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 벨트는 제주 최고의 경 지이다.주변에 성읍민속마

을과 민속 ,삼성설화의 혼인지가 있다.바로 앞바다에는 해녀의 본고장으로 알

려진 섬 속의 지 우도가 있다.경 과 화산지형,해양문화, 통민속을 기반

으로 하는 벨트이다.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벨트는 정방폭포와 산방산,용머리 해안,형제섬, 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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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리 등 해상에서 보는 경 이 뛰어나다.최남단 마라도와 가 도,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길목이면서 차귀도 해상 낚시 등 해상탐험의 최 지이다.

어메니티 역사․문화․공동체자원 활용 략으로는 ① 제주 세계평화의 섬 컨

벤션산업화,② 제주 국제 악콩쿠르의 종합축제화,③ 제주칠머리당 등굿의

세계화,④ 역사자연과 제주마산업의 융합을 제시했다.

어메니티 사업 클러스터로는 ① 통민박 클러스터 ② 어메니티 교통 클러스

터 ③ 토속음식 클러스터 ④ 어메니티 특산품 클러스터의 결성을 제시했다.이들

클러스터는 어메니티 사업벨트별로 다양한 형태의 민박과 이동수단, 통음식,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같은 분야, 는 다른 분야의 클러스터끼리 네트워크

를 구성해서 정보교환과 송객,재료 공 등의 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주지역 자연자원이 존재가치와 유산가치를 보유한 어메니티 자원이라면 민

박과 이동수단,토속음식,특산품은 체류형 에서 즐길 수 있는 경제가치 내

부화 자원이면서 소비자 부담 원칙의 자원이다.

어메니티 사업의 운 체계로는 클러스터끼리 ① 어메니티 운 원회를 구성

하고 ② 지방정부의 권한을 임받은 어메니티 지원 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각 원회는 어메니티 사업의 수행 성과보고,평가결과 심의,지속

지원을 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제2 정책 함의 연구의 한계

1.정책 함의

본 연구의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 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얻

어진 정책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지 까지의 지역발 략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

계가 있다.

세계화는 공간구조와 지역발 과의 계에서 지역을 요한 경제단 로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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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 블록화, 역화를 계속 조장하고 있

다.세계의 경제 통합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켜 지역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

고,장소 특수 속성에 한 심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장소 특수 속성은 지역발 략에도 강하게 작용해서 지역주민의 안 과 건

강,경제 부를 지향하는 어메니티 지역발 략의 필요성을 낳게 했다. 로벌

메가트 드도 경제통합과 과학기술의 융합,지구 온난화,인구의 감소 고령화

에 응하는 사회․문화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메가트 드

는 지역발 략에 향을 미쳐 통 지역발 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발

략을 요구하게 되었다.

둘째,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세계 경제 기에서도 무 지지 않는 지역

심의 하나의 발 략이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역발 의 지향 이다.

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과거처럼 앙 심 ,하향 ,외생자본 심의 략

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지역의 질 성장을 해서는 지역 내부의 발 동기와

내부의 자원을 동원해서 발 의 과실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하는 지역 심 ,상

향 ,내부자본 심의 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어메니티 자원을 동원한 지역발 의 주요 수단과 상은 물 하부구조

의 확충이 아니라 사회 하부구조의 안정 확보에 있다.

지역발 은 토지와 노동,자본 등 경성요소를 요시하는 사회간 자본 시설의

확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역사,문화,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환경개선과 생,안 ,교육,복지 등의 확보가 심에 있어야 한다.지역자원의

확 를 해서 기술개발과 사무 신,지역 인재양성,문화와 어메니티 자원의 창

출이 요구된다.

넷째,어메니티 지역발 략은 신뢰와 규범, 력,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자본 형성이 요하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한 지역발 략은 지역발 을 열망하는 내

부동기가 있어야 한다.지역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지역 결속력도 필요하다.이

를 해 주민을 조직화하고,공동 자원을 개발하고,정보교환을 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주민의 조직화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공동 자원의 개발



- 218 -

은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한다.지역의 결속력은 공동체의 규범이 바로 설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다섯째,어메니티 지역발 에는 어메니티 요소를 요시하는 리더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역의 열망과 지역주민의 결속력 강화를 해서는 지역열망을 한 곳으로 집

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지역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더

없이 요하다.리더의 육성은 심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리더십의 발휘

는 구성원들의 지지와 력을 기본으로 한다.

어메니티를 지향하는 리더와 리더십은 과거 지역발 략의 답습이나 모방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염두에 둔 미래 지향 발 략을 창조해낸다.

2.연구의 한계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 략을 도출함에 있어서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원칙을 심에 두었다.그럼에도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의

가치 수 을 어메니티 가치평가법에 의해 일일이 측정해내지 못했다.국내외 사

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부화 주체와 보 수단 등 그 실태만을 제시하는 데 그

쳤다.어메니티 자원별 경제가치 측정은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다.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델 이 방법 조사를 원용했다

고는 하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연구자의 찰에 의한 주 을 완 히 떨쳐버리지

못했다.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본 연구에서 선정되지 않은 제

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은 무수하다.본 연구의 상자원은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이라는 에서 표자원으로 활용했음을 부기한다.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략도 국가정책 차원이 아닌 지역계획 차원으로 한정했

기 때문에,장소 특수 속성을 지닌 어메니티 자원이 각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을 감안하면 향후 국가의 어메니티 사업 지원정책 형성을 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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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StrategytoUseAmenity

forRegionalDevelopment

-WithaFocusonAmenityResourcesofJejuIsland-

Amenityisanintegralelementinhumanslivingtogetherwithnature,as

wellastheplace-specificconditionsandatmospherethatprovideeconomically

positiveeffectsandacomfortable,pleasantandattractivelife.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presentthestrategy to useamenity

resourcesforregionaldevelopment.Itistomakeanew regionaldevelopment

strategyandwaystoutilizetheamenityresourcesofthisregion,Jeju.When

viewedintermsofthepolicyelements,thegoalofthisstudyistoimprove

the quality oflife oflocalresidents,and the means to internalize the

economicvaluesofamenityresources.

