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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관계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나 생태계가 인간의 삶의 질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비물질적인 가치의 중요성까지도 포함하는 ‘생

태계서비스’라는 개념이 2005년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후 

자연이 지닌 다양한 가치들을 인식하고자 하는 다양한 논의에서 

생태계서비스는 지속가능성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생태계와 인간의 삶의 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제․사회․문화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해답들이 요구되고 있

다.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종종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

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바라보며 반성적인 차원에서의 논

의들도 이루어졌다. 특히나 엘리너 오스트롬이 사적 남용으로 인

한 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를 기

반으로 자연자원의 공동이용을 한정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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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을 제시하여 200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함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균형에서의 공동자원의 관리와 이용방식이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으며 이후 다양한 

지역적 사례들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생태계서비스와 공동자원론은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이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특징은 첫째,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중 

비물질적인 가치를 다루는 문화서비스의 개념(문화생태계서비스)을 

통하여 공동체가 이용하고 관리하는 공동자원을 보다 더 깊이 들

여다보고자 시도하였다. 둘째, 단순히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는 외부의 영향도 고려하기 위해 최근 기업과 마을이 구매협약을 

통하여 관계를 맺기 시작한 제주도의 두 마을을 사례로 조사하여 

사회문화적인 변화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동자원론과 생태계서비스, 특히나 문화

생태계서비스라는 비물질적인 가치를 심층면접을 통해 들여다보고 

이를 통하여 사회문화적인 변화라는 외부의 영향과 내재적 가치들

의 인식 자원이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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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생태계서비스, 문화생태계서비스, 공동자원, 공동체, 

심층면접, 비물질적 가치, 지속가능성

학번 : 2016-29449



- iv -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3

   3. 연구의 대상지·················································································5

Ⅱ. 이론적 배경················································································7

  1. 공동자원론 ························································································8

  2. 생태계서비스 ··················································································10

Ⅲ. 연구의 설계·····················································································13

  1. 연구를 위한 분석틀·······································································13

  2. 반구조화 심층면접·········································································14

  3. 심층면접 대상·················································································16

IV. 본론 ··························································································18

  1. 동백나무와 비자나무의 공동자원화 과정·································18

    1)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동백나무) ·······································18

    2)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비자나무) ·············································23

  2. 공동자원 체계의 이용관리와 사회경제적 영향·······················24

    1)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24

      ①현재의 동백나무 이용과 관리 체계 ····································24

      ②사회경제적인 영향 ··································································30

      ③마을공동체의 자원관리 ··························································38



- v -

2)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40

      ①현재의 동백나무 이용과 관리 체계 ····································40

      ②사회경제적인 영향 ··································································42

      ③마을공동체의 자원관리 ··························································44

3. 공동자원에 대한 문화생태계서비스 가치인식·····························45

     1)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45

      ①심미적 가치(Aesthetic value) ················································46

      ②장소/역사적 가치(Place/Heritage value) ······························49

      ③정체성 가치(Identity value) ···················································53

      ④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57

     ⑤세대 간 전수(Inter-generation) ···············································62

     ⑥위험요인과 지속가능성(Threat & Sustainability) ················63

    2)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66

     ①심미적 가치(Aesthetic value) ··················································66

     ②장소/역사적 가치(Place/Heritage value) ································68

     ③정체성 가치(Identity value) ·····················································69

     ④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73

     ⑤세대 간 전수(Inter-generation) ···············································76

     ⑥위험요인과 지속가능성(Threat & Sustainability) ················78

V. 결론 ···································································································79

    1) 문화생태계 서비스와 공동자원···············································80

    2) 공유되는 가치인식·····································································83

    2) 연구의 함의·················································································84

■ 참고문헌 ······························································································86

■ 부록1. 심층면접 질문지···································································90



- vi -

■ Abstract ································································································96

표 목차

■ <표-1>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개요·····································································5

■ <표-2>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개요·········································································6

■ <표–3> 오스트롬이 제시한 공동자원 제도에 대한 디자인 원리·······················8

■ <표–4> 심층면접 대상에 대한 항목별 분류와 질문 예시·································15

■ <표-5> 심층면접 대상자 목록·················································································17

■ <표-6> 신흥2리 동백마을 자원공유화 연혁·························································22

■ <표–7>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 구매 협약···························································31

■ <표-8> 공동자원과 문화생태계 서비스 항목·······················································80

그림 목차

■ <그림–1>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생태계서비스 개념················10

■ <그림–2> 문화 서비스에 대한 분류·······································································12

■ <그림-3> 연구를 위한 분석틀·················································································14

■ <그림–4> 기존의 마을상품(좌, 가운데)과 고급화상품(우) ·································20

■ <그림–5> 송당상회에서 판매하는 비자기름·························································23

■ <그림-6> 동백마을 어르신들의 열매 수확 모습과 아리따운 구매원칙·········25

■ <그림-7> 신흥2리 동백마을의 동백나무 공동자원화 관계도···························30

■ <그림-8>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을 받은 새로운 마을상품·································35

■ <그림-9> 도로변에 가로수로 식재되는 동백나무···············································36

■ <그림-10> 거슨세미오름 송당리 마을 숲을 조성중인 모습·····························42

■ <그림–11> 거슨세미오름에 식재된 비자나무 ·····················································45

■ <그림–12> 행정구역 상 송당리의 경계와 비자림의 위치·································73

■ <그림-13> 공동자원과 산출물의 가치구분과 영향에 대한 흐름 ···················82



- 1 -

Ⅰ. 서론

1. 연구 배경

1971년 시작된 유네스코(UNESCO)의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n and 

Biosphere Programme)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

간 삶의 질, 과학적 근거, 경제, 교육, 사회 분야의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개념은 자연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경

제적인 활동이 문화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목표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1990년에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발표한 『Governing 

the Commons』를 통해 전통적으로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인간이 한정적인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공동체의 

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5년에는 새천년생태계평가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가 발표되어 자연이 제공하는 다양한 유

무형의 혜택들을 평가하고,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있어 지속가능성이란 무엇

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기후변화, 자

원이용, 경제성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

며, 동시에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이 등장하던 시점에서도 생태계 서비스와 

자연자원은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에 필수적인 관계로 다뤄져왔다(De 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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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Constanza et al. 1997).

이러한 논의의 흐름들을 관통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비롯되

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물음들이다. 전통적으로 자연자원에 의존하며 살아왔

던 인간은 나름의 규범을 세우고 오랫동안 자연과 지속가능한 상호관계를 

맺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우리 주변에 어떤 자원

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이용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마을단위의 소

규모 공동체가 자연자원과 가까이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를 발생시키

고, 생태계와 상호작용을 구성하며 살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생물다양성

과의 관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경

제적 관계 또한 최근 들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함

께 생태계와 문화 사이의 상호의존 영역으로써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UNESCO, 2008). 

  한편 사회경제적인 배경으로는 1993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통한 생물자

원에 대한 국가 간 주권의 논의가 시작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

장선에서 2010년 ‘이익의 공정하고 평등한 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면서 해외유전자원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의 기업들이 해외유전자원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국내의 유전자원을 활용해야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특히나 화장품산업은 국산자

원을 발굴하고, 공정무역을 통해 이미지 제고를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

용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식품의약품안전청, 2012), 아모레퍼시픽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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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이미 국내최초로 지역공동체가 생산하는 원료를 지속가능성과 기업윤

리경영의 원칙에 의해 구매하는 ‘아리따운 구매협약’사업을 제주도 서귀

포시 신흥2리에 위치한 동백마을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국내에는 9개, 해외 1개의 마을과 협약을 맺고 있다. 특히나 제주도 내에 위

치한 신흥2리 동백마을과 송당리 마을은 이미 오랜 기간 협약 대상인 마을

자원(동백나무, 비자나무)과 함께 생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

에 공동체적인 자원관리 방식이 존재하는 마을이자 마을사람들의 삶과 문화

생태계서비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공동자원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만든 제도적 환경, 공동체가 지닌 규범과 

이용에 대한 디자인원리 등이 주로 다뤄져 왔으나 이 글에서는 사회경제적

인 맥락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논의(최현, 2013a; Choe and Yun, 2017)에 중

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그것이 지닌 내재적인 가치(Intrinsic value)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문화

적인 가치로 인식되며, 공동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자연자원이 지닌 가치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Intangible value)들 또한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게 되는 원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교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내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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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외부행위자를 유인하는 요인이 되거나 기존에는 공동

으로 이용하지 않던 자연자원의 공동자원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특정한 영향과 변화에 따른 가치인식의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관통하는 가설과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원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뿐만이 아

니라 비물질적인 가치가 내제되어 있다. 

·가설 2)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이러한 가치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설 3) 자원이 사적소유물이 아닌 공동자원으로 이용된다면 이를 가능

하게 하는 요인들을 자원에 내제된 무형의 가치에서 비롯될 수 있다. 

·연구 질문

첫째, 공동자원을 통해 어떤 문화적 서비스가 관찰되는가? 문화적 서비스

가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가?

둘째,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한 마을공동자원의 가치 상승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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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변화들이 관찰되는가?

셋째, 어떠한 가치와 사회경제적 영향이 기존에 이용되지 않던 자원을 공

동자원으로 변하게 만들었는가?

3. 연구의 대상지

①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

      

<표 - 1 >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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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 위치한 남원읍 신흥2리는 제주도 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된 동

백나무군락지 외에도 마을에 설촌 300년 당시부터 심어진 동백나무들이 곳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약 200여 가구의 5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마을산업은 감귤농사를 재배하고 있다. 2008냔에 마을차원에서 동백고

장보전연구회를 창립하여 설촌 역사와 관련된 동백나무를 마을의 정체성으

로 삼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010년 아모레퍼시픽과 동백나무열매와 

꽃잎을 화장품의 원료로 납품하는 구매협약을 맺었다. 

②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표 - 2>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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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송당리는 설촌 900년의 역사를 가진 마을로 본

향당 당굿이 제주도무형문화제 5호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다. 현재 400여 

가구의 98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 주변에는 당오름, 괭이모루, 아부오

름, 거슨세미오름 등 많은 오름 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중 거슨

세미오름 일대의 리(里)유지에 비자나무숲을 조성하여 마을 숲 차원에서 관

리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자원인 비자나무들을 담당하는 조직은 실질적으로

는 마을회가 담당하고 있다. 마을회는 마을회 산하조직인 청년회나 부녀회에 

비자열매 수매권한을 위임하여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마을기금으로 사용하

고 있다. 현재는 부녀회가 이를 위임받아 하고 있으며 부녀회원 14명이 따로 

세운 조직인‘송당상회’에서는 비자기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과는 2011년 아리따운 구매협약을 

맺어 비자열매를 납품해오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자원론

1990년 E. Ostrom의 『Governing the Commons』라는 저서는 사적소유나 

정부의 개입이 자원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1968년 발간된 G. Hardin

의 『The Tragedy of the Commons』를 반박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다양한 

자치적 공유제도들을 발굴하여 아래 <표 – 3>과 같이 자치적 공유화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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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하면서 자치공동체가 만들어낸 규범과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항목

1. 명확하게 정의 된 경계

2 사용 및 제공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3. 집합적 선택장치

4. 감시 활동

5. 점증적 제재조치

6. 갈등 해결 장치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표 – 3> 오스트롬이 제시한 공동자원 제도에 대한 디자인 원리(Ostrom, 

1990)

그동안은 사유화, 국가개입, 자치제도로 분리되는 공동자원에 대한 관리

방식의 선택권이 다소 분리된 형태로 논의가 되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사

회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 또한 공동자원 관리

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Gabaldon and 

Gröschl, 2015). 즉, 공동자원 관리방식과 이에 관련된 지역공동체는 이미 인

간의 삶과 함께 존재해오던 것이기 때문에(Bolier, 2014) 외부적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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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곧 공동자원과 관리방식에 대한 영향을 의미하게 된다.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론에 대한 논의

가 지역적 차원과 지속가능성의 측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윤순진, 2002, 

2006; 배득종, 2004; 이명석, 2006; 최현 2013a, 2013b; 최현과 따이싱셩, 

2015; 정영신, 2016; Choe and Yun, 2017). 최현과 따이싱셩(2015)의 지적처럼 

2010년에 들어서야 Common Pool Resources(CPRs)와 Commons에 대한 개념

적 틀이 ‘공동자원론’의 틀 안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에

서야 시작된 일이다. 국내의 공동자원론에 대한 논의가 기존에 오스트롬이 

제시하였던 논의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자원에 대한 논의

가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최현, 

2013a; Choe and Yun, 2017).

