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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도서지역(강화군) 개발 계획의 모형에 관한 연구

-개발계획에 지역주민 및 지방정부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황만익·황재기·김종욱

(지리교육과)

1. 序 論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옛부터 강화도는 “역사의 고장”이라 불리워 왔다. 이는 고려시대 이후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가 강화도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혀진 이륨이다. 그러나

강화도가 “역사의 고장n으로 둥장하게 된 것은 역사척인 인과관계에 기언한다기 보다는 이 섬

이 갖는 한반도에서의 위치와 도서로서의 특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강화도

는 “역사의 고장”이기에 앞서， 한강 • 임진강 • 예성강이 합류하는 하구의 서남쪽에 위치하는

섬으로， 면척 300km2, 인구 7만여명을 갖는 섬이다. 또한 강화도는 교동도와 함께 북쪽은

휴전선에， 동쪽은 김포군을 사이에 두고 서울과， 남쪽은 인천앞 바다와， 서쪽은 황해를 건너

중국의 산동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문호로 기대되는 섬이다. 과거의 강화도가 민족

수난의 역사속에서 늠름히 이 민족의 맥을 지켜왔듯이， 오늘날의 강화도는 세계로 뻗는 한국

의 발판이 되는 지역으로 발전되어 “한강의 기척”과 함께 “번영의 고장”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져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화도는 그 역사척인 배경과 더불어 발전하는 한국의 미래속에

서 그 위치 및 특성에 알맞는 지역개발과 미래의 발전이 기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의 남북통일과 선진 한국의 기대 속에서 수도권의 서북단에 위치한 강

화도의 내일의 위상올 그려보는 보다 구체척인 시도로， 첫째 강화지역의 인문사회척 특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 역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지 역 주민들의 개발수요의 파악에

서부터 개발목적의 설정， 개발계획， 결과의 효과와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 · 분석하고， 셋

*본 연구는 교육부 1988년도 지역개발 연구비의 보조륭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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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어떠한 관점과 과정을 거쳐 지역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강화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지역개발의 방향인가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강화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도 효과적인 최종적 지역개발방안을 추출하는데 다음과

같은 구체척 과정을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가.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개발계획에 어떻게 집약시킬 것인가?

나. 이 지역의 자연적 · 인문적 제특성을 어떻게 바르게 파악할 것인가?

다. 위의 두 과정을 토대로 어떠한 개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목척을 달성하

기 위하여 어떠한 목표를 세울 것이며， 또 각 목표는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라. 이러한 목표들이 이 지역의 특수성과 어떻게 조화되고 굵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

가?

마. 어떠한 개발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인가?

바. 대안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 최종 개발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그 지역에 미칠 긍정척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또 이 계획이 자연척 · 인문적인 특성에 비추어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하며， 또 그 평가기준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이상의 여러 과정들을 분석하여 조사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해 보

고자한다.

위와같은 연구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

종합하였다. 현장 조사에서는 크게 두가지 형태의 자료를 얻었다. 그 하나는 이 지역외 자연，

언문 및 사회 · 경제척 특성에 관한 자료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 그 활용 정도， 이에

따르는 문제점 등에 관한 기초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형태의 지역개발을 주민들이 원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주민들과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설문초사아다. 본

연구의 지역범위는 강화도블 중심으로 교동도， 석모도 등을 포함한 현재의 강화군에 해당하는

전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3.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설문은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먼저 배포한 후에 다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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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1991년 12월에 총 1100매를 배포한 후 회수된

것 중에서 539명의 웅답을 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강화군의 총 가구수 20，0657}구(1990) 를

고려할 때 웅답자는 전체의 약 3%에 해당되는 셈이다. 설문지 배포는 크게 두가지 형태의 통

로를 이용하였는데， 그 하나는 강화군청， 교육청 및 유관단체의 사무실을 통한것이고 다른 하

냐는 강화군의 각 변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을 통하여 셜문을 배포하여 학부형들의 의견을

모았다.

웅답자의 연령 분포를 보변 절반이상이 40-49세의 연령충이고， 1/4은 50-59세의 연령이

다(표 1). 이들은 대부분이 남자이고(표 2)• 직엽은 농업이 가장 많아 거의 2/3를 차지하며，

공무원이 1/5정도이다 (표 3).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랍은 총 웅답자의 2%에 불과하고 농업과

겸업을 하는 사람을 합하면 3%에 해당된다. 이것은 강화군의 전체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

다. 즉 강화군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체의 3.1% (또는 628가구， 1990) 에 불과한 점

을 고려할때 본 조사지역에서 어엽의 비중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웅답자들의 학력분포는

다양하여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랍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는 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자이고， 학력이 없는 웅답자는 거의 없는 정도이다(표 4). 웅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10년 이상 동일 거주지에서 거주해 왔다.

II. 강화지역의 지역적특색

1. 위치와 역사적 배경

강화도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수도 서울의 서북쪽 경기만에 위치하는 우리나

라 세번째의 큰 섬이다. 북쪽으로는 한강 · 임진강 • 예성강이 합류하는 하구의 강화만을 사이

〈표 1> 옹답자의 연령별 구성

연 령 빈 도 비 융

20-29세 21 3.9
30-39 75 13.9
40-49 289 53.6
50-59 138 25.6
60셰 이상 16 3.0

계 539 100.0

〈표 2> 옹답자의 성별 구성

성 별 빈 도 비 율

남 461 85.7
여 77 14.3

계 53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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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웅답차의 직업

칙 업 빈 도 비 윷

농 업 338 64.1
임 업 1 0.2
수 산 업 11 2.1
농업과 수산업 겸업 5 0.9
상 업 30 5.7
제 a‘l': 업 6 1.1
회 사 원 13 2.5
공 무 훤(일반) 96 18.2
꽁무훤(연 • 읍 • 군청) 27 5.1
유관단체직훨(농협 ·축협 둥) 12 2.1

계 527 100.0

〈표 4> 용답자의 학력

학 력 빈 도 비 율

무 학 2 0.4
국 졸 139 26.0
% 졸 (또는 중퇴) 172 32.1
고 졸 (또는 고퇴) 171 32.0
전문대졸또는 대학 중퇴 20 3.7
대 졸 31 5.8

계 535 100.0

에 두고 경기도 개풍군과 황해도 연백군을 마주보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염하를 건너 김포반

도를 사이에 두고 서울과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인천 앞바다의 영종도 • 용유도에 접하고， 서

쪽으로는 경기만과 황해를 건너 중국의 山東半島와 마주보고 있다. 따라서， 강화도는 한반도

의 중심부인 중부지방의 3대 하천의 목을 지키는 자리에 위치하여 서해와 육지의 수로를 한손

에 장악하고 있는 “역사의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그림 1). 더구나 강화도 서북에 자리잡고

있는 홈橋島는 3대 하천유역을 지키는 길목에 위치하여 조선시대의 인조 때에는 경기도 • 황해

도 • 충청도의 수군을 관할하는 통어영이 있었고， 강화도의 서남쪽에 있는 東檢島와 西檢島는

남쪽과 서쪽에서 오는 배들을 검문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좀더 구체척으로 강화도의 수리상의 위치를 강화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화읍에서 서울

까지의 거리는 53km , 김포읍 27.4km, 인천 62.2km , 개성까지의 직선거리는 28km에 불

과하다. 그러므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유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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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수도권에서 강화군의 위치

시작하면， 강화도는 “역사의 고장” 또는 “역사의 길목”에서 “번영의 고장” 혹은 “발전의 고

장”으로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처럼 뛰어난 위치를 갖는 강화도의 역사척 배경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강화도는 支石훌(河뼈面 富近里)가 말해주등이 선사시대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주요 생활근거

지였다. 뿐만 아니라 摩尼山의 暫城훨에서 볼 수 있듯이 강화도는 단군신화에서부터 이 나라

의 중요 거점지역으로 동장하였고，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참성단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으

로도 유명하다. 강화의 옛 이륨은 甲比古次였으며， 高句麗 廣開土大王때 영6올 두어 t口那이

라 개칭하였다. 그뒤 742년 新羅 景德王때는 海口없으로， 939년 高麗때 江華縣으로 부르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강화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었다 (1 627년 仁祖때는 江都라 부르기도 하