This regionaldevelopmentstrategy is to seek qualitative development

ratherthanquantitativegrowth.Asthebasicprinciplesofthedevelopment,

this strategy puts emphasis on the environment,historical,cultural,and

communityvaluesratherthanefficiencyofeconomicgrowthinthespecific

region.Itpursuesthementalcomfort,socialfairnessinpleasantsurroundings,

andseekstogainregionalidentityandself-esteem ofthecommunity.Itputs

ahighvalueonknowledgeandskillsratherthanabig-budgetandlaborin

theproductionsystem.Itpromotesthenetworkbasedonthenorms,trust

andcooperation,andconsiderstheeconomicgenerousqualityofhumanlife

asbeingmoreimportantbeyondthebasicdemandoflocalresidents.

Thepurposeofthisstudyistodeviseastrategytotakeadvantageof

amenityresourcesforregionaldevelopment,andsothisstudyhaschosen

sometargetresourcesfrom thenatural,historical,cultural,and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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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in Jeju Island for the internalization ofeconomic value.The

selection ofthe targetresources were determined by the Delphimethod

survey.Thisstudyanalyzedthecharacteristicsoftheselectedresources,and

investigatedthecasessimilartodomesticandforeigninternalizationwaysof

economicvalueoftheseresources.

Throughacomparisonofthesecases,thisstudyanalyzedtherealityofthe

internalization ofeconomic value ofthese resources in Jeju Island,and

evaluatedKorea'sregionaldevelopmentpolicyandregionalplanning.Based

ontheevaluationresults,thisstudyproposedanew regionaldevelopment

strategy thatemphasizes amenity business,such as the composition of

amenitybusinessbeltswithamenitybusinessclustersandnetworks.

Theresultsofthisstudy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theregionaldevelopmentpolicyofKorea,startedinthe1960s,had

achievedthegoalofeconomicgrowth,whiledeepeningregionaldisparities.

The previous regionaldevelopment policy had achieved the region's

growthofthepopulation andeconomy,theruralindustrialization,andthe

expansionofthesocialoverheadcapitaltogainthegoalofbalancedregional

development.Koreahasbeenin'theworld'stop10inrespecttothesizeof

theeconomy.Atthesametimeinrespcttopercapitaincome,Koreahas

experienced growth and change standing 8th in the countries above the

populationof40millionpeople.

According toindustrialization,populationandcapital,productionactivities

wereconcentratedinthecity.Therapidurbanizationreducedproductivityin

ruralareas,andbroughtthehollowingoutofthepopulationandtheaging

populationatthesametime.Theagingoftheruralpopulationwasthecause

ofthe accelerated ruraldecline and weakening ofthe ruralsettlement

environment,and reduced productivity in ruralareas.Jeju island also

experiencedthesame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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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theregionaldevelopmentpoliciesofthecountryorregionalplanningdid

notconsidertheelementofamenity with much importancein regard to

place-specificprosperitiesorhistorical,cultural,communityresourcesandthe

quality of life. It brought out the large-scale, resource-consuming,

environmentally destructive,feature-oriented regional development in its

direction,becausetheregionaldevelopmentpolicy wasconsistentwiththe

spacially-blindstrategy.Itwasevaluatedagainsttheglobalmega-trendsand

theglobalizationtobeaccompaniedbythespaceandtimecompression,and

was notappropriate forthe socialand culturaldiversity forsustainable

developmentandimprovingthequalityoflife.

Second,thetargetresourcesfortheinternalization ofamenity economic

valueinJejuIsland,selected12divisionsofresourcestoberecognizedat

homeandabroad.

Theseamenity resourcesareJeju culturalpropertiesdesignated by the

State.Thisstudy hasclassifiedJejuculturalpropertiesdesignatedby the

Statewiththeresourcesrecognizedbytheinternationalorganizationsandthe

Stateastheamenityresourcecategory.Theseresources,dependingonthe

natureoftheresources,havebeenreclassifiedasnatural,historical,cultural,

andcommunityresources.ThroughtheDelphimethodsurvey,12divisionsof

targetresourcesfortheinternalizationofeconomicvalue inJejuIsland,were

selectedby34experts.

The targetresources are 6 resources recognized by UNESCO as the

internationalorganizationsaccredited,i.e.TheJejuIslandBiosphereReserve,

theworldnaturalheritagesiteJejuVolcanicIslandandLavaCaves,theJeju

Island Global Geopark, the Jeju-Chimuridang Youngdeunggut, the Jeju

InternationalBrassCompetition,andtheJejuLanguageDialect.Theother6

divisionsaretheState-authorizedresources,suchasJejuWorldPeaceIsland,

theJejuJapaneseCaves,theJejuHorses,theJejuTraditionalHousing,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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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WomenDivers,andtheJejuStoneWalls.Dependingontheresource

properties,theseresourcesareclassifiedagainwith3divisionsofnatural

resources,2 divisions ofhistoricalresources,7 divisions ofculturaland

communityresources,includingall12divisions.

Third,theamenityresourcesinJejuIslandwereevaluatedasbeingatthe

highestlevelintheworld,inrespecttothespecificityandtheaestheticand

historicalvalueoftheresourcesitself.

JejuvolcanicislandformedbytheeruptionofMtHalla,isinthespotlight

asarepresentativeintheform ofvolcanicactivity.Italsohastwotypesof

theworld'ssixth-largestvolcaniceruptions.GeomunOrum LavaTubeSystem

hascharacteristicsoflimestonecaves,andthiscan'tbeseeitinlavacaves

anywhereelse.Itsthewhitecarbonateproductsthatarerecognizedashaving

thebestaestheticvalueintheworld.