오스트롬 논의의 한계는 자원의 평균 인출률과 평균 복원률의 관계 즉, 

인출률이 복원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Ostrom, 1990)고 보았으나 이는 생태계 서비스 중 물질적인 공급 서비스

(Provisioning Service)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무형의 가치로 발현되는 문

화 서비스(Cultural Service)가 논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의 내재적 가치를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외부의 사회경제적 변

화와 영향에 대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공동으로 자원을 이용

하는 방식 또한 공동체가 지닌 하나의 문화적 행동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자원의 물질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자원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

의 가치들을 통해 ‘실제 보호와 이용의 관리 주체들이 느끼고 있는 가치

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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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태계서비스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가 2005년에 등장한 뒤, 생태계 서비스

는 아래 <그림 – 1>과 같이 크게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원

서비스라는 4가지의 범주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림 – 1>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의 생태계 서비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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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영역에서 위 4가지 범주에 대한 연구

가 고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특히나 기후변화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

구주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절서비스 분야가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Boerema 등(2017)은 생태계서비스

에 대한 체계적 문헌조사(Systematic Review)를 시행한 가장 최근의 연구에

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 중 조절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48%를 차지하며, 문화서비스의 경우는 26%의 논문이 이를 다루고 있

음에도 대부분이 문화서비스 중 야외활동(Recreation)에 대한 연구임을 지적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문화서비스의 경우는 다른 서

비스들과는 달리 정량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직까지 공동자원과 

관련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적 차원에서

도 특히나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역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자원에 내재된 가치를 들여다보기 위해 생태계 서비

스 중 문화 생태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서술할 것이다. 문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이 분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양한 항목들의 분류방

법들이 있으므로 아래 <그림 – 2>와 같은 항목을 참고하여 항목의 분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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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문화 서비스에 대한 분류(MEA, 2005; TEEB, 2010; CICES, 

2013; IPB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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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설계 

1. 연구를 위한 분석틀

심층면접에 앞서 공개된 기업보고서, 언론기사, 문헌검토,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를 서술하기 위한 분석틀을 

아래 <그림 – 3> 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로, 두 마을은 아모레퍼시픽과 

2010년(신흥2리), 2011년(송당리) 아리따운 구매협약을 체결하며 같은 외부적

인 영향을 받은 마을들이다. 또한, 신흥2리는 동백나무를 공동자원화하였고 

송당리의 경우도 최근 들어 마을차원에서 비자나무 숲을 조성하며 공동자원

화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같은 영향에 노출된 마을공동체가 

공동자원의 가치와 내재되어 있는 무형적 가치들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찰에서 비슷한점은 무엇인지, 

다른점은 무엇인지 비교해보고자 하며 내재적인 가치들(문화서비스)과 외재

적 가치(산출물의 물질적 가치)가 외부영향에 의해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

지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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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연구를 위한 분석틀

2. 반구조화 심층면접

이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지닌 공동자원 이용에 대한 규범과 제도 등

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내재적인 가치들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

행하였다. 심층면접의 경우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 그리고 문화생태계서비

스의 항목들을 세분화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질문지1)를 통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항목별 분류와 질

문의 내용은 아래 <표 –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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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분류 질문 예시

공동자원

(Common Pool

Resources)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

리

-동백나무는 어떻게 이

용되고 있나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이용방식과 상황이 변

화했나요?

-누가 소유하고 있나

요? 누가 관리하나요?

문화생태계서비스

(Cultural Ecosystem

Service)2)

심미적 가치(Aesthetic) -동백나무가 마을 풍경

에 중요하다고 생각하

시나요?

-동백나무가 존재함으

로서 마을에 어떤 의미

가 있나요?

-동백나무가 있음으로

마을에 대한 자부심 혹

은 소속감을 느끼나요?

-동백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마을 내 사회적인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

나요?

장소/역사적 가치

(Place/Heritage)

정체성(Identity)

정신적 가치(Spiritual)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예술/기념적 가치

(Artistic/Ceremonial)

교육적 가치

(Educational)

세대 간 전수

(Intergenerational)

위험요인과 지속가능성

(Treat &

Sustainability)

기타

-동백나무와 관련하여

걱정되는 문제가 있으

시다면 말씀해주세요.

<표 – 4> 심층면접 대상에 대한 항목별 분류와 질문 예시

1) <부록 – 1>로 첨부.

2) Gould et al. (2014)를 참고하여 항목을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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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동자원에 관련된 항목들 뿐 아니라 내재된 가치를 문화서

비스의 범주에서 추출하기 위해 위에서 서술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적용

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의 경우 공동자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을주민만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유는 첫째, 사전적인 현장조사 결과 두 마을 모

두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의 주체가 마을주민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

다. 둘째, 통계적으로 대푯값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실제 공동자원과 

관련된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가 아

닌 표본으로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는 데 연구대상 표본 선택접근법이 효

과적(Patton, 2002)이기 때문이다. 공동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 나

타나는 문화서비스 항목들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3. 심층면접 대상

심층면접 대상자는 대상지역마을의 마을주민을 1차적인 조건으로 하였

고, 공개되어 있는 마을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통해 사전에 전화로 마을에

서 진행하게 될 조사에 대하여 목적과 신분을 밝혔다. 신흥2리는 동백고

장보전연구회를 통해서 연구에 대한 소개와 목적에 대하여 사전적인 설

명을 자발적인 면담 대상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송당리의 경우에는 송당

리사무소를 통해 연구에 대한 소개와 목적에 대해 밝히고 대상자에 대한 

모집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신흥2리의 경우에는 7명, 송당리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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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담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면담 대상자에 대한 목록은 아래 <표 - 

5>와 같다. 

사례 대상마을 마을 내 소속
나이 , 성 , 

거주기간

마을

출생

여부

직업
마을사업 (활동 

)참여

① 신흥 2 리
연구회 , 부녀회 , 

생활개선회

50 대 , 여 , 

34 년 거주
X 농사 O

② 신흥 2 리 연구회
60 대 , 남 , 

65 년 거주
O 농사 O

③ 신흥 2 리
연구회 (회장 ), 

청년회 , 개발위원회

40 대 , 남 , 

48 년 거주
O 농사 O

④ 신흥 2 리
연구회 , 부녀회 , 

생활개선회

40 대 , 여 , 

21 년 거주
X 농사 O

⑤ 신흥 2 리 연구회 , 부녀회
40 대 , 여 , 

14 년 거주
X

동백마을보

전연구회 

사무국장

O

⑥ 신흥 2 리 무소속
90 대 , 여 , 

95 년 거주
O 농사 수확만 참여

⑦ 신흥 2 리 무소속
80 대 , 여 , 

55 년 거주
X 농사 수확만 참여

⑧ 송당리 마을회 (이장 )
60 대 , 남 , 

60 년 거주
O 농사 O

⑨ 송당리 무소속 (前이장 )
50 대 , 남 , 

57 년 거주
O 농사 O

⑩ 송당리 부녀회
50 대 , 여 , 

30 년 거주
X

송당리사무

소 사무장
O

⑪ 송당리 문화 PD
30 대 , 여 , 5 

년 거주
X 문화 PD O

⑫ 송당리 무소속
60 대 , 남 , 

10 년 거주
X 자영업 X

<표 - 5> 심층면접 대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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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본론

1. 동백나무와 비자나무의 공동자원화 과정

1)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동백나무)

신흥2리가 동백나무라는 자연자원을 본격적으로 마을차원에서 공동으

로 이용하게 된 계기는 2007년 시작된 ‘동백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점

으로 한다. 당시는 마을의 역사가 300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의 역사적인 가치를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

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설촌 300년을 맞아, 주민 스스로 동백마을이라 칭하며 <동백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설촌터이자 제주

도 지방기념물 제27호인 동백나무군락지를 공유화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

다.”

-신흥2리 마을이야기(http://www.jejudongbaektown.com)

이를 위한 과정에서 2007년 주민토론회(3월)와 주민총회(4월)를 거쳐 마

을차원의 공론화를 진행하였고, 5월에는 자발적 참여자 9명으로 구성된 

마을회 산하의 비영리단체인 동백고장보전연구회를 창립하여 마을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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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과 공동체의 활성화, 농업농촌의 대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조직 

형성을 목표로 삼았다. 동시에 기존에 행정구역상 명칭인 신흥2리를 

‘동백마을’로 선포하여 동백나무를 마을의 공동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8년에는 마을어르신들이 수확한 열매를 소득 사

업과 연계하여 동백마을고장보전연구회에서 수매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를 통해 동백나무를 자원화하였다. 2009년에는 마을주민총회를 통하여 

사유지였던 동백군락지를 공유화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제주도지

정문화재(제주도 기념물 제27호/지정년월일 : 1973년 4월 3일/소재지: 서

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59번지/출처:서귀포문화원)로 등록이 되어 있었

기 때문에 마을차원에서 매입을 포기하고 서귀포시청과 토지 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서귀포시청에 매각하였다. 같은 해 동백기름 추

출을 위한 마을방앗간을 가동하여 마을에서 자체적인 상품으로 동백기름

의 생산과 판매를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아모레퍼시픽과 ‘아리따운 구매협약3)’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기존의 수매 사업이 동백나무 열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열매 외에도 동백꽃과 잎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동백고장보

전연구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되었다. 2012년에는 동백고장보전연구회가 남원읍 주민자치대상을 수상

3) 국내 화장품 업계 중 최초로 친환경적으로 재배 된 원료를 구매하는 협약제

도. 제품의 안정성과 환경보존, 지역사회 공헌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신흥2리는

이 협약의 첫 번째 대상마을이다. (출처: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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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마을에서 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에서 마을 숲에 대한 홍보영

상을 촬영하였다. 2013년에는 자립형 마을육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

방앗간을 증축하였으며, 동백고장보전연구회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

되었다. 또한, 동백기름의 기능성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마을에서 동백나

무에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2015년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창

사70주년 행사가 마을에서 개최되어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 회장을 비롯

한 핵심 경영진 300명이 참석하였고, 이 행사를 통해 마을과 기업의 소

통을 통해 구매협약으로 인한 열매의 가치상승(구매협약 이후 이전과 비

교하여 약 3~4배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자 아래 <그림 – 4>와 같이 마

을자체상품들의 고급화 전략을 실행하였다. 

          

<그림 – 4 > 기존의 마을상품(좌, 가운데)과 고급화상품(우)



- 21 -

해당년도 주요사항

2007년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론화 진행

-동백마을 선포식

-동백고장보전연구회 창립

2008년

-제주동백 자원화

-마을 어르신들의 소득 사업과 연계

한 열매 수매 사업 시작

2009년

-주민총회를 통해 동백군락지 공유화

추진

-동백방앗간 가동(마을자체상품 생

산)

2010년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 구매협약’ 1

호 체결

-구매협약으로 열매 외에도 동백꽃잎

납품 시작

관련 기사 : “아모레 ‘아리따운 구매’

첫 결실”(중앙일보, 2010년 2월 5일

기사)4)

“아모레퍼시픽 ”생물다양성, 기업의

귀중한 미래 자산“(녹색경제, 2012년

11월 22일 기사)5)

2011년
-동백마을고장보전연구회 법인화 추

진

현재는 2009년 대비 마을상품의 매출액이 약 50배가량 상승하였으며 제

주동백의 상표출원 등록을 준비 중이다. 아래의 <표 - 6 >는 신흥2리 동

백마을의 자원공유화 연혁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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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2012년

-제1회 남원읍 주민자치대상 수상(연

구회)

-이니스프리 홍보영상 마을숲 촬영

2013년

-자립형 마을육성 사업, 방앗간 증축

-동백고장보전연구회 비영리사단법인

등록

-동백기름 기능성평가 진행

-동백나무에 관한 체험프로그램 개설

2015년

-아모레퍼시픽 창사70주년 기념 행사

(서경배 회장 외 간부진 300명 참석)

-아모레퍼시픽 1인 1동백나무 심기

–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 진행

-열매가치 상승으로 인한 제한적 수

량으로 인하여 고급화 전략 진행

:아모레퍼시픽, 로고개발, 금형, 디자

인, 특허 비용 전액 지원

관련 기사 : “서경배 회장 한마디에

환골탈태했죠”(서울파이낸스, 2018년

4월 30일 기사)6)

2018년

-2009년과 비교하여 매출액 50배 상

승

-제주동백마을 상표 출원 등록 준비

중

<표 - 6> 신흥2리 동백마을 자원공유화 연혁 

4) http://news.joins.com/article/4000484

5)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6436

6)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51



- 23 -

2)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송당리의 경우는 2011년 아모레퍼시픽과의 아리따운 구매협약을 기점

으로 마을주민에 의해 수확된 비자열매를 마을차원에서 수매하고 있다. 

다만 신흥2리와 같이 비자나무 전반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

지는 않다. 마을회가 열매 수매사업의 권한을 마을회의 하부조직인 부녀

회 또는 청년회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수매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

을자체적인 관련 상품으로는 2016년 설립된(부녀회원 14명으로 설립, 가

입조건 : 부녀회원) ‘송당상회’에서 아래 <그림 – 5 >과 같이 열매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 5> 송당상회에서 판매하는 비자기름

“최근 들어서는 송당상회에서 조금은 이용하기는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비자기름을 짜서 상품을으로 팔기는 하는데 큰 부분은 아니고. 부녀회 

자체적으로 비자열매를 크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주요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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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구매 협약으로 소매를 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송당리 사례(10)

  신흥2리와는 달리 비자나무를 조직의 정체성으로 삼고 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조직은 아직까지 구성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부녀회에서 마을회

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아 비자열매에 대한 수매 활동을 하고 있다. 

