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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유자원 관리에 한 제도적 연구의 내용과 관점의 다각화와 

한국의 어촌공동체에서 자율관리제도의 현실적 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공유자원에 한 기존연구들이 주목하는 집합적 선택 차원의 

1차 딜레마는 제도의 신설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마련된 제도

의 실제적용과 운영상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2차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에 더 

주목한다. 연구는 부산 가덕도 지역에서 제도의 신설실패, 신설성공과 운영실

패, 신설성공과 운영성공의 세 가지 사례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분석 

비교한 결과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기존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은 

제도신설의 조건으로 어장상태, 공동체 규모, 동질성, 친 감, 신뢰, 자율관리

어업제도 등과 관련이 많았다. 둘째, 기존관점과 가른 부분도 있었다. 먼저 물

리적 피해사건, 공동체 지지세력과 리더, 제도의 내용과 변화가능성은 제도의 

운영과 연관성이 높았다. 제도유지와 운영에 있어 계속되는 물리적 환경변화, 
리더십의 효과성을 좌우하는 공동체의 집단연령과 마을원로의 존재, 리더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제도운영과 유지에 있어 필요조건은 보상, 통
합, 정보규칙이었고, 지속적 조정, 보완을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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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유자원(common-pool resources)은 우리 주위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이에 

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 적으로 담론화가 충분치 못한 감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상황은 그 상범위나 창의성, 내용적 다양성, 분석의 심층성에 

있어 아직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때문에 현재까지의 공유자

원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미개척 상과 이론적 분야에 한 지속적인 연구관

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공유자원 관리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서구학

자들은 재화이용의 딜레마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계속 확산 중에 있다. 행정학 외에도 경제

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심지어는 자연과학 분야에서조차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es)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다.1)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공유자원에 해 그 분야의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주목할 것은 제도연구가 모

두 외국에서 시작되어 그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이론의 한국적 적

용에 무리는 없는지 사전 여과과정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입되어 

원용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동양의 유교문화권은 공유자

원관리를 위한 여러 조건 중 공동체 문화나 사회관계 측면에서 서구의 그것과

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Ostrom, 1992a; Singleton & Taylor, 1992; 
Klooster, 2000).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 로 여기서는 공유자원 연구와 관련된 

여러 이슈와 문제 중에서 일단 연구 상의 확 보다는 내용과 관점의 다양성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 연구의 초점은 간단히 두 가지다. 우선 하나는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의 최초 신설과정과 그 원인에 해서 관심을 둔다. 이는 집합

적 선택 차원의 1차적 딜레마 상황으로 기존연구(김영평, 1992; 김인, 1998a; 최
재송 외, 2001; 안성민, 2001; 홍성만･유재원, 2003; 홍성만･주재복, 2004 등)의 

관심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도신설에 성공한 두 사례와 

1) 이러한 예는 가장 최근까지의 연구에서 꾸준히 나타난다(Klooster, 2000; Agrawal, 2001; 
Rapoport, 2001; Jager & Janssen, 2002; McCay, 2002; Casari & Plott, 2003; Yandle, & 
Dewees, 2003; Acheson & Gardner, 2004; Heikkila, 2004; Husain & Bhattacharya, 2004; 
Murray, 2004; Yandle, 2005; Jeon, et. al, 2006; Yandle, 2006; Ostrom, 2006; Davidova, 
2007).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자원 이론의 적용 상이 각종 자연자원 뿐만 아니라 무형

적 자원(쾌적성 등), 정부조직(공무원 정원 등), 공적부조제도(건강보험 등), 보조금(민
간경상보조 및 지방정부 등에 한 국고보조) 등 가치창조분야로 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배득종, 2004: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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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한 사례가 이용된다. 
더 중요한 다른 하나의 초점은 제도의 신설 이후의 문제이다. 즉 제도의 유

지와 그에 한 행위자간 상호작용에 있어 집합적 선택의 2차 딜레마(second 
order social/collective dilemma)가 발생할 가능성에 다시 주목하는 것이다(Bates, 
1988; Rapoport, 2001; Yandle, & Dewees, 2003; Ostrom, 2006; 이명석, 2006). 여
기에는 제도신설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적용과 운영에 실패한 경우, 성공한 경우

의 두 사례가 이용된다.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가 최초에 자발적으로 무난

하게 설계되었다고 해서 이후에도 그것이 잘 유지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제도는 유연성이나 변화가능성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기도 한다(Kiser & 
Ostrom, 1992; Agrawal, 2001; McCay, 2002; Casari & Plott, 2003; Davidova, 
2007). 

나아가 각 딜레마 상황에서 제도의 신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그것의 유지와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한 공동체가 어떤 요인에 의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해 자율제도를 만들었더라도, 이는 다시 같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공유자원의 관리를 위한 제

도의 설치, 유지와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적용과정까지를 우리나라의 성공

과 실패사례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공유자원과 제도의 관계에 한 

종합적 의미를 재음미하고 연구시각을 넓혀줄 것으로 기 된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1. 딜레마의 연속성과 제도의 가변성2)

공유자원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연안어장의 이

용문제이다(Schlager, 1990; Berkes, 1992; Ostrom, 1990; Burger. et. al, 2001; 
Okey, 2003; 정근식･김준, 1993; 김인, 1998a; 최재송 외, 2001; 김인, 2004). 어민

들의 수확이 전체 수산자원의 감소를 가져오고, 개별 어업활동을 인위적으로 배

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연안어촌은 공유자원과 자율공동체, 그리고 제도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근래 한국의 어촌계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등 

2) 이 논문은 국내에 공유자원과 제도적 장치를 다루는 최초의 논문이 아니며 Ostrom 
(1988) 이후 그 주류의 논의는 그 제자나 연구소 출신들에 의해 충분히 국내에 소개

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여기서 공유자원 이론에 해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이론에 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앞의 서론에 소개된 국내외 선행연

구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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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책의 영향으로 부분 자율적 정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시책 

이전부터 자율적 제도를 만들어 잘 유지해오고 있는 어촌계도 있고, 제도가 없

었음에도 정책적 혜택을 얻기 위해 급하고 무리하게 만든 어촌계도 있다. 제도

가 처음 만들어진 어촌계 간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 효

율적인 운영에 실패하여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폐지된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설계시점과 

설계 이후의 국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제도 분석틀(IAD)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장치를 집합적 선택의 차원(collective choice level)과 운영의 차원

(operational level)으로 구분한 목이다(Ostrom, 1990; 1992b). IAD framework에서 

운영차원은 공유자원의 사용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차원을 의미한다. 운영차원은 집합적 선택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 나타나는 제도적 장치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1차 딜레마와 2차 딜레마

는 집합적 선택 차원에서 각각 공유자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딜레

마와 그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고서도 이후 이를 준

수하지 못하는 사회적 딜레마를 각각 의미한다.
공유자원 관리에서 자율적 제도의 신설뿐만 아니라 이후 이것의 적용이나 운

영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다(Ostrom, Gardner & Walker, 
1997). 우선 이러한 집단적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가 사용자들에게 통제

권과 책임을 주기 때문에,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들의 행동을 더 일률적이고 책

임감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제재나 처벌권이 공유자원의 이용자들에게 

귀속되어 있을 때 자율적 관리제도나 규칙을 어기거나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

을 더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개인

행동에 관한 자율적 제도와 규칙들은 각종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바뀔 가

능성이 있으며, 그 내용도 최초보다 현실에 부합되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

다.3)

이 연구의 주요관심인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제도의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의 잠재적 변화가능성(potentialities)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무

리 공유자원의 사정에 밝은 이용자들이 만든 제도일지라도 처음부터 효율적이

면서 완벽한 제도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Oakerson, 1986; McKean, 1986; 1992). 
이에 공동체들은 제도신설 이후 이의 적용과정에서 각각 많고 적은 경험적 시

행착오를 거쳐 종국에는 최적의 제도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Ostrom & 

3) 공유자원의 비극과 집햅행동의 차원에서 이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만드

는 일은 아주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히려 문제는 그 이

후에 제도의 변화과정과 이에 한 구성원의 행동변화이다. 공유자원 핵심이론의 하

나는 제도가 현실상황에 따라오지 못하면 이후에 제 2 혹은 제 3의 딜레마가 계속 일

어난다는 점이다(Ostrom,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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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om, 1978; Singleton & Taylor, 1992). 여기에서 자율관리제도의 수정과 진화, 
긍정적 변화가능성은 공유자원의 성공적 관리에 중요한 필요조건(indispensable 
condition)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가

변적 시각은 기존의 잘 형성된 제도의 사례를 살펴본다거나, 이렇게 제도를 만

들 것을 주장하는 지엽적 논변구조와는 차별화 된다. 

