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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안산시 대부동 영전마을을 사례로，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과정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다음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바지락 출현’과 ‘바지락 소멸’ 

이라는 환경변화와 마을 사랍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경험이 환경변화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 

고， 둘째， 환경변화에 대한 마올 사람들의 대응과정올 생계방식 전환올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생계방식의 전 

환올 통해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환경 체계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분석하였다. 

주요어: 간척사업， 환경변화， 주민의 인식과 대응， 생계방식， 바지락 채취， 포도재배 

Abstract T비s the밍s anaylzes the process by which the residents recognized and ∞ped wi벼 the 

environment transformed by the reca1rnation project. Y ongjon village in Daebu 1:없nd， Ansan City was 

selected for this case study, as the environments of the area had gone through abrupt changeds because 

of 다le Siwha tide없nd rec떠mation project. 
This thesis comprised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it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eironmental changes including the emergence and the disappearance of ‘the short-necked 

clarn (Bajir밟)’ , and how these changes were preceived by the residents of Y oungjon 띠llage. In the next 

part, it focu않s on the ∞nversion of the m않ns of livelihα피 of the v피agers， i.e. the m여es of their 

response to the changed environments. Finally, it deals with how the environmental system was 

transformed and re∞nstructed in the eyes of the residents as a result of the conversion of the m않ns of 

live파1α피. 

Key Words: Hwnan-en찌ronernn떠1 Relation, Tideland Rec1amation, Environmental Change, Environmental 

Perception, Change of Livelihα녕， Bajir밟(the Short-Necked Clarn) , Grape Cultivation. 

1 .서론 

1.연구배명과 연구목적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 

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한 대단위 국토개발 사업의 시행이 필연적 

으로 요구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공간의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이정만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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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경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간척사 

제 ·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토지수요에 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경험하는 해당지역 주민 

원활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70 들이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년대 이후 서 · 남해안 곳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간척사업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간척사업은 해양생태계의 변화， 해 

안지형의 변화， 조류 및 연안류의 변화 등 자연 

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連陸으로 인한 유통구 

조의 개선， 토지자원 확보， 식량증산， 소득과 고용 

창출 등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유발한다. 

간척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 

계기반이 소멸되어 새로운 생계방식을 모색하고 

선태해야 하는 상황은 인간에게 기존 삶을 유지 

해 오던 방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적극적으로 변화한 환경을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환경을 창출해 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환경변화로 인한 삶의 제약요인을 수용한 채 생 

환경변화의 물리적 성격과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 

는 삶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 

고，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 

타나는 이들의 심리적 프로세스와 행태적 프로세 

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간척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의 특 

성이 어떠하며，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 

의 경험이 환경변화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분석한다. 

둘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과정을 생계방식 

전환 중심으로 살펴본다. 

셋째， 생계방식의 전환이 마을 사람들의 생활 

활하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전반에 어떠한 형태로 파생되고， 결과적으로 마 

이와 같이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발생할 을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환경체계가 어떻게 재구 

때 각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주체의 인식과 대응 성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간척사업이라는 외부 

적 환경변화가 각 개인이나 지역에 그대로 반영 

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가지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삶의 경험과 맞물 

려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간척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들 

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은 가시적인 행태적 

2. 언구~I역과 연구방법 

1) 연구지역 

@개관 

이 연구의 사례지역인 영전마을(행정명은 안산 

시 대부동 6통이다. 이하 영전마을이라 기술한 

결합으로 나타나 보이지만， 그 이변에 다양한 심 다)은 동경 126
0
35' , 북위 370

15' 에 위치한 대부 

리적 프로세스가 내재되어 있어 행태적 프로세스 도의 북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 대부도는 서울 

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1) 따라서 ‘환경변화 남서쪽 약 45km, 인천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약 

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연구는 환 30km의 서해상에 놓여있으며 행정구역상 경기도 

경변화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이를 인식 옹진군 대부면(1994년 12월 현재)에 소속되어 있 

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다가 1995년 도농통합 실시 이후 안산시에 편입 

(삶의 경험)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되었다. 대부도는 구릉성 산지 중심의 섬이나 전 

리고 환경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대응과정에 체 면적의 30%에 달하는 면적이 경작지로 되어 

서 나타나는 심리적 프로세스와 행태적 프로세스 있어 우리나라 경지율인 23%에 비하여 상대적으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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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도 전통적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 

등히 앞서 일반적인 도서지역과는 크게 구분되는 

형태를 보인다(홍철화， 1973). 영전마을의 경우도 

역시 농업에 대한 생계의존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도 내 다른 마을에 비 

해 상대적으로 해산물 채취를 많이 하는 편이었 

고 따라서 어업에 대한 생계의존도가 대부도 내 

다른 마을 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 규 

모가 영세하고 기술이 재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당시 수산물 유통구조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산물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낮 

았기 때문에 영전마을 사람들의 수산업에 대한 

소득의존도는 낮을 수 밖에 없었다. 

1988년 이전에는 대부도가 섬이었기 때문에 인 

천과 여객선으로 연결되었으나 88년 대부도 - 선 

감도 - 불도 - 탄도 - 서신으로 이어지는 방조제 

(대선방조제)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309번 지방 

도와 연결된다. 대부도 북쪽 방아머리와 시홍시 

오이도를 잇는 방조제(시화방조제)는 현재 포장 

공사가 진행중이며 97년 개통 예정이다. 