2. 공동자원 체계의 이용관리와 사회경제적 영향

1)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①현재의 동백나무 이용과 관리 체계

신흥2리의 동백나무들은 동백고장보전연구회를 중심으로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의 동백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들은 마을의 어르신

들을 통해 수확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연구회에서 수매를 하여 연구회회

원들이 수작업으로 선별작업과 건조작업을 거쳐 일부는 기업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마을방앗간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다. 연구회회원들은 각자의 농사일이 끝나는 저녁 6시 이후에 자발적으

로 방앗간에 모여 제품선별과 기름추출 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소득은 연구회가 비영리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일부 인건비와 다음 해의 사업 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들을 

전액 마을에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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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수확

신흥2리에서 동백열매의 수확은 주로 마을의 어르신들을 통해 이루어진

다. 열매는 주로 10월경에 나무에서 땅에 떨어진 열매만을 줍는 것을 규

칙으로 하여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백열매의 특성상 열매가 완숙이 

되면 저절로 땅에 떨어지므로 이를 고려한 공동체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확방식은 원료를 납품받고 있는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에

서도 아래 <그림 – 6>과 같이 친환경적인 수확방식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이미지 홍보차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림 - 6> 동백마을 어르신들의 열매 수확 모습과 아리따운 구매원칙 

(출처 : 아모레퍼시픽 2009년 지속가능보고서)

“공동으로 일단 마을에서 동백기름을 생산하니까 소득사업에 활용이 

되고 마을 이미지에도 활용이 되죠. 신흥2리는 동백마을이다 이렇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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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시니까 마을을 대표하는 이미지죠. 신흥2리에서 이제 동백나무를 빼

놓고 이야기 하는게 힘들죠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이랑 구매협약을 체결하

면서 홍보도 많이 됐고 마을차원에서도 동백나무는 마을사업의 중심 소

득원이니까요.”

-동백마을 사례(5)

마을에 있는 동백나무가 처음부터 열매의 수확을 위해 식재된 것은 아

니다. 동백나무는 예로부터 방풍림으로 이용되어 왔는데(안영희, 2013), 

신흥2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방풍을 위한 울타리 조성을 목적으로 과수원

주변, 밭 주변 등에 주로 식재되어왔다. 현재는 이렇게 식재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꽃잎이 자원화 되면서 단순한 방풍림의 역할에서 공동자

원화를 통해 마을차원에서 동백나무의 열매와 꽃잎을 활용하여 마을어르

신들의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질문 : 이 나무들은 방풍림으로 심었겠네요?

“어 처음에는 이디(여기) 밭에다가 방풍하랜(하라고) 심은 거지. 이제

는 방풍도 해주고 열매도 터러지고(떨어지고)하니까 혼쏠(한결) 더 좋은

거주게(좋은거지). 일단은 이제 돈이 되니까 그것에 더 호기심도 나고 그

러는거주게 무신(그러는거지 뭐). 나신디는(나한테는) 용돈도 되고 마을

자원으로도 되는거주뭐(되는거지 뭐)” 

-동백마을 사례(7)

“미깡낭을(밀감나무는) 심그젠(심으려고) 하믄(하면) 이디저디 해그넹

(여기저기 해서) 동박나무(동백나무)를 심그주게(심어놓지). 미깡나무(밀감

나무)에 이 나무가 어시믄(없으면) 바람이 막 두드려서 미깡(밀감)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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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단 말이야. 방풍하라고 많이 심어 놓은 데가 있어. 이제는 거기 가

서 많이 줍지.”

-동백마을 사례(6)

‣질문 : 이번에 열매 떨어졌을 때도 수확하러 가셨어요?

“응 줏으러 갔주게(갔지). 요즘에 막 우리집 주변에도 막 하영(많이) 와

그넹(와서) 막 줍고 그래. 마을할망들(할머니들)은 열매 떨어질 때 되믄

(되면) 어디로 갈지 다 알지게(알고 있어). 산책도 하고 열매도 줍고 용돈

도 벌고 하는 거라, 옛날에는 막 주워다니러도 안다녔지게. 돈벌려고 줍

는게 아니라 그냥 기름 빻아서 먹고자 하는 용도로. 약으로도 먹고 기관

지에 좋다고 해서. 게난(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나 썼지 요새는 돈을 줘

가니까 할머니들이 돈 벌 데가 있나 이걸로 돈도 벌어지난 좋은거지. 나

도 작년에 한 100만원 벌었어.”

-동백마을 사례(7) : 마을자원, 수확참여 

ㄴ) 열매 수매

이렇게 마을의 어르신들을 통해 수확된 열매들은 동백고장보전연구회에

서 무게 당 가치로 환산하여 열매들을 수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질문 : 동백나무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 열매는 어떻게 수매하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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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는 옛날에는 가구나 그런 걸로 썼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열

매로 소득사업을 위한 것으로 쓰이고 있죠. 마을에서 공동으로. 열매 같

은 것은 개인이 수확하기도 하고 잎이나 꽃은 연구회에서 구매해서 다시 

팔기도 하고. 개인이 열매를 주워서 연구회에 가지고 오면 연구회에서 

구매해주는거죠.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열매를 주워다가 연구회에 가지

고 오면 그게 소득이 되는거죠. kg당 가격으로 매입을 하죠. 매입한 열

매로 다시 수익을 내서 마을에 환원하고.”

- 동백마을 사례(4)

수매 시기는 열매가 수확되기 시작하는 10월부터 함께 시작되어 특정 기

간을 정하지는 않고 수매가 이루어진다. 

‣질문 : 열매의 수매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수확이 10월부터 이루어지니까 그때가 되면 연구회에서는 수매도 시작

하고요. 수확은 11월 까지는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이후에는 잘 안하고. 수매 기간은 딱 언제까지다 정

하지는 않아요. 10월부터 수매한다고는 하는데 마무리는 정확히 정행(해

서) 하지는 않고 1년 내내 하기는 하죠.”

- 동백마을 사례(2)

ㄷ) 1차 가공 후 납품 & 마을자체상품생산 

이렇게 마을주민들의 수확을 통해서 수매가 이루어진 열매들을 한데 모

아 마을방앗간에서 동백고장보전연구회의 회원들이 야간작업을 통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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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선별작업과 건조, 기름추출 작업을 수행한다. 

‣질문 : 그럼 수매 이후는 이렇게 야간작업을 하시나요?

“그렇죠. 보통 일은 아니죠. 자기 일들이 있으니 모두가 하루 종일 여

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본업이 농사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낮

까지 농번기, 그러니까 한창 바쁠 때는 정말 힘들죠. 하루 종일 일하다

가 와서 저녁 먹고 방앗간에서 야간작업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거의 못 

하죠. 그래서 이 일이 보통 책임감이나 애착심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

요. 마을을 위한 희생이랄까.”

- 동백마을 사례(1)   

이 과정으로 선별된 열매들은 아모레퍼시픽과 계약을 맺은 ㈜바이오랜

드에 납품하거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판매되는 미용동백나무

기름과 식용동백나무기름 등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마을로 환원된다. 전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흥2

리의 동백나무 공동자원화의 개념도는 아래<그림 –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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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 > 신흥2리 동백마을의 동백나무 공동자원화 관계도

②사회경제적인 영향

‣질문 : 이전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 외부

의 영향이 있었나요?

•수확 방식의 변화(친환경적인 방식으로의 전환)

“예전에 동백나무에 일반 농약을 뿌렸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나무에는 해충 때문에 농약을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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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고, 나무 밑에는 잡초가 자라니까 제초제도 뿌렸는데 이제는 친환경 

농약을 나무에 뿌리고, 나무 밑에 자라는 잡초는 사람 손으로 베고 있어

요. 예전에는 안그랬죠. 열매만 쓰던 것도 그렇고. 이제는 열매, 꽃, 잎까

지 다 쓰게 된거죠 아모레퍼시픽이랑 계약하고 나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랑 거래를 하고 많이 바뀐거죠.”

- 동백마을 사례(4) 

아모레퍼시픽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용되던 일반농약은 주로 동

백나무에 기생하는 ‘동백충’이라 불리는 차독나방 에벌레의 방제를 위

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동백나무 밑둥 근처에 잡초가 자라게 되

면 열매의 수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초작업에서도 농약을 사용하

였다고 하였는데, 마을이 구매협약을 맺고 나서는 기업에서는 아래의 

<표 – 7>와 같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마

을의 수확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즉, 마을과 기업의 경제적인 관계가 

마을주민들의 수확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아리따운 구매 지역 이야기(Beautiful Fair Trade: Local Stories)

제주 동백마을은 붉은색 꽃잎이 아름다운 동백나무가 자라는 마을입니다.

이곳의 동백꽃과 동백 씨앗은 깨끗한 청정 원료입니다. 동백마을은 <아리따

운 구매> 협약을 맺은 첫 번째 마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다 만개한 후

숲에 곱게 떨어진 동백꽃과 동백 씨앗을 채취하여 동백나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동백마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70, 80대 할머니

들께서는 숲에 떨어진 동백씨앗과 꽃을 모아 마을회관에 가져다 주면 용돈

벌이를 하신다며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40% 이상의 신제품에 환경 사회친화적 속성을 한 가지 이상 구현한다.”

“아리따운 구매를 통하여 제주 동백마을의 동백을 시작으로...지속가능한 구

매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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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 구매 협약(출처 :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수익화

“우리 마을이 제일 많이 변한거는 일단 수익이 된 다음부터. 구매협약

으로 가치가 변한거지. 전혀 이제 아예 나무만 심고 관리만 하는거는 안

되여. 그거에서 뭔가 소득이 되기 시작해야 그때야 (마을사람들이)필요성

을 느끼고 관리가 되는거라. 지금은 계속 그냥 나무만 심으랜(라고) 하

면, 나무만 심으라 심으라 하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 계속

적인 투자는 있을 수가 없어. 동백마을 선포되고 기름짜는 사업을 시작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그 떄 부터 인식이 좀 변하기 시작해서(했

어). 그전에는 쓸데기어시(쓸데없이) 뭐햄시냐(뭐하냐) 겅하는데(그렇게 

하는데) 수익이 돌고 그거를 다시 마을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돈을 벌어

서 번 사람들이 나눠 갖지 않고 마을로 환원하면서 (마을)사람들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 그게 뭐 1~2백만원도 좋지만은 기 천 만원으

로 이렇게 시작되면 나중에 우리 살림 우리가 마을행정을 꾸려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봐 앞으로는. 아리따운 구매협약 이후에 소득이 

되기 시작하니깐. 소득은 보면 돈을 벌면 쓰는 게 중요하다고 봐. 어떻

게 마을주민하고 같이 이걸 쓰느냐. 우리만 써버리면 돈을 버는 사람끼

리만 써버리면 마을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 억하심

이라고 하지. 반발세력이 생긴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마을로 환원을 하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백마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감세력이 많이 줄었지. 처음에는 반감세력이 있었는

데.”

-동백마을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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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했죠. 아리따운 구매협약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리

따운 구매협약을 맺고 원료를 일정량 이상 꾸준히 납품할 수 있었기 때

문에 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아모레퍼시픽

에서는 동백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

죠. 지금이야 동백나무를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지만 예전에 제주에서

는 동백나무는 굉장히 흔하고 집에서 기름짜서 먹는것도 사실 이거를 상

업화를 하겠다 생각을 전혀 못하는거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

고. 제품 자체로는 초기에 난방공사가 도움을 줬지만 우리가 동백나무를 

자원화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았을 때 아모레퍼시픽에서 원료를 안정적으

로 가져가고 꾸준히 교류를 하다보니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

죠.”

-동백마을 사례(5)

아모레퍼시픽과의 구매협약으로 마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는 동

백나무 열매의 수익화와 이를 통한 마을사업의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사례(3)과 사례(5)에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는 2015년에 아모레퍼시픽 창사

70주년 행사로 서경배 회장이 방문하면서 두번째로 발전됐어요. 원료만 

납품하고 가끔 미용강좌를 해주긴 했는데 2015년 이후에 더 많은 발전이 

있었죠. 일단 동백기름제품 디자인도 그렇고 또 창조경제센터가 아모레

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기술지원이던가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이

제는 원료만 단순히 사 가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도 정기적으로 와서 나

무도 심고 동백나무에 대한 의미도 되새기고 이러니까 더 많은 발전을, 

더 관계도 돈독해지고 우리 연구회나 마을자체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었

던 거죠.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마을의 사례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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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마을 사례(5)

“2015년 4월18일, 서 회장 한마디에 아모레퍼시픽의 자연주의 화장

품 계열사 이니스프리 디자인팀이 움직였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창립 

70주년을 맞아 서 회장과 임직원 300여명이 기념식을 위해 동백마을

을 방문한 날이었다. 오동정 회장은 70주년 기념식수를 마친 서 회장

과 마을을 거닐며 담소를 나누다 동백기름 디자인을 부탁했다.