2. 제도설계와 상호작용 과정의 성패요인

1) 물리적 세계의 특성

제도설계와 운영의 선행요인에서 우선 물리적 특성은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

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천연자원인 목초지, 산림, 어장 등에 적용할 경우 원래부

터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뉜다(최재송 외, 2001; 
김인, 2004). 그리고 자연적인 특성 차이 때문에 개별 지역이나 공동체는 모두 

조금씩 다른 자원의 양과 종류를 이용하게 되며 자연적 조건, 사고, 재해 등으

로 자원이 늘어나거나 황폐화되는 경우 이용자의 행동과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원의 상태나, 재난여부, 경계의 명확성 등이 공유자원의 

물리적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공동체의 속성

공동체의 속성은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속성이다. 공
동체의 기본적 조건으로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Ostrom, 1990; 1992a; 1992b; 
1998b; 2006). 그것은 규범적 가치를 포함한 공유된 신념과 집합적 활동의 문제

를 구성하는 그 이상의 공유된 선호를 가질 것, 다소 안정적인 일단의 구성원을 

가질 것, 향후에도 교호작용을 계속할 것으로 기 하고 그 관계가 제3자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직접적이며, 다원적인 일단의 사람들이다(김인, 1998b; 2004). 이
러한 공동체의 기본조건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Kiser & Ostrom, 1982: 
201-203). 먼저 외형적 규모(size)가 중요하다. 규모는 곧 구성원들의 사회적 유

관계와 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공동체에 한 신규 구성원의 진입문제와도 

연관된다. 이에 규모는 공유자원의 양과 종류, 그리고 지리적, 사회적 조건이 다

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동체 규모가 작을수록 자

율적 관리가 용이하고 제도의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경향성은 밝혀진 바 있다. 
이와 달리 관계측면(relation)에서는 구성원이 서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지내는가

가 상당히 중요하다(Olson, 1968; Ostrom, 1992b: 344). 이는 동질성, 친 성, 응
집성 등으로 표현된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경우 공유자원의 이용이나 기여와 

관련하여 서로의 행동에 해 예측하기 쉬우므로 효율성이 높아진다. 공동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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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이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는 경우에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모두가 규칙에 잘 따르게 되는데 이는 신뢰와 연관된다. 또한 공동체의 리더는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고 공적인 업무에 적극적일수록 구성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기가 용이하여 성공적인 방향으로 그 공동체와 제도를 이끌게 된다

(Ostrom, 1992b: 350-351).

3) 상위제도와 규칙

공유자원 이론의 제도나 규칙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다르게 구분된다. 하나는 

자율관리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만드는 토 가 되는 상위의 제도나 규칙이

다. 공유자원 관리에 한 제도를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로 나눔은 제도주의 연

구자들의 동소이한 점이다. 행위(action)와 결과(outcome)에 선행되는 제도들은 

그 구조가 양파껍질처럼 겹겹이 싸여 있으며(nested in nest), 헌법적 선택규칙

(constitutional-choice rule), 집합적 선택규칙(collective-choice rule), 운영규칙

(operational rule)의 3가지 수준에서 구분된다(Ostrom, 1998b). 하지만 공유자원 

이해관계자와 공동체에 한 제도의 국면을 집합적 선택의 차원(collective 
choice level)과 운영의 차원(operational level)으로 구분할 때, 전자는 헌법적 선택

규칙이나 집합적 선택규칙이 포함되며 후자는 운영규칙과 조합된다. 즉 공유자

원에 한 제도나 규칙은 전반적으로 두 개의 차원에서 제시되는데 헌법적, 집
합적 선택규칙은 운영규칙 설계를 위한 선행제도로서 미리 참조된다(Ostrom, 
1990). 우리나라의 상위제도와 규칙은 제도의 공식성, 선행성, 체계성 면에서 정

부의 실정법 체계와 어업규제 및 배분에 관한 정책들이 해당된다. 그 예로는 수

산업협동조합법과 자율관리어업을 들 수 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어촌계 

구성과 어업면허, 어로행위, 어장의 성격 등을 규제하여 어촌계 정관의 상위지

침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최근 정부가 어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업공동체를 활

성화시키는 배분적 성격의 정책이다.  

4) 자율관리제도

자율관리제도란 일종의 규칙으로 어떤 문제영역에 실용규칙(working rule)의 

집합이자 공유자원에 관련된 어떤 행위상황에서 나타난 결과와 취해진 행동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이다(Ostrom, 1994; 홍성만 외, 2004). 행동상황이나 

행위의 장, 그리고 최종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율관리제도를 구성하는 

규칙의 내용은 7가지로 볼 수 있다(Ostrom, 1992b: Ostrom, Gardner & Walker, 
1993). 첫째, 직위의 규칙(position rules)은 일련의 직위와 각 직위를 보유하는 참

여자 수로 정의된다. 즉 그 체제나 공동체, 협의체 내에 어떤 직위가 있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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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직위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이런 직위규칙은 구성원 간 갈등 및 협력을 조장하는 어떠한 사안에 한 협의

체 내의 직책을 정하는 규칙인 동시에 이런 협의체의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정

부기구나 외부기관의 직위를 규정한다. 둘째, 경계의 규칙(boundary rules)은 주

어진 상황에서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해주는 규칙이이다. 즉 공동체 구성원

의 갈등과 협력에 있어 관련기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퇴임하는 참여자들이 누

구인가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방법, 공동체 간부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격 등이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

는 경우에만 자원이용의 복잡성과 해결의 혼란을 피할 수 있고 이해관계와 권

한 및 책임이 단순화된다. 이는 갈등의 경우 해결가능성을, 협력의 경우에는 사

안의 구체성을 제고시킨다. 셋째, 권위의 규칙(authority rules)은 의사결정의 각 

과정에서 직위에 할당된 일단의 행동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한 어민이 공동

체에 의해 행해진 행동에 반항하거나 도전하면, 그 다음에 취할 제재절차를 명

시하고 특정 직위를 맡은 사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해 주기도 한다. 이외에 공

동체에 관한 여러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밝혀주기

도 한다. 넷째, 통합의 규칙(aggregation rules)은 중간과 최종의 결과에의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과정에서의 전환기능으로 정의된다. 즉 공동체 

내에서 집합적 의사결정과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개별의사결정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선출된 표집

단에 위임도 된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 연안어촌은 부분 자율관리(governing)
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구성원 관계에서 편익/비용에 한 권한/의무의 이행을 

어떻게 결정하며, 편익과 비용의 분배를 통제하는 합의기구나 외부기관에서 어

떻게 결정하는가는 이 규칙에 의한다. 다섯째, 범위의 규칙(boundary rules)은 중

간 결과와 최종 결과를 불문하고, 공동체의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련의 결

과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구성원의 행동과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규정

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은 공유자원에 한 소유감을 갖게 한다. 동시에 어촌이 

어장에 해 어떤 종류의 어업권을 갖게 되는가도 밝혀준다. 여섯째, 정보의 규

칙(information rules)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직위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정의되며, 곧 정보가 행위자 사이에 배분되는 방식을 규정한다. 예를 들면 어장

에서 조업을 계획할 때 이 정보를 계원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어야 하는지, 혹은 

자원조성이나 수산물가격 등의 중요정보를 어느 정도 알려주어야 하는가의 문

제다. 일곱째, 보상의 규칙(payoff rules)은 행위자들의 관계에서 요구되거나, 허
용되고 금지된 편익과 비용으로 정의되며, 이는 착수된 모든 행동과 야기된 결

과에 의해 근거한다. 쉽게 말해 공동현안에 있어 구성원간의 편익 혹은 비용의 

배분을 정해주는 규칙이다. 특정상황에서 행위자의 활동과 결과 사이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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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주고 있어 개별적 유인구조도 알 수 있다. 통상 제도적 상황에서의 보상규

칙은 특정행위의 결과로서 당연히 예견되는 것을 규정한다.
 