@인구 

영전마을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 

초 경제개발계획의 시작과 함께 농어촌 인구의 

도시이동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0년 이후 인구수와 가구수가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전마을의 인구 및 가구수 

변화는 다음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현지조사와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였 

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변화 중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바지락의 출현’ 과 물 

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발생한 ‘바지락의 소멸’ 

地理學論護 第30號(1997. 8) , 85-100. 

표 1. 대부동 6통 인구 및 가구수 변화 

(단위: 호， 인) 

연도 인구수 가구수 연도 인구수 가구수 

1979 436 93 1990 294 74 
1982 358 83 1991 304 86 
1983 328 81 1992 328 95 
1984 326 77 1993 336 103 
1986 297 75 1994 333 105 
1987 272 74 1995 318 104 
1988 253 73 1996 308 102 
1989 252 73 

」

주: 영전마올이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영전마올 자체 

자료는 없다. 따라서 대부동 6통(94년 이전 대부 

변 동 6리) 자료를 인용한다. 대부동 6통은 영전 

마을 외에 오소로지， 아랫말의 자연마올올 포함 

한다. 

96년 10월 현재 대부동 6통의 실제 거주 가구수 

는 영전마을， 오소로지， 아랫말 3개마올의 67가구 

이다. 

자료: 옹진군 통계연보， 안산시 대부동사무소 관내현황 

자료 

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간척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의 영전마을 - 간 

척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86년부터 현재 

영전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 

고 있는 시점까지 과거로 소급한다. 따라서 

연구대상 시점의 처음이 불명확하다. 

2) 바지락 출현 시기의 영전마을 - 간척사업이 

시작된 87년 부터 간척사업이 완료된 94년 

1월까지를 연구대상 시기로 설정한다. 

3) 바지락 소멸 이후의 영전마을 - 간척사업이 

완료된 94년 1월 이후 96년 11월 현재까지 

연구대상 시기로 설정한다. 

현지조사는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하여 마을 

만을 환경변화로 제한설정하고， 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이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였다. 인식하고 대응하는가， 그리고 환경변화를 인식하 

연구대상 시기는 각각의 환경변화가 발생한 시 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적 태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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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환경체계를 재구성하는가에 대해 중점적으 는 부분 만을 환경변화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 

로 실시하였다. 게 된다. 

문헌연구는 환경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대 물리적 환경 시스댐 내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응에 관한 틀을 구성하기 위해 환경에 관한 다양 인간이 자신의 삶(생존)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 

한 개념적 정의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 는 환경범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간은 변화한 

한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시회빙죠지 f{ 

4 
시회지구 

서해 

더싱영죠쳐| 

’사강· 수윈생연) 

서해 

~ 
o ‘ 2 iCJ1 

〈그림 1) 연구지역 위치도 

3. 분액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삶의 방식을 수정해야 하 

고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양의 한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 

해 인간은 변화한 환경에서 자원이용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방식을 고안 

한다. 

환경변화는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 

하는 일련의 기능 중 일부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 

치지만 인간이 변화한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원이용방식을 선돼하고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 전반에 변화가 파생된다2) 

인간이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는 외적요인인 환경적 변수 만 작용하는 것이 아 

니고， 내적요인으로 이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주 

체적 변수도 같이 작용한다. 환경적 변수로는 환 

경변화의 물리적 성격파 진행속도를 들 수 있고 

주체적 변수는 환경변화를 인식하는 주체의 삶의 

경험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변화의 물리 

적 성격은 환경변화가 주체의 삶을 영위하기 위 

한 자원이용방식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또는 

물리적 환경 시스댐 내에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어떠한 기능을 제약하는가로 나타나고， 환경변화 

발생한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환경변화를 인식하 의 진행속도는 주체가 환경변화를 예상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었는가의 여부로 나타난다. 주체적 변수인 주체 

의사결정자 즉， 주체는 환경 자체에 기반을 두기 의 삶의 경험은 환경변화를 인식하는 주체가 어 

보다는 그들의 인식체계를 거쳐 인식된 환경을 떠한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자신 한 형태의 환경목록을 구성하고 있었는가에 관한 

들의 생존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환경변화가 발생 것이다. 위 세가지 요인들의 다양한 조합을 전제 

할 때 주관적 해석과 평가를 통해 이를 인식하게 로 인간은 일단 환경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된다. 따라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하나의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형태를 모색하는 과정을 

계 (system)로 가정한다변， 외부충격에 의해 환경 거쳐 새로운 형태의자원이용방식을 구성하게 되 

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변화가 발생한다 할지 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환경인식 체계를 구성하 

라도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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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형태 모색 

대응 형태에 대한 
기희비용계산 

〈그림 2) 분석톨 

n. 물막이 공사 시작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주민의 대응 

1.물막이 공^t ^I작과 바~I락 출현 

1) 시화간척사업 개요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및 화성군 등 1도 2시 

1개군을 연계 개발하는 시화지구 간척사업은 

1987년 농어촌진흥공사를 시행주체로 하여 착공 

되었다.87년부터 88년까지 불도， 탄도， 대선 방조 

제 공사가 완료되므로써 대부도， 선감도， 불도， 탄 

도 등 4개 섬이 경기도 화성군과 連陸되었다. 88 

년 착공한 시화1호 방조제 공사가 93년 완료되었 

고 91년 착공한 시화2호 방조제 공사가 94년 1월 

완료되므로써 안산시와 대부도가 연결되었다. 