였다) . 강화도가 역사의 고장으로 동장하게 된 것은 1232년 몽고군의 침업으로 고려의 왕실

과 조정이 이곳으로 옮겨와 40년간 고려의 도읍이 되면서 부터이다. 이 기간동안 여섯 차례나

침 입해온 몽고군은 한눈에 건너다 보이는 영하를 끝내 건너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 기간동안

고려 왕실은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의 공세를 바탕으로 궁궐을 짓고 성곽을 쌓아 왕도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제주도 · 완도 · 올흥도 · 거제도에서 나오는 후박나무를 원료로 팔만대장경

경판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40년간이나 버티던 고려가 몽고에 항복하차 이에 반대하는

삼별초군에 강화가 점령되고， 다시 삼별초군이 쫓겨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자 몽고군이 들어와

강화도는 초토화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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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朝離 시대에 들어와 1627년 丁째胡亂때 仁祖는 강화행궁에 피난하였다가 月申里의 연

미정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또 1636년의 困子胡亂때는 천연의 요새로만 믿었던 염하

도 척장 용골대의 옛목에 의하여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난려의 피해가 있은 이후 조정에서

는 강화도에 성을 쌓고 방위시설을 확장하였다. 즉， 강화에 외성과 내성을 쌓고 삼백리가 넘

는 강화도 해안선을 툴아가며 진과 보 12개 ， 돈대 54개를 쌓았다.

朝蘇 후기에 들면서 도성(漢城) 고수책이 마련됨에 따라 강화도의 방위정책은 점차 풍한시

되어갔다. 이러던 중 1866년에 이르러 강화도는 다시 한반도와 세계의 주목을 받은 困寅洋擾

의 중심 싸움터가 되었다. 즉， 1866년 초에 천주교 탄압령으로 9명의 프랑스인 신부와 8,000

여명의 한국인 신도가 죽게되자 이를 빌미로 중국 天律에 주둔하고있던 프랑스합대 3척 이 통

년 9월 조선 정벌에 나서 인천 앞바다를 거쳐 橫花律 西江에 도착하였으나， 세 부족을 째닫고

지형정찰만 끝내고 돌아갔다. 이들은 다음달 다시 7척의 함대를 이끌고 염하를 거쳐 甲뽑律에

상륙하였고 뒤이어 강화부를 점령하고 한 달이 넘도록 무기 •사고 · 식량둥을 강탈하였다. 이

꽤 文珠w城과 鼎jEw城의 조선군과의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많은 전사자를 내고 프랑스재국의

위신을 실추시킨 채 퇴각하였다. 이때 강화부에서 약탈된 문서가 후일 서양에서 한국 연구의

바탕이 되었다.

F정寅洋擾가 있은지 5년만인 1871년 미국은 강제로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아시아함

대의 군함 5척과 1，200명의 해군을 동원， 남양 앞바다에서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

다. 이에 그들의 일부가 측량을 핑계로 캉화도의 염하를 따라 廣城鎭에 이르자 허가없는 출업

을 통제하고자 하는 조선 수군과 전투가 벌어져 草효鎭과 德律鎭을 점령하고 북상하여 광성진

에서 전투가 계속되어 쌍방간에 많은 피해를 입고， 미 해군은 숭산이 없음을알고 퇴진하였는

데， 이를 辛未洋擾라 한다.

辛未洋擾가 있은지 4년만에 다시 강화를 둘러싸고 좋擔號事件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대원

군이 하야한 시기를 이용하여 조선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일본의 용의주도하고도 의도적인

책확하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1875년 8월 ， 일본은 군항 3척을 파견하여 강화도 서남연안에

정박시키고 담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보트를 내려 수십명의 수병이 정찰을 하면서 초지진의

포대에까지 접근하자 우리나라 포대에서는 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일본은 보복으로 운양호를

몰고 포격을 가하여 초지진을 파괴하고 물러나면서 永宗鎭을 맹포격하고 상륙하여 갖은 약탈

을 자행하였다. 이 사건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력에 못이겨 다음해에는 강화도에서

일본과 회담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최초로

세계에 대하여 개국을 시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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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나라의 수난의 역사는 고려시대 이래 대부분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

개되곤 하였다. 이는 강화도가 앞에서도 지척했듯이 한반도와 외세와의 접촉에서 그 첨병에

해당하는 뛰어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와서 교통 · 통신 · 무기둥의 개념이 과

거와는 닿라졌다고 하지만， 다시 남북이 통일이 되면 이제 강화도는 한반도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중부지방의 문호로 그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2. 행정 구역과 지역 구분

강화지역은 염하로 김포반도와 분리된 본 섬인 강화도가 중심을 이루며， 그밖에 3도 수군통

어영이 있었던 교동도와 석모도 등 11개의 유인도와 16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었다. 강화지

역 전체는 행정구역상 강화군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밑에 1개의 읍과 12개의 면이 있다. 이들

행정지역은 섭의 오랜 중심지인 江華둠이 동북에 자리잡고 있으며， 섭의 북쪽에서부터 兩좋面

松海面 河~냄面 內可面 仙源面 佛恩面 良道面 華道面 吉神面등의 9개연이 있고， 그 밖에 교동

도에는 홉빼面이， 席毛島에는 三山面이， 볼음도와 주문도에 西島面이 었다.

강화지역의 지리적인 지역구분은， 첫째로는 강화도지역과 이에 부속되는 작은 섬들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둘째는 한강하류와 염하에 변한 I챙 야지 역과 그 밖의 구릉지역으로 구분할수 있

고， 셋째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 100m 이하의 평야지역과 100-400m에 이르는

구릉성 산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도 지역의 생활의 중심지는 해안을 중심으

로 하는 100m 이하의 평야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심도 간척지를 포항하는 명야지역이

중심을 이룬다.

3. 자연환경

1) 지형

강화도의 최고봉은 섬 남부에 위치한 해발 469.4m의 마니산이다. 마니산 이외에도 혈구산

(약 465m) , 고려산 (436 . 3m) , 진강산 (443 . 1m) 동 해발 400m를 염는 산지들은 여러 곳에

서 나타난다. 대체로 해발 300m를 넘는 비교적 높은 산지들은 해안보다는 섬 내륙에 분포한

다. 특히 섭의 중앙부 일대에는 낙조봉， 고려산， 혈구산 및 퇴모산 둥 해발 300m를 넘는 높

은 산지들이 밀집되어 있다.

기반암이 대보 화강암인 마니산과 길상산은 산의 고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변 경사가 급

한 점등에서 섬내의 다른 산들과는 다소 구분되는 특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특정은 마니산

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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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마니산은 북쪽의 상방리 (화도면) 와 덕포리 (화도변) 일대에

이르는 완경사의 산록변에서는 화강암의 심충풍화 산물인 새프롤라이트 (saprolite)와 그로 둘

러싸인 핵석 (core stone) 이 널리 나타난다. 마나산에서는 그와같은 지형 이외에도 애추

(talus)와 같은 지형이 마나산의 남사연을 따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애추의 구성 암석은 화강암이며， 원마도가 매우 낮으며， 토오르의 구성 암괴에 벼하여

작은 편이다.

강화도의 주요 하천들윤 산지들의 주향과 마찬가지로 동-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방

향성이 현저하며， 하천의 길이가 짧은 것이 특정이다. 하천의 길이가 짧은 것은 섬의 동서의

길이가 남북의 길이보다 짧으며， 산지의 방향이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동-서 방향

으로 뻗어 있는데 기언한다. 비교척 큰 하천으로는 교항천， 덕하천， 삼거천， 금곡천， 오류천，

동낙천 둥을 틀 수 있는데， 이들 하천의 중 • 하류에는 넓은 콕저 형지가 발달되어 있다. 이들

하천의 중 •상류 양안을 따라 발달된 곡저명지는 대부분 하천 퇴적물로 이루어진 충적지로 현

재는 주로 논으로 개간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하천의 하류에 해안과 인접하여 발달된 평지는 훤래 간석지였던 곳을 간척하여

농경지로 획득한 곳이 대부분이다. 간척으로 일군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추산

하기는 어렵지만， 강화도내의 넓은 해안 명야는 거의 전부가 간척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

다. 이러한 사실을 업중하는 간척 제방이 해안은 물론이고 내륙 곳곳에서 관찰된다.