3. 사례분석의 틀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자율적 관리제도를 만들기 위한 집합적 선택 차원

에서 1차 딜레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특성과 공동체의 속성, 사용된 

상위제도와 규칙이다(Ostrom, 1990; 1998). 반면 제도설계 이후 집합적 선택의 2
차 딜레마가 발생하는 차원에는 물리적 특성과 공동체의 속성, 그리고 집합적 

선택으로 만들어진 자율관리제도 자체의 내용이 공유자원 관리결과에서 영향을 

미친다. Ostrom(1990)이 최초 저서에서의 제도분석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것은 

<(물리적 특성+공동체의 속성+제도와 규칙)→행위상황→결과>의 인과모형이다. 
하지만 최근 Ostrom(2006)의 논의와 해외연구들의 논리적 흐름을 꼼꼼하게 들여

다보면 최종적인 결과(outcome)를 나타내는 인과구조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즉 

제도형성과 이 제도를 둘러싼 상호작용의 과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율관리제도 신설 이후 실행규칙 차원에

서의 2차 딜레마는 1차 딜레마 발생시보다 비공식적인 집합적 선택영역으로

(Ostrom, 1990), 여러 형태의 정합적 선택의 영향을 받으며 그나마 공식적인 공

동체의 상호작용보다 관찰이 어렵다. 이에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선행변

<그림 1> 분석의 준거틀

자율 리

제도
상호작용

상황 2

제도유지 

성공

-사례 3

제도유지 

실패

-사례 2

어장유지 

갈등방지 

소득증

어장황폐 

갈등지속 

소득감소

어장의 물리  

특성

어 공동체의 

속성

상 제도와 

정책

▴자원상태  ▴재난여부
▴경계의 명확성 

▴규모   ▴응집성

▴동질성 ▴친 성

▴신뢰성 ▴리더특성

▴수 법▴자율 리어업

제도신설

실패 

- 사례1

상호작용

상황 1

 < 집합  선택의 1차 딜 마: 제도신설>           <집합  선택의 2차 딜 마: 제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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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뿐만 아니라, 사후의 제도유지와 적용이라는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후속변수

간의 상호관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림 1>의 내용에서 먼저 어장의 특성과 상위제도, 어촌계의 속성이 어촌계 

정관이라는 새로운 자율관리제도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관이 적용되는 상호작용의 상황에는 기본적으로 자율관리제도인 정관의 내용, 
어장의 특성과 어촌계의 속성이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까지는 제도적 분석틀의 

내용과 일치하는 목이다. 단 기존 IAD framework에서 제도의 운영차원은 공

유자원 사용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차원을 

의미한다. 운영차원은 집합적 선택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제

도적 장치의 영향을 다시 받는다. 문제는 제도를 처음 만들기까지의 상호작용 

과정과, 제도를 만들고 난 이후의 행위자간 상호작용과정에서 각각 내･외부적인 

딜레마가 발생하고 방향이 상반되게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것은 집합적 선택 

차원에서 처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사례(case 1), 집합적 선택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처음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이후 적용과 운영차원

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case 2), 집합적 선택 차원에서 처

음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여, 운영차원의 상호작용의 결과

도 매우 성공적인 경우(case 3)이다. 물론 이 가정을 현실에 적용시켜 보기 위해 

발굴한 사례도 역시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사례들은 하나만으로도 개별적 연구

가치가 있을 것이지만, 원인과 결과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질적 차원을 

한층 높이면서 중요한 시사점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이 틀은 어장

이라는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어촌공동체의 제도설계와 운영의 중요한 준거기

준을 각각의 국면에서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유인구조를 파악하

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어촌공동체의 행위에 관한 공식적인 측면 뿐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을 중요하게 검토함으로써 제도, 행위자, 환경의 구조와 

현실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발견을 할 수도 있다. 

Ⅲ. 공유자원 자율관리제도의 성공과 실패사례 분석

1. 연구대상의 개요

공유자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리적 속성, 공동체 속성, 공식･비공식적 

규칙, 개인의 행태 등에 한 종합적인 시각과 분석이 요구되고 상세한 지역특

유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이명석, 
2006: 259). 가덕도는 행정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에 속한 섬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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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흘러드는 낙동강 하구의 오른쪽에 있으며 부산지역에서는 가장 큰 섬이다. 
과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래 경남 창원군에 속했으나, 1980년 창원시 승격

으로 의창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부산 강서구로 편입되었다. 섬의 총 면적

은 20.96㎢에 달하며 인구는 략 3300명(1200가구) 내외이다. 행정구역상 가덕

도는 본섬과 연안의 11개 무인도가 있다. 법정 동(洞)은 눌차동･ 항동･동선동･

성북동･천성동이며 17개의 자연마을이 소재하고 있다. 포구는 선창, 장항, 두문, 
천성, 항, 외양포가 있다. 섬 소재 어촌계는 법정 동과 같은 5군데이며 섬의 

가장자리에서 각각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을 주로 하고 있다. 2007년 1월-7월 총 

3차례에 걸친 현장답사결과 조사･수집된 가덕도 지역의 어촌계 주요 현황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4)  

<표 1> 어촌계 주요 현황

어 계

명칭
어 계 소재

계원수

(명)
어업유형 주요생산물 어업권과 어선세력(척)

어가소득

(만원)

차

부산시 강서구 차동 

14-11

(가덕도 북부지역)

301 양식어업
미역, 김, 

래, 굴

양식장 리(83), 호망

(1) 
1600-2000

천성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1414

(가덕도 남부지역) 

191
연안복합어업

양식어업

숭어, 구, 

어, 복

연안복합(28), 연안자

망(20), 식장 리

(19)

1900-2300

항

부산시 강서구 항동 

12

(가덕도 남부지역)

153
연안복합어업

구획어업

숭어, 구, 

어, 김

연안복합(41), 연안자

망(21), 연안통발

(17), 호망(8), 육수

장망(1), 리(1)

2700-3200

2. 사례분석

1) 사례 1: 제도의 신설 실패

먼저 집합적 선택차원의 딜레마에서 공유자원인 관리를 위한 자율제도의 신

설과정의 실패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한다. 가덕도에서 이러한 사례는 눌차

어촌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눌차어촌계는 가덕도와 맞닿은 사주에 

4) 사례연구의 상을 다수의 육지지역 어촌계가 아닌 가덕도라는 특수한 섬 지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이다. 첫째, 섬은 어장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비교적 잘 격리되어 있으므로 육지보다 주변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적은 편이다. 즉 제

도의 설치와 적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 중 물리적 특성과 공동체의 속성의 

순수한 효과를 그만큼 구별해내기가 쉽다는 이점이 있다. 둘째, 도서지역 어촌계는 소

규모이면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개별적 사건이나 행동 등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현지

답사 및 주요인물에 한 면접이나 자료협조를 통한 사례분석(case study)에 용이하다. 
셋째, 같은 섬에 있는 어촌계간에 제도의 성공과 실패사례가 공존한다는 점은 비슷한 

지역조건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간의 비교연구에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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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된 육계도로서 외눌, 내눌, 항월, 정거마을로 구성된 섬 형태의 어촌이

다. 동남쪽 끝이 동선새바지와 제방으로 연결된 이곳은 2006년 기준으로 89가구 

300여명의 어촌계원을 거느린 비교적 규모 어촌계로서 어업유형은 부분 양

식어업이다. ‘눌차(訥次)’라는 지명은 이 섬의 지세가 완만하고 낮아 누워 있는 

모습이라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주요생산물은 굴, 미역, 김 등이며 공동생산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수확판매도 한다. 특히 굴은 11월-4월에 가장 생

산량이 많은 품목으로 투석식(돌에 붙여 키우는 방식) 보다 수하식(줄에 꿰어 

바다 속에서 키우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눌차어촌계, 2007). 눌차마을 사람들

은 1970년 에까지 해초류와 어패류를 단순 채취하고 소형 무동력 어선으로 낚

시를 하거나 그물로 포획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주요 어획물은 미역, 천초, 
톳, 파래, 김 등 해조류와 전복, 고동, 홍합 등 패류와 숭어, 구 등의 어류였

다. 단순한 어로기술에도 불구하고 해산물과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어획량이 많

았다. 하지만 1962년 수산업법 제정으로 기존의 마을 공동어장(지선어장 포함)
에 한 관리가 국가의 통제아래 놓이게 되고 지선을 둘러싼 동선과 성북 등 

인접마을과의 분쟁이 일어났다. 지선분쟁을 통해 눌차와 인접마을은 별개임을 

인식하고 마을 내부적으로는 단결을 가져와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남해안과 가덕도 지역에 불어닥친 연안소형어선어업의 흥망에 