2) 바지락 출현 

地理學論輩 第30號(1997. 8) , 85-100. 

간척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변화를 야기하 

는데， 土妙로 매립되는 핍뿜海域 일대에서의 해 

안지형 변화나 경관 변화는 물론이고 그 위에 삶 

을 전개하고 있는 동 · 식물과 기후에 영향을 미 

치게 되어 결국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야기시킨 

다. 이때 서식하던 동 • 식물이 소멸되기도 하지 

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種의 동 · 식 

물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87년 대부도-선감도-불도-탄도-서신을 잇는 물 

막이 공사(대선방조제， 불도방조제， 탄도방조제) 

가 시작되면서 대부도 주변 조류 방향과 유속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갯벌 전 

반에 토사가 퇴적되는 변화를 초래했다.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영전마을의 

갯바탕은 주로 빨흙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 

에 바지락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오히려 뻗이 많아서 낙지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 

건이었다. 그러나 물막이 공사의 시작으로 토사 

가 유입되어 바지락의 서식조건이 좋아지면서 87 

년 이후 바지락이 자연적으로 서식하기 시작하 

였다. 바지락 채취작업이 한창 성행하던 90년 초 

반에는 바지락 채취작업의 제한요소가 바지락의 

양이 아니라， 물때에 맞춰 이루어지는 작업시간 

이 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계통출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제시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바지락의 채취량에 

대한 간접적인 추론이 가능한 인터뷰 내용을 인 

용한다. 

바지락이 본격적A로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탄도 

쪽으혹 막히면서지. 탄도쪽으로 막히고 나서부터 빨이 

빠져나가고 물흐름이 변하니까 모래가 생기고 그런 곳 

에 바지락이 들어앉기 시작한거야. 그전에 조금 있던 것 

이 서식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때부터 무진장 새끼를 치 

는거야.85년부터 그렇게 바지락이 많이 생기더니 %년 

이후로는 정신없이 많았지땀 55세 

2. 바I펙 출현얘 대한 주민의 인씩과 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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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 공사 시작으로 인해 바지락이 대량 출 가구 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반농반어형 

현하게 되자 영전마을 사랍들은 기존의 농업위주 

생계방식을 채취어업위주의 생계방식으로 고안 · 

조정하게 된다. 자원이용방식의 변화는 생계방식 

을 수행하는 노동형태 변화 뿐만 아니라 생활 전 

반에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1) 바지락 출현 인식 

영전마을 사람들은 물막이 공사로 인해 단순히 

그동안 삶의 터전 중 일부를 형성하던 갯바탕이 

소멸 될 것으로 알았을 뿐 ‘바지락’ 이라는 새로 

운 자원이 출현할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할 수 없 

었다. 오히려 토사가 유입되고 퇴적되면서 낙지 

의 서식조건이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갯바탕 

에 대한 생계의존의 정도를 줄여야 할 것이라 생 

각하고 있었다. 

태의 생계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농업이 주업이 

었고 해산물 채취는 농사 외의 시간에 이루어지 

거나 농한기에 주로 이루어졌다.3) 

‘바지락 출현’ 이라는 환경변화를 인식한 이후 

마을 사람들은 농업이 주가 되는 반농반어적 생 

계방식에서 바지락 채취 위주의 생계방식으로 전 

환하게 된다. 바지락의 출현으로 인한 생계방식 

의 전환은 마을 내 다양한 변화를 파생시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노동형태의 변화 

농업 위주의 반농반어 생계방식을 바지락 채취 

위주의 생계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으로 나타나는 노동형태의 변화는 노동주기와 

노동강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 반농반어적 

생계활동을 전개하던 때의 노동주기는 농사주기 

영전마을 사랍들이 바지락의 출현을 전혀 예상 에 맞추어 1년 단위로 편제되었으며， 봄부터 가을 

할 수 없었지만 바지락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 까지는 농업이 그리고 겨울에는 어업의 양상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히 구분되어졌다. 그러나 바지락 채취 위주의 

마을 사람들이 과거부터 갯바탕을 생계활동의 場 생계방식을 선택하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 

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취작업이 이들에 

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고 바지락 채취작업 위주 

로 생계방식을 전환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바지락이 물막 

이 공사로 인한 조류변화로 자연적으로 서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투자의 필요성이 없었고 바지 

락 채취작업이 수월한 편이었고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채취가 가능하므로써 농업과는 상이한 소득 

발생 주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지락 채취작업 위주의 생계방식으 

로 전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은 모두 갯바탕에 나갔기 때문에 ‘물때’ 가 마을 

사람들의 시간기준으로 인식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하루 생활 시간구조가 비슷해졌다. 