내륙에서 나타나는 제방은 많은 경우 칭식으로 해체되어 일부에서만 부분적으로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들은 간척이 내륙에서 해안을 향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제방으로서의 기능

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주민들이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제거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제방툴은 신당리(송해연) , 신삼려(하점연) , 북성리(양

사변) , 조산리 (양도면) , 사기리 (화도변) 일대에서 잘 관찰된다‘ 구제방의 모습이 매우 분명하

게 나타나는 곳으로는 여차리(화도면) , 홍왕리(화도연) , 사기리(화도변) 일대를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간척지가 새로 조성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방이 원래의 모습을 잘 간

직하고 있다.

강화도내에서 비교적 넓은 해안 평야가 발달된 곳으로는 북성리(양사연) , 대산리(강화읍) ,

망월리(하정연) , 외포리(내가면)， 조산리(양도연) , 사기리(화도연) , 초지리(길상연) 일대의

지역을 들 수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은 대부분 논으로 개간되었다.

1:50 ,000 지형도의 관찰에 의하면 대략 해발 10m 이하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해안 평지는

대부분 해수의 작용과 관련된 퇴적물이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같이 판단하는



서해안 도서지역 (강화도) 개발 계획의 모형에 관한 연구 181

이유는 구제방의 고도가 거의 해발 10m에 달하고 있으며， 해발 10m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

하의 고도 지역과 그 이상의 고도 지역이 지형 경관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해발 10m 이하의

지역에서는 평지의 규모가 하천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크고， 일부에서는 상기한 특성을 갖는

에스튜아리의 혼적이 관찰되나， 해발 10m 이상의 지역에서는 평야의 폭이 급격하게 좁아 들

고 평지의 경사가 비교적 급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화도의 해안은 부단히 지속되어온 간척 사업으로 인하여 산지가 해안에 임박한 일부의 해

안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인위적으로 변형되었다. 인공에 의한 변형 정도는 해안에 축조된 제

방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다. 강화도에 관한 1:50,000 지형도들(강화， 검포， 교동， 개성

도폭)을 일견 살펴보아도 해안 제방의 총연장 길이가 자연 상태 해안의 총연장 길이보다 훨씬

길게 나타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해안 제방의 대부분은 이미 일제시대 이전에 축조된 것

이 많다. 특히 강화도 북부의 월꽂리에서 초지리에 이르는 염하 서쪽 해안이 그러한데， 이들

제방은 농경지 획득과 해안 방어를 위해서 축조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안에 게방을 쌓으므로써 발생하는 환경 생태계의 변화는 매우 큰 것이 일반척이다. 혼히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해안 제방의 규모가

클수록 부정척인 영향을 보다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평가작업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제방과 그 안에 개간된 간척지

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므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방 축조에 따른 자연 환

경 변화의 한 단면을 해안 및 천해지형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염하와 석모도 사이의

수로 양안을 따라 축조된 해안 제방들은 조류의 이동속도를 중가시켰으며， 따라서 조수에 의

한 침식이 활발해져 수로내의 간석지등 퇴적지형의 규모가 보다 축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화도내에서 최대 규모의 간석지가 발달된 곳은 장곳돈대(화도연 장화리)에서 황산도(길상

면)에 이르는 강화도의 남부 해안 일대이다. 이곳의 간석지는 남쪽으로 영종도， 신도， 장봉도

인근까지 연속되고 있어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강화도의 남부 해안은 이와같이 간석지

의 발달이 양호하므로 일제시대에서 현금에 이르는 동안에 시행된 주요 간척사업은 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제 동안인 1919년 제작된 1:50,000 지형도(19 1 7년 측

량)와 근래에 제작된 1:50,000 지형도(1986년 수정)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

다. 길상면 장홍려와 초지리 일대의 해안， 화도면 사기려와 길상연 선두리 일대의 해안 그리

고 화도면 여차리와 홍왕리 일대의 해안이 그 좋은 예이다. 장차에도 만일 간척이 시행된다

면， 강화도내에서는 이 남부 해안 지역 이외에는 적지를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화도 납부 해안 이외에 일제 이후 간척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지역으로는 강화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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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산리(강화읍)에서 송해면 당산리에 이르는 해안과 북장꽂 돈대(양사면)에서 신포(양사

변)에 이르는 해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해안 지역은 간척할 만한 곳은 이미 전부 칸

척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간척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는 해안에 인접하여 수로가 놓여있으므로 간석지의 성장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

다. 그 밖에 간석지의 발달이 비교척 양호한 곳으로는 창말(하점면 후창리)과 포촌(내가면

황청리) 사이의 해안과 인진나루(양사연 인화리)와 구퉁꽂 톤대(양사연 북성리) 사이의 해안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간석지는 강화도 남부 해안의 간석지에 비하면 그 규모가 훨씬

작으며， 양 지역 모두 수로에 인접하고 있S므로 더 이상의 규모로는 성장하지 않울 것으로

예촉된다.

이 지역의 간석지를 구성하는 불질은 대부분 점토， 이토 및 사토이다. 이들의 상당량은 한

강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다. 강화도 남부 해안 일대에 퇴적원 간석지 구성물질 역시 예외

는 아닌데， 이들의 주된 이동 통로로는 염하와 석모도 사이의 수로가 지척되고 있다. 이 양

수로는 현재는 주로 조류와 그에 실려 운반되는 토사의 이동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로내에서의 퇴적 작용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통상 간석지 위에는 구성물질， 지

연경사 및 조류의 유속에 상웅하여 여러 형태의 갯골 (tidal channel) 이 발달한다. 이러한 갯

골 형태에 관한 분석은 갯골이 위치한 지역의 지형 해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도 발달

에 관한 기초적인 이혜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들이 적지 않았

다. 이 지역에서는 남부 해안 일대에서 갯골을 잘 관찰할 수 있다. 마니산 산정부에서 강화도

남단의 간석지를 관찰한 바에 의하면， 갯골이 대체로 평행상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사실은 이곳 간석지의 지변 경사가 비교척 급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는 탈리 간석

지의 지면 경사가 완만할 때는 수지상의 갯골이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화도는 성이므로 해양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의 내륙 지방에 비해서는 겨울철 기온이 다소

높은 반면， 여름철 기온은 역시 다소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황해 바다는 수심이 얄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난류가 한반도의 중 · 북부 해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

해안 지방과는 달리 해양 기후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겨울에 탁월한 북

서 계절용에 직접 변해 있는 위치이므로 해양에 위치한 섬으로서는 비교적 혹독한 겨울 기후

를 나타낸다. 이와같은 기후 특색은 물론 강화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남해에 인접한 지

역을 제외하고는 서해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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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문환경

1) 산 업

강화지역은 경기도의 다른 군부지역들에 비교하여 평지와 논이 많으며 경지의 이용율이 극

히 높은 지역으로 옛부터 이 지역은 농업중심지역으로 발전해 왔다. 또한 이 지역은 휴전 후

최전방의 첩척지역으로 여러가지 규제 속에 묶여있어， 농 · 수산업 이외의 산업이 발전되지 못

하고있다.

(1) 산업구조와 국민소득

강화도의 산업구조를 취업자 구성면에서 보연， 농렴수산업이 70.3% , 광공업 7.4% ,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가 22.3%이다1) 생산액 비율로는 농렴어엽이 63.5% , 광공업 10.8% , 사

회간접자본 및 기타가 25.7%를 생산하고 있어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농렴어업 비중이 상당

히 큰 지역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가 1. 0 :1. 6 :1. 3의 비율로 나타나서 농림어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내의 다른 시 · 군들에 대한 강화군의 경제척 위치를 살펴보연， 주민총생산액과 1인당

생산액에 있어서 경기도내 시군중 가장 낙후된 지역에 속하고 있다. 단， 여기서 생산액이라

함은 주민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제조업 풍 전업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산

액이 곧 주민소득수준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곧 강화지역에 다른 시 · 군과

같이 큰 공장이나 기업체가 없기 때문이며， 이점이 강화지역이 가지는 최대의 약점이기도 하다.