최혜연 동백고장보전연구회 사무국장은 "서 회장이 오니까 한 번에 

됐다"고 귀띔했다. "전문가 도움을 받으니 마구잡이식에서 벗어났죠. 

이니스프리 디자인팀은 수시로 제주를 찾았어요. 2년에 걸쳐 용량과 

디자인에 대해 논의했죠. 병 모양은 일 년 반 동안 협의한 결과에

요.”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2018년 4월 30일)

아모레퍼시픽 창립 70주년 행사를 통해 동백마을고장보전연구회는 아모

레퍼시픽측에 열매의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희소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마을자체상품의 판매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마을자체상품의 디자인, 상표출원, 기술지원 등을 통해 단

순한 원료의 구매와 판매의 관계가 아닌 마을사업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여 아래<그림 - 8 >과 현재 동백마을고장보전연구회는 새로운 마

을자체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 35 -

<그림 - 8>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을 받은 새로운 마을상품

•소유권의 부재 그러나 ‘마을 것’이라는 생각의 공유

‣질문 : 동백나무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동백나무 관리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난방공사와 아모레퍼시픽에서 

지원도 받고 해서 마을주변 울타리에 전부 다 가로수처럼 심어놓고 육묘

장에서 키우면서 빈 공간에다 심으면서 자원화를 하고 있는거지.”

‣질문 : 그렇게 심어진 나무들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마을회나 연구회에서 동백나무를 관리하기는 하는데 소유권은 딱히 정

해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관리만 하는거죠. 거름주고 친환경 농약치고 

그런 거 뿐이죠. 마을 안에 있는 것은 뭐 마을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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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마을 사례(2)

“마을 꺼. 우리 마을에 심어져 이시난(있으니까) 우리 마을꺼. 자기네 

밭에 심어져 이시믄 자기네 집꺼. 밖에 심어져 있으면 마을 꺼. 소유가 

없지 소유가. 공지 있잖아 국가공유지라던지 도공유지라던지 행정자치부 

땅들 있잖아 도로 옆에 가로수 심어진대는. 우리나라땅에 우리가 심는데 

그게 놈이꺼냐 우리꺼지.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총괄행 심었으니까 마을

꺼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거. 우리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가서 나무

를 자르지는 못하지. 함부로 베지는 않아. 이유가 있을때만 마을에 양해

를 구해서 잘라. 그러니까 마을 꺼지.”

-동백마을 사례(3)

신흥2리의 동백나무는 특정한 소유권이 없이 마을 내에 있는 나무 중 

개인의 사유지에 식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마을의 것’이라는 공통

된 인식이 존재했다. 마을에서 식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백나무들은 아

래<그림 - 9>과 같이 도로변에 가로수로 식재되고 있다.  

<그림 - 9 > 도로변에 가로수로 식재되는 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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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수집상의 영향

최근에는 외부에서 열매를 수매하는 수집상들로 인하여 동백나무열매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사례(2)는 말하고 있다. 이전과 비교하여 동

백열매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 또한 구매협약 체결 당시에 비해 

많은 상승이 있었다고 한다.

“외부 수집상들 때문에 가격에도 영향이 있었어요. 가격이 올라가버리

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매는 많이 못하고 물량은 적어지고 원료 값은 

많이 줘야되니까요. 그러다보면 물량은 적어지고 인건비는 비싸지고 열

매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죠.”

-동백마을 사례(2)

•감시체제의 필요성

아직까지 신흥2리의 동백나무들의 특이점은 자원을 관리하는 집단이 존

재하지만 개방형(Open-Access)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마을주민이 아니더라도 외부인이 해당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제가 약 3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마을 안길

에 심어놓은 가로수들은 마을전체가 봉사활동으로 심어놓은 것이니까 우

리 것이잖아요. 어떨 때는 외부에서 트럭을 타고와서 따버리면 화가 나

죠.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져가려고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

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걸어놔야 하지 않나. 이건 우리 마을

의 자산이다 그렇게 해놔야 될 거 같아요. 아직까지 실행은 하지 않았지

만요. 가로수로 심은 지가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동네의 할머니들이 수확해야하는데 외부인이 트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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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와서 다 뜯어 가 버리면 우리 마을의 손실이죠. 지킴이를 순번제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동백마을 사례(4)

“소유권이 지금은 없어서.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수확을 하는건 괜찮은데 도로에 심어져있는 것들은 외부인들

이. 특히 외부인들이 완숙되지 않는 열매들을 손으로 따버리는 경우에는 

문제이긴해요. 아직 나무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무들이 더 

커나갈 경우에는 마을에서 소유권 행사를 해야할 것 같아요. 너무 무분

별하게 외부인들이 그러는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나무들이 크지는 않아서 그냥 놔두고는 있어요. 어쨌든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

요. 감시활동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네사람들끼리도 그래요. 마을

분들끼리도 완숙되지 않은 열매를 딴다거나, 가지를 친다거나, 우리가 

도로에 심었는데 본인 하우스에 인접했다고 나무를 자르거나 그러면 주

민들이 서로 감시해요. 난리나죠. 지나가다가 저 동백나무 누가 잘랐냐 

왜 잘랐냐 그러면서 서로 감시하는거죠. 그런 부분은 있어요. 누가 열매

를 막 따고 있거나 그러면 지나가다가 마을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

고 그런거는 아니지만 누가 외부인이 따고 있다 그러는거죠. 심하면 신

고도 해요.”

-동백마을 사례(5)

③마을공동체의 자원관리

‣질문 : 동백나무의 관리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

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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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속된 단체가 마을회, 청년회, 동백고장보전연구회 이렇게 되

어있으면 각 회마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마을회는 마을회에서 자체적

으로 회의를 하고 청년회는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연구회

는 연구회에서 회의를 하지. 많이 필요하면 마을회에서 청년회를 동원시

켜서 작업을 해. 뭐 병충해 관리라던지 예초작업이라던지 이런 것들. 겅

허고(그리고) 마을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청년회에서 나오랜(나오라)

하고 연구회에서도 나오랜(나오라)하고 마을회 임원들도 나오랜(나오라)

해. 그러면서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다(같이) 해.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 그때는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

서 이번에는 동백나무 관리를 이렇게 합시다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하

는 거. 자기들끼리. 권한은 마을회가 제일 총괄하는 거지. 마을의 대표

가. 지시가 있으면 그 밑에 하부 조직들은 거기에 따르는 편이지. 연구

회는 마을회 산하 조직이고.”

-동백마을 사례(3)

동백나무자원을 관리하는 주요 조직이 동백고장보전연구회이지만, 실질

적으로 마을의 자원을 관리하는 조직들은 마을회, 청년회, 연구회, 생활

개선회, 노인회 등 마을회에 속한 모든 조직들이 함께 자원의 관리를 위

해 회의를 거치고 필요한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질문 : 공동체 내에서 각자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다른가요?

“영향력은 다 동등하죠. 회원 내에서는. 책임자는 연구회에서는 회장이

고 마을에서는 이장이 같이 하는 거죠. 마을행정에 따라서 마을회에서 

할 일은 마을회에서 하고 연구회에서 할 일은 연구회에서 하는 거에요. 

마을 행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는 거에요.”

-동백마을 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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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①현재의 동백나무 이용과 관리 체계

•열매 수확

‣질문 : 수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자열매를 마을 분들이 주워오시구요. 가끔 젊으신 분들도 돈이 되

니까 주워오기도 하는데 원래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처럼 

했었어요. 오름주변에 비자나무가 많은 곳에 어르신들이 가서 주워오세

요. 그것을 부녀회나 노인회나 마을회에서 지정을 한 자생단체에서 한꺼

번에 수매를 해요. 1KG에 얼마씩 가격이 있으니까 그걸로 수익을 얻으

시고. 수매하면서 생기는 약간의 수수료는 마을에서 노인분들의 복지용

도로 쓰이고요.” 

-송당리 사례(11)

•수익화

‣질문 : 어쩌다가 비자열매가 마을 자원이 되었나요?

“마을에 원래 비자나무가 많았으니. 예전에는 마을자원까지는 아니였

고, 아모레퍼시픽이랑 아리따운 구매협약 맺고 조금씩 납품하다보니 지

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구매협약 맺으니까 비자나무가 수익을 내

기 시작한거지 뭐”



- 41 -

‣질문 : 그럼 마을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매를 하나요?

“우리가 마을에서가 괭이모루나 새미오름이 마을 소유기 때문에 물론 

개인소유 땅에서 나오는 열매도 있는데 주로 마을의 공동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마을에서 부녀회에 위탁을해. 금액 같은 부분은 아모레퍼시픽과 

계약관계니까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물론 마을이 을의 입장이 되

긴해 아직은. 그래서 앞으로는 송당상회가 비자열매 생산이 1년에 5~6톤

정도 되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소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그게 달라

질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을의 자체상품화가 부족한게 문제지.”

•감시체제의 필요성 

‣ 질문 : 리유지에 있는 비자열매도 아무나 주워도 되는거에요? 별 문제 

없나요?

“비자열매는 먼저 줍는사람이 임자긴한데 우리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한

다고. 통제를 해야 될거 아니냐.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가 상승되면 마을

사람만 수확할 수 있게 통제해야 될 것 아니냐. 아직까지는 먼저 본 사

람이 임자다. 마을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을 것이긴 해도. 리유지도 아직

은 통제를 안 하고 있어. 가치가 더 상승하면 당연히 통제를 해야겠

지.”

-송당리 사례(9)

현재 송당리는 아래 <그림 – 10 >처럼 송당리(里)유지인 거슨세미 오름 

부근에 마을 숲(비자나무 숲)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감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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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필요성은 열매가치의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림 - 10> 거슨세미오름 송당리 마을 숲을 조성중인 모습

②사회경제적인 영향

“아모레퍼시픽이랑 구매협약을 맺고 나서 변화가 있었죠. 그전에도 이

렇게 열매를 까서 먹기는 했어요. 시집왔을 때 집에서 열매 까먹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구매협약 이전에 부녀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

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각자 기름 짜서 먹는 정도였죠. 구매협

약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활성화됐죠. 열매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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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서 집집마다 수확을 해다가 기름도 짜고 간식거리로만 이용했

던 것이 구매협약 이후에 소득원이 되니까 활성화가 된거죠.” 

-송당리 사례(10)

송당리 사례(10)도 신흥2리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만 이용하던 비자열매가 아리따운 구매협약 이후에 마을차원에서 공동으

로 이용하는 소득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부녀회나 노인회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의 계약이후에 많은 도움이 됐

지. 특히나 농한기때 할 일없을 때 가서 비자열매를 수확하기 때문에 도

움이 된다고 봐. 부녀회 같은 경우는 수확한 것에서 일정부분은 부녀회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송당리 사례(9)

비자열매가 수확되는 시기가 마을에서는 농한기와 겹치기 때문에 비자

열매가 마을 차원에서는 농한기 수익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비자나무는 예전에는 조경수로나 썼었거든. 구매협약 전에 열매나 이

런 생각은 전혀 안했었어. 조경수로만 쓰려고 했었지. 옛날 박정희 정권 

때 녹화사업으로 마을마다 심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웰빙이 각광받다보니 

비자나무도 좋다 이렇게 된거지. 우리 마을도 리유지인 세미오름 약 2만

평 가까이에 심어 놓은게 있으니까 이걸 잘 조성하면 비자림 못지않게 

군락지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야.“

-송당리 사례(9)

사례(9)는 구매협약 이전에 열매로 마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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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하지 않았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나무가 건강에 좋다

는 인식 덕분에 마을에서도 리유지 부지에 비자나무숲을 조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③마을공동체의 자원관리

‣질문 : 비자나무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나무 밑에 떨어진 열매를 줍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지. 비자나무는 해충도 많지 않아서 나무 자체는 관리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무 밑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면 열매

를 줍기 힘드니까 그 부분만 관리를 하지. 올해 마을에서 공방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스스로 비자나무 기름

을 짤 수 있게 해볼까 하고는 있어”

-송당리 사례(9)

비자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나무 밑둥 근처에 잡초가 자라나게 되면 

열매를 손으로 줍는 데 있어 불편하기 때문에 아래 <그림 - 11>과 같이 

밑둥 근처에 자라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질문 : 마을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나요?

“제주도는 마을마다 자치활동이 뭐랄까요 정형화되어 있고 전통이 있어

서 마을의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절차에 의해서 정해지는 식이거든

요. 마을공동자산 같은 것도 마을총회를 거쳐서 관리하고 그래요. 송당

리도 규정이 있어서 그걸 따르고 있어요.”