바지락 채취 위주의 생계방식이 전개되면서 

노동주기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의 변화가 발생한 

다. 바지락 채취작업이 기술이나 자본이 제한요 

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갈퀴로 긁어 담는 단순한 

작업이었고 당시 수산물 시세와 관련하여 높은 

현금소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일단 갯바탕에 

나가게 되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를 정 

도로’ 격렬하게 작업을 하게된다. 갯바탕일을 다 

니면서도 농사를 겸하였기 때문에 당시 영전마을 

2) 바지락 채취 위주의 생계활동 전개 사람들이 경험하는 노동의 강도는 강할 수 밖에 

바지락 출현 이전 마을 사람들은 반농반어적 없었다. 또한 바지락채취 위주의 생계방식이 전 

생계방식을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마을 내 어업 개되면서 과거 가족구성원 사이에 농업과 어업으 

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가 조사대상 49가구 중 2 로 구분되어지던 노동형태가 바지락채취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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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었을 뿐 아니라 각 가구들 사이에 다양하 되는 노동의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농업에 과 

게 나타나던 생계방식도 바지락채취 위주로 통 거와 같은 정도의 노동을 투하할 수 없게 되었 

일되어 전개되었다. 다. 따라서 당시 영전마을 사람들에게 농사라는 

것은 ‘갯바탕에 다녀와서 나머지 시간에 하는 

@ 노동조직 구성방식의 변화 일’ 정도로 생각되어졌다. 이 과정에서 마을 사 

바지락 채취작업 위주의 생계활동이 전개되면 람들은 기계화가 어려운 밭농사를 기피하게 되고 

서 그동안 마을의 대표적인 노동조직이었던 품앗 과거에 보리， 콩， 밀 등의 식량작물과 고추， 깨 등 

이가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마을 사람들의 을 심던 밭을 묵히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상황 

하루 생활이 보름을 단위로하여 매일 변화하는 을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다. 

‘물때’ 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시 

간 동안의 협동을 요구하는 품앗이 조직이 유지 

될 수 없었다. 또한 바지락 채취작업이 철저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고 각자의 성과 

에 따라 소득차이가 현저히 나는 작업이었기 때 

문에 마을 구성원들 간의 협동의 필요성이 약화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품앗이 조직의 해체와 동 

시에 농기계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전국 농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품앗이 조직 해체-농기계 보급’ 현상과 어느 정 

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영전마을의 

경우 기계화의 진행을 촉발시킨 1차적 요인은 

‘바지락 채취를 통한 소득 증대’라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갯바탕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밭 

작물에 대하여 신경올 안썼어. 잠깐 물때거리만 나갔다 

오면 10만원 이상올 하는데 누가 밭작물에 신경올 써. 

논농사야 원래 지어먹던 거니까 짓는거고 밭작물은 그 

냥그냥 하는거지. 밭에다 일손을 주지를 못해 / 남 55세 

과거 상품작물의 시도에 가장 큰 제 약의 요소 

로 작용하던 운송조건이 連陸으로 인하여 좋아졌 

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작물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 또한 당시 바지락을 통해 높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 어촌계 조직 강화 

마을 사람들이 바지락 채취위주의 생계활동을 

@ 밭 농사 기피 경향 발생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 

바지락이 출현하기 이전 반농반어 형태의 생계 기 위해 어촌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현상이 

방식을 전개하던 때 토지는 마을 사람들의 절대 나타난다. 영전마을에 어촌계가 처음으로 조직된 

적인 생계기반이었다. 그러나 바지락의 출현과 것은 60년대 초반이다. 그러나 당시 영전 어장에 

함께 절대적인 생계기반이 토지에서 어촌계 소유 서 채취되는 해산물의 양이 적었고 수산물 유통 

의 갯바탕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 

토지에 대한 가치 인식과 이용 패턴에 변화가 발 

생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서지역의 연안에 위치하면서도 농업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나던 영전마을이었지만 바지락채취 

를 통한 소득이 높아지면서 농업에 대한 소득의 

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었고 농업 

은 부업 수준으로 변화하게 된다. 바지락 채취작 

업 위주로 생계방식을 전환하면서 갯바탕에 투하 

구조가 발달하지 않아 어촌계를 통하지 않고 개 

별적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 어촌계 

의 위상이나 조직이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지락이 출현하기 시작한 이후 갯바탕 

의 점유권이 어촌계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체 가구가 어촌계에 가입하였고， 영전마을 사람 

들이 채취한 해산물 전량이 어촌계를 통해 출하 

되었기 때문에 당시 어촌계는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해산물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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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0.5%)을 어촌계 기 

금으로 징수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상도 역사 

적으로 높았던 시기이다. 

@ 전출인구의 재전입 

1970년대 중반 이후 영전마을도 여느 농촌지역 

과 마찬가지로 도시화 •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섬이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이동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층의 인구유출이 전국 농어촌 지역에서 계속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에 반해 영전마을의 경우 

90년 이후 바지락 채취위주로 생계방식이 전개되 

면서 외지에 나가있던 젊은 사람들이 재전입하므 

로써 마을 내 젊은 층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양상을 보인다.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다. 