강화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 불변가격으로 80만원에서 1985년에 133만원으로 연

평균 10.7%가지가 성장하고 있다 2) 이러한 성장율도 경기도 전체의 연평끌 성장율 15.0%

에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경기도 전체의 1인당 주민소득수준에 대한 강화군의

수준은 1980년에 81%이 었으나 1985년에는 72.3%에 불과하다. 즉， 다른 경기도 지역들은

수도서울과 더불어 각종 산업시설이 날로 늘어나 소득이 증가되고 있는데 비하여 강화군지역

만이 상대척안 정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좀더 구체적인 연을 보기 워하여 경기도내의 다른 시군들의 제조업 취업자 비율과

재정자렵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두 계수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제조업취업자 비율이 50%

에 이르면 재정자립도는 100%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강화군은 제조업취

1) 강화군， 1989, 강화군통계연보.

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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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비율이나 재정자립도에 있어 경기도에서는 가장 닥후된 지역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강화지역의 산업별 특화계수를 경기도와 비교하면， 농림어업 2.7 , 광업

2.5로서 강화지역의 특화산업이 1차 산업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강화군이

1960년대 에는 1차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시군들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는 지

역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늘날은 2차 3차산업의 닥후로 인해 가장 낮은 소득지역으로 전락하

였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강화군의 농가소득은 호당 531만원이며 ， 이중 농업소득이 69.6%를 차지한다 3) 농업소득

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식량작물에 의한 소득이며， 농업소득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편

으로는 경제작물에 의한 소득이 꾸준히 중가하고 있다. 즉， 농외소득의 비율윤 1975년 13%

에서 1985년에는 30.4%까지 증가하였으나， 같은 해 전국평균 35%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화지역의 총연척은 407.7km201 며 ， 이중 경지면적은 178km2로 경지율은 43.9%에 달

한다. 이는 경기도 전체의 경지율 28%, 전국의 경지율 22%와 비교해 보연 그의 2배에 달한

다. 한편， 이 지역의 경지는 논의 비중이 76%를 차지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수리시설 확장과

간척으로 논의 면적을 넓혀은 결과를 엿보게 한다. 특히， 교통연 · 삼산연 · 양사면 · 하정변 동

간척지가 많은 변 지역일수록 논의 비율은 80-90%에 달하고 있다.

강화지역은 연간 약 6만톤의 쌀과 두류 1600톤 등 많은 독류와 야채류를 생산하여 자급은

물론 서울지역으로 반출하고있다. 이 밖에 강화는 인상 · 화문석 • 인조견 동의 특산물이 농가

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2) 강화 특산품

강화의 인삼 재배는 식민지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6.25때 개성사람들이 강화에 피난 와서 인삼을 섬기 시작하연서 부터이다. 강화도는 인삼재배

의 적지이며 홍상의 재료가 되는 6년근이 자라기에 알맞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1970년

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전국 인삼의 집결지인 강화수삼센타에서 전국의 인삼가격이 정해질 정

도였다. 강화인삼은 한번 인상을 캔 받은 10년종 묵혀야 하기 때문에 새로 인삼발을 만들 땅

이 줄고 있어， 이제는 강화인삼도 “한물갔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완천히 내리막길에 접어든

것만은 아니다. 강화에 오는 외부인사들에게는 강화읍 관청리의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강화수삼센타”와 강화읍에서 전둥사쪽으로 성을 나가는 길에 있는 “강화토산품센타” 를 둘러

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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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곧 강화명소를 찾는 것이 되기도 한다. 한펀 1987년 현재 읍면별 인삼재배면척을

보면， 불윤 · 길상 · 양도 • 하정 • 교통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강화 화문석은 “발덕n이라고도 하는데， 언제부터 강화도에서 짜기 시작하였는지는 푸렷하지

않다. 다만， 고려 현종 때에 사라센제국인 대국식에 대한 수출품의 하나로 화문석이 들어 있

었고， 송나라 서긍의 「고려도경」에 화문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당시의 무역항이 예

성강 입구의 예성항이라는 사실에서 당시의 화문석이 강화에서 생산되었으리라고 짐작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강화 화문석이 유명하게 된 것은 조선말에 왕실로부터 화문석의 도안을

특수하게 만들어 올리라는 명을 받아 호랑이무늬가 놓인 화문석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왕골의 품질이 좋기 때문이다. 강화도 화문석의 원료인 왕골의 재배면

적은 계속 중가경향을 보이고 있고， 주재배지는 송해 • 양사 · 하정변 퉁이다.

또한 강화도는 조선시대부터 무명천의 종류인 반포와 맥복변을 짜냈고， 6.25 뒤로는 인조견

산지로도 유명했다. 당시에는 강화도의 농가는 방 하나에 직조기 한대씩이 들어 앉도록 구조

가 꾸며져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1980년까지 강화도에는 견직물공장이 30개가 있었는데 모

두 강화λ}람의 것이며， 특히 6.25때 함께 과부가 되어 인조견 행상에서부터 시작한 자매가 운

영하는 “쌍과부 직물공장”이 유명하다.

(3) 관광 산업

강화지역은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족

의 살아있는 교육장이다. 그러므로， 강화지역에는 다양한 사척지， 전적지， 고색이 창연한 사

찰， 한민족의 얼이 스며있는 창성단 등의 역사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히 분포하고 있다. 뿐만아

니라 강화지역은 교동도 · 석모도 · 주문도 · 통검도 · 서검도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

는 섭들과 고려산， 정족산 등의 수없이 많은 자연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강화지 역 이 장차 관광지 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보다 중요한 조건은 역사척 • 자연척인 풍부한

관광자원 이외에도， 2천만 인구를 갖는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과 불과 1-2시간 거리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는 잇점이다.

그러나， 현재 강화지역은 관광망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도 못하고 풍부한 관광자원도 제대

로 개발되지 못하여， 관광산업이 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

고 있다. 최근의 이 지역 관광객과 그에 따른 수업을 살펴보면， 1985년 관광객 100만명 에 수

입은 1억 3천만원이었으며 ， 1988년에는 관광객 170만명 에 4억 1천만원의 수업을 올리고 있

을 뿐이며， 그 이후로는 관광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불편한 교통사정과 관광자원의

미개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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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강화군의 인구는 1965년까지는 증가하여 119，129명 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연간

1. 9 %의 비율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4) (그림 2). 1965년을 정점으로 한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군단위 인구변화의 전형적 때턴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5-90년에 강화군은 경기도

25개 시 · 군 중에서 옹진군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이다(표 5) . 이는 전국

적으로도 같은 경향인 도서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군별 언구 감소율

만을 볼 때， 광주군， 남양주군과 같이 감소율이 대단히 높은 지역도 있지만， 이들 지역에는

시 숭격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통계상의 문제이다. 면별 인구 감소율을 보면， 감소가

가장 심한 지역은 삼산연이며， 강화읍이 가장 적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렴 3). 1970

80년 사이 강화읍의 인구증가율은 5.0%로서 전국 평균 읍부 인구증가율 5.4% 보다도 약간

낮을 정도이다. 그러나 1980년대 에 들어서는 강화읍에서도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읍부인구는 모두 증가를 기록한 것과 벼교하여 보면 강화지역의 인구 감소

1000'정

I2D

liD

'D

6D

40

20

19&5 197D 1915 19.0 1985 1998 년

자료: 강화궁， 1990, 통계연보.

〈그림 2> 강화군의 인구증강추이， 1965-90

4) 강화군， 1990, 강화군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 1 99 1 - 1 995，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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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기도 군별 인구중감울(1 985 -90)

지 역 총인구 (90년) 중감융(%) 지 역 총인구 (90년) 중감융(%)

양주군 84,678 51.45 포천군 110,919 2.15

남양주군 125,513 -46.54 가평군 50,951 -10.97

여주군 96,895 3.80 양평군 77,185 -9.97

평택군 115,158 -36.21 이천군 148,600 18.97

화성군 187,319 -17.09 용인군 187,977 22.23

파주군 185,046 12.28 안성군 118,289 2.88

고양군 244,755 33.65 김포군 114,521 3. 19

광주군 76,623 -49.54 강화군 71,621 -13.75

연천군 61,305 -5.49 옹진군 20,075 -43.29

0

엄 례

[그 -0.1 - -15.0

震뀔 -15.1 - -30.0

흩뿔 -30. 1 - -45.0

톨. -45.1 이하

자료: 강화군， 통계연보， 각연도.

〈그림 3> 강화군 읍연별 인구증감융， 1985-90.