-송당리 사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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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거슨세미오름에 식재된 비자나무 

3. 공동자원에 대한 문화생태계서비스 가치인식

1)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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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미적 가치(Aesthetic value)

‣질문 : 동백나무가 마을풍경에 중요한가요? / 심미적으로 느끼는 가치가 

있나요?

“사실 동백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어요. 한 10년 전 부터 동백꽃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경관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무를 봐서 가장 좋을 때는 꽃이 많이 피었을 때.” 

-신흥2리 사례(1) : 10년 전(동백나무 자원화 시점), 동백꽃, 마을경관

신흥2리의 사례(1)는 마을의 공동자원화로 인한 가치인식의 변화를 보

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10년 전은 2007년 신흥2리가 동백고장보전연구회

를 창립하면서 마을의 명칭을 ‘동백마을’로 선포하고 난 뒤, 이듬해인 

2008년 마을 내에 존재하던 동백나무들을 마을자원에서 공동으로 이용하

기 시작한 시점을 뜻한다. 마을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동백나무가 마을에 

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동백나무가 마을의 공동자원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시점과 기존에 존재하던 나무에 대한 심미적 가치의 인

식이 시작된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은 흥미롭다.

“우리는 마을경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추진하고 

있어요. 풍경이 방문객들한테도 중요하니까. 마을풍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마을도로랑 하천을 따라서 동백나무를 심는 것

을 계획하고는 있어요. 위미리처럼 해볼까 하고 애기동백을 심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사람은 꽃보면 다 좋아하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서러움도 

있고. 4.3의 상징이 동백꽃인 것도 그런 의미죠. 우리 마을도 4.3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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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마을이기도 하니까. 우리 마을 입장에서는 동백을 보면 더 와닿고 

그런게 있죠.”

-신흥2리 사례(2) : 마을경관, 마을풍경, 방문객, 동백꽃, 4.3사건

사례(2)에서는 마을주민에게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마을을 찾아오는 방

문객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또한, 신흥2리의 경우에도 1948

년 4.3 사건으로 인해 마을주민 140여명이 희생된 비극을 겪은 마을이기 

때문에 꽃을 보면서 느끼는 심미적인 가치가 마을의 역사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4.3사건의 상징화(華)인 동백꽃의 서러움 또한 

느끼고 있었다.  

“당연히 마을풍경에 중요하지. 누가 찾아올 때 있잖아 관광객이라던

지. 꽃을 보러 왔는데 꽃이 안 피어 있으면 내가 막 미안해. 상당히 미

안함을 느끼지 꽃이 없으면. 꽃이 있어야되. 중요해 꽃이. 일단 나무가 

있고 꽃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잖아. 꽃이 있어야 열매도 열릴 

거 아니? 일단 많이 심어놔서 경관이 좋아야 되. 지저분하면 안 되고 깔

끔하게 정돈되면 더 좋겠지.”

-신흥2리 사례(3) : 관광객, 경관, 꽃, 열매

사례(3)에서는 마을의 방문객에 대한 마을경관으로의 심미적 가치의 제

공에 대해서도 공동자원 사업의 주체인 마을주민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 

“어디 밖에 나가서 동백나무에 꽃이 핀 사진을 보여주면 마을에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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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웨딩촬영도 2~3년 전부터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겨울에는 원래 꽃이 드문 계절이잖아요. 근데 동

백나무는 겨울에 꽃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희소성도 있는거죠. 저

도 동백꽃이 피면 사진 찍고 싶다 이렇게 설레임도 있고. 보기도 좋고. 

마음에서 여유도 생기고. 동백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잖아요. 동백나무는 

10월말에서 4월 중순까지 꽃이 피니까 마을경관이 더 좋아지면 방문객들

도 많이 찾아오고. 나무를 보기위해서 꽃을 보기위해서 마을을 찾고 그

러다보면 방문자센터를 찾아오고 그러다보면 동백나무와 관련된 마을의 

제품들을 구매해서 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마을 경관으로도 중요한거죠. 

수확 이외에는 거의 마을경관으로 동백나무가 중요한게 아닌가.” 

-신흥2리 사례(4) : 계절에 따른 꽃의 희소성, 동백꽃, 설레임, 마을경관, 

방문객

사례(4)에서는 동백꽃이 열리는 계절인 겨울에 꽃이 드물기 때문에 동

백꽃은 희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꽃을 보면서는 설레임이나 여유

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마을의 경관으로 피어난 동백꽃을 보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언급은 열매나 꽃잎에 대한 수확 이외에도 중요한 가치

임을 인식하고 있다. 

“일단은 예쁘고. 예쁘기도 하고 그게 단지 꽃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좋은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마을풍경에도 좋

은거죠.”

-신흥2리 사례(5) : 수익, 꽃, 마을풍경

사례(5)에서는 심미적인 가치와 동시에 산출물(열매, 꽃잎)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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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나타났다.

마을의 공동자원으로써 동백나무의 심미적인 가치는 주로 마을경관의 

형성을 통한 풍경으로의 가치제공이었다. 산출물인 열매에 대해서 느끼

는 것이 아닌 동백나무에 내재되어 있는 심미적인 가치들이 관찰되었다. 

②장소/역사적 가치(Place/Heritage value)

‣질문 : 동백나무가 존재하는 것이 마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시집 왔을 때, 옛날에는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은 없었어

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바빴을 때니까 동백나무는 관심이 없었죠. 지금

은 마을차원에서 함께 이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되죠. 동

백나무 자체는 마을의 역사와 관련이 깊으니까. 일단 300년 된 동백나무

군락지가 있으니까. 그런 역사적인 가치 덕분에 지금은 서로 동백나무로 

정체성을 만들어서 동백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사람들 

간에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게 만들고.”

사례(1) : 과거의 인식(무관심), 동백나무군락지, 마을역사, 정체성

사례(1)의 경우 과거 마을에 정착을 할 당시에는 동백나무에 대한 관심

을 갖지는 않지만 동백나무군락지와 관련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한 동백마을의 선포와 마을의 공동자원으

로 마을주민들의 정체성 공유에도 중요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다.

“역사와 관련이 깊죠. 마을 설촌 역사가 동백나무군락지에서 시작되었

으니까. 300년 전에. 처음에 울타리를 동백나무로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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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마을사업도 전 300년, 후 300년을 이어야겠다 

해서 시작된거죠. 옛날이야 먹고살기 바빴으니까 나무의 가치를 깨닫거

나 이러지는 못했던거죠. 우리가 이제 동백나무군락지를 공유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게되고 그런거죠.”

사례(2) : 설촌 역사, 과거의 인식(무관심), 군락지공유화 

사례(2)에서 또한 역사적인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사례(1)

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먹고살기 바빴던 시기’에는 동백나무가 마

을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치인식이 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동백나무군락지의 공유화는 2009년 마을의 주민총회

를 통해 개인의 사유지였던 동백마을군락지 부지를 공유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서귀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이 과정을 통해 동백나무군락지의 장소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마을주민들이 군락지의 소중함이나 동백나무의 가치를 깨닫게 되

면 애착심이 생겨서 다시 마을에 살고 싶어서 들어올거라고봐. 마을 역

사는 당연히 관련이 있지.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마을차원에서 같이 해

보자 이런 공감대 형성이 어려웠을걸. 우리 김명환 할아버지가 와서 심

었다고 하니까 마을 역사랑 관련이 있지. 그걸 통해서 동백마을이라고 

선포를 하게된거고. 아직은 (도로변 나무들이)큰 숲이 아니라서 해설사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조성한 가로수들이 있잖아. 가로수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울창한 도로 옆 가로수가 될 거 아니(되겠지)? 겅허

면(그러면) 그 때는 해설사가 필요하겠지. 지금 심고 있는 활동도 훗날에

는 마을의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산책을 하면서도 마을에서 이 나무

는 몇 년도에 심어 놓은 거다. 마을주민들이 다함께 이런 노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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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문객들한테도 알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

어”

사례(3) : 기존 마을주민들의 귀향, 마을역사, 동백마을선포, 공감대 형성

사례(3)의 경우는 마을을 떠나서 살고 있던 기존의 주민들이 동백나무 

군락지 또는 동백나무에 대한 장소적인 애착심이 생겨난다면 다시 고향

인 마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동백나무와 관련된 마

을역사를 통해 동백마을로 선포하고 마을사람들이 함께 동백나무를 이용

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앞으

로도 마을공동으로 식재하고 있는 도로변의 가로수들도 훗날에는 자원관

리의 노력이 마을의 역사로도 남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 마을이 동백마을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설촌 300년 역사. 군락지

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마을사업을 

시작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

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역사적인 부분도 발전할 수 있겠죠. 설촌 역사

가 시초로 시작되었으니 훗날 다음 세대에는 또 다른 역사가 생기지 않

을까요. 아무래도 마을이 농촌이니까 부모들이 자식한테 동백나무의 역

사적인 소중함과 가치들을 잘 말해줘야 할 텐데 생각도 해요. 앞으로도 

동백나무가 우리 마을에서 소중하다고 전수를 잘 해줘야죠.”

사례(4) : 설촌 역사, 군락지, 마을사업, 가치에 대한 전수

사례(4)도 마찬가지로 동백마을로 선포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례(3)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들과 현재의 가치들에 대해서 후세대에 전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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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하고 있다. 

“저희 동백(마을)사업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마을설촌터에 동백나무군락

지가 있고, 그게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수령이 오래된 동백나

무들이 많다는 것들을 계기로 마을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외부에서 

오셔서 동백나무를 지난번에, 지방산림청에서 청장님이 오시기도 했어

요. 동백나무를 보더니 이정도로 오래된 동백나무들이 군락지를 이루는 

경우가 본적이 없다고.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보라고 하시더라고

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디더라 전남 광양

이었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있다더라고요. 거기 못지않다고. 그래

서 뿌듯했죠.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 보존하고 가꿔야겠다 생각했죠. 

게다가 우리 마을은 보존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적극 활용하고 있잖아

요. 적극 활용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더 남다르죠. 마을역사와도 관련

이 깊기도 하고요. 마을의 설촌터잖아요. 우리 마을로서는 되게 의미 있

는 곳이잖아요. 잘 보존되어 있고 가치도 높고. 단지 기념물로 바라보기

만 한다는 것 보다 실생활에도 관련이 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중

하고. 뿌듯하고 그렇죠.

사례(5) : 마을사업, 설촌역사, 도지정문화재, 뿌듯함, 책임감, 마을역사, 

옛 이야기

사례(5)도 마을설촌터였던 동백나무군락지가 마을의 설촌역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의 가치와 중요한 생태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감과 뿌듯함도 느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동백나무가 지닌 장소와 역사적인 가치는 마을의 역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동백나무군락지가 마을의 300년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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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마을사람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

성하고 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동백나무군락지라는 상징적인 

장소가 제공하는 장소/역사적인 가치가 가장 두드러졌다.     

③정체성 가치(Identity value)

‣질문 : 동백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자부

심이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나요? / 마을을 떠올릴 때 동백나무

가 떠오르나요? / 외부에 마을을 소개할 때 동백나무를 통해 소개를 하

나요?

“마을에 동백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부심이 생기죠. 지금은 마을을 

떠올릴 때도 동백나무가 떠올라요. 예전에는 안그랬죠. 예전이라고 하면 

동백마을로 선포하기 이전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디 나가도 신흥2리 

동백마을이다 하고 자랑도 하고. 외부에 마을 소개할 때도 동백나무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동백마을 사례(1) : 자부심, 동백마을선포

사례(1)은 동백나무로 인한 자부심이 동백마을 선포 이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백나무를 마을차원에서 공동의 자원임을 선포하는 

것이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부심이나 소속감을 느끼죠. 나무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고 책임 부분

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지금 현재는. 예전에 단순히 행정구역 명

칭으로, 그러니까 신흥2리라고만 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

리가 동백마을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동백나무는 우리 마을의 상징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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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무에 대한 애착이 깊어져가는거죠. 동백

마을로 선포를 하면서 마을에서는 동백나무에 애착이 가는거죠. 마을을 

소개할 때도 대부분 동백나무를 통해서 마을을 소개하고, 외부행사에 초

청받아서 많이 가기도 했는데 예전에 전국농어촌체험휴양마을 최우수상

도 받았어요. 그래서 금강산도 갔다 오고. 자부심이 크죠. 지금 현재는 

우리 마을을 전국에서 알아주니까. 예전에는 동백마을 하면 위미리 생각

하고 잘 몰랐죠. 지금은 제주도 동백마을 하면 신흥2리를 딱 떠올리

죠.”

동백마을 사례(2) : 자부심, 소속감, 애정, 책임, 동백마을선포, 애착

사례(2)에서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낌과 동시에 다른 가치들과 마찬가

지로 동백마을 선포로 인하여 동백나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증대되

었음을 보여준다. 