85년 정도 되니까 그때도 대부도가 샘이긴 

성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도가 살기 좋아진다’는 말 

이 막 돌기 시작하는거야. 내가 %년도에 왔는데 그 

때부터 바지락을 잡기 시작해서 91년이 되니까 없던 

바지락이 충충으로 있는거야.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 

왔는지 하여칸 말도 못해.94년까지 엄청난 양을 잡 

은거지. 일주일 정도만 하면 잘 하는 집은 백여만 원 

이 나왔으니 이건 뭐 노다지 캐는거나 다름이 없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들어오는거야. 외지에서 짱 

짱한사람들도웬만하면들어오고해먹올것 없는사 

랍들이야 당연히 들어오고. 한 일주일만 하면 백만 원 

올 하는데 어디서 그런 돈올 벌겠어. 그때 너도나도 

들어오다 보니 젊은 애들이 17-8명이 된거야/남 36세 

다음 〈그림 3)은 96년 현재 영전마을 내 연령별 

인구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전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다시 재전입하게 된 

원인이 바지락 채취를 통한 소득이 높았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당시 대부도가 連陸이 된 상태였 

고 대부도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외지에 나가 생활한 경험이 있 

는 사람들과 인터뷰 도중 ‘대부도가 그대로 섬이 

었다면 영전마을로의 재전입을 달리 생각해봤을 

것이다’라는 대답을 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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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j 영전마을 내 연령별 인구구성 

3. 톨의 확싼과 새로운 환명껴l계| 구엉 

1) 소득 • 소비 수준의 상승 

바지락이 출현하기 이전 영전마올 사람들의 생 

활수준은 대부도 내 여느 마을과 다름 없었다. 

오히려 섬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촌지역에 비 

한다면 생활수준이 영세한 편이었다. 이런 상황 

에서 바지락의 출현은 영전마을 사람들에게 새로 

운 소득원의 출현이었고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富를 가져다 주었다. 

영전마을의 경우 바지락이 자연적으로 서석하 

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지락 채취에 일정정도의 

자본투자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생육조건 상 일년 

계속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돈이 

필요하면 호미 하나 들고 나가서 바지락을 채취 

하고 현금으로 교환 할 수 있었다. 당시 영전마 

을 사람들에게 ‘돈’ 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언제 

든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4)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다. 

그때는 집에 돈이 없어도 별 걱정이 없어. 아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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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필요하면 호미하고 종태기만 들고 나가면 되잖 

아. 오늘 돈이 없어도 내일 되면 돈이 생기고 하니까. 

바지락은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 가서 내 육신만 

굴리면 되는거야/여 62세 

소득증대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소비수준의 변화이다. 일상용품의 소비에서 

부터 시작하여 기존에 살던 집의 개축， 가전제품， 

농기계， 자가용 구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음 

은 가게 주인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바지락 긁으러 다닐 때는 동네에 돈이 많아서 정말 

흥청망청 많이 썼지. 그때는 사람들이 한 번 먹고 싶다 

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다 사먹는거야. 그러니 그때 

는 가게도 잘 됐다고. 그 전부터 가게를 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그놈의 외상값 때문에 장사를 해도 남는 것 

이 없어. 동네에서 돈 나올 때는 나락 나올 때하고 보 

리 나올 때하고 일년에 딱 두번인데 일년내내 외상으 

로 계속 가져다 먹고 한꺼번에 외상을 갚는다고. 그런 

데 또그때 외상값을받지 못하면다음해에 받아야해. 

동네에서 돈 나올 데가 있어야지. 다 저 논하고 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놈의 바지락이 

터지면서부터 외상이 없어지더라고. 하루 가면 돈이 

생기니까다 돈주고척척사먹는거야.그때는아쉬운 

것이 없었어/여 61세 

2) 갯바탕에 대한 배타성 강화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환경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환경적 태도를 갖게된다. 

바지락이 출현하고 마을 사람들이 바지락 채취 

를 통한 수입에 소득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서 갯바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고 이 과정 

에서 갯바탕을 관리하면서 갯바탕에 대한 배타성 

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과거부터 마을 사 

람들이 갯바탕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였고 60년대 

초반 어촌계가 형성된 이후에는 어촌계 소유의 

공동어장이 되었지만 갯바탕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타적인 태 

도나 별도의 관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 

地理學論載 第30號(1997. 8) , 85-100. 

나 바지락 채취작업 위주로 생계활동이 전개되고 

마을 사랍들이 가계소득을 전적으로 갯바탕 수입 

에 의존하게 되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생존권의 침해로 인식하 

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마을 단위로 경계가 설정되 

는 어장관계가 배타적으로 변화하였다. 

갯바탕의 바지락 채취를 통한 소득이 많아지고 

마을 사람들의 생계활동이 바지락 채취를 중심으 

로 전개되면서 외지인에게 배타적인 어장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마을구성원들 사이에는 갯바탕을 

매개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3) 소득 결정 요인과 富의 정도 평가 기준의 변화 

대부도는 섬이면서도 농업의 비율이 높았기 때 

문에 과거부터 富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토 

지소유 여부로 결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지락 

이 대량으로 나오고 바지락 채취작업 위주로 생 

계활동을 전개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 바지락 

의 출현이 토지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富를 축적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영전마을에서 이 

제는 ‘누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71-' 의 여부 

가 각 가구에 대한 재산 수준을 명가하는 기준이 

아니고， ‘식구 중 몇 사람이 갯바탕에 나가서 바 

지락을 채취하는가 가 ‘그 집이 얼마나 많은 돈 

을 벌 수 있는71-' 를 측정해주는 지표로 작용하였 

다. 바지락 채취작업이 마을 어촌계의 공동재산인 

갯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각 가구마다 

소득차가 현격히 나타나게 되면서 식구가 적은 

가구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 

고 마을 내 갈등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ffi. 물막이 공사 완료로 인한 

환경변화와 주민의 대응 

1.물막이 공샤 완료과 바Jtl락 소멸 

94년 1월 대부도의 방아머리와 시홍시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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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각각 시작한 시화 1, 2호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면서 총연장 12.많m에 대한 최종물막이 공 

사가 끝났고 17，300ha의 매 립 지 역 과 5，650ha의 담 

수호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영전마을의 갯바 

탕에 바닷물의 출입이 차단되면서 영전마을의 갯 

바탕은 시화호로 변화하였고 지난 4-5년 동안 

영전마을 사람들의 생계활동에서 중심이 되었던 

바지락이 소멸되었다. 