더하여 1980년 부터 눌차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식업이 시작된다. 어선어업의 몰

락으로 침체되어 있던 마을경제가 굴과 미역양식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

이다. 1983년에 눌차는 의창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식허가를 취득해서 최초 

수하식으로 시작하고 이후 연승수하식(서로 연결된 긴줄에 꿰어 바다 속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양식하게 되면서부터 량생산이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점점 

출하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연산 미역의 생산량감소를 불러와 양식장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었다. 미역양식을 함에 있어서도 마을주민 전체의 참여를 전제로 희

망자는 보증금을 내고 미역어장과 어장사이의 간선의 간격과 길이, 어장에 사용

되는 줄 굵기 등을 자체규제 하였지만 몰래 키우는 식 등의 폐해는 계속 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식장 위치에 따른 생산성 등급을 부여하여 사용료를 서

로 다르게 부과하는 등 형평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눌
차어촌계는 연안에서 양식을 함에도 최초부터 어촌계 정관이 만들어지는 과정

에서 많은 애로와 문제가 있었고 명문화된 어촌계 공동관리규약(일명 정관)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 자율관리제도가 생기지 않은 원인에 해 다음과 같

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이 어촌계의 물리적 세계의 특성은 자율관리제도의 미형성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점은 자원의 상태가 나쁘지 않고 

어장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식어업의 특성상 개인과 어촌계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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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장경계의 명확성도 보장되고 있다. 눌차 어촌계는 자연적으로 굴과 미역의 

천연적 생산조건이 좋음으로 인해 기존의 자원상태는 부족하지는 않은 편이었

다. 양식어업은 한곳에서만 계속 어업을 하면 어장의 비옥도가 떨어지게 마련이

다. 눌차 양식어민은 김과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이 주종이어서 부가가치는 낮지

만 자연재해만 없으면 매년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5) 
둘째, 공동체의 속성도 물리적 특성만큼 자율관리제도의 신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우선 눌차마을은 어촌계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직업적 동질성

이 상 적으로 약하며, 친 감도 다른 어촌계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였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마을주민의 연령이 높은 사람(65세 이상)이 많아 어촌계장

과 간사 등 공동체의 지도자가 소위 어르신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특징적이었다. 단지 주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행사나 

어촌계장의 활동이 적극적이었지만 이마저도 호응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단 눌차는 가덕도에서 가장 큰 어촌공동체이다. 
다른 어촌계는 100-200이내인 반면 눌차계원의 수는 300명이 넘고 직업도 순수

어업, 농업종사, 농업과 어업의 겸업, 상업과 서비스업 등 비교적 다양하였다. 
이러한 주민의 직업적 다양성은 어촌소재지가 가덕도 본섬과 독립된 육계도라

는 자연적 지형이 자급자족의 생활기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섬 연안을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이 과반수 정도에 그치고 어업보다는 농

업에만 종사하거나 겸업하는 주민비율이 다른 어촌계에 비해 높은 것은 분명하

다. 그럼에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공동체의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왕제라는 

마을자체 행사를 열고 있다. 용왕제는 해마다 음력 1-2월에 정거마을 앞에서 지

내고 150여 년 전에 건립한 눌차당사는 당산제를 지내는 곳으로, 할매당사와 할

배당사가 있는데 모두 20여 년 전에 개축하였다. 하지만 행사에 참가하는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외지인이나 낚시객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

이 어촌계장과 간사의 내색하지 못하는 근심이다. 마을 어르신들이 유달리 많은 

점도 어촌계 지도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정부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장애가 되고 있다. 즉 장점과 필요성에 해 설명을 드려도 전반적인 이해도가 

5) 해조류 양식은 패류와 어류양식보다 노동집약적이지만 외부요인에 의한 위험부담이 

낮다는 것이 어민들 사이의 통설이다. 더구나 적조 피해는 최근 3년 동안은 없었고 

태풍의 피해는 2003년 매미로 인해 양식장시설의 일부 손실을 입었지만 이후에는 

2007년까지 비교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눌차촌계 간사 인터뷰, 2007. 2). 다
만 이 어촌계는 육계도에 위치해 있어서 어장의 오염상태는 다른 지역보다는 덜하지

만 부산인근 연안의 거가 교 건설과 매립, 그리고 기존의 도시지역 폐수유입으로 

인한 바다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어촌계에서는 이러한 바다 오염

을 개선하기 위해 이장, 어촌계장이 양식어구 등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민들

을 교화하는 방송을 자주하고, 한번씩 바다 청소를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하고는 있지

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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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신규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위원회의 인적구성 등에서 곤란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눌차어촌계장 인터뷰, 2007. 2). 
셋째, 토 가 되는 상위제도 중에서 자율관리제도가 형성되지 못한 데는 근

래 정부의 자율관리어업정책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과거 수협법의 적용과 

국가에 의한 어장관리는 스스로 이 마을이 자연채취방식에서 양식어업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자율관리제도의 형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
러나 정부가 2002년부터 전국 어촌계를 선별적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상으로 

자율관리어업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분위기는 달라졌다. 눌차어촌계는 자

신들이 양식어업이면서 주변 어촌계보다 규모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업지원에 

한 단한 기 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어촌계와 차별적이면서 

특성화된 자율관리규약을 정부에 제출하지 못해 2002년, 2003년 연속으로 육성

사업 지원 상 공동체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마을에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양식장 청소와 어선정비 등 공동사업추진 방식의 이견과 지

도부에 한 주민들의 불신임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2002년 후반기

부터 구체화된 공동체규약 제정 및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며 전체회의 소집결

과(2003. 11. 25)도 진척이 없었다. 여기에 지도부의 확고한 포기 의사가 더해져 

자율관리어업 사업신청을 자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촌계 전담지도사는 

계장 및 마을지도부를 수차례 설득하고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및 어촌계 발전

의 기여도에 해서 알렸다. 그럼에도 기존의 신청실패에 근거한 냉담한 반응과 

지도부의 확고부동한 불참의사로 인해 자율관리공동체로서의 사업포기를 막는

데 실패하였다.

2) 사례 2: 제도의 신설 성공과 이후 상호작용의 실패

집합적 선택차원의 딜레마에서 공유자원인 관리를 위한 자율제도가 성공적으

로 만들어졌더라도 이후에 행위자간 그 적용과 상호작용 과정의 실패사례도 있

다. 가덕도에서 이러한 사례는 천성어촌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

계가 있는 천성동은 법정동으로 지명은 천성진성이 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눌차에서 성북을 거쳐 도보로 1시간정도 천성치(재)를 넘으면 천성마을이 나온

다. 천성어촌계는 각종 회유성 어족의 유입이 많아 어류의 산란장으로 좋은 조

건을 갖춰 일찍이 어선어업이 발달했고 자연산 미역과 근래 전복의 생산량도 

많은 곳이다. 그러나 부산 신항만 건설 당시 받은 보상금을 부분 과소비로 낭

비해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원관리에도 소홀해지

게 돼 어장이 황폐화되었다. 현재 천성마을은 주업인 연안어업과 양식업 이외에

도 농업을 하는 주민이 많으며 계원도 246세  중에서 2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생산물은 숭어와 전어, 구 등이며 근래에 전복양식 어가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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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천성어촌계, 2007). 
이 사례에서 먼저 물리적 세계의 특성은 자율관리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

지만, 특히 제도의 적용과 상호작용과정에서의 실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

로 파악된다. 기존자원의 급감으로 제도가 형성되었지만 자연재해와 어장경계의 

불투명으로 제도운영이 실패할 위기에 처하였다. 이 어촌계는 원래 연안복합어

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마을어장을 할당받은 구획어업을 하였으나 주민수가 

늘어나고,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약 10년 전부터 양식업에 눈을 돌리는 주민

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천성마을은 2001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어업과 

양식을 위한 ‘천성어촌계 정관 및 자율관리공동체 규약’을 제정하였고, 치어방

류 및 치패살포, 공동판매시설 추진,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 구제 등의 신규사업

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6)  
하지만 천성어촌계는 2001년도에 자체사업비로 마을어장 내에 살포한 전복 

치패 338만패(사업비 115백만원)가 동년 8-9월 고수온기가 지속됨에 따라 전량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자가부담(1인당 50-80만원) 손실 및 가구별로 

각종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후 어촌계 공동부

담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계원들의 주관적 판단도 겹쳐 공동어장관리규

약의 이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담당지도사는 계장 및 지도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에 한 안 및 공동체사업의 전환을 통한 성공가능성 등을 