“소속감을 느끼지. 당연하지. 죽어븐(죽어버린) 나무 이시믄(있으면) 지

나가다 보면 안타까워. 심어놓은 나무가 죽어블고도(죽어버리고) 하잖아 

태풍 불고도 그러면. 겅허면(그러면) 안타깝지. (동백나무에 대한)애착심

이 있는거지. 지나가다가 죽어브러도 에이 죽어브렀네 이러면 애착심 없

는거고 지나가다가 죽어이신거 보면 안타까우면 애착심이 이신거고. 마

을을 떠올렸을 때 동백나무가 떠오르기도 하고. 마을사업이 시작된 이후

이긴 하지. 애착심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팽나무마을 이랬으면 팽나

무를 떠올리고 팽나무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겠지. 마을 소개할 때도 동

백나무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전국 곳곳에서 이제 찾아와서 우리 마을 

얘기를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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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마을 사례(3) : 소속감, 애착심, 마을사업 이후 

사례(3)에서도 마을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소속감이나 애착심이 커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소속감이나 애착심을 통해서 나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관리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다. 동백나무가 사례(3)의 

소속감이나 애착심 뿐만 아니라 ‘동백마을’이라는 마을의 정체성에도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외부의 다른 마을들이 마을

의 이야기를 들으러 방문한다고 하였다.  

“연구회 내에서는 자부심을 많이 느끼죠. 연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마을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에

서는 연구회가 마을에 보탬이 된다는 부분에서는 자부심을 느끼고는 있

어요. 우리 동네는 동백마을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자부

심이 있으니까 그런거겠죠. 마을을 외부에서 소개할 때도 동백나무와 관

련된 것들로 소개를 하죠. 사적인 모임에서도 자랑스럽게 마을소개도 많

이 하고요.”

동백마을 사례(4) : 자부심

사례(4) 또한 자부심이 정체성의 가치로 느껴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연

구회의 활동이 마을에 보탬이 된다는 것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동백마을

이라는 자부심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자랑스럽게 마을을 소개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우리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도 관련이 있죠. 우리 마을이 동백마을이 

되었으니까. 신흥2리는 동백마을. 땔 수 없는 관계죠. 신흥2리는 동백마

을이다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래요. 지나가던 어르신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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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심어놓은 동백나무가 죽어가고 그러면 동백마을이 동백나무를 이

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그러시기도 하다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우리 마

을은 동백마을이다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마을이 주도적으로 동백나무

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마을을 꾸려나가고 있다 자부심도 크죠. 마을

을 떠올리면 누구나 동백나무를 떠올리고요. 땔 수 없는 관계죠. 사람마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무자

체가 경관자체로도. 특히나 방문객들은 마을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꽃을 떠올리면 자연스럽

게 열매도 떠오르고, 그러면 열매로 기름짜는 것도 생각나고 그러면 기

름을 짜고 마을을 가꿔나가는 사람들이 떠오르고. 복합적인 것 같아요. 

마을을 소개할 때도 동백나무를 통해서 소개하고요.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특히 그래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쓴다. 효능이 어떻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동백나무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특히나 토종동백(마을에 심어진 

동백나무들이 토종이니까)은 이런 특징이 있고 수확을 언제하고, 또 사

용하는 부위는 어디고 동박새 이야기도하고.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해줘

요.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요. 다른 마을에 가서 소개를 한 

적은 있긴 있어요. 도청이나 이런 곳에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외부로는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마을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더 와 닿

으니까 직접 마을로 오셔서 들으시라고해요. 뭐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 

이런 곳에서 소개하기도 하고요.”

동백마을 사례(5) : 소속감, 자부심, 동백나무에 대한 정체성, 마을경관

사례(5)는 마을이 주도적으로 동백나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을의 사

업들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

다고 답하였다. 

동백나무의 정체성의 가치에서 마을사업의 참여자들은 주로 신흥2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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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마을’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공통되게 답변하였다. 마을의 

자원이 공동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정체성의 확립을 가져다주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도 공동체의 통합을 가져다주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④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질문 : 동백나무가 마을(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점점 외부로 확장되는 사회적 관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회 내에서는 자주 만나게 되니까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전체로 보면 갈등도 물론 있죠. 사업관련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동백마을 사례(1) : 사회적 관계 증진, 갈등

사례(1)은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연구회 내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지

만 마을전체에서는 갈등도 존재함을 언급했다. 이것은 연구회 내에서는 

자원의 중요성, 마을에서의 가치 등이 공유되어 화합이 되지만 마을 내

에는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은 그룹도 존재한다는 것을 뜻했다. 사례(4)

의 답변을 살펴보자.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연구회에 소속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별 관심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서로 

조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관심분야가 마을 전체적으로 형

성되어 있으면. 공통의 관심사가 된다면 좋겠어요. 동백나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이랑 단합

을 해서 정체성의 공유가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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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마을 사례(4) : 공통의 관심사, 정체성의 공유

사례(5)의 경우에는 결속력, 공동의 관심사, 공통의 대화, 하나의 공동체 

등 공동체의 결속을 뜻하는 단어들이 눈에 띈다. 

“마을사람들끼리 결속력은 가지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

요. 마을 분들끼리 더 자주만나고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마을공동의 

관심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통의 대화거리가 생길 거고. 

동백나무로 인한 마을의 소득사업도 마을의 공공목적으로 쓰이니까. 동

백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겠죠. 사회적인 관계가 마을외부로까지 확장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마을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마을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

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갈등은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좋은 거죠.” 

-동백마을 사례(5) : 결속력, 공동의 관심사, 공통의 대화거리, 하나의 

공동체

“마을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는 동백마을 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외부인

들이 얘기하는 것은 화장품 원료로도 납품하고, 먹는 기름도 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조언도 해 달라 그러기도 하죠. 방송에도 많이 나

가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외부에서 질문이나 조언문의가 많

이 들어와요. 우리 마을도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런거죠. 자원이 있으면 좋죠. 돌담에 그림 그리고 이런거는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는거죠.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가 중요한거죠. 행정에서 

지원해줘도 자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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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는 공동으로 자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네 마

을은 자원이 뭐냐 질문하면 돌담이나 이런거 말하더라고요. 수익성이 중

요하다. 홍보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자원이 있

는 마을의 경우는 자원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주죠. 그래야 주민들 

공동체도 협조도 생기고 그런 거지 아니면 갈등만 생긴다. 우리 마을도 

처음에 수익이 잘 안 될 때는 갈등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으

로 수익이 나오니까 마을주민들에게 유대감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도 화

합도 되는거고. 우리도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오시고 하

면 가입도 하고 같이 작업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주민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을 외부의 정

보라던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공동으로 작업도 하면서 사회적인 관계가 더 좋아지는거고요.”

-동백마을 사례(2) : 공동의 자원, 자원화, 안정적 수익, 공동작업

사례(2)는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자원으로 

꼽고 있다. 자원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이 담보된다면 공동체 내부의 

갈등 또한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의 자원, 공동자업 등 사

회적 관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렵다 이건. 일단 사회적인 관계가 외부로 확장되는 거는 좋은 것이

라고 생각해. 서로 농촌마을끼리 자매결연이라도 맺어서 정보도 교환하

고 우리는 동백기름 팔아주고 다른 마을 상품도 우리가 사주고 그런 거

는 필요하다고 봐. 지금은 광양 매화마을이랑 그런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한데 활발하지는 않지. 서로 윈윈 하자고 자매결연을 맺긴 했는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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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되. 농촌마을 특성 상 그쪽 마을 상품을 무진장 사줄수는 없잖아. 

회사랑 농촌마을의 관계면 가능한데. 농촌마을들 끼리는 별로 보탬이 되

거나 그렇게는 안되. 자매결연 맺은 마을이니까 매화축제 가보자 이런거

지. 아까 물어봤던 사회적 관계는 불특정다수잖아 우리는. 불특정다수라

는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녀회원에 속해있는 사람도 있고 노인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같은 그룹이 아니잖아 여기 일하는(연구회 작업)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그룹이 같은 그룹이 된거지. 부녀회로 소속

이 된 분, 해비치소속, 노인회에 들어갈 나이가 된 분, 나는 청년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지 같이 모여서 공동작업도 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사례(3) ： 사회적 관계의 확장의 필요성, 다른 마을조직 구성원들과의 

단합, 공동작업

사례(3)은 외부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외부 마을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필요

성은 공감하지만 소규모의 공동체로 운영되는 농촌마을의 한계도 언급했

다. 또한, 동백나무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내에서도 각자 다른 그룹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공동작업으로 뭉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연구회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라는 것으로 똘똘 뭉치거든요. 목적도 같

고 하는 일도 같이 하니까 친근감도 많이 생겨요. 작업도 다 같이 하니

까요. 하지만 마을회에서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동백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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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전체의 관심사로 확장시키면 더 잘 뭉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백마을에 살아도 동백나무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니까요. 좋은 시선

과 나쁜 시선이 같이 있는거죠. 연구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마을에 어

떤 보탬이 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마을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

는 점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데. 아직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는 분

들도 있어요. 마을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 완전히 공동체 형성이 안되어 

있다 그런거죠. 외부로 사회적관계가 확장되는 것에는 좋다고 생각은 해

요. 예전에 외국에서도 찾아오긴 했는데 열매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까 무작정 확장시킬 수는 없긴 하죠. 능력만 된다면 뭐 좋은 것이 아닐

까요. 그리고 동백나무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전과 달리 많이 좋아졌어요. 공감대 형성이 조

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데 앞

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우리 마을이 동백마을이

니까 동백나무를 중심으로 공감대 형성이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동백마을 사례(4) : 공동작업, 공감대 형성

사례(4)에서는 공통의 목적으로 공동작업을 통해 친근감이 형성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마을회에서는 여전이 동백마을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을주민도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더 확장된다면 사회적인 관계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단어들은 ‘공동’, ‘공감

대’라고 할 수 있다. 동백나무를 통해서 정체성의 확립을 추진하였어도 

여전히 마을차원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주민들과의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공동 작업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 된 연구회에서는 사회적인 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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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세대 간 전수(Inter-generation)

‣질문 :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작한 마을사업이 이제까지 300년 동안 동백나무가 

마을과 함께 했으니까 앞으로의 300년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러고 있어요. 3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를 가지

고 어떤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 전체를 동백나무군락지처

럼 만들어서 물려주자. 동백나무로만 심고 있어요.”

-동백마을 사례(2)

“후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거지. 나무는 심어놓으면 어지

간하면 안잘라. 겅허고(그리고) 동백마을이니까 다른 나무를 키우기 위해

서 동백나무를 잘라버리지는 않거든. 규칙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그런 인

식이 있잖아. 동백마을인데 동백나무를 자르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지. 

예를 들어 동백나무가 커가면서 옆에 나무가 방해되어가면 옆에 나무를 

자르지 동백나무를 자르지는 않거든. 이게 나중에 유산아니냐 우리마을

에 유산.” 

-동백마을 사례(3)

“동백나무의 소중함과 가치 이런 부분들을 후세대에 잘 전달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경관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입장료도 받고 열매라던지 다

양한 쓰임새가 있을거고 이것이 또 소득이랑 연관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 잘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물질적인 부분의 가치도 있고 경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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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많은 가치가 있는거지.” 

-동백마을 사례(4)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줄려 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겠죠. 우

리가 이렇게 마을사업을 하는 이유도 같아요. 마을에 동백나무를 심어놓

으면 물론 나무라는 자체가 숲을 이루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우리가 동백기름을 짜서 상품으로 만들고 판매도 하고 얼

마나 좋은지도 계속 연구하고 계속 가치를 높이고 나무도 심고 그런 것

들이 후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경관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요. 실제로 마을의 공동자산으로 수익도 가져다주잖아요. 그렇

죠.”

-동백마을 사례(5)

동백나무가 지닌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세대 간 전수를 위한 인식은 공

통적으로 나타났다.  

⑥위험요인과 지속가능성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법인을 만드

니까 세무사 고용해서 지출도 나가고. 행정차원에서의 애로점은 많죠. 

지속가능성은 점점 더 나아지지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백마을 사례(2) : 행정차원의 어려움

사례(2)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미래의 지속가능성

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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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연구회 자체로 보면 영원하지는 않거든. 내가 언제까지나 할 수

는 없거든. 고인물은 썩는댄(다고) 하잖아.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지. 들어

오고 나이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랜(라고) 하면은 70넘어서 까지 할 수 

없잖아 그때 되면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

를 채워주고 하면서 순환이 되어야 하거든. 아직까지는 그게 걱정이지. 

조직이 와해될 위험이 그런 것 때문에 와해가 되는 거거든. 육지부 청년

회나 부녀회보면 청년회나 부녀회를 60넘으신 분들이 하잖아. 그런 것 

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회의에도 참여하고 

활동도 하고 계속 순환이 되어야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마을 주민이기만 

하면 참여하는 데에는 이주민 원주민 관계가 없으니까. 다만 재산권 행

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그냉(들어서) 마을에 들어 

온지 1년 만에 와서 2년 있다가 갈 사람도 있겠고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 주민이라고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자기가 우리 마을에 2

년 동안 와서 나무를 몇 그루 심었고 얼마나 일을 했다고 그거에 대한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그 

나무에 대한 권리를 주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보통 기본적으로 탈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을 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있거든. 내가 2년동안 고생했는데 고생한 부분을 찾아가겠다. 