JejuIslandBiosphereReserveincludes1,800speciesofplantsand4,000

speciesofanimalsthatinhabitthesubtropical,temperate,polarregionand

subalpinezone.Itisthemarineexhibition hallthatisfrequentedby 455

speciesofmarineanimalsand232speciesoffishes.

JejuWorldPeaceIslandwasbornastheresultofaroughandruggedJeju

Islandhistory.Thesymbolofpeaceandthehistoricalbackgroundissimilar

tothecityofworldpeace,OsnabrückinGermanyandHiroshimainJapan.It

willbeabletomakeagreatcontributiontoward'worldpeace'.

Asthecommunityresources,theJeju-ChilmuridangYoungdeunggut,theJeju

WomenDivers,theJejuHorses,theJejuStoneWalls,andtheJejuTraditional

Housing havetheplace-specificprosperity ofJeju Island,and so can be

softwaretotheinternalizationofamenityeconomicvalue.

Fourth,Jeju amenity resourcescan bethepolicy measuresfor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the economic value,but the

internalizedpracticesaredifficulttofindinJeju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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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nternalizationoftheeconomicvalueofthenaturalresourcesinJeju

IslandhavebeenmainlypreservedbytheCulturalPropertiesProtectionLaw,

theNaturalParkAct,andthe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ct.The

naturalresourcesalsoaremanagedbyfinancialinvestment.

JejuWorldPeaceIslanddidnotmakeaconnectionwiththeInternational

ConventionIndustry,andimmersedinalargeevent.Theinternalizationofits

economicvaluecouldnotbefound.ThePrivatePeaceMuseum remodelingof

theJejuJapaneseCaveopened,butitisinastateoffinancialcrisis.

Mostofthe economic valued community resources,exceptJeju Horses,

regardlessofunconcern and neglect,arebeing leaked to theoutsideby

outsidecapital.JejuTraditionalHousingwasconvertedtofolkvillageexhibits

and hotels,afterthatits profits were turned overto externalcorporate

profits.Even though the Jeju Stone Walls were seriously destroyed,a

restorationplanwasn'tprovided.

Fifth,thestrategy to useamenity resources hasproposed a seriesof

projects,such asthecomposition ofamenity businessclusters,belts,and

networks,andtheformationoftheamenitybusinessmanagementandsupport

system.

Thestrategy toutilizenaturalresourcesistocompositeofsomebelts,

suchastheJejuIslandBiosphereReservebelt,theworldnaturalheritage

Geomun-Orum Lava Tubes belt,the world naturalheritage Seongsanpo

SunrisePeakbelt,andtheJejuGlobalGeoparkbelt.Eachbeltistiedtothe

businessentitiestopursuecommoninterests,beyondtheboundariesofan

administrativedistrict.

Theutilizationstrategyofthehistorical,cultural,andcommunityresources

gavetheconventionindustrializationofJejuWorldPeaceIsland,changingthe

Jeju InternationalBrass Competition into a comprehensive Festival,the

globalization ofJeju-Chilmuridang Youngdeunggut,and theconvergenceof

thehistoricalresourcesandJejuHorse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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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menitybusinessclusterconsistsofthetraditionalB&B cluster,the

amenitytransportcluster,localfolkfoodclusterandamenitylocalspecialties

cluster.EachbusinessclustercanprovidevariousformsoftraditionalB&Bs,

transport,traditionalfolkfoodandlocalspecialties,eachcanproceedwith

cooperativebusinessincludingtheexchangeofinformation,sharingvisitors

andthesupplyofmaterials.

Amenitybusinessoperationsystem istocomposetwoorganizations,and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e one is the Amenity Management

Committee(AMC:steeringfunction)toconnectwiththeirclusterconfiguration,

theotheristheAmenity SupportCommission(ASC)to bedelegated the

authorityoflocalgovernment.TheAMC willevaluatetheperformanceof

eachcluster,andreporttheresultsoftheevaluationtotheASC.TheASC

willalsomakethedecisionwhethertosupporteachclusteror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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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활용 략에 한 연구

(1단계 조사표)

제주 학교 학원 행정학과

연구자 김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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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이 방법(DelphiMethod)조사

안녕하십니까?

는 이번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활용 략에 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

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 학교 학원 행정학과 김성호입니다.

21세기 인류사회를 통하고 있는 큰 흐름은 기존의 경쟁체제,시장환경,생산

양식 등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계,정부의 역할,사회․경제 인

행 등 정보통신 명에서 비롯된 반 인 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도 외 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주지역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수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발 략이 필요한 시 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어메니티는 특정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 ,역사 ,문화․

공동체 자원으로서 인간의 삶을 요시하는 지역발 략과 맥락을 같이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과 함께 지역발 에 한 의견을 집약

해서 제주에 특유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 정책수단을 모색하고자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표 형식은 델 이 방법(DelphiMethod)을 사용한 것입니다.이 방법은

지역발 련 문가와 계자들만을 상으로 하는 토론식 질문지 방법입니다.

기존의 사회조사 방법과는 달리 개방식 질문지를 사용해서 2～3차례의 응답 결

과를 수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본 연구의 응답자는 학계와 언론계,문화 술

계, ․ 직 도의원, ․ 직 공무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일에 바쁘신 압니다만 지역발 을 한 조그마한 수단이라도 모색하

고자 하는 연구자의 노력을 생각하시어 아무쪼록 선생님의 경험과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김 성 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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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니티(amenity)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요소

로서 편안하고 쾌 한 삶의 매력을 제공하는 동시에,경제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정한 장소의 여건이나 분 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

발 이란 특정지역의 자연,역사,문화․공동체 자원을 동원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

역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발 을 의미합니다.