독려하였다. 그럼에도 재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계원들의 부담감이 커서 공

동사업과 규약 이행의 와해를 막는데 실패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양식이 아닌 

어선어민의 경우 가덕도 남쪽 인근 조업어장이 천성마을 계원 외에 타 어민도 

조업을 하고 있어 계원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다른 의창수협소속 회

원들이 자망조업하는 해역이 마을조업구역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수협과 수산청

에 재조정하는 건의는 계속되었다.
둘째, 공동체의 속성 중에서는 규모가 작음으로 인해 구성원간의 신뢰와 친

감이 크고 리더의 의지와 리더십,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도가 신설되었으

나, 그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 이것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천성어촌계는 주민들

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실질 어촌계원의 수가 200명 이하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서로를 잘 알고 있다. 당시 어촌계장(이복수)은 자급자족 수

6) 양식과 어선의 복합어업을 하는 어촌계는 보통 10년을 주기로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

고 다시 재배치를 하는데 천성어촌계도 어장의 노후화로 인한 어획량이 점차 감소하

면서 어민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가 커지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품종개량 사업을 시도하였다. 즉 이는 천성마을 어민

들이 노동집약적이고 소득이 적은 해조류 양식보다는 적은 노동력과 생산물로 비교적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복과 전어 등의 양식품종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품종개량사업의 실시로 양식어장의 노후화 문제를 어느 정

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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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그치는 농업과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마을어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였다. 이에 마을공동조업과 양식업 등으로 마을소득 증

를 위해 자율관리규약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설득했다. 계장의 주도로 만들어진 

정관은 마을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이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제도 

적용 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제도설립 당시 활동했던 공동체 리더가 사라졌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촌계장이 의창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출마하기 위

해 외업무가 바빠짐에 따라 마을업무에 소홀하다가 선거에 낙선됨으로서 계

장직책도 자진 사퇴하였다. 이에 공동체는 차기어촌계장을 급히 선출하였지만 

상 적인 리더십 부족으로 인해 그간 추진되어 왔던 구성원간의 조직과 추진업

무가 점차 와해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회원 간 불신과 자체 설정한 자율관리

규약이 새로운 구속이라는 피해의식이 점차 팽배하여 갔다. 이러한 응집성의 부

재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심각해졌다. 천성어촌계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자율관리수면에 한 배타적 권리가 확보되지 않아 주변 성북, 동선어촌계와 어

장구역, 조업기간 등의 마찰로 상 적인 피해의식도 가진 상태였다. 결국 자율

관리제도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졌다. 
셋째, 이 어촌계에서 정부의 수협법이나 자율관리어업정책은 자율관리제도의 

신설단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01년 어촌계 자율관리규

약을 제정할 당시는 마을 사람들은 어업법을 참고하지 않았고 자율관리어업 시

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홍보되고 실시되기 이전의 시점이다. 자율관리어업의 정부

시책에 따른 보조금 획득을 위해 제도를 급히 만든 경우는 더욱 아니지만, 마을 

자체적인 자율관리규약의 초기 운영단계에서 자율관리어업의 정부시책은 일부 

악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천성마을은 규약에 따라 자체적인 어장청소와 감

시조를 조직하여 자원관리형 어업을 추진하였으나 2002년과 2003년에 시범사업

상에 계속 선정되지 않았다. 이후 계속적인 외부의 지원과 독려는 없었고 지

금 전반적인 자율분위기가 침체된 것은 분명했다.  
넷째, 천성어촌계 정관 및 자율관리규약을 살펴보면 공동체의 자율관리제도

의 적용과 운영에는 제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관찰할 수 있다(부록 참고). 
천성어촌계 정관 및 자율관리공동체 규약을 비교하여 양자 모두에 규정되어 있

는 규칙은 그 내용이 우수하며, 둘 중 하나에 명시된 규칙은 보통, 두 가지 모

두에 명시되지 않은 규칙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경계의 규칙, 직위

의 규칙, 범위의 규칙은 우수하였고 권위의 규칙과 보상의 규칙은 보통, 통합의 

규칙과 정보의 규칙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시행 초

기 애로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즉시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먼
저 경계의 규칙은 천성어촌계원이 되는 방법과 개인이 어촌계의 간부로서의 직

위를 보유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격을 명시하는 규칙으로 비교적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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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 있다. 어떠한 사안에 한 관련기구나 협의체 내의 여러 직위를 

규정하는 규칙 직위의 규칙도 구체적으로 잘 명시되어 있었다. 범위의 규칙은 

어촌계의 일상 업무와 어떤 종류의 어업을 하는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임에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어촌계에 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를 밝혀주는 권위의 규칙은 정관에만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이 중에서는 지

도부 이외에 일반계원에 한 의사결정권한 및 의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촌계

의 공동현안에 있어 계원간의 편익 혹은 비용의 배분을 규정해주는 규칙인 보

상의 규칙은 정관에는 없고 자율관리규약에만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밝히는 통

합의 규칙은 아예 부재하였다. 어촌계 총회의 개의와 출석 및 의결정족수, 가결

과 부결의 원칙, 의결권의 부여와 제한 등이 명시된 규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같은 수준에서 어촌계가 각종 현안문제 혹은 사업계획 계획할 때 이런 정보

를 어촌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혹은 자원조성, 가격 등 공동어장 어업

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어촌계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주어야 하는가의 문제

인 정보의 규칙도 부재하였다. 결정적으로 천성어촌계의 자율관리제도 규칙들은 

신설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중요한 제

도변화와 그 시의성을 놓친 감이 많았다.  

3) 사례 3: 제도의 신설과 이후 상호작용의 성공

가덕도 지역 어촌계 중 자율관리제도의 신설과 이후의 상호작용 과정에 모두 

성공한 수범사례는 항어촌계이다. 가덕도 남단 마을이자 가장 큰 항이라 할 

수 있는 항마을은 120년 전통의 재래식 숭어들이 어업을 하고 있다. 근래 부

산시가 무형문화재로 추진한 항은 1981년 12월 2종 어항으로 고시되면서 현

재 부산지방어항으로 자연과 인공미가 어우러진 곳이다. 마을 입구는 매우 협소

하며 가용지가 적고 산지가 부분이다. 어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90%가 자연녹지 및 해군기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바다는 부산항계에 포함

되어 있고 소규모 마을 3곳으로 분산된 형태의 동으로 본동, 새바지, 외항포로 

구분되며 모두가 바다와 접한 방파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현재 마을어장은 

부산광역시 항동 월분서 돌출부와 안 동북측 새바지 돌출부와 연결한 선내

수역이다( 항어촌계, 2007). 
첫째 이 어촌계의 물리적 세계의 특성은 자율관리제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제도를 둘러싼 상호작용의 성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항어촌계는 가덕도 최남단지역이지만 낙동강 담수의 영향을 일부 

받으면서 남해 외해에 접해있는 천혜의 산란장으로 예전부터 숭어와 구,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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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풍부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어촌계로 자타가 공인하였다. 그러나 1995년 

가덕도 인근에 부산 신항만이 건설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 건설로 인해 이

에 인접한 마을어장과 어선어업권이 정부에 의해 부분 소멸되고 어선세력이 날

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부산연안이 매립되고 이 영향을 받아 조류흐

름 등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산자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각 어민들에

게 지급된 어장보상금은 오래가지 않아 탕진되었고 민심은 날로 흉흉해졌다. 
1998년부터는 녹산 산업단지 하수도공사로 그나마 남아 있던 마을어장까지 소

멸되면서 항어촌계는 한국에서 유일한 숭어잡이 육수장망어업권만 남게 되었

다. 이러한 가운데 바다가 주는 혜택을 잠시 잊어버렸던 항어촌계원들은 자원

이 고갈되고 소득이 급감하자 바다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어촌계는 정부로부터 2001년에 현재

의 마을어장경계를 새로 부여받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둘째, 공동체의 속성 중에서는 일단 규모가 작고 구성원간의 신뢰와 친 감

이 높았으며 리더의 의지와 리더십,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천성마을 사례와 유사한 목이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제

도의 적용과정에 있어 어촌계장과 마을유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항어촌계 계원은 2000년까지 80여명 남짓으로 마을규모 면에서 가덕도에서 

제일 작았다. 이에 마을사람들은 서로 이웃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지냈다. 항