지금 5천만원이 있고 30명이 있다 그러면 N분의 1해서 찾아가겠다 소송

을 해버릴 수 있잖아 그런 경우면 안되는거지.”  

-동백마을 사례(3) : 조직구성원의 순환,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

사례(4)의 경우는 세대의 연속성과 마을에 새로 정착하는 이주민이 동

백나무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된다

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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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마을에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마을의 아

이들도 없지만 여기에서 태어난 애들이 다시 마을에 와서 살 것인가 걱

정되죠. 요즘에는 외부에서 많이 외지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을 토

박이처럼 마을과 동백나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을 것인가. 어쩌면 

동백나무를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돈벌이 자체로만 생각해버릴 수 있잖

아요. 아직 우리 마을은 동백나무의 가치를 알아가는 단계인데 외부에서

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공감대에 세대를 이어져 형성되어

야 하는데 나무는 점점 더 자랄 것이고 그러면 세대 간 전수가 되었을 

때 앞으로도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될 것

인가 이게 가장 큰 걱정이죠.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마을 토

박이가 아니더라도 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안그래도 외지에

서 오신 분들이 참여도 하긴 해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사적인 이익만 

추구하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애쓰게 심어 놓은 동백나

무가 자기 사유지에 조금 넘어왔다고 나무를 뽑아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다보면 공동체가 작동할 수 없잖아요. 외부에서 점

점 더 들어오면 그게 걱정되는거죠. 그분들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좋겠죠. 마을에서 그러고 싶어하는데.”   

-동백마을 사례(4) : 세대의 연속성, 공감대의 형성

사례(5)의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원료납품의 의존성을 줄이고 

마을의 자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음 세대 또한 지금의 비영리성격의 마을사업이 영리만 추구

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였다.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는 원료와 우리가 자

체적으로 판매하는 원료의 비중이 거의 1:1이었어요. 작년에는 아모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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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픽에서 원료를 많이 가져가긴해서 그게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지금 상

황에서는 물론 아모레퍼시픽과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는게 당연히 좋지만 

그렇다고해서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우리마을에서도 스스로 자립성을 높

이려고 노력을 많이해요. 원료를 납품하지 않아도 타격이 크지 않도록. 

기업에 너무 의존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기름도 우리 자체적으로 짜고,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마을자체상품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게 단순

히 원료납품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겠지만 어려움과 갈등들을 극복하면서 

이러는 이유가 그런거죠. 걱정되는 부분은 동백마을연구회처럼 순수한 

의도로 동백나무를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

지만 다음 세대도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그

게 가장 걱정이에요. 계속 이게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래도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기도 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게 걱정되기는 해

요.”    

사례(5) : 구매협약에 대한 의존성, 세대 간 공감대의 연속성, 목적의 순

수함

2)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①심미적 가치(Aesthetic value)

‣질문 : 비자나무가 마을풍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을풍경에 아주 중요하지. 비자나무가 앞으로는 송당리에서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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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될 것이고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이고, 물론 마을경관에도 아주 

중요하지. 소득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

만 송당리에서 비자나무에 관련해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송당

상회는 제주관광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비자열매

를 상품화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면 여기서 부가가치를 충

분히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에도 화장품 원료나 의학적 

원료로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풍

경측면에서도 거슨세미 오름처럼 산책로로, 산림욕장으로의 가치로도 무

궁무진하다고 생각해. 물론 나무들이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비자나무를 

인위적으로 식재하긴 했지만 다른 나무보다도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2의 비자림’이 송당리에 생길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

어.”

송당리 사례(8) : 마을경관, 상품화, 아모레퍼시픽, 거슨세미오름, 제2의 

비자림

사례(8)의 경우 마을경관의 중요성과 앞으로 비자열매를 상품화해서 얻

을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다. 마을의 리유지인 거슨세

미 오름에 조성하고 있는 마을 숲이 조성된다면 단순히 심미적인 가치뿐

만 아니라 마을에서 상징적인 숲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

다. 

“마을 풍경에 정말로 중요하지. 나무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 기분 차

이가 허허벌판이랑 비교되지 않을까. 사철나무이기도 하니까 더 좋지.”

-송당리 사례(9) : 마을풍경

“마을풍경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좋아. 보기가. 향기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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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당리 사례(10) : 마을풍경

“마을에서 몇 십년 전에 여기저기 대규모로 식재해놓은 곳도 있고 원래

부터 비자나무가 많기도 해서 비자나무가 마을풍경에도 중요하죠.” 

-송당리 사례(11) : 마을풍경

사례(9), (10), (11) 모두 비자나무가 마을의 풍경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②장소/역사적 가치(Place/Heritage value)

‣질문 : 비자나무가 마을에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역사와

도 관련이 있나요?

“송당리에는 비자나무가 많지도 않았지만 제주에는 1980년대 들어와서 

비자나무가 대량으로 식재가 되기 시작됐는데 그중에 90%가 송당리에 

식재가 된거야. 우리 마을에서 비자나무는 옛날에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시대부터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왔거든. 열매도 이용하긴 

했지만 나무 자체가 재질이 단단해서 목재용으로써 제주에서는 흔한 나

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귀하게 여겼던 나무 중에 하나였고. 특히나 

옛날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관이랑 개판을 하는데 그걸 되게 신성시 여

겼다고. 정성을 다해서 했고. 어떻게 재질이 좋은 나무를 쓰냐지. 옛날에

는 이거를 준비를 해. 열개판을. 그때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비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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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것이 귀한 나무였던 비자나무를 사용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옛날에는 송당리의 어르신들이 사감이라고 해서 비자림을 지키는, 행정

기관이 위임했다고 해야 하나. 비자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했었으니까 역

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비자나무랑 관련이 깊지.” 

-송당리 사례(8) : 장례문화, 신성함, 사감 파견

“옛날 어릴 때 어르신들이 회충약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우리 어릴 때는 주변에 병원도 없었으니까 비상약으로 가끔 쓰고 그랬던 

것만 기억나.”

-송당리 사례(9) : 민간요법

송당리의 경우에는 비자나무와 장소/역사적 가치가 눈에 띄게 연결되지

는 않았다. 다만 사례(8)이 언급하는 것처럼 오래전에는 송당리에서 비자

림이 평대리로 소속되기 이전에 숲을 감시하는 ‘사감’으로 송당리 주

민들이 파견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비자림이 행정구역

상 평대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역사적인 가치의 흐름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래 정체성의 가치 인식에서 이유

를 알 수 있다. 

③정체성 가치(Identity value)

‣질문 : 비자나무가 있음으로 송당리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부심 등을 느

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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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송당리 같은 경우에는 비자림이 행정구역 상 평대리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상 평대리보다 우리가 가깝거든.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는 송

당에서 비자림을 관리했었는데 이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평대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송당리에서도 비자나무에 관심이 덜하게 되었어. 대

신 비자나무에 대한 추억이나 비자열매에 대한 추억은 분명 송당리 사람

들이 더 많을거야. 송당리에는 비자열매 안먹어본 사람이 없고 비자나무

가 어떤 나무인지 다 알거든. 정체성은 송당리 주민들이 더 강할거야. 

송당에서 비자나무를 대표적인 상품으로 키워나가는데 거의 제주에서 생

산되는 비자열매의 90%이상이 송당에서 나와. 앞으로 우리 마을은 비자

나무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 내

가 듣기로는 80여년 전에는, 물론 들은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비자림에 

가서 잠시 살기도 했대. 평대사람들이 관리하지는 않았을거야. 물론 행

정기관의 지시로 비자림을 송당리에서 관리했지. 어릴때는 비자림이 송

당리의 소유인줄 알았어. 소풍도 비자림으로 가고, 열매도 잡고, 주랭이

도 잡고(주랭이 잡아봔?). 우리가 나이들어가니까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건물도 짓고 정비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거지. 30~40년밖에 안됐어. 

그전에는 거의 방치되던 비자림을 송당에서 관리했었는데.. 우리 어릴때

는 곳곳을 누비면서 다니기는 했었지. 내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행정에서 

관리하기 시작했어.  천년의 비자숲이라고 하던가, 비자나무도 영원하지

는 않을거란말이지. 생명이 다할거라는건데 비자림은 후계림이 없어서 

문제야. 열매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후계목이 자라지가 않지. 유독 비자

림에서 왜 후계림이 없는지 특이해. 우리가 심은 비자나무들이 거기서 

가져온 종자를 가지고 심은 것들이지.”

송당리 사례(8) : 비자림, 평대리, 비자나무에 대한 송당주민들의 정체성,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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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를 마을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흥2리와는 다르게 송당

리의 경우는 비자림이 평대리로 소속되어 비자나무와 마을의 정체성을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동자원인 비자나무를 마을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례

(9)에서도 비자림이 다시 언급되었다. 앞선 사례(8)과 마찬가지로 평대리

에 소속되어 있는 비자림으로 인하여 송당리를 ‘비자마을’로 선포하기 

위한 정체성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옆에 평대리라는 마을에 비자림이 있어버리니까. 비자마을이라는 명칭

을 먼저 쓰는 것이 임자이긴 해도 정체성 확립이 많이 어렵죠. 요 앞에 

도로도 비자림로라고 명명되어 있긴 하는데 그렇게 마을 차원에서 비자

마을이라고 하려면 비자나무가 마을에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무들을 도로

나 마을에 비어있는 공간에 더 심어서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비자나무가 암수나무에만 열매가 열려서 속아내야 하는 작업도 필요해. 

특이한게 뭐냐면 내년에 열릴 열매를 올해에 보면 알 수 있어. 가을이 

되면 미리 열려있어. 그거는 뭐 어르신들이 가르쳐주니까 알 수 있거든. 

근데 비자림의 행정구역이 평대리로 되어 있으니까 비자나무랑 우리 마

을이랑 마을의 정체성이라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힘들긴 

해.”

송당리 사례(9) : 평대리, 비자림, 비자마을을 위한 나무식재, 정체성 형

성에 대한 어려움

사례(10)은 아직까지 정체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앞으로 비자나무를 통

한 마을알리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비자

림이 언급되는데, 송당리의 경우는 비자림과 관련된 정체성 형성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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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아직 그런 것 까지는 못느끼겠어요. 부녀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이런거

까지는. 하지만 앞으로는 비자나무를 통해서 마을을 알리려고는 해요. 

일단은 비자림과 가까이 있어서.” 

송당리 사례(10) : 비자림

“저 비자림이 옛날에 내가 신혼여행 왔을 때도 있었어. 1970년대에. 

근데 이제 비자림이 동쪽이 유명해지면서, 송당리 유명해지면서, 관광객

들이 많이 오면서, 송당리가 좋아지게 됐어. 관광객들이 월정리를 지나

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송당리 주변에 비자림이 있어. 비자림

이 흐린 날씨에 가면 정말 예쁜 곳이야. 신문에서 꼽은 가야할 장소 1순

위라는 걸 봤어. 그레서 비자림이 유명하게 된 거고. 이제는 비자림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주변에 상권도 생기고 땅값도 오르고 난리도 아닌거

지. 근데 거기가 평대리야. 내가 가장 아쉬운게 평대리에 속해있는 것. 

본래 메이즈랜드까지가 평대리야. 예전에는 관리가 힘들다고 송당리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했었나 그래서 뺏겼나봐. 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 다 

평대리에 속해있어 송당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비자나무(비자림)

이나 본향당과 함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아쉽지 너무. 

-송당리 사례(11) : 평대리, 비자림, 스토리텔링의 어려움

흥미롭게도 송당리의 사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정체성의 가치형성에 

‘비자림’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비자림은 아래<그림 - 12 >과 같

이 행정구역 상 송당리와 평대리의의 경계에 맞닿아 있어 행정구역상으

로는 마을의 경계 밖에 위치한 장소임에도 비자나무와 관련된 마을의 정

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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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2> 행정구역 상 송당리의 경계와 비자림의 위치

④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거슨세미 오름을 보면 비자나무가 주는 느낌이 좋거든. 그걸 아는 사

람들은 거슨세미 오름에 찾아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발전하면

은 더 활성화될거라고 생각해.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

하긴해. 송당상회가 14명으로 이루어진 마을법인 조직체인데, 비자열매

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송당상회라고 보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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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근데 이주민들은 비자나무를 잘 몰라. 앞으로는 잘 알아가겠지.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먹지도 못해. 우리는 어릴때부터 접해왔기 때

문에 먹지. 맛은 솔직히 없어. 지금은 비자열매를 기름으로만 쓰고 있지

만 앞으로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성분이 좋다고 검사하는 부분도 생각

하고는 있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송당상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될 

것 같고. 마을공방이 완공되면은 제품도 본격적으로 함께 생산을 해야겠

지. 상품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 비자나무는 꼭 기름만이 아니고 차로 

만든다던가, 미용상품으로 상품화를 시도해본다는 것들은 과제로 남아있

지.” 