제1공화국 제3․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두환 정권

노태우

김 삼

정권

김

정권

노무

정권

이명박

정권

쟁피해

복구시기

1‧2차

경제

개발

계획

1(3‧4)차

국토종합

(경제)

개발계획

2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

2차

국토

종합개발

수정계획

3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

4차

국토

종합

계획

4차

국토종합

수정

계획

4차

국토종합

재수정

계획

1953

～

1957

1962

～

1971

1972

～

1981

1982

～

1991

1987

～

1991

1992

～

2001

2000

～

2020

2006

～

2020

2011

～

2020

시문을 읽으시고 다음의 물음에 귀하의 의견을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혹시

공간이 부족하면 이면을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기입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1.지난날 제주지역발 계획에 한 평가를 기술해 주십시오.

1)제주지역발 계획이 본격 으로 추진된 시 는 어느 때부터로 보십니까?

표 하단에 있는 빈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 제2공화국에서는 국토계획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2)지 까지 제주지역발 의 주체는 구 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지역개발에 가장 주요한 요소인 개발계획수립,자본제공,기술제공,

그리고 이로 인한 개발이익이 구에게 돌아갔느냐에 한 질문입니다.요소

별로 가장 한 주체를 골라 0표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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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발계획수립 자본제공 기술제공 개발이익향유

앙정부

지방정부

도외 기업

도내 기업

도외 국민

도내 주민

기 타

( 어주세요)

3)제주지역발 에 활용된 주요 자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순서별로

3가지만 순 를 메겨주세요.

(1)토지( ) (2)노동( ) (3)내부자본 (4)외부자본( )

(5)자연자원( ) (6)역사자원( ) (7)문화․공동체자원( )

(8)기타( 어주세요)

4)지 까지 제주지역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가 낮다는 지 이 많

습니다.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3가지만 순 를 메겨주세요.

(1) 앙정부 주도( ) (2)지방정부 주도( ) (3)주민의 무 심( )

(4)리더십( ) (5)외부자본 주도( ) (6)내부자본의 한계( )

(7)노동시장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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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원명 인정 주체 내용

국제기구

공인자원

자연

자원

제주島

생물권보 지역

-UNESCOMAB국제조정이사회

-지정:2002.12.16,한라산국립공원- 천-

효돈천-서귀포도립해양공원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UNESCO세계유산 원회

-등재:2007.6.27,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성산일출

제주島

세계지질공원

-UNESCO세계지질공원의장단

-인증:2010.10.4,제주지역 명소 9개소

람사르습지

-제주 물 아리 습지(2006.10.18)

-제주 물장오리 습지(2008.10.13)

-제주 1100고지 습지(2009.10.12)

-동백동산 습지(2011.3.14)

문화

․

공동체

자원

제주

국제 악콩쿠르

-UNESCO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IMCWF)

-인증:2009.4.17, 악 7개부문 콩쿠르

제주칠머리당

등굿

-UNESCO세계유산 원회

-지정:2009.9.30,제주시 건입동 등굿

제주어
-UNESCO분류(2010.12.18):소멸 기

4단계 ‘아주 심각한 기에 처한 언어’지정

국가

공인자원

역사

자원

제주

세계평화의 섬

-국가지정:2005.1.27.제주를 세계평화의

상징 ․실질 발상지로 지정

제주

일제동굴진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68～72호,제188호

-일제 태평양 쟁 일본군 최후 방어요새

제주항 두리

항몽유 지

-국가지정문화재 사 제396호

-고려 ‘삼별 ’ 몽골 항쟁의 최후 항거

공동체

자원

제주마(馬)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 통 말과 말방아

제주 가
-국가지정문화재 요민속자료 제68～72호,

-친환경 기후 응 내․외부 공간구조 특성

제주해녀
-UNESCO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한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에 포함(2011)

제주돌담
-농림부 농 경 보 직불제 도입 연구 상

-주거ㆍ밭농사ㆍ어로 수단, 요한 경 자원

2. 는 제주지역발 에서 지역정체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실질 인 경제 부

(富)를 축 할 수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다음 <표>와 같이 14가지로 설정하고

자 합니다.이는 21세기 들어 제주가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자연자원 인류문

화자원으로 인해 세계 인 각 을 받는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표>제주지역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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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경제 으로 활용 가치가 많다고 생각되는 자원

의 우선순 를 메겨주십시오.이 밖의 자원이 더 있다면 추가하시고 순 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5순 까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세계자연유산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

② 제주도생물권보 지역( ) ③ 제주도세계지질공원( )

④ 람사르습지( ) ⑤ 제주국제 악콩쿠르( )

⑥ 제주칠머리당 등굿( ) ⑦ 제주어( )

⑧ 제주세계평화의 섬( ) ⑨ 제주일제동굴진지( )

⑩ 제주항 두리 항몽유 지( ) ⑪ 제주마( )

⑫ 제주 가( ) ⑬ 제주해녀( )

⑭ 제주돌담( )

⑮ ( ) ⑯ ( )

2)제주지역에서 어메니티 자원을 수단으로 주민의 경제 부를 축 한 사례가

있다면 2가지만 시해 주십시오.추진 주체와 수단,결과를 알 수 있으면 더

욱 좋겠습니다.

3)이들 자원의 경제 가치를 주민 이익으로 축 시키기 해서는 어떠한 수

단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지역공동체 사업’발굴 차원에서 고려해 주십시

오).