마을어장에 한 자율관리제도가 만들어진 시기는 2000년경이며, 2002년 11월 

자율관리어업 시범어촌계 신청을 할 당시 공동체의 핵심리더는 어촌계장(김영

일)이었다. 현재 계장(이성언)에 의하면, 당시 계장과 동장이 자율관리어업 공동

체 위원장과 간사직을 자임하여 지도부를 적극 받쳐주었고 과거 전임이장, 동
장, 농･수협장 등을 지낸 마을원로와 유지들이 공동체의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강력히 지원해 주었다. 이에 숭어들이 축제 유치 및 주관, 숭어들이 어업체험어

장 설치, 항어촌관광회센터 건립, 숭어들이 전래어업 문화재 지정 추진, 연
봉 봉수 제 개최 등 전직 어촌계장 및 지도부의 활동과 업적은 두드러졌다. 또
한 마을전입자 제한관행(입호제도)을 한시적으로 없애고 아이디어를 살려 관광

지로서의 가치를 더욱 살린 점은 전국에서는 드물게 젊은 층의 마을전입을 성

공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이후 공동체 신뢰와 응집을 위한 기존 어촌계장의 강력

하고 효율적인 리더십 발휘는 더욱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 정부지원 자율공동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 이 어촌계에서 상위제도로서의 자율관리어업정책은 자율관리제도의 신

설과 적용과정 모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1년 말경에 항마을 사람

들은 일 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 어촌계가 살아남고 생업을 유지하기 위

해서 어민들이 내린 결론은 오직 이곳만 가지고 있는 숭어잡이 육수장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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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 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육수장망 어업은 160년 넘게 내

려오는 숭어잡이 전통어업법으로서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이 크고 전통의 어업

방식을 그 로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공동으로 작업

하고 공동 분배하여 수입을 갖는 생계수단의 의미도 컸다. 마을사람은 이 어업

법을 이용한 어촌계 운영방식이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취지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체계적인 준비 끝에 신청,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자
율관리어업 시범지역 선정 이후 육수장망어업을 확 코자 5척의 어선을 새로 

건조하고, 자원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불법어업 근절에 노력하였다.7) 
항마을은 육수장망어업을 단순한 어업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숭어잡이 육수장망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조성하여 관광소득 창출에

도 노력하였다. 즉 생산품의 량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을 막기 위해 저온저장 

시설물을 설치했고 관광객을 상으로 활어도･소매 등 관광지 소재 어촌의 특

성을 살려 소득향상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초창기 80여명의 회원

이 2007년 기준 16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젊은층의 유입이 늘어 미래가 희

망적으로 변화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항마을은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계속평

가에서 전국상위에 랭크되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8) 
넷째, 항어촌계 정관 및 자율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역시 자율관리제도의 적

용과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 그 내용이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부록 참고).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시행 초기에 애로나 문제점이 나타남에 있어 총회를 통

한 조정과 개정이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앞선 천성마을과 비교하면 내

용이나 분량 면에서 매우 충실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정관 및 규약의 

열거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7가지 규칙 중 천성마을의 정관과는 달리 경계의 

규칙, 보상의 규칙, 통합의 규칙, 정보의 규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에 주목하

였다. 이에 의문을 가지고 재차 이러한 원인과 과정을 계장 및 간사에 한 면

접으로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작성된 것이 아니라 모두 시행과정에서의 보완으

로 마련된 내용이었다. 항자율관리제도의 특징적 부분만 살펴보면, 먼저 경계

의 규칙에서는 다른 어촌계와 다르게 비계원의 마을어장이용에 한 전면금지

7) 양식보다 어선어업 중심의 항어촌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

선 어린 고기를 잡지 않고 종패 살포 등 자원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게 됐다. 미성어가 혼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이던 그물코 크기를 75㎜
로 확 해 사용했다. 어장감시조를 24시간 운영해 자원관리에도 노력했고 정기적으로 

쓰레기, 폐어구 수거 등 어장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관리와 어업질서 유

지에도 적극 노력했다. 

8) 항어촌계에 한 자율관리어업 분기별 평가서(2007)는 어획능력 삭감노력, 생산량조

절 실시, 특정어구어법 사용제한, 공동체 참여인원 비율, 공동체내 미참여 어업인 파

급도, 공동체외 주변어업인의 파급도,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 수익확 사업 추진 

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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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일부금지 항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부분 어촌에

는 계원과 비계원(일반수협조합원, 단기전입자 등)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항마

을의 이러한 배려는 계원과 비계원 간의 갈등방지와 공동체협력에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상의 규칙에서는 다른 곳처럼 공동조업과 위판방식을 명

시하면서도 공동 및 개별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다른 어촌

계와 차별화된 정보의 규칙은 정관과 부칙을 통해 그 중요성을 중복적으로 명

시하고 있었다. 특히 항어촌계장과 사무실 직원은 정보의 경중을 떠나 계원들

이 귀찮아할 정도로 자주,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어민들이 알고 지켜야 할 정보의 제공과 당면문제에 한 이해를 높여주고 주

민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담보한 것으로 보였다. 마
지막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의 규칙 역시 많은 시행착오와 이의제기를 거치

면서 그 내용과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어촌계 총회

의 의사결정에 있어 신속성, 수용성, 파급성을 높여주었다고 지도부는 증언한다.

3. 발견과 종합적 논의

1)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제도의 신설)

먼저 자원고갈 등 물리적 환경이 불리해지지 않으면 자율관리제도는 만들어

지기 어렵다. 앞서 소개된 눌차 사례는 해조류 생산조건이 좋은 양식어촌으로 

어선어업, 어패류 양식보다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적지만 위험부담도 적고 

일정수입이 보장되었다. 이는 결국 제도신설에 장애가 되었다. 둘째, 공동체 규

모가 비교적 크고, 직업적 동질성, 친 감, 신뢰 등이 상 적으로 약하며 리더가 

소극적이어도 제도의 신설이 어렵다. 전후관계를 따지자면 체로 공동체의 규

모와 리더가 제도조직자(institutional organizers)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부분의 어촌이 입호제도(마을전입자 제한)를 통해 규모를 스스로 유

지하고 있고, 사례에서도 리더가 적극적인 소규모 공동체가 제도신설과 운영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상위제도로서 정부의 자율관리어업은 

중요하지만 배분적 성격의 사업지원이 선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공동

체의 선정 및 수혜여부는 제도형성의 결정적 요소이다. 즉 사업에 선정되면 제

도가 신설 혹은 발전, 진화하지만 여기서 제외될 경우 제도신설의 가능성은 향

후에도 거의 사라지게 된다.   

2)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제도유지의 상호작용)

이 연구만의 제법 특색 있는 발견도 있었다. 첫째, 공유자원에 한 자율관리

제도의 신설과 이후 이를 둘러싼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과정에 있어 공동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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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사회적 딜레마는 계속 중복적으로 나타나며 그 원인도 다르다. 이러한 근

거로 제도의 최초 신설실패와 그 후의 상호작용과정의 실패 사례가 다르게 존

재하고 있었다는 점, 제도신설과 이후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따로 관찰된 

점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율관리제도의 신설에는 어장자원감소, 공동체의 

연령과 리더, 정부의 자율관리어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상

호작용의 과정상에는 물리적 피해사건, 공동체 지지세력(지역원로와 유지)과 리

더, 제도수정과 신축적 변화가 중요하였다.9)     
둘째, 계속되는 물리적 환경변화는 제도의 신설은 물론 상호작용의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는 Ostrom(1990)의 이론에서 제도수정 및 변화부

분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공유자원의 자연환경은 제도변화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도 역시 중요한 요소인 것이며 천성어촌계의 제도를 둘러싼 상호작용 실패사례

가 이를 지지한다. 특히 생태적으로 협소하고 제한된 경작지를 가진 섬에서는 

어업이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섬은 지리적으로 육지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경작

지가 협소한 생태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섬에서 살아가기 위한 나름의 적응전

략이 필요한 곳이다. 섬사람들은 이런 제한된 생태계 속에서 한정된 자원을 이

용하고 적응하면서 삶을 영위하는데, 경제적으로 부침이 심한 어장환경의 변화

는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관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공동체의 속성차원에서 집단의 평균연령(age)은 제도의 신설과 이후 행

위자간 상호작용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공교롭게도 한국어촌마을 특유의 

조건으로 생각되며 제도이론과 기존 연구에서는 도외시된 부분이다. 마을원로와 

고령자의 비중은 공식적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 발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례에서 눌차마을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매우 많아 제도신설부터 어려움

이 컸다. 반 로 항마을은 입호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여 젊은 층을 유입시

켰고, 결과적으로 리더의 주도하에 응집성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었다. 과거 

유교문화권에서 마을서열화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국의 어촌마을에서는 마을공

동체의 어르신에 한 예우가 중요하고, 마을발전에 한 의견과 역할비중도 생

각보다 크다. 또한 가부장적 관념체계가 지배하는 전통적인 어촌마을구조 내에

서는 연령, 재산, 학식, 가문, 성씨가 공동체 중심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한 

눌차와 항의 마을원로는 제도의 신설과 유지의 기여정도에서도 상당히 조

적이었다.10) 

9) 이는 Ostrom(1990)의 말처럼 공유자원 관리에 한 제도적 공급(institutional supply: 여
기서는 제도신설로 표현)과 내구성(institutional endurance: 운영과 유지)의 차원이 구분

됨을 재확인하는 부분이다.