문제는 새로운 면에서， 다시말하면 지역의 특이성을 고려한 지역개발문제나 지나친 개발억제

정책 등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1980년대에 강화군의 행정리별 인구변화를 보면 전체 179개 행정리중 인구가 증

가한 행정 리가 전혀 없는 면으로는 서도연， 삼산면， 교동면， 송해연， 양도변， 화도연 퉁 6개

변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모두가 강화도에 접해 있는 섬으로 된 면들과 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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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하고 있는 연들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

한 강화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강화군의 인구변화를 자연척 변화와 사

회적 변화로 구분하여 보면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화군의 연령계급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연 과거에는 변형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최근에는

표주박형으로 변하였다(그림 4). 1970-85년 사이에 총인구는 22.6% 감소하였으나， 40셰이

상 인구는 11.9% 중가하였으며， 14세 이하는 48.2% 감소， 15-39세 사이의 연령충은 16.

2%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장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일반척인 현상이지만 강화군의 경우 20

24세 사이의 여성 연령충이 특히 적은 것이 특정이다.

강화군의 인구구조를 경기도 및 전국과 비교하연 부양율 및 노령비율이 전국과 경기도 전체

에 비해 모두 높으며， 유년인구비율은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강화군의

부양율은 1970년의 85.2%에서 1985년에는 55.6%로 격감하였으며， 유년인구비율은 1970년

에는 71.2%로 경기도 평균 보다는 낮고 전국명균 보다는 높았으나， 1985년에는 38.5%로

감소하여 전국이나 경기도 수준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에 노령비율은 4.4%에서 7.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강화지역 인구의 노령화와 청장년충의 유출을 단적으로 중명하고

있어 이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여자

20

40

30

10

&0

50

18

’8
남자

1 흥~ 톡-5 (% )

자료: 강화군. 1990, 통계연보.

〈그립 4> 강화군의 연령별 인구구조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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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개발과 주민참여

1. 강화군의 지역문제와 지역개발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과거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성장거점 중심 개발정책에 의해서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개발전략이 지역간의 불균형 및 하향식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어 왔다. 1980년대에 와

서는 농어촌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과거의 대도시 중심의 성장거점 전략에서부터 농

촌을 생활정주권으로 보려는 종합적인 농촌지역 개발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종래의 개발계획이 농촌을 농산물 생산기지로서의 개발에 중정을 두어 왔

을뿐 농어촌을 하나의 주민생활권으로서 보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농어촌

개발은 마을 중심의 개발， 즉 마을 도로， 주택개량， 또는 농로 개선과 같은 기초척인 환경개

선에 역정을 두어 즉시척이며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사업에 치중해 오게 되었다. 또한 정부주

도의 하향식 중심의 농촌개발은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던 반변에， 농어촌

개발은 그 지역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변에서 살펴보는데 소훌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농촌

지역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가 없었고，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를 받아

들이지 못하게 된 결과， 농어촌의 인구정책기반 마련에 실패하게 되어 도시/농촌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5)

2. 농어흔 지역개발과 주민참여

농촌지역 개발은 그 지역의 지역문제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서 계획될 필요가 크다. 지역문

제가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실업률， 경제성장률 둥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서 가장 좋은 자료로는 앞 단원에서 언급한 인구감소를 들 수 있다. 강화군에서 이와 같은 인

구감소와는 대조척으로 천체 가구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1985-90년의 기간 동안 군 천체의

가구수는 불과 457호가 감소했을 뿐이다 (1990년 총가구수 20，065호) . 전체 인구의 감소에

비교해서 마미한 가구수의 감소는 가구당 가족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기간동안 가

구당 가족수는 4.04명 에서 3.55명으로 줄었다. 산업별 인구와 가구수 감소경향을 볼 때 농업

5) 농촌경제연구원， 1989, 농어촌 지역종합개발의 추진을 위한 청책 과제 - 제7차 농어촌 지역종

합개발 워크삼 보고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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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업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조사지역의 경제적 특성으로 볼 때， 주민소득에서 경기도 평균보다 거의 1/3이나 낮으며，

이의 성장률 또한 도내 평균보다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강화군 명끌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은

1，328，000원인데 비해서， 이외 경기도 평균은 1，907，000원이다 6) 앞 단원에서도 언급한 바

와 같이 강화군은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나 제정자립도에 있어서도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

역의 하나로 이 지역 주요 문제정을 진단하여 척절한 개발정책이 대단히 시급하다.

앞에서 본 인구감소와 경제적 지표는 이 지역 주민들이 현재와 앞으로의 삶파 발천에 필요

한 기본욕구를 이 지역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할 정도에까지 발전해 오게 된 여러 이유중에서 다옴의 세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7)

첫째는 과거에 정부에서 주도해 왔던 지역개발정책은 대체로 농어촌을 노동력 공급지역， 또

는 식량 공급지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해 왔으며 농어촌을 인간정주의 지역사회로 보지 않었다.

둘째는 대도시를 중심한 성장거점척 개발전략은 농촌에 대한 개발투자의 소외를 정당화시킴으

로써 농촌의 상대적 저개발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세째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

역개발행정에서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추진은 자치척 지역사회로서 농촌의

상향척인 개발을 어렵게 하였다. 즉 지역개발에 농촌주민틀의 주체적 창여와 지역개발에 대한

책임과 역할 및 지역의식의 함양 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농촌개발을 중앙정부의 의

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져 오게 된 것이다. 이 결과 농촌주민들은 자신들이 비천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사회 내부의 구심력을 상설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농어촌 사회환경에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고장보다는 도시

로， 때로는 자신의 발전을 위하거나 또는 자신보다는 자녀들의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을 떠나

는 경향이 점차 중가되어 왔다. 조사지역에서 웅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살고있는 지역을 떠

나고 싶거나 또는 적어도 자녀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표 6). 자기가 살

아오던 지 역을 떠나고 싶은 주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응답자의 절반은 수업이 적거나 농사짓기

가 힘들어지거나 또는 취직을 하기 위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유를 지적하였고， 응답자의 약

1/3은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표 7-1). 통일 항목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앞으로의 이주계획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상당한 부분의 주민들은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 지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의

6) 강화군， 1991, ’ 91 군갱 주요통계， p.75.
7) 최양부， 1988, “농촌의 정주성 회복을 위한 정주환경개발의 방향과 과제，” 농촌생활환경개선

올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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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옹답자들의 현 거주지에 대한 계획

계 획 빈 도 비 율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꼈다 47 8.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살고 싶다 206 38.5
나는 이 지역에 납더라도 자식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다 184 34.4

여건만 허락된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다 98 18.3

계 525 100.0

<7-1> 첫번째 이유

〈표 7> 웅답자들의 장래 거주지 이주 계획의 이유

<7-2> 두번째 이유

이주계획 이유 빈도 비율 이주계획 이유 빈도 비융

도시에 자녀들이 살고 있어서 35 7.6 도시에 자녀들이 살고 있어서 11 2.6
수입이 적어서 124 27.1 수입이 척어서 32 7.5
농사짓7] 7} 힘들어서 85 18.6 농사짓기가 힘들어서 52 12.2
생활여건이 불편해서 69 15.1 생활여건이 불편해서 49 11. 5
다른 곳에 취업하고 싶어서 21 4.6 다른 곳에 취업하고 싶어서 17 4.0
자녀교육 때문에 103 22.5 자녀교육 때문에 186 43.7
지역발전 전망이 없어서 20 4.4 지역발전이 없어서 73 17.1
마올 인심이 나빠져서 1 0.2 마올 인심이 나빼져서 6 1. 4

계 458 100.0 계 426 100.0

첫번째 이유로는 경제적인 것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두번째의 이유로서는 자녀들의 교육이유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2). 위의 사항들은 웅답자의 장래에 대한 의견이지만， 실

제로 이미 강화군을 떠난 주민들의 견해로는 여러 이유 중에서 단일이유로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3. 개발목표와 과제

1)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

조사지역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는 다양하나 대체로 산업발달에 관한 의견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많다(표 8).

산업경제분야 중에서 우선해야 될 사업으로는 농업개발이 공업개발， 관광 또는 수산업， 서

버스업 보다는 더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표 9).