3.기타 본 연구와 련된 사항이나 어메니티에 하여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어주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의견이 수합되는 로 결과를 말 드리고 다음 의견을 청하도록 하겠

습니다(연락처 064-754-2907,011-69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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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제3․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두환 정권

노태우

김 삼

정권

김

정권

노무

정권

이명박

정권

쟁피해

복구시기

1‧2차

경제

개발

계획

1(3‧4)차

국토종합

(경제)

개발계획

2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

2차

국토

종합개발

수정계획

3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

4차

국토

종합

계획

4차

국토종합

수정

계획

4차

국토종합

재수정

계획

1953

～

1957

1962

～

1971

1972

～

1981

1982

～

1991

1987

～

1991

1992

～

2001

2000

～

2020

2006

～

2020

2011

～

2020

-
14 9

2(6.7) 1(3.3) 3(10) 1(3.3) - -
23(76.7)

〔부록 Ⅱ〕

1단계 델 이 방법 조사결과 종합

(2012.11.12～11.19)

※ 조사개요

구 분 학계 연구기 도의원 언론계 문화 술계 공무원 합계

패 수 10명 7명 4명 4명 4명 5명 34명

1단계 응답수 9명 7명 3명 4명 4명 3명 30명

1.제주지역발 계획이 본격 으로 추진된 시 는 어느 때부터로 보십니까?

표 하단에 있는 빈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단 :명,%)

※복수 응답의 경우 첫 번째 시 만을 채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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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1순 2순 3순

자연자원 28(31.5) 18 6 4

외부자본 27(30.3) 11 8 8

토지 26(29.2) 9 9 8

문화․공동체자원 5(5.6) - - 5

역사자원 1(1.1) - 1 -

내부자본 1(1.1) - - 1

노동 1(1.1) - - 1

합계 89(100) 38 24 27

2.지 까지 제주지역발 의 주체는 구 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지역개발에 가장 주요한 요소인 개발계획수립,자본제공,기술제공,그

리고 이로 인한 개발이익이 구에게 돌아갔느냐에 한 질문입니다.요소별

로 가장 한 주체를 골라 0표를 해주세요.

(단 :명,%)

주체＼요소 개발계획수립 자본제공 기술제공 개발이익향유 합계

앙정부 24(68.6) 16(40.0) 4(12.5) 2(5.3)

22(57.9) 108(74.5)도외 기업 - 17(42.5) 22(68.8) 11(29.0)

도외 국민 - 2(5.0) 1(3.1) 9(23.7)

지방정부 11(31.4) 2(5.0) 2(6.3) 2(5.3)

16(42.1) 37(25.5)도내 기업 - 3(7.5) 2(6.3) 5(13.2)

도내 주민 - - 1(3.1) 9(23.7)

합계 35(100) 40(100) 32(100) 38(100) 145(100)

※복수 응답도 모두 채택하 음

3.제주지역발 에 활용된 주요 자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순서별로 3

가지만 순 를 메겨주세요.

(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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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1순 2순 3순

내부자본의 한계 24(27.3) 11 8 5

앙정부 주도 21(23.9) 15 3 3

외부자본 주도 17(19.3) 5 10 2

리더십 12(13.6) 1 1 10

주민의 무 심 6(6.8) 3 1 2

노동시장의 한계 5(5.7) - 1 4

지방정부 주도 3(3.4) 1 2 -

합계 88(100) 36 26 26

4.지 까지 제주지역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가 낮다는 지 이 많습

니다.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3가지만 순 를 메겨주세요.

(단 :명)

5. 의 어메니티 자원 가운데 경제 으로 활용 가치가 많다고 생각되는 자원

의 우선순 를 메겨주십시오.이 밖의 자원이 더 있다면 추가하시고 순 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5순 까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 :명)

구분 합계 1순 2순 3순 4순 5순

① 세계자연유산 30(19.7) 25 1 1 3 -

② 제주해녀 21(13.8) 1 3 6 7 4

③ 세계지질공원 19(12.5) 2 7 5 3 3

④ 생물권보 지역 15(9.9) 2 7 5 2 -

⑤ 제주돌담 14(9.2) 1 3 4 4 3

⑥ 제주마 9(5.9) 1 1 3 1 3

⑦ 세계평화의 섬 7(4.6) 1 1 - 3 2

⑧ 제주어 7(4.6) - - 1 2 4

⑨ 칠머리당 등굿 5(3.3) - - 2 - 3

⑩ 일제동굴진지 5(3.3) 1 2 - 1 1

⑪ 국제 악콩쿠르 4(2.6) - - 2 1 1

⑫ 제주 가 4(2.6) - 1 1 1 1

⑬ 람사르습지 3(2.0) - - - 2 1

⑭ 항몽유 지 1(-) - - - 1 -

⑮ 기타 5(3.4) 2 1 - - 2

합 계 152(100) 36 27 30 31 28

※기타:감귤(1),친환경농산물(1),세계 7 자연경 선정(1),마을과 주민(1).제주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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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활용 략에 한 연구

(2단계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지역발 을 한 어메니티 활용 략에 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1단계

델 이 방법 조사를 했던 제주 학교 학원 행정학과 김성호입니다.