2. 바찌락 소댈얘 대한 주민의 인익과 대용 

1) 바지락 소멸에 대한 예상과 대비 

바지락 채취작업 위주의 생계활동이 전개되는 

동안 이미 대선， 불도， 탄도 방조제가 완공된 상 

태였고 시화방조제 공사도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 

에 바지락 채취를 통해 높은 소득을 얻고 있으면 

서도 마을 사랍들이 인식하는 미래는 상당히 불 

팔라고 하더라고. 그때 생각으로는 여기 막히고 나면 

인천이나 어디로 나갈까 하는 생각올 하기도 했어. 그 

리고 이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 막대기(건 

물)만 가지고 있지 터는 다 부자집 터 잖아. 그러니 내 

가 이 동네에서 계속산다고해도 언제까지 터도지 내 

가면서 살기는 싫고， 그래서 그냥 집을팔아 버렸 

지. 그런데 몇년이 가도 집 임자가 오지를 않아. 그래 

서 그냥 이집에서 계속 생활올 했어. 그리고 갯바탕이 

막히면서 포도를 섬게 되었고.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 

년인가 집임자+는 사랍이 왔는데 내가 처음 집올 팔 

았던 사랍이 아니더라고. 아마 몇다리 건너갔나봐. 저 

기(동네 어귀 논올 가리키며) 짓고 있는 집이 우리집 

이야. 원래 논자런데 땅을돋고그 위에 짓고 있어. 이 

첸 인천에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지. 나이도 있고， 또 

포도를 이렇게 심어놓고나갈수 있나?남63세 

2) 바지락 소멸 인식과 선태의 갈등 

@ 바지락 소멸 인식 

바지락의 소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상된 환경 

안정한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의 불투명한 미래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방식의 단절로 인식 

인식은 부동산 매매와 포도나무 식재의 양상으로 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 갈등과 상실감을 

나타난다. 전자가 바지락이 소멸될 경우 외지로 경험하게된다. 특히 영전마을에 토지가 없는 사 

의 이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마을 

내 정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각 가구에 분리되어 나타나기 보다는 한 

가구 내에서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마을 사람들이 바지락이 

소멸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뚜렷 

한 대응형태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다. 

이 집을 판 것은 5년 전이야. 그때 동네에서 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랍이 집올 팔았어. 그때 한창 바지락 긁 

으러 다닐 때였는데 이미 서신쪽으로는 차가 다니고 

안산쪽으로도 조만간 막힌다고 그랬거든. 거기가 막히 

면 인천 다니기가 편해서 좋긴 좋은데 갯바탕이 막힌 

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여기 사람들 다 바지락 하나 

보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사나 싶 

더라고. 여기서 그것(바지락) 없어지면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런데 마침 외지 사랍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람이나 바지락 채취를 목적으로 영전마을에 전입 

한 사람들에게 ‘바지락의 소멸 이라는 환경변화 

는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되어졌고， 새로운 생계 

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 토지를 소유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갈 

등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 대응형태 모색과 선택의 갈등 

바지락 소멸 이후 새로운 형태의 생계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대안적인 대응형태 

가 제시된다. 그러나 당시 영전마을 사람들이 상 

이한 경제적 • 사회적 배경을 가졌음에도 대부분 

마을 내 정주를 전제로 하는 포도재배 생계방식 

을 선돼하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 

다. 첫째， 영전마을이 섬지역의 연안에 위치하면 

서도 마을 내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갯바 

탕이라는 생계기반이 소멸된다 하여도 토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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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하여 새로운 생계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기 서 선택한 것은 포도재배였다. 90년 초 連陸과 

때문이다. 둘째， 당시 마을 내 일부 가구가 포도 포도가격의 상승으로 언하여 서서히 증가하기 시 

를 재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포도가격이 계속적으 작한 포도재배 면적이 94년과 95년에 걸쳐 급속 

로 상승하고 있었고， 連陸으로 인하여 그 동안 도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다음 〈그림 4)는 72년 

포도재배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던 운송조건이 개 이후 마을 내 각 연도별 포도나무 식재수를 나타 

선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물막이 공사로 내고 있다. 