여기에서 흑기할 사항은 강화군이 도서지역인 정을 감안할때 어업개발에 대한 전망은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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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한 경향은 삼산변(석모도)의 주민들에게도 동일하다. 많은 웅답자들

은 농업개발이 더 우선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척하였고， 웅답자의 약 1/4은 공업발달을

강조하였다.

농업개발 분야 중에서 우선해야 될 사항 중에서 주민들이 첫째로 지척한 것은 농업용수 개

발， 경지 정리와 같은 농업기반에 관한 항목들로서 간척사업에 의한 농경지 확장 또는 채소

재배지의 확대와 같은 농업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특히 지적되고 있는 것은 노

동력 부족을 직접 농사를 짓는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었다. 이는 이 지역 특유의 문

제점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농촌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농업용수 개발은 이 지역의 하천의

유역면적이 좁기 때문에 대규모의 지표수 개발은 있을 수 없고， 또 군 전체지역이 저수지 건

설에 천연적으로 적합한 지형도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미

개발된 지역도 대체로 소규모로 용수 부족을 겪고 있어 보완이 요망되는 실정으로， 조사지역

전체척으로 수자원이 빈약하고， 수려안전답의 비율도 극히 낮다. 수리안전답의 비율은 경기도

전체척으로 총 농경지의 63%8) 인데 비해서 강화군 지역은 28%9) 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표 8> 농어촌의 입지척 특성에 따라 각 농어촌이 가진 잠재력을 종합척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지역단위로 수립되어야 할 때 강조되어야 할 분야

분 야 빈 도 비 율

농업， 또는 어업 생산기술 183 35.1
전통문화 발굴 33 6.3
도로， 경지정리 184 35.2
공공시설， 취락구조개선 둥 122 23. 1

계 522 100.0

〈표 9> 산업경제분야 중에서 우선해야 할 사업

사 업 내 용 빈 도 비 율

농 업 발 295 55.7
간 척 사 업 26 4.9
1ι~‘ 산 업 발 10 1.9
관 광 산 업 44 8.3
기 타 셔 비 스 업 45 8.4

공 업 발 달 110 20.8

계 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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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농어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유통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영농후계At 양성을 강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이다. 위의 두가지 항목은 영농자금， 영농

기술， 또는 농업용 자재 둥의 지원보다는 더 우선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어업분야에서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선 둥 장비의 현대화와 수산양식장 개발을 가장 많

이 지적하였다. 강화군은 도서지역이 많지만 어업발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동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어업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정이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업의 발달이 어려운점 이외에도 양식엽의 발달 또한 활발

하지 못하다 10) 산지 또는 구릉지의 개발에 관한 의견은 다양하여 농촌공업시설， 또는 관광휴

양지로 개발하자는 의견 퉁도 많으나 개발 하지 않고 산지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또한 상당히 많다.

공업개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한기의 부업육성

을 할 수 있는 산업개발이 더 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었다(표 10) .

공업의 형태로는 최근 전국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여온 노동집약척인 업종이나 자본집약척인

엽총보다는 이 지역내의 원료생산과 연계한 농수산물 가공공장 또는 외래관광객을 위한 토산

품이나 기념품 생산과 관련된 공업형태를 선호하였다(표 11).

만일 공장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응답자의 대부분은 소득이나 고용효과를 높이는 효과는 적

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엽총을 택하기를 바랐다. 웅답자들은 산업

공해에 관한 우려 뿐만 아나라 현재의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생활쓰레기，

분뇨처리시설 및 차량소음과 같은 환경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척하였다. 위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면 급격한 산업발달로 소득증대를 꾀하는 방안보다는 생활환경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실제로 강화군은 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등 많은 문화재가 전역에 흩어

져 있고， 특히 사적이 많아 경기도 전체사적의 25%가 이 지역에 분포해서 경기도에서 사적이

제일 많이 분포해 있다. 강화군은 역사적 유적지가 많고 또 수도권의 인구조멀지역에 인접하

고 있어서 많은 웅답자들은 이 지역이 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장재력이 큰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많은 웅답자들은 관광휴양지 개발에 우선해야될 사항으로 향토문화의 보전과 정비를

지적하고 있어서 무계획적인 관광시설의 설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우기 웅

8) 통계청， 1990, 한국통계연감， p.129.
9) 강화군， 1990, 앞의 글， p.258.

10) 강화군， 1990, 앞의 글，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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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이 지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농업외 소득올 증대하기 위해서 우선척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

시 행 내 용 빈도 비 융

농공단지 166 31.6
가내콩업 육성 26 12.2
농한기 부업육생 10 42.5
관광 휴양단지 62 11.8
어항개축 둥으로 어업육성 10 1.9

계 525 100.0

〈표 11> 이 지역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공장

if- 장 종 류 빈도 비 율

지역내 훤료생산과 연계한 농수산물 가공 공장 313 59.4
봉제， 전자 풍과 같은 노동집약척인 업종 78 14.8
기계， 화학 둥과 같은 자본집약척인 업종 20 3.8
외래 관광객을 위한 토산풍이나 기념품 생산공장 106 20.1

10 1.9

계 527 100.0

답자들의 42%는 이 지역이 관광휴양지로 개발된다면 이 지역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

으로 보거나 또는 오히려 피해만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표 12, 13).

이러한 웅랍에서도 주민들의 상당한 비율은 관광자원이나 공업시설 동의 개발에 따라서 일

어나는 외지인에 의한 전통적인 사회의 파괴나 환경의 파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본다

(표 14).

4. 지역개발과 주민참여

〈표 12> 관광휴양지개발 분야 중에서

우선해야 될 것

분 야 빈도 비윷

관광자원의 개발 122 23.1
향토문화의 보전과 청비 291 55.2
관광홍보 30 5. 7
관광시설 개선 84 15.9

계 527 100.0

〈표 13> 이 지역이 관광 휴양지로 발전할

잠재력의 정도에 대한 질문

청 도 빈도 비율

매우많다 120 22.6
많은편이다 214 40.3
보통이다 148 27.9
별로없다 49 9.2

계 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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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이 지역이 관광휴양지로 개발된다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영 향 빈도 비율

주민 소득증대에 기대 288 55.4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올 것이다. 150 28.8
오히려 지역에 피해만 줄 것이다 75 14.4

기 타 7 1. 3

계 520 100.0

1980년대 초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행해오던 우려나라의 농촌개발은 주로 농업개발중심， 마

을개발 중심， 개별사업중성， 중앙정부중심의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농촌경제사회 여건에서는 적합하였겠으나， 오늘날 이러한 개발방식은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따른다. 특히 교통 통신이 발랄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확대

되었고， 계속적인 농촌인구의 감소현상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 우리나라 경제향상과 함께

놓촌경제구조의 변화 둥 여러 여건들은 놓어촌 개발에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새

로운 접근에 의한 농촌개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족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11) 즉 첫째， 농촌개발이 지역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체의 실현으로 그 개발

주체가 되는 휩~과 같은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의 선정과 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자율척

인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 단위에서 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

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문체정틀을 따악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

하는 개발의 범위동을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개발의 목표를 세워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

는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의 농촌개발방식으로 부터의 전환에서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는 종래의 획일척이고 하

향식이던 개발전략에서 상향식 전략의 강조이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상향

식 방법이란， 주민 또는 단위 지방정부 스스로가 주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관련 행정부서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계획을 수립하는 하

향식 전략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전자인 상향식은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개발

의 목표를 설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하여 수행하는데까지 이르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주민참여를 요청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11) 한국농촌경제연구소， 1987, 농촌지역 계획 수립과 추진 방향-제4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

프슐보포선，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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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주민들의 지방행정부에 대한 요구는 그 행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관계를 넘기 때문에 행정가와 주민간의 교신이 어협게 되기 때문이다.

강화군 주민의 셜문조사에서 용답자들은 지역개발 계획에서 면이나 마을 단위 수준에서 계

획이 구체척으로 이루어져서 군단위에서 일차척으로 종합되어 도단위에서 최종 종합되는 것이

그 반대적인 방향보다는 바랍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종래에 혼히 있던 그 반대척인 방향인

도 단위의 광역권에서 우선적으로 계획되어 군단위로 하향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일부분의 웅

답자만이 찬성하였다(표 15). 이와 관련된 질문에서 강화군의 종합계획 수립에서 군의 행정담

당자들이 주민의 의사를 최대로 반영하는 방법이 가장 바랍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표 16).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일 이외에도 계획수립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를 맡을 전문인력이 실제로 군행정부에는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군행정부

에서 이를 맡고 있는 사랍의 기존 업무가 과다한 경우를 고려할 때 개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

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도 군에서 계획수립을 총괄하고

부분척으로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기관

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랍직한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17) .