1단계 조사에 응답해주신 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1단계 조사결과를

말 드리고,보다 진 된 의견을 듣고자 2단계 조사표를 보내드립니다.1단계 조

사결과는 2단계 조사표 다음에 첨부했습니다.바쁘시더라도 고견을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김 성 호 올림

제주 학교 학원 행정학과

연구자 김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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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표는 연구자가 조사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입니다.이를

참고하셔서 제주지역 용에 도움 말 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국내외 어메니티 자원 보 활용 사례

구분 상자원 사업주체 보 수단 활용 사례

자연

자원

이탈리아

에올리에 제도
지방정부

도시화 억제,

객 입도 조

화산트래킹,야외온천,

화산학 연구 심지

국 자이언츠

코즈웨이
민간단체

보 용 자산취득

허용,트러스트법

주상 리 경 보 ,

지질연구 메카 조성

국

요크셔데일즈

국립공원

앙정부
농 경 자원 규제,

보 보조 지

돌담․ 통민박 경 조성,

도보․사이클․승마 ,

연간 객 1천여만명

독일

불칸아이펠

6개 소도시

지역공동체

유럽 지질네트워크

로젝트 연계

체류형 지질 정립,

화산 생성역사 박물 조성

미국 로리다

에버 이즈

습지

주정부
재정투자 리,

방문객 이용 수익

습지복원,낚시․카 ․

사이클․항공 ,민속체험,

야생․오지 탐험

역사

자원

독일

오스나 뤽

지방정부+

주민

평화조성 기본계획,

주민성

세계평화도시 이미지 확보,

용의 문화 조성

독일

라이 부르크
지방정부

통건축물 복원

‘B- 랜’

세 고풍도시 재 ,

보행자 용도로 첫 도입

일본

소마 말축제

앙정부+

주민

국가지정

요무형문화재

세계 3 경마축제 형성,

무형문화재의 자원화

문화

자원

미국

시카고
지방정부

향 리더십,

어메니티 시정책

미국 최고 공연 술도시․

건축문화유산도시 조성

미국 탄

아스펜 음악제

기업가+

지방정부
음악제 련 수익

세계 축제 10만명 참가,

음악학교 2천명 참가

한국 서해안

풍어제

앙정부+

민간단체

국가지정

요무형문화제

무속의 공연 술화,

한국 굿 의 세계화

공동

체

자원

이탈리아

리보르노

와인루트

민간인

컨소시엄
투스카니주 지역법

농 활성화,

와인 병 매 방식 도입,

품질 리․마 공동작업

독일

지몬스발트

마을

지방정부+

민간회사

통경 변경규제,

시설보조․휴양세,

주민차량 트제

물 방아․오르간 박물 ,

오르간축제,소형 수력․

풍력발 ,자 자족

일본

가스미가우라

지방정부+

주민

수질개선,물고기

방류,경 창출

주낙배 낚시 통복원,

자연보 학습도시화

일본 후라노․

비에이

지방정부+

민간단체

경 육성 조례,

경 복원 자원 사

농 경 ․원시림 복원

연간 객 330여만명

한국 강원도

토고미 마을
마을작목반

회원제

나눔의 농사가족

무농약 친환경 생산,

오리축제,농 체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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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조사에서 지 까지 제주지역발 은 외부주도(외생발 )에 의한 것이

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1단계 조사결과 2항 참조).앞으로의 지역발 은 어

떤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① 외부주도( ) ② 간(외부+내부)( ) ③ 내부주도( )

2)최근 지역발 략에 있어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내부주도 략이 필요

하다는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이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극 찬성( ) ② 찬성( ) ③ 보통( ) ④ 반 ( ) ⑤ 극 반 ( )

3)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이 지역주민의 경제 이익(富)를 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1단계 조사결과 5항 참조).해당번호 뒷쪽(①√,

②√...)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잘 되고 있다 ② 잘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안되고 있다 ⑤ 매우 안 되고 있다

자원 정도 자원
정도

제주세계자연유산 ① ② ③ ④ ⑤ 제주세계평화의 섬 ① ② ③ ④ ⑤

제주생물권보 지역 ① ② ③ ④ ⑤ 제주일제동굴진지 ① ② ③ ④ ⑤

제주세계지질공원 ① ② ③ ④ ⑤ 제주마 ① ② ③ ④ ⑤

제주국제 악콩쿠르 ① ② ③ ④ ⑤ 제주 가 ① ② ③ ④ ⑤

제주칠머리당 등굿 ① ② ③ ④ ⑤ 제주해녀 ① ② ③ ④ ⑤

제주어 ① ② ③ ④ ⑤ 제주돌담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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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경제 자원화할 경우 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앙정부+민간 ④ 지방정부+민간 ⑤ 민간

자원 정도 자원 정도

제주세계자연유산 ① ② ③ ④ ⑤ 제주세계평화의 섬 ① ② ③ ④ ⑤

제주생물권보 지역 ① ② ③ ④ ⑤ 제주일제동굴진지 ① ② ③ ④ ⑤

제주세계지질공원 ① ② ③ ④ ⑤ 제주마 ① ② ③ ④ ⑤

제주국제 악콩쿠르 ① ② ③ ④ ⑤ 제주 가 ① ② ③ ④ ⑤

제주칠머리당 등굿 ① ② ③ ④ ⑤ 제주해녀 ① ② ③ ④ ⑤

제주어 ① ② ③ ④ ⑤ 제주돌담 ① ② ③ ④ ⑤

5)어메니티 자원의 경제자원화 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고 보았을 때 구체 으

로 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① 도내 기업 ② 기존 동조합 ③ 지역공동체 ④ 새로운 단체

자원 정도 자원 정도

제주세계자연유산 ① ② ③ ④ 제주세계평화의 섬 ① ② ③ ④

제주생물권보 지역 ① ② ③ ④ 제주일제동굴진지 ① ② ③ ④

제주세계지질공원 ① ② ③ ④ 제주마 ① ② ③ ④

제주국제 악콩쿠르 ① ② ③ ④ 제주 가 ① ② ③ ④

제주칠머리당 등굿 ① ② ③ ④ 제주해녀 ① ② ③ ④

제주어 ① ② ③ ④ 제주돌담 ① ② ③ ④

6)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경제 자원화할 경우 주민의 이익을 담보하기

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정부( 앙․지방)재정투자 ② 외국 기업자본

③ 국내 기업자본 ④ 정부재정+도내 민간자본 ⑤ 도내 민간자본

자원 정도 자원 정도

제주세계자연유산 ① ② ③ ④ ⑤ 제주세계평화의 섬 ① ② ③ ④ ⑤

제주생물권보 지역 ① ② ③ ④ ⑤ 제주일제동굴진지 ① ② ③ ④ ⑤

제주세계지질공원 ① ② ③ ④ ⑤ 제주마 ① ② ③ ④ ⑤

제주국제 악콩쿠르 ① ② ③ ④ ⑤ 제주 가 ① ② ③ ④ ⑤

제주칠머리당 등굿 ① ② ③ ④ ⑤ 제주해녀 ① ② ③ ④ ⑤

제주어 ① ② ③ ④ ⑤ 제주돌담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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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 어떠한 보 수단이 동원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잘 알고 있는 자원에 해서 의견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매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고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2단계 조사결과가 나오는 로 내용을 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