인해 그 동안 섬 지역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제약 위 그림을 통해 볼 때 80년대 후반 포도나무 

요인들이 오히려 개발지역이 가지는 이점으로 전 식재 수의 증가를 連陸으로 인한 운송조건의 개 

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91-93년까지의 증가는 

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바지락 소멸에 대한 대비의 성격으로， 그리고 93 

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전마을 사람들이 년 이후의 급격한 증가는 바지락 소멸 이후 새로 

바지락 출현 이후 4-5년 간 바지락 채취작업을 운 생계방식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93년 

통해 높은 소득수준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포도재배로 생계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포도재배를 선태하 

지 않고 외지로 이주한 가구는 58 가구 중 9 가 φ 노동형태 변화 

구 였다. 이들 중 마을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노동형태의 변화는 크게 노동주기와 노동강도 

가구도 있는데， 이 가구가 포도재배의 생계방식 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바지락 채취 

을 선태하지 않았던 것은 포도재배에 필요한 노 작업 위주의 생계방식이 전개되던 때는 모든 노 

동력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포도나무 식재 수의 급격한 중가는 바지락 

의 소멸 외에도 포도가격의 상승， 운송조건의 개 

선 등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동시간이 ‘물때’ 를 중심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시간적 규칙성이 존재할 수 없었다. 

3) 대응과정 그러나 포도재배작업은 일년을 단위로 노동주기 

영전마을 사랍들이 바지락의 소멸을 인식한 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루 생활에서 시간적 규칙 

이후 새로운 형태의 생계방식을 모색하는 과정에 성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바지락 채취작업을 

할 때에는 특별히 농한기라는 개념이 없었으나 

마을이 포도재배 단지로 변화하면서 겨울에 농한 

기가 확실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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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전마을 내 각 년도벌 포도나무 식재 수 

@ 가족 노동력 구성 및 노동조직 구성 변화 

바지락 채취작업은 하루 단위로 노동주기가 형 

성되었기 때문에 일년 중 노동 투입의 정도가 일 

정하였다. 그러나 포도재배는 일년을 단위로 노 

동주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투하되는 시기가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평상시는 마을에 상주하는 식구끼리 작 

업이 가능하지만 포도수확철이나 노동력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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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면 외지에 나가있던 식 

구나 친척들이 와서 며철씩 상주하며 작업에 참 

@ 작목반 재정비 

생계활동의 전환은 새로운 생계기반에서 이전 

여하기도 한다. 한편 계절적으로 편중되는 노동 과 상이한 방식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 

형태는 영전마을 사람들의 외부취업을 가능케 다. 따라서 생계활동이 변화하면 새로운 형태의 

해주는요소로 작용하므로써 가족 노동력 구성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구성한다. 94년 당시 마을 내에서 포도재배를 하 

도 한다. 던 26가구가 포도재배 자금의 보조， 포도에 관한 

포도가 본격적으로 재배되면서 노동력 구성과 정보교환， 상부상조， 자재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아울러 노동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에 변화가 발생 등을 보다 조직적 · 효융적으로 하고자 ‘영전마을 

한다. 과거 마을 사람들의 노동조직 구성이 가족 포도 작목반’을 결성하였다. 그런데， 바지락 소멸 

노동력과 품앗이로 특징지위진다면 포도재배 이 이후 영전마을 사람들이 포도재배 위주의 생계방 

후는 가족노동력과 임노동으로 특징지워진다. 포 식을 전개하면서 96년 7월， 49가구 중 포도재배 

도재배 과정에서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를 하지 않는 4가구를 제외한 45가구가 영전마을 

봉지 씌울 때와 수확할 때인데， 짧은 시간 동안 작목반으로 재편성 되었다. 마을에서 포도재배를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임노동에 의존 하는 전 가구가 작목반으로 재편성되면서 조직의 

할 수밖에 없고 임노동의 동원 범위도 확대되어 탄력성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5가구를 1개조 

대부도 내의 다른 마을이나 가까운 화성군에서 로 편성하고 각 조마다 조장을 선임하여 운영하 

임노동을 구하기도 한다. 고 있다. 

@ 논 농사 기피 경향 발생 

바지락 대신 생계활동으로 포도를 선태한다는 

것은 갯바탕에서 토지로의 생계기반 전환을 통한 

‘토지 자원 이용방식의 최적화’ 라 할 수 있다. 

갯바탕의 바지락 채취작업을 중심으로 생계활동 

이 전개되는 동안 노동력 부족으로 묵히던 밭이 

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밭에 포도를 심는 것은 

물론이고 산을 개간하거나 심지어는 논을 메꿔서 

포도를 심는 등 적극적인 토지활용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포도재배가 용이한 밭이 논 보다 중 

요하게 인식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가치 인식과 토지 이용 패턴이 바지락 채취 위주 

의 생계활동을 전개하던 때와는 반대되는 양상으 

로 나타난다. 마을 사랍들이 논 농사를 기피함 

에 따라 논농사가 마을 구성원 소수에게 집중되 

3. 포도쩨뼈의 확만과 배로운 판명껴|께l 구성 

포도재배 위주의 생계활동 전개는 노동형태나 

노동조직， 토지이용 패턴 등의 가시적인 변화 뿐 

만 아니라 소득 형태나 소비 수준， 그리고 마을 

사랍들의 가치평가 기준 등 비가시적인 측면에서 

의 변화를 창출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을 구 

성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득·소비 형태 변화 

바지락 채취작업이 하루 단위， 길게는 보름 단 

위로 현금이 가계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작 

업임에 반해 포도재배는 1년에 한번 현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업이다. 또한 바지락 채취작업이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실패의 가능 

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가속 성이 거의 없고 자본투자 없이도 가능했던 반면， 

화되므로써 마을 내 포도재배 종사자와 논농사 포도재배는 농업자본이 계속 들어가야 하고 일기 

종사자가 확연히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상태나 농수산물 가격 동향에 의해 영향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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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마 

을 사람들이 포도재배 작업을 바지락 채취작업에 

비해 부담스럽고 힘든 작업으로 인식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소득 결정 요인과 富의 정도 평가 기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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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환경으로 인식 

되지 않던 부분이 새롭게 마을 사람들의 환경체 

계로 구성되기도 한다. 