특히 조사지역의 개발계획에 주민의 의견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사랍이 천체웅답자의

2/3를 차지한 반면에 웅답자의 1/5은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의 중간적인 업장을 취하

고 있다. 이룰 웅답자의 연령별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연령충에 직접척인 관련성이 없다. 그

러나， 이러한 주민의 의견반영에 대해서 다른 질문에서는 위에서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표 15> 지역개발에서 바랑직한 의사결갱의 방향

의 사 결 정 방 향 빈도 비윷

면이나 마을단위 수준에서 계획→군단위에서 종합→도단위의 순서로 445 83.8
도단위의 광역권에서 우선적으로 계획→군단위로 86 16.0

계 531 100. 。

〈표 16> 지역개발 계획에서 바람직한 것

지 역 발 계 획 빈도 비율

군의 담당자들이 작성한다 25 4.6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사를 묻는다 176 32‘7

군에서 작성하되 주민의 의사툴 최대한 반영한다 325 60.4
도청 에서 지시사항으로 가능하다 12 2.2

계 538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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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즉 개발계획에서 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군에서는 협조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

랑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랍의 수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었다.

주민참여란 혼히 정부가 지역개발정책에서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단순히 언

식될 수 있으나， 이러한 표현에는 주민참여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이러환 효과는 얻을 수 있

는가에 대한 암시가 없다. 즉 주민참여는 혼히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와 일치한다는데에 그 정

당성을 두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허려 주민참여 접근방법을 교육， 개발목표설

정， 주민의 태도변화와 같은 서로 장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관점이 필요하

다. 행정가들에게는 주민참여는 개발계획에 관련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지방정부， 계획업안자와 주민들

간에 더 밀접환 관련성을 이룩하게 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재래적으로 투표를 통하여 대표자

를 선출하는 방식과는 달리 주민의 의사률 직접척으로 반영하기 위환 것으로 사회가 정차 민

주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경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표 19).

주민참여에는 두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그 첫째는 주민참여를 그 의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고， 다흔 하나는 행정부의 시책을 알리려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즉， 주민참여는 주

민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목표를 달

〈표 17> 개발계획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에 강화군의 역할

역 할 빈도 비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논한다 236 45.0
전문기관에 일엄한다 41 7.8
전문기관에서 푼의해 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협조한다 160 30.5
흑별사항에 국한하여 협조한다 88 16.8

계 525 100.0

〈표 18> 도에서 개발계획올 세우고 군에서는

협초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의 켜‘- 빈도 비융

적극찬성 100 19.3
찬 성 78 15.1
모르겠다 131 25.3
반 대 108 20.9
적극반대 100 19.3

계 517 100.0

〈표 19> 강화군의 개발계획에 주민 의견 반영의

휠요성

청 도 반 도 비 융

4 0.8
2 24 4.5
3 101 19.1
4 150 28.4

5 249 47.2

계 5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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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12) 위에서 첫째로 지적한 것으로는 주

민은 계획을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또 지방행정부에서 주민에게 서어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과정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케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행정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다른 정부의 활동에 주민을 참여케하

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중진시키고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을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목척의 주민참여는 주민들과 행정부서와의 의견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점 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민참여는 위의 두 가지 목적을 서로 배타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가

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

감을 갖게 해줄 수 있거나， 또는 주민의사의 반영을 통해서 계획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

는 기회로 삼느냐 하는 서로 상반되는 성격보다는 이 양자를 균형있게 이룰 수 있도록 잘 계

획된다면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균형있게 이룰

수 있도록 잘 계획된다면 두 가지 관정 모두에서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균형있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하는 방볍이 문제이다. 중요한 방법으로는 주민참여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는 것인데 이것은 목적이 서로 다름에 따라서 주민참여의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실제로 일어나기 이전에 잘 계획되고， 목표를

선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주민참여 목표를 다음의 5가지로 열거할 수 있다. 즉， 정보교환， 교육， 호의적인 추진 분위

기 조성， 의사결정의 상호보완 및 민주척 의견반영 등이다. 정보교환은 계획업안자와 주민들

이 함께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리는 뭇에서， 또 주민참여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알려는 뭇에서 필요하다. 이 경우

에 교육의 목적은 그 계획을 주민에게 알려는 것 뿐만 아니라 왜 그 계획을 세웠으며， 어떻게

그것이 계획되었는지를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담당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이고， 계획전달 정도에 그치고， 업안자들이 계획하

고 있는 배경이나 효과 둥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셜문에서

도 면사무소 또는 군청의 담당자들로부터 그 개발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문

에 응답자의 2/3이상은 충분한 설명이 없었응을 지척하였다(표 20) .

12) Gla ss , J. James , 1979, “Ci t izen Participation in Planning , "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45, No.2, pp.1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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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인 추진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주민단체와 정부간에 또는 주민단체간에 제안된 계획

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점들을 조정하고， 제안왼 계획의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위의 정보교환， 교육 및 호의척 분위기 조성 동은 그 계획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적 절차에 속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의 목표들은 주

민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의사결정에서 상호보완적이라 합은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수립과정

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목표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완척

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 개발계획 업안자가 미처 생각치 못한 또다른 변을 주민들은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끝으로 민주주의 개념에서 다수의 사랍을 대표한다는 목표는， 추진되고 있는 계

획에 대해서 관련되는 마을 또는 집단의 전체적인 견해를 알아봐서 그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 가지 목적은 셔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

만 계획업안자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이와는

다소 다르게 주민을 대표한다는 점은 계획업안자가 주민의 조언을 받았을 뿐만아니라 그 마을

또는 단체의 대표로 선출된 사랍으로부터 받았다는 정에서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앞의 3가지

정들은 행정적인데 비하여 뒤의 2기-지 목표는 주민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5. 주민참여의 방법

주민의 참여방법은 통제되지 않은 방법과 잘 통제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주민이

제시하는 내용이나， 또는 참가하는 주민의 특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뭇으로 이러한 방법에는

의견제출함 설치， 반상회， 바공식회의 및 공갱회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는 주민들이 행청담당자들에게 주관적인 견해를 표현하게 되므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주민과 계획가 간

에 의견과 정보교환의 목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설문조사에서 많은 웅

답자들의 약 절반 이상은 개발계획에 관한 주민들의 모임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었다(표 21).

이들은 주로 반상회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한 경험이 최근에 있었으며 그 이외에도 공챙회 또

〈표 20>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입안자의

충분한 셜명 갱도

정도 빈 도 비 율

예 166 33.1

아니오 335 66.9

계 501 100.0

〈표 21> 옹답자들의 개발계획에서

주민참여의 경험

경험유무 빈도 비융

예 166 33.1

아니오 335 66.9

계 501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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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문지 초사를 통해서 지역개발계획에 참여한 경험이 있옴을 답하였다. 이 최근의 참여에

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마을 도로포장이나 건셜에 관한 주제가 전체 웅답자의 절반이상을 차

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농로포장 또는 건설， 주택개량， 경지정리 및 간척사업 둥의 순서로

다양한 내용이었다(표 22) .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주민의사 반영방법은 대체로 한번의 회의 또는 화담회로 끝나버리기 때

문에 주민플과 계획입안자 간의 의견교환 또는 주민의 욕구룰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업

안자들의 의도와 계획을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목척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설문초사에서 최근에

있었던 마을의 개발계획에 관한 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한번으로 끝났다고 웅답한 사랍

은 전체의 절반이상이었고， 두번 이상 있었다고 웅답한 사랍도 상당히 많은 수였다(표 23).