다.(연락처 064-754-2907,011-69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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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2단계 델 이 방법 조사결과 종합

(2012.11.14～11.21)

※ 조사개요

구 분 합계 학계 연구기 도의원 언론계 문화 술계 공무원

패 수 30명 9명 7명 3명 4명 4명 3명

2단계 응답수 28명 7명 7명 3명 4명 4명 3명

1)1단계 조사에서 지 까지 제주지역발 은 외부주도(외생발 )에 의한 것이

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1단계 조사결과 2항 참조).앞으로의 지역발 은 어

떤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지역발 근방식>

(단 :명,%)

합계 외부주도 간(외부+내부) 내부주도

28(100) - 20(71.4) 8(28.6)

2)최근 지역발 략에 있어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내부주도 략이 필요

하다는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이에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 패러다임 환 선호도>

(단 :명,%)

합계 극 찬성 찬성 보통 반 극 반

28(100) 11(39.3) 14(50.0) 3(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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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이 지역주민의 경제 이익(富)를 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1단계 조사결과 5항 참조).해당번호 뒷쪽(①√,

②√...)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활용수 >

(단 :명,%)

구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세계자연유산 28(100) - 15(53.6) 9(32.1) 4(14.3) -

제주해녀 28(100) - 8(28.6) 17(60.7) 3(10.7) -

세계지질공원 28(100) - 4(14.3) 10(35.7) 12(42.9) 2(7.1)

생물권보 지역 28(100) - 1(3.6) 10(35.7) 13(46.4) 4(14.3)

제주돌담 28(100) - 1(3.6) 5(17.9) 18(64.3) 4(14.3)

제주마 28(100) - 5(17.9) 17(60.7) 6(21.4) -

세계평화의 섬 28(100) - 4(14.3) 10(35.7) 12(42.9) 2(7.1)

제주어 28(100) - 2(7.1) 2(7.1) 14(50.0) 10(35.7)

칠머리당

등굿
28(100) - - 6(21.4) 18(64.3) 4(14.3)

일제동굴진지 28(100) - 2(7.1) 12(42.9) 10(35.7) 4(14.3)

국제 악콩쿠르 27(100) - 4(14.8) 10(37.0) 12(44.4) 1(3.7)

제주 가 28(100) - 3(10.7) 11(39.3) 14(50.0) -

평균 335(100) - 49(14.6) 119(35.5) 136(40.6) 31(9.3)

※ ① 매우 잘되고 있다 ② 잘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안되고 있다

⑤ 매우 안되고 있다.

4)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경제 자원화할 경우 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어메니티 지역발 주체>

(단 :명,%)

구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세계자연유산 26(100) 5(19.2) 7(26.9) 5(19.2) 9(34.6) -

제주해녀 26(100) - 2(7.7) 3(11.5) 16(61.5) 5(19.2)

세계지질공원 26(100) 4(15.4) 5(19.2) 5(19.2) 12(46.2) -

생물권보 지역 26(100) 5(19.2) 7(26.9) 4(15.4) 10(38.5) -

제주돌담 27(100) - 4(14.8) 2(7.4) 16(59.3) 5(18.5)

제주마 27(100) 1(3.7) 2(7.4) 3(11.1) 16(59.3) 5(18.5)

세계평화의 섬 27(100) 7(25.9) 6(22.2) 5(18.5) 9(33.3) -

제주어 27(100) 2(7.4) 3(11.1) 1(3.7) 18(66.6) 3(11.1)

칠머리당 등굿 27(100) - - 2(7.4) 21(77.7) 4(14.8)

국제 악콩쿠르 27(100) - 1(3.7) 2(7.4) 20(74.1) 4(14.8)

일제동굴진지 28(100) 1(3.6) 4(14.3) 5(17.9) 15(53.6) 3(10.7)

제주 가 27(100) - 2(7.4) 3(11.1) 1763.0) 5(18.5)

평균 319(100) 26(8.2) 43(13.5) 40(12.5) 179(56.1) 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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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앙정부+민간 ④ 지방정부+민간 ⑤ 민간

5)어메니티 자원의 경제자원화 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고 보았을 때 구체 으

로 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메니티 지역발 민간참여주체 선호도>

(단 :명,%)

구분 합계 ① ② ③ ④

세계자연유산 27(100) - - 26(96.3) 1(3.7)

제주해녀 28(100) 1(3.6) 3(10.7) 23(82.1) 1(3.6)

세계지질공원 27(100) - - 25(92.6) 2(7.4)

생물권보 지역 27(100) 1(3.7) - 22(81.5) 4(14.8)

제주돌담 28(100) - - 27(96.4) 1(3.6)

제주마 28(100) 9(32.1) 6(21.4) 13(46.4) -

세계평화의 섬 27(100) 1(3.7) 2(7.4) 18(66.7) 6(22.2)

제주어 28(100) - - 20(71.4) 8(28.6)

칠머리당 등굿 28(100) - 2(7.1) 21(75.0) 5(17.9)

국제 악콩쿠르 27(100) 1(3.7) 2(7.4) 16(59.2) 8(29.6)

일제동굴진지 28(100) 5(17.9) 2(7.1) 17(60.7) 4(14.3)

제주 가 28(100) 2(7.1) 1(3.6) 23(82.1) 2(7.1)

평균 331(100) 20(6.0) 18(5.4) 251(75.8) 42(12.7)

※ ① 도내 기업 ② 기존 동조합 ③ 지역공동체 ④ 새로운 단체.