10) 어촌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동체 리더에는 전/현직 어촌계장 이외에도 이장, 영농

회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의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을원

로나 어르신을 관련 연구의 원어적(an elder, a senior, an esteemed elder, etc) 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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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같은 맥락에서 어촌계장과 간사 등 공동체 지도부의 자질, 추진력과 리

더십은 제도의 신설과 이후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

다. 제도신설을 주도했던 공동체 리더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이후 그 제도는 와

해될 가능성이 높음을 천성마을 사례에서 확인했다. 최소한 공동체의 새 리더는 

민주적 과정 속에 선출될지라도 이전 리더와 비교하여 인적유사성(similarity in 
personality)이 높아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 리더의 리더십 발휘상황은 후임 리

더에게 편승되어 그 효과성이 유지, 확 될 수 있다.
다섯째, 자율관리제도를 둘러싼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과정에는 구체적인 내

용상의 규정과 항목이 필수적이며 시기적절한 수정이나 탄력적인 적용도 중요

하다. 제도의 유지에 실패한 천성과 성공한 항을 비교한 결과 구체성이나 합

리성, 변화의 횟수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점은 이를 반증한다. 또한 이

와 비슷하게 주목되는 다른 점은 제도의 내용이다. 경계의 규칙, 직위의 규칙, 
범위의 규칙, 권위의 규칙은 공동체의 구성을 말해주므로 비교적 정형화(routine)
된 정도가 높아서 부분 동소이하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행위자간 상호작

용의 과정상의 문제는 보상의 규칙, 통합의 규칙, 정보의 규칙이다. 이는 각각 

구성원의 편익과 비용의 배분,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이를 위한 정보를 보장받

는 규칙이기 때문에 적용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환언하면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에 한 시기적절한 조정, 합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 그 제도의 운영 전반을 위협할 소지가 된다는 것이다.11) 

표현하기에는 적절한 어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설사 근접한 단어를 찾아 표현한다

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역번역(back translation) 방
법을 이용할 때 마을원로와 어르신이 제 로 된 번역을 기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건은 다분히 한국적인 현상(Korea-specific phenomenon)이자 발견으로 생각된

다.

11) 자율제도의 운영은 공동체의 조건부 이행약속(contingent commitment)을 개별 구성원

이 자기만 순진한 바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한적 자기다짐과 조건부 전략

(contingent strategy)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만큼 융통성과 상황변화에 한 민감성이 

중요하다(Ostrom, 1990). 제도의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 하나의 규칙도 

중요하지만 이들 규칙의 종합(configuration of rules)이 특정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다. 즉 우리는 특정 정보규칙이나, 집합규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물어서는 

안되며 7가지 규칙들의 배합인 전체 자율관리제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Ostrom(1990; 1996)에 의하면 1번에서 7번까지 규칙이 운영과

정에서 시기 적절하게 바뀔 때 발생하는 결과는 일단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

설계의 원칙에서도 처음부터 현지사정과 완벽히 일치되는 제도는 드물며 가중적 제

재, 갈등해소장치가 제 로 작동하려면 연속적인 조정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자율규

칙에 한 내용분석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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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함의와 결론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한 기존연구들은 부분 성공사례 및 제도적 장

치의 필요성과 내용에 주목하고 있으며, 규범적 당위성과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공유자원에 한 심층적인 학

문적 고민이 진척되는 과정 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제도적 장

치가 부재한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공유

자원 관리에 한 학계와 정부의 관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제도적 장치의 신설

에서만큼은 많은 진척을 이루어내었다. 예를 들면 연안 어장에 한 정부의 자

율관리어업의 성공적인 확산과 정착현상이 그것이다(해양수산부, 2003). 따라서 

공동체에서 자율적 제도가 많이 생겨난 현재시점에서는 제도를 누가 어떻게 만

드는 과정인가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할 조건과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

야 한다. 
본 연구는 공유자원인 마을어장 관리를 둘러싼 서로 다른 유형의 세 가지 사

례를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분석결과에서 자율관리제도의 신설과 유

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원인과 그것들의 상 적인 중요성을 가늠하

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같은 공유자원일지라도 환경과 공동체 및 제

도의 속성에 따라 그 영향력은 개별 사례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어장과 어촌계를 상으로 공유자원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실패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어떠한 점이 기존관점과 같게 

혹은 다르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에 해서는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이러한 

발견을 토 로 소규모 집단 내에서 공유자원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집합행동

의 문제에 한 해결 방식이 정책문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기존연구와 차이점을 위주로 이 연구의 발견을 통한 정책적 논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자율관리제도의 사후적 적용과 유지과정에 있어 공동체 수준의 사회적 

딜레마가 계속 중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정부가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통해 

제도를 우선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반증하는 목이다. 정부

는 공동체에 한 자율관리어업의 참여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기 참여한 공동

체와 제도에 한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정부와 학자들의 관심은 그

간 제도가 과연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가 하는 가치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

지 않았다. 이는 공유자원 문제에 한 실제적 접근의 심각한 절름발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공유자원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한 새로운 정책적 시각이 필요하다. 

전국 어촌마을에 해 신청공모양식에 의거한 획일적인 선별보다는 생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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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패류/해조류(경제적 부침)인가, 조업이 어선/양식/복합어업인가(노동집약), 
섬인가 육지연안인가(자원의존), 인근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오염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물리적 환경은 기존의 관점에서 고려된 어장생태나 자원

종류 뿐만 아니라 추가로 자연재해, 수산물의 시장가격, 어업용 면세유 가격, 해
양오염사건 등이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보다 지역중심, 어구･어

법중심으로 구성하되, 어업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직구성을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집단의 평균연령이 높은 공동체에 한 특별지원 책도 필요하다. 우

리나라 어촌이 전반적으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고령자가 많은 곳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자율관리제도의 신설과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계획수립과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곤란한 이러한 공동체에 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

지고, 동일 그룹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별 집단별 제한경쟁을 유

도하는 정책적 배려와 추가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공동체 리더에 해서는 자

율관리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일정기간 재임을 

보장하고 겸직을 금지시키며 기타 리더십 발휘를 위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자율관리제도의 내용을 최초 분명하고 단순하도록 유도하되 반

드시 수정이나 탄력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관리를 통해 자원남획 및 고갈의 우려가 없을 경우

에는 어업자원관리 현행법과 제도로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

다. 원래 자율관리제도는 통제권과 책임을 같이 주기 때문에 공동체의 행동을 

더 책임감 있게 만들고 처벌권한이 사용자들에게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결정권이 정부의 관료들에게 있을 때보다 개인

행동에 관한 규칙을 더 시기 적절하게 바꿀 수 있으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

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처음부터 효율적 제도는 없기 때문에 최적의 제도에 도

달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가능성은 중요했다. 즉 비효율적인 제도라 할지라

도 이성적 존재로서의 개인과 공동체는 이를 인정하고 합의에 의해 제도를 자

신들의 이익을 증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때문에 제도내용의 변화와 규칙의 운영은 정부와 공동체간, 공동체 상호간의 교

류와 홍보, 교육 등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나가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점은 제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즉 정부에서는 기반만을 조성해 주고 실질적인 제도운영

의 주체는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 어촌계 고유의 공유자원 관

리와 공동체 모델에 한 심층연구가 더 필요함을 말해주기도 한다. 구성원들이 

제도적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고 준수하는 것은 단지 공동체의 제재가 두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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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단지 마을사람들이 서로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중첩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과 상호호혜, 신뢰라는 도덕적 테두리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체가 자율관리제도의 미 준수 및 위반에 한 제재를 스