〈표 22> 웅답자가 참여한 지역개발회의의 주제

끼a 제 빈도 비융

마올 도로포장이나 건젤 279 62.3
농로 포장또는건셜 71 15.8

간척사업 또는 방조체건셜 21 4. 7
주택개량 33 7.4
기 타 44 9.8

계 501 100.0

〈표 23> 동일한 주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회수

창 여 회 수 빈도 비옳

한번으로 끝날다 260 56.2
두번 이상이었다 203 43.8

계 464 100.0

이러한 개발계획은 주로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지지만 이웃이나 친구를 통하여서

도 알았다고 많은 웅답자들이 답한 것으로 미루어 행정담당자들이 주민들에게 그 계획의 내용

을 전달하거나 또는 알려는데 충분치 못함을 알 수 있다(표 24). 실제로 그 특정모임이 었다

는 것을 다른 사랍들도 충분허 알 수 있도록 이장，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서 충분히 알려지 않

았다고 생각하는 사랍이 웅답자의 절반이상이 되었다(표 25).

홍보정도 빈도 비율

홍보가충분 241 47.6
홍보가불충분 265 52.4

계 500 100.0

청보획득통로 빈도 비율

반상회 206 41.2
신문이나 라디오 40 8. 0
이웃 또는 친구 179 35.8

직장에서 28 5.6
광고， 벽보 18 3.6

기타(구체적으로) 29 5.8

계 500 100.0

〈표 24> 주민들의 개발계획에 대한 청복 획득 통로 〈표 25> 계획입안자들에 의한 주민참여툴

유도하는 홍보의 정도



서해안 도서지역 (강화도) 개발 계획의 모형에 관한 연구 201

6. 지역 장기발전 목표와 과제

강화군에서 인구， 경제， 사회 및 환경적인 지역문제들이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될 경우 강화

군은 경기도 내에서 계속 낙후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지역 자체의 문제 뿔만 아

니라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상대적인 요인도 크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계속 인구유출이 일어

난다고 해서 실질척으로 한 취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구수의 감소는 미미한 것으로 보

아 취락의 구조와 기능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농어촌에 주어진 오

늘날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으로 갖고 었던 취락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

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감안하여 장기척인 개발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

부서에서 입안된 개발계획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

지 않고서도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누리면서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쾌적한

정주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기 념치는 인간 정주의 지역사회를 건설하자는 데 그 목

척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3) 그러나 이것은 이상적인 것으로， 주어진 경제척 • 인척 또는

기술적 자원의 한계내에서 실현을 가능케하는 데는 많은 문제정이 있다.

군 단위지역 개발계획은 그 목표설정에 있어서 군 단위지역보다 광역의 개발계획의 하부척

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의 계획과 부합되지 않으면 안된다. 통시에 군 단위 지

역의 계획은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적 개발방식을 적극 수용할 수있는 장정이 있다. 이러한 양

연척인 성격으로 군 단위의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척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대

중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개발계획에서 명가는 대체로 계획을 설명하고 또 그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뭇으로 광범위하

게 쓰여진다. 명가는 가능한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명가하는 것으로 제

안된 계획에 대한 논리적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뭇에서 평가는 주민들에게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측은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문가인 계획가이고， 다른 한 측은 일반대중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후자 역시 의사

결정가로 볼 수 있는데， 의사결정가는 특정계획의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

다. 평가 그 자체가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러한 정보들은 평가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

는 것이다. 어떤 대안에 대한 평가는 본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게 된다.

설문조사에서 다음의 두가지 사항이 뚜렷하다. 즉 하나는 주민의 참여범위는 거의 대부분이

13) 농촌경제연구원， 1989, 앞의 글， p.16.
, 1989, 남해군지역종합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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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개발 또는 마을 환경개선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미시적인데 그치고， 상위적인 계획에 관

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지역의 전체척이고 종

합적인 계획을 상위계획과 관련지어 제안된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정

보는 더욱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의 특성으로는 계획업안자들이 그 계획의 평가

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척으로 제안된 군 단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방척인 계획의 설명은 미시척으로 자세하지만 그 계

획의 명가를 위한 대안에 대한 정보는 잘 제공되어 있지 않고， 또 이들은 상위계획에 어떻게

관련지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군 단위의 상향척인 계획업안이 광역

의 하향적인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볼 때， 이러한 문제해결 또

한 주민참여의 길을 통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IV. 結 論

본 연구에서는 강화지역이 갖는 위치와 역사적 배경 및 지역척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 지역의

개발 문제정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에 대한 태도와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의 과정

을 종합 · 분석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관점과 과정을 거쳐 지역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강화도 지역

의 특성과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지역개발의 방향이 될 것인가를 추구해 보았다.

강화지역이 갖는 위치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수도 서울의 서쪽 50여km에 ， 고려시

대의 수도 개성과는 30여km에 자리잡은 섬으로， 한강 • 임진강 • 예성강 둥 3대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강화지역의 뛰어난 위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과 수난의 역사

를 함께 해 온 역사의 증인으로 남게 되었으며， 남북통일을 앞두고 앞으로 강화지역은 이 민

족의 새로운 번영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위치와 역사적 수난의 결과로 이 지역은 고난을 이겨내는 자립정신이 강하여， 휴전선에 접

해있는 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1960년대까지 1차산업과 특용작물생산 둥을 중심으

로 가장 높은 주민소득을 갖는 지역으로 유명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면서 2，3차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여타 지역이 발전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 지역은 1차산업

으로 묶여 인구의 심한 유출과 함께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 강화지역은 현재와 같이 개발유보

권역에 묶여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어 그동안 인구의 유출과 산업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

였다. 그러나 앞으로 통일국토를 맞이할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강화군의 개발은 수도권에서

상대적 위치의 장점과 역사적 특징을 고려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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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획기척인 개발계획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립되

고， 또 이지역 주민들의 참여속에 실천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주민들의 개발계획에 대한 태도와 결과의 평가 동의 조사에 따르면， 그을의 현

재 직업인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자녀교육에 높은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놓지정려， 농수

산물 가공 공장의 건설 퉁 지 역개발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

다. 지역개발에서 주민의 참여 범위는 마을 환경개선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다 상

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군단위 지

역 개발계획은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또는 수도권과 같은 상위 개발계획과 부합되어야 하는 점

도 있지만， 동시에 군 단위 지역의 계획은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적 개발방식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계획 업안자들이 주민에게 충분한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와 그 대안 둥

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평가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립으로써 군단

위의 상향적인 계획과 광역의 하향적인 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강화지역의 앞날을 위해

서는 그 위치와 수도권에서의 역할에 걸맞는 보다 거시적인 상위의 개발계획에서 통일을 바라

보는 앞날에 맞게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군단위의 계획이 입안 ·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

다. 즉 3대 강 하구를 배후지로 하는 교역 및 산업기지화 문제， 풍부한 자연적 풍광과 산역사

의 교육장으로서의 관광지 개발문제， 특용작물을 비롯한 농업특성화문제， 서울 인천권과의 교

통확장문제 등이 강화군부의 개발계획에 앞서서 입안 실시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지역의 참

된 발전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변서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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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Region on싫ng-Hwa Island.

Hwang,Manik and Jae Kie Hwang and Jong-Wook K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만lis study examines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in decision-making for local planning in

Kang-Hwa Kun (county),Kyoung-KiProvince. The study area is a group ofislands alongthe western

coast,which is located about a one-hour drive distance (or about 50 km) by car from Seoul. Although

the area is close to the Capital region, it is one of the most e∞nomically depressed regions in the

provincebecause the area faces DMZand portions ofthe county have not been allowedto develop.

The study is based on an analysis ofa sUIvey offarmers, fishermen,and localgovernment officials

in December 1991.A total of539 residents responded to the smvey.

Residents in the study area feel that the most urgent need for local development is effective

planning for improve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 educational facilitieswith participation oflocal

residents in the planning process. They indicate that their active involvem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local development is essential. Government officials also express their

willingness to have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No one is against it in principle. However, there is a

practical limit to citizen participation.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is limitation is a

communication gap between the public and local government planning of뀐cials. Second, planning is

an organized activity,and requires an analytical and deliberative technique,but citizen in general do

not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a particular planning situation because they may not have the

background to examine a particular plan. 만le public is also not aware of the full range of

alterna피ves to the particular plan because of a communication ga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Government should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a particular plan to public, so local

resident can be aware ofthe full range of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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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ng-Hwa Kun has great potential to be developed because ofits location closeto the Capital

r탱ion when political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Korea are improved in future. A

broader bas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as a decision-forming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can bring about effectivedevelopment ofKang-hwa K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