6)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경제 자원화할 경우 주민의 이익을 담보하기

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메니티 지역발 재원조달>

(단 :명,%)

구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세계자연유산 28(100) 20(71.4) - - 8(28.6) -

제주해녀 28(100) 10(35.7) 2(7.1) - 13(46.4) 3(10.7)

세계지질공원 28(100) 18(64.3) - - 10(35.7) -

생물권보 지역 28(100) 19(67.9) - - 9(32.1) -

제주돌담 28(100) 9(32.1) 1(3.6) 1(3.6) 13(46.4) 4(14.3)

제주마 28(100) 3(10.7) 1(3.6) 1(3.6) 18(64.3) 5(17.9)

세계평화의 섬 28(100) 21(75.0) - - 7(25.0) -

제주어 28(100) 8(28.6) 1(3.6) - 17(60.7) 2(7.1)

칠머리당 등굿 27(100) 8(29.6) - 1(3.7) 16(59.2) 2(7.4)

국제 악콩쿠르 26(100) 7(26.9) 3(11.5) - 15(57.7) 1(3.8)

일제동굴진지 28(100) 8(28.6) - - 19(67.9) 1(3.6)

제주 가 28(100) 4(14.3) 1(3.6) 2(7.1) 15(53.6) 6(21.4)

평균 333(100) 135(40.5) 9(2.7) 5(1.5) 160(48.0) 24(7.2)

※ ① 정부( 앙․지방)재정투자 ② 외국 기업자본 ③ 국내 기업자본 ④ 정부재정+도내

민간자본 ⑤ 도내 민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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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 어떠한 보 수단이 동원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잘 알고 있는 자원에 해서 의견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연구의 의의
	2. 연구 목적

	제1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접근 및 분석의 틀
	제1절 지역발전이론의 전개
	1. 지역발전이론 체계
	2. 전통적 지역발전이론의 전개
	3. 대안적 지역발전이론의 등장

	제2절 어메니티와 지역발전
	1. 어메니티 개념
	2. 어메니티 특성과 가치
	3. 어메니티 활용

	제3절 어메니티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동향
	2. 선행연구 종합
	3. 어메니티 지역발전전략 패러다임

	제4절 연구의 흐름 및 분석의 틀
	1. 연구의 흐름
	2. 분석의 틀


	제3장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 및 계획 평가
	제1절 지역발전정책의 의의
	1. 지역발전정책 개념
	2.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와 수단

	제2절 지역발전 정책 및 계획의 전개와 추진 결과
	1. 국가 지역발전정책 전개
	2. 국가 지역발전정책 추진결과
	3. 제주지역발전계획 전개
	4. 제주지역발전계획 추진결과

	제3절 어메니티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평가
	1. 국가 지역발전정책 평가
	2. 제주지역발전계획 평가

	제4절 지역발전정책의 여건변화
	1. 지역발전 메가트렌드의 변화
	2. 제주지역발전계획의 메가트렌드 대응성
	3. 지역발전 메가트렌드 변화의 함의


	제4장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 특성
	제1절 어메니티 자원 현황과 유형
	1. 어메니티 자원 현황 
	2. 어메니티 자원 유형화
	3.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대상자원

	제2절 국제기구 공인 어메니티 자연자원 특성
	1.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4. 어메니티 자연자원 관리실태

	제3절 국제기구 공인 어메니티 문화공동체자원 특성
	1. 제주 국제관악콩쿠르
	2.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3. 제주어

	제4절 국가공인 어메니티 역사자원 특성
	1. 제주 세계평화의 섬
	2. 제주 일제동굴진지

	제5절 국가공인 어메니티 공동체자원 특성
	1. 제주마(馬)
	2. 제주초가
	3. 제주해녀
	4. 제주돌담


	제5장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제1절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원리
	1. 부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2.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제2절 국내외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사례
	1. 수혜자 부담 원칙의 적용사례
	2. 공급자 혜택 및 수혜자 부담 원칙의 적용사례
	3. 소비자 및 수혜자 부담 원칙의 적용사례

	제3절 제주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실태
	1.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대상자원
	2. 공급자 혜택 원칙 적용 대상자원
	3. 소비자 및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대상자원

	제4절 어메니티 경제가치 내부화 주체 및 수단
	1. 국내외 사례의 경제가치 내부화 주체 및 수단
	2. 제주지역 경제가치 내부화 자원의 보전 주체와 수단
	3. 국내외 사례와 제주지역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차이점


	제6장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전략
	제1절 어메니티 자원 활용
	1. 어메니티 자연자원의 활용
	2. 어메니티 역사문화공동체 자원의 활용

	제2절 어메니티 클러스터 중심의 사회자본 형성
	1. 전통민박 클러스터
	2. 어메니티 교통 클러스터
	3. 토속음식 클러스터
	4. 어메니티 특산품 클러스터

	제3절 어메니티 사업 운영체계
	1. 어메니티 사업 운영주체
	2. 어메니티 사업 재원조달 수단
	3. 어메니티 사업 운영체계
	4. 리더십 강화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 지역발전정책 및 지역계획 평가 
	2. 어메니티 자원의 분류체계
	3. 어메니티 자원 특성분석
	4. 어메니티 자원의 경제가치 내부화 분석
	5. 어메니티 자원 활용전략 도출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1. 정책적 함의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