스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한 강제적 구속력이 강할 수 없다. 계원들 간 

상이한 어업능력, 주 수입원 등의 차이, 계원과 그렇지 않은 어민간의 반발과 

마찰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운영의 난맥상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비록 공동체가 

소규모, 동질성, 신뢰가 높다고 해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체 내

에서의 경쟁과 협조는 상호 배타적 성격이 아님을 주지하고, 향후 연구는 공동

체 속에서 서로 경쟁자가 누구이며 어떤 전략이 용인되는 지에 한 암묵적인 

동의과정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하다면 제도의 성공가능성에 

한 지금보다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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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천성어촌계 정관 및 자율관리규약

*정관: 제9조(계원의 자격) 이 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준계원) ①이 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계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계원
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이 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계의 구역안에 
있는 조합이 소유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
라 입어하는 자 2. 계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준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준계원은 이 계가 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준계원의 경우에는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입어할 수 
없다. 제11조(가입) ①이 계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서식의 가입신청서
에 출자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계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계원에 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다.④가입신청자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는 그 가입을 승낙하지 아
니한다. 1. 이 계의 설립 또는 사업을 방해한 자 2.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
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⑤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서 이를 가입신청
자에게 통지하고 계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자율관리규약: 제 5 조 (계원에 관한 사항)1) 계원은 의창수협 조합원으로 정
계원과 준계원으로 정한다. 2) 정계원의 거주지는 천가면 천성동 일원에 거
주하는 자로서 사업장 주소지가 2년 이상 두어야한다. 3) 준계원은 천성어촌
계 관할 구역내 의창수협조합원으로서 정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계원으
로 어촌계 내의 편의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4) 정계원 및 준계원은 어촌계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에
서 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어촌계 창립가입비는 3구좌 이상으로 
한다.(1구좌 10,000원) 6) 신규가입 계원은 총회(총 회)에서 ⅔출석 인원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50구좌 이상)를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
다. 그 외 사항은 정관을 적용한다.

*정관: 제37조(임원) 이 계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계장 1인 2. 간사 1인 3. 
감사 1인. 제38조(임원의 선임) ①계장은 계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표자)중
에서 계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①계장은 계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표자)중에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감사는 계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간사는 계원 중에서 계장이 임면한다. ** 자율관리규
약: 제6조(임원에 관한 사항) 1) 감사는 2인으로 정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계장은 필요에 의해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원활한 위탁판매를 
위해 선주회의 추천을 받아 노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정관을 
적용한다. 제 7 조(조직에 관한 사항) 1)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계를 둘 
수 있다. 2) 분계장은 어촌계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지역에서 
계장을 보좌한다. 3) 직원은 사무실 사무와 어촌계 사업을 담당한다. 4) 직원
은 연봉으로 정하고 당년 계약직으로 한다. 5) 임원 및 총 에게 총회에서 



202 ∙ 행정논총(제46권3호)

정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정관을 적용한다.

*정관: 제3조(구역) 이 어촌계의 구역은 부산시 강서구 천가면 천성동 일원과 
연안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계의 주된 사무소는 강서구 천

성동 1414 번지에 둔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이 계는 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나. 어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지도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이하 조합)이 소유하는 어업권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
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가. 선착장, 선류장, 

선양장 나. 공동처리장, 공동창고 다. 기상신호  라. 어부림 마. 정부, 지방
자치단체, 조합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 및 위탁한 사항 6. 수산물의 간이
공동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리사업 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자율관리규약: 제8조(어업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1)어촌계 양식장은 어
촌계원에게 총회결의로 입어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입어 행사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2)입어자는 총회에서 정한 입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입어자는 입어행사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부된 
입어료는 일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보상청구권 사항이 거론 될시에는 입
어자가 시설한 시설비 외에는 일체의 사업비등 보상청구 권리는 어촌계에 
있다. 제9조(정관 집행에 필요한 사항) 1)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장은 
어촌계 사업에 방해(사매행위, 공동작업 비협조 등)되는 계원을 감사에게 의
뢰하여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장을 발부 받
은 자는 어촌계 임원 및 총 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중매인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중매인은 보증서류와 예치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중매인에게 어
촌계 판매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직판장 활성화를 위하여 입
주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①어촌계원 신분을 유지하는 자, ②직판장 본연의 
상업행위에 동조하는 자, ③어촌계의 경고장을 3회 이상 발부 받지 아니한 
자, ④어촌계 중매인에게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항어촌계 정관 및 자율관리규약

제52조(비계원의 사업이용) ①이 계는 계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계원에게 어촌계 제반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 ②1년 회계연도에 있어 비
계원에 한 사업의 이용은 각 사업부분별로 그 사업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
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은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계원과 동일한 세 에 속하는 자 2. 준계원
(일반수협조합원) 3. 다른 계 및 다른 계의 계원.

제18조(경비의 부과) ①이 계는 제 5조의 제반사업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
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액, 부과방법, 부과시기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③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계원에 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
미 부과한 금액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④계원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공과 실패요인: 부산 가덕도 어촌계의 사례비교 ∙ 203

경비에 하여는 상계로서 이 계에 항하지 못한다. 제19조(사용료 및 수수
료) ①이 계는 계의 사업을 사용하는 자에 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부
과할 수 있다. ②이 계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운송 보관 그 밖의 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계는 그 행에 필요한 부
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계원의 책임) 계가 그 재산으로서 계가 부담하는 채
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원은 연 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제61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이 계는 매회계년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
순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이 계는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지도사업
비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잉여금의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 물자의 수량･가격 기타 사업의 분
량을 참작하여 계원 및 준계원의 사업이용 분량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6조(공고방법) 이 계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고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통지 또는 최고방
법) 이 계의 계원에 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계원명부에 기재된 계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다만, 계원이 따로 이 계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
는 이에 따른다. 1. 총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계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어업권 행
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부칙) 계
장과 간사는 연중 상시 및 임시반상회, 안내문, 전화연락 등을 통해 주민들
이 알거나 지켜야 할 현안 및 정보를 알려주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  

제2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장이 소집한다. 1.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계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
면을 계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
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제1항 제2호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장은 2주일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취하여
야 하며,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이내에 총회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계원의 제명 3. 해산 4.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
임 5. 자금의 차입 6.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 7. 결산
의 승인 8. 경비의 부과,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결정 9. 어업권 또는 부
동산 그 밖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다만, 다음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행위 나. 담보물권의 행사와 관련된 행
위 10. 계원 및 준계원의 가입 11. 법정적립금의 사용 12.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계가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권의 제한) 총회에서는 제25조의 규
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호 



204 ∙ 행정논총(제46권3호)

내지 제4호외의 긴급한 사항으로서 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총
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행된 총회의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의결권의 리) ①계원은 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리인은 다른 계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이어야 하며, 리인이 리할 수 있는 계
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리인은 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계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31조(이해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이 계와 계원간에 이해가 상
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당해 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2조(총
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
록에는 의사의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
인 이상의 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계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총회의결의 특례) ①계의 해산은 계원의 투표로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원투표의 
통지, 방법 그밖에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제1항
의 사항에 하여는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 총 회를 두는 계의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6조를 다음
과 같이 둔다. 제34조(총 회) ①이 계는 계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하여 총회에 갈음할 총 회를 둘 
수 있다. ②총 회는 계장과 총 로 구성하고 계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총

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리인으로 하여금 행사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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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Common-Pool Resource 

Management: The Cases of Three Fishing Villages 

on Gaduk Island, Busan 

Yang Ho Woo

The last two decades have seen a considerable amount of research that investigates 
the role of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IAD) factors such as 
physical attributes, attributes of the community, usage rul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is study is a case study of three fishing communities’ ownership and 
use of coastal fishing on Gaduk Island, Busan, Korea.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attributes, attributes of the community, and usage 
rules follow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three fishing 
villages. To do that, the following issues were examined: First, self-management rules 
and formal rules are well harmonized and practiced in the case of the village of 
Daehang, but so far Nulcha and Chunsung have fail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Second, strong leadership and positive support and voluntary cooperation among 
community residents are essential in the case of successful fishery management in 
Daehang. Third, trust, homogeneity and mixed age groups among residents are som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haring values and resolving conflicts when they 
develop as well as for enforcing fishery management rule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ree major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in successful self-management of 
common pool resources. 

【Key words: common pool resourc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fishing villages, 
success and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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