포도에 전적으로 소득을 의존하게 되면서 포도 

가격의 하락， 수입포도의 등장， 다양한 음료시장 

개발 등의 새로운 환경이 영전마을 사람들에게 

바지락 소멸 이후 생계기반이 다시 토지로 바뀌 유의미한 환경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환경을 인식 

었다고 하더라도 마을 내에서 각 가구에 대한 富 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의 심정상태를 경험 

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지락 출현 이전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바지락 출현 

이전 벼농사 위주로 생계활동을 전개하던 때에는 

단순히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富의 정도를 평 N. 요약 및 결론 
가하는 기준이 결정되어졌다면， 포도재배가 본격 

적으로 시작된 이후 마을 내에서 소득 결정 요인 이 논문은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변 

이 토지 소유를 매개로 하기는 하지만 포도재배 화에 영향을 받는 대부도 영전마을을 사례로하 

면적에 따라 소득에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 환경변화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과 대응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많고 적음보다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오히려 토지를 임차한 경우라도 포도재배 면적에 이 연구에서는 환경변화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따라 富의 정도가 평가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적 변수와 

포도재배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과 자본이 요구 주체적 변수를 설정하였는데， 환경적 변수로는 

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토지를 대규모로 소유하 환경변화의 물리적 성격과 진행속도를， 주체적 

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하기에 노동력이나 변수로는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경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하게 험을 설정하였다. 환경변화의 물리적 성격에 관 

되고 또 설령 토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식재 한 분석에서는 환경변화가 주민들의 삶을 구성하 

에서 판매까지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는 여러가지 기능 중 어떠한 기능과 관련되는 것 

을 하게 되면 토지를 임차해서 포도나무를 식재 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관련을 갖는가에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변화 진행 속도에 관련한 

마을 구성원 전체가 포도재배 중심으로 생계활 분석에서는 주민들이 환경변화를 인식하는 과정 

동을 전개하면서 생활이 포도재배를 중심으로 편 에서 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가의 여부를 살펴 보 

제되고， 포도재배 면적에 따라 소득이 현격히 구 았다. 삶의 경험과 관련한 분석에서는 주민들이 

분될 뿐 아니라 포도재배 면적이 넓은 가구를 중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경변 

심으로 마을 내 포도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화가 각 개인 또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문화적 

이는 포도를 많이 심은 사람과 적게 심은 사람 사 경험들과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에 갈등이 표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일정 지역에 환경변화가 발생하였 

을 때 환경변화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 

3) 포도가격과 수입포도에 대한 태도 로 영향을 미치고 해당지역에 반영되기 보다는 

영전마을 사람들이 포도재배를 중심으로 생계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가지는 삶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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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 따라서 동일한 형태의 환경변화가 발생하더라 

도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을 통해 반영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서 나타나는 환경변화의 결과는 상이한 형태로 

파생된다. 

위 논문이 한 지역을 사례로 하였기 때문에 환 

경변화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러한 연구가 다양한 형태의 환경변화와 지역을 

사례로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간과 환 

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제시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註〉

1) 인간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은 환경변화를 

지각(perception) , 인식(앵빼on)하고 환경적 태 

도를 형성하는 ‘심리적 프로세스’ 와 새로운 환경 

에서 자원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동을 조합 

하는 ‘행태적 프로세스’ 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과 

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형태를 구성한다. 이는 다시 환경으로 피드 

백 되면서 새로운 환경체계를 구성한다(Charl，않 J 

Holah하1， 1982). 

2) A. H. Hawley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새로운 영향 

은 인간생태계의 특정 부분에 일차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특정부분의 변화는 오랜 

기간 체계 내부에 파급되어 다른 부분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생물리적 환경 

변화가 발생하면 보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환경변화 효과가 파급된다고 하였다(A. H. 

Hawley, 1986 : 홍동식 외 옮김， 1995에서 재인용) . 

3) 바지락 채취위주의 생계방식으로 전환하기 이전 

마을사람들의 생계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농업 

@ 농업 + 어업(자급목적) 
@ 농업 + 어업(판매목적) 

조사대상 가구 중 @유형은 3 가구 @유형은 2 

가구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녔다.@유형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토지를 소 

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작을 하는 형식으 

로 농업을 하였기 때문이다.@와 @유형도 계절 

적으로 혼합되는 양상을 띄기 때문에 정확히 구 

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생계방식 

의 유형이 각 가구별로 구분되기 보다는 한 가구 

내에서 가족구성원 단위로 구분되는 경향이 었 

다. 즉 한 가구 내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과 어업 

을 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4) 농업을 통한 소득발생 주기는 1년 단위로 형성되 

는 반면 바지락 채취를 통한 소득발생 주기는 보 

름을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실질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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