-송당리 사례(8) : 송당상회

사례(8)에서는 비자나무와 관련된 마을외 사회적 관계의 중심에 송당상

회를 언급했다. 송당상회는 2017년 송당리의 부녀회원 14명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비자열매를 비롯한 송당리의 특산품들의 판매를 담당

하고 있다. 

“비자나무에 대한 책임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학자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합쳐지기 위

해서 고민들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지. 지금은 먹

고살기 바쁘니까. 마을이 지닌 자연환경과 마을자원을 융합시키려고 하

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누가 선뜻 나서서 이걸 추

진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잘 하고있지는 못하는거지. 마을만들기 사업도 

외부에 컨설팅을 맡겨버리는데 사업이 채택되어도 컨설팅 업자가 계속 

입찰을 통해서 바뀌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컨설팅을 받아

버리면 마을사업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계획도 계속 변경될 수 있는거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봐. 우리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을주

민들끼리 공동체의 역할을,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 할 수 있었던 계기



- 75 -

가 비자열매를 주워서 판매하는 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물질적인 부분만 보는 것보다 그런 무형적인 부분까지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

-송당리 사례(9) : 책임자의 생각, 자연환경과 마을자원의 융합, 공동체 

구성, 무형적 가치

“옛날에 수눌음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근래에 많이 와해됐었거든. 근데 

비자나무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공동

체 의식이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우리 같이 농민

들 한테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마을의 정통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서 집행부들이 빨리 정립을 해나가야 할텐데 우리 

마을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 뭐랄까 마을만의 고유한 부분 이

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고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들을 베어버리면 기존

의 마을 경관이 주던 아름다움이나 포근함 이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지. 그래도 마을 내에서의 사회적인 관계는 비자나무를 공

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지.” 

-송당리 사례(10) : 수눌음, 공동체의식, 공동의 이용

사례(10)에서는 비자나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에 도움

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 제주에서 ‘수눌음’이라고 불렸던 공동

체 정신이 최근 비자나무에 대한 공동의 이용과 관리의 과정에서 강화되

고 있다고 보았다. 

“공동으로 같이 수확하면서, 또 수확하고 납품해서 남는 것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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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열매의 껍질을 같이 까기도 하거든요. 이걸 까는 과정도 부녀회에서 

같이 하거든요. 잘 말려서 까야 돼요. 이 안에 열매만 가지고도 기름을 

짜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작업도 함께 하고 있고”

-송당리 사례(11) : 공동수확, 공동작업

사례(11)은 부녀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수확하는 작업이나 열매의 껍질

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⑤세대 간 전수(Inter-generation)

‣질문: 세대 간 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중요하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잖아. 지금 거슨세미에 숲 조성

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거야. 앞으로 천년은 가야된다 생각하는거지.”

사례(8) : 거슨세미오름

“아닌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이 아직 

없어서.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아직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없

어서 안타까워. 거슨세미 오름에 30~40년 전에 행정에서 녹화사업 하라

고 해서 심어 놓았던 비자나무 숲이 있거든. 이걸 좀 활용하려고는 하고 

있어.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숲을 가지고 주민들의 쉼터나 걷기 코스들

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문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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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

-송당리 사례(9) : 거슨세미오름 

“세대 간 전수는 중요하죠. 마을에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다는 느낌

이 들어요. 지금은 화장품 원료로만 사용된다지만 앞으로 더 다양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송당리 사례(10) : 중요한 자원

“열매를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슨세미오름에 조성된 비자나무들은 

친환경적인 마을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마을에 농식

품가공 공방이 5~6월중에 완공이 될텐데 그곳에서 마을부녀회원분들이 

주축이 되는 송당상회라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품가공을 할거에요. 여기

서 비자나무 관련된 상품들을 주력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 하고 있

어요. 마을기업은 작년에 됐고 올해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될 것 같아

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마을의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송당리 사례(11) : 거슨세미오름

위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거슨세미오름’을 언급하며 세대 간 전수

를 위해서는 이곳에 조성되고 있는 비자나무 숲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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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위험요인과 지속가능성(Threat & Sustainability) 

”아직은 큰 자원이라고 말하기 이르지만 나무로 주는 유무형의 가치가 

다른 나무들보다 월등하다고 느끼고 있어. 산불같은 위험요인만 잘 관리

한다면 이런 가치들로 앞으로 지속적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

사례(8) : 나무의 유무형적 가치

”현정부가 오름들을 국립공원화 하겠다고 하더라고. 국립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오름에 대한 특성이나 활용방법을 자세히 

연구해서 미리 주민들에게 지역경제라던지 시도들을 해 본 뒤에 만들어

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중앙정부에서 수직적으로 의견청취도 제대로 

없이 해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처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국립공원화가 된다면 아닌게 아니라 우리 비자열매를 가지고 사업을 하

는 것에도 중단까지 생각되어야 하지 않나 걱정되. 국립공원 지정이 되

면 법의 테두리가 더 강해지니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야. 

시대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은 변화

를 해야 한다고 봐. 송당리가 변화하는 모습이나 외지인이 들어오는 속

도를 보면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겠나. 외부의 사회경제적 

변화들에 대응을 잘 해야된다는거지. 지금은 큰 영향은 없지만 교통문제

나 이주민들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거든.“

사례(9) : 국립공원지정, 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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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함의

1) 문화생태계 서비스와 공동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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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신흥2리 동백마을 송당리

공동자원의 이용

과 관리

공동자원 동백나무 비자나무

주요 장소 동백나무군락지
거슨세미오름 비

자나무숲

이용관리주체
동백고장보전연구

회(2008)
부녀회

구매협약체결
2010년(동백열매,꽃

잎)
2011년(비자열매)

자격조건 마을주민 마을주민

관련조직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생활개선회

마을회,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문화생태계서비스

항목

심미적 가치 마을풍경 마을풍경

장소/역사적 가치

동백나무군락지,

설촌역사, 마을정

체성

비자림(사감파견)

정체성 자부심, 소속감

비자림, 정체성형

성에 대한 어려

움

사회적 관계
공감대 형성, 공

동작업

송당상회, 공동체

의식, 공동의 이

용

세대 간 전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의 인식
거슨세미오름

기타항목
위험요인과 지속

가능성

다음 세대와의 가

치공감대

유무형의 가치 보

존, 오름의 국립

공원지정, 변화의

필요성

<표 - 8> 공동자원과 문화생태계 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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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태계서비스의 가치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 <표 – 8>과 같이 

공동자원(동백나무)과 산출물(열매, 꽃잎)에 대한 가치의 구분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문화생태계 서비스는 사람 간에 공유되는 가치와 역사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Fish et al. 2016). 다만 흥미로운 점은 

공동자원에 내재되어 있던 무형의 가치들을 계기로(동백나무의 

장소/역사적 가치를 통한 동백마을선포) 산출물(열매)의 상품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아래 <그림 – 13>과 같이 산출물의 물질적 가치를 

통해 다시 내재적인 가치들에 대한 인식의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두 마을 모두 장소적인 가치와 정체성의 연결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언급되었다. 이는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있어 ‘장소’의 

가치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인식과 공동체 참여는 마을숲 보존에 

중요한 요소이다(윤순진과 차준희, 2009).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과의 

구매협약은 산출물인 열매의 외재적인 상품가치를 상승시킨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동자원의 

내재적인 가치들(문화생태계서비스)과 공동자원과 외재적인 가치의 

산출물에게 기대하는(수익) 가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도 공동자원의 내재적인 가치가 직접적으로 변하지 않고 산출물의 

가치상승에 따른 인식수준의 향상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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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3> 공동자원과 산출물의 가치구분과 영향에 대한 흐름 

반면 송당리의 경우는 신흥2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구매협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외부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노출되어 비자나무 숲을 공동자원으로 

조성하고 있음에도 비자나무의 장소/역사적인 가치와 정체성의 가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것은 두 마을의 

공동자원이 지니고 있는 무형의 내재적인 가치들이 마을주민에게 

제공되는 수준이 역사적인 맥락이나 사회경제적인 맥락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신흥2리의 경우는 내재적 가치의 인식 수준이 

높았으며 송당리의 경우는 비자림으로 인한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과 

같이 인식 수준이 낮은 가치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마을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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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동백나무와 비자나무 모두 실질적으로는 마을주민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공동자원(Common Pool Resources)이지만, ‘마을 안에 

있는 나무들은 마을 공동의 것’이라는 자치적 규범에 따라 개방성을 

지닌 과도기적 형태의 이용(최현, 2016)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다. 

2) 공유되는 가치인식  

문화생태계서비스는 향후 사회생태적인 논의를 하는 데 있어 잠재력이 

있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Milcu et al., 2013). 특히나 

‘공유되는’사회적 가치 평가의 중요성은 생태계 서비스와 공동체, 

나아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무형의 가치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Chan et al., 2011; Kenter et al., 2015; Scholte et 

al., 2015). 앞서 살펴 본 두 사례에서는 마을의 역사, 사회적 인식의 

변화, 마을의 정체성 등과 같이 다양한 무형적 가치가 마을공동체에 

공유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나무가 물질적인 자원이 아닌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환경적인 인식(예-책임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은 해당 지역의 사회-생태적 계획수립에 

있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Vaske and Kobrin, 2001; Urquhart 

and Acott., 2013; Faehnle et al., 2014; Plieninger, 2014; Cooper et al., 

2016). 물론 이러한 인식은 환경과 사회의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Thiagarajah et al., 2015),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곧 

공동자원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Choe and Yu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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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동자원이란 생태계의 물질적인 요소들과 생태계서비스의 

비물질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인 가치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자원과 관련된 논의는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효율적인 

자원의 총량유지와 같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범위를 뛰어넘는 

사회문화적인 가치의 영역이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연구의 함의 

문화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통해 공동자원이 단순한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생태계로써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형적인 가치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공동자원과 

구분되는 산출물(열매)은 마을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주지만, 

공동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동백나무와 비자나무는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관련된 여러 무형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이 사회경제적인 

변화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가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자원을 다룰 때 보다 깊은 통찰을 제공해주리라 믿는다. 

이러한 가치들은 단순한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마을경관으로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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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앞으로 공동자원이 지닌 무형적인 가치의 측면도 중요하게 

다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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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반구조화 심층 면접 (Interview protocol) 계획안

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두 마을(신흥2리, 송당리)의

공동자원과 이와 관련된 문화생태계 서비스의 조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인터뷰 구조는 Gould et al(2014).의 선행 연구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말하는 ‘공동자원’이란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연자원 중 동백나무(신흥2리의 경우)와

비자나무(송당리의 경우)를 말한다.

‘공동자원의 이용과 문화 생태계 서비스’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

•녹음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예시 사진 준비

인터뷰를 시작하며 :

• 인터뷰의 목적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 얻기

• 모든 물음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으며, 자유로운 생각을

청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힘

7) Rachelle K. Gould, Nicole M. Ardoin, Ulalia Woodside, Terre Satterfield, Neil

Hannahs, & Gretchen C. Daily. (2014). The forest has a story: Cultural ecosystem

services in Kona, Hawai'i. Ecology and Society, 19(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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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시작

1. 배경 질문

-마을에서 얼마나 거주하셨나요?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대략적인 나이로 말씀해주셔도 됩니

다)

-마을에서 어떤 그룹(들)에 속해있나요?(예- 부녀회, 연구회, 노인

회)

-마을활동에 자주 참여하시나요? 어떤 활동인가요?

-마을에서 동백열매(비자나무)가 어떤 가치(혹은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2. 공동자원(동백열매 혹은 비자나무)의 이용과 관리

-공동자원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요?

-공동자원이 귀하의 삶의 질(Well-being)과 관련이 있나요?

-어떤 상태, 혹은 이용하는 방식이 공동자원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공동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좋은 공동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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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요? 이를 위해 현재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신

가요?

-아리따운 구매협약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방식과 상황이 변화

하였나요?

-변화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영향이 곧바로 체감되었나요?

-아리따운 구매협약 이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러운가

요, 혹은 불만족스러운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용방식은 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동자원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주로 누가 공동자원을 관리

하나요?

-공동자원과 관련 된 이해관계자들은 누가 있나요? 누가 가장 영

향력이 큰가요?

-계절별로 어떻게 이용되나요? 휴식기간이 있나요(있다면 어떻게

정하나요)?

-혹시 아래에 제시되는 사진과 마을의 공동자원이 관련되어 있나

요?

문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질문

(문화생태계 서비스 항목별 예시 사진을 보며)

3. 심미적 가치(Aesthet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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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비자나무)가 마을 풍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을 통해 느끼는 심미적인 가치(예-마음의 안정)가 있나요?

4. 상징적/장소/역사적 가치(Symbolic/Place/Heritage value)

-동백나무(비자나무)이 존재함으로써 마을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나요?

-마을의 역사와 동백나무(비자나무)가 관련이 있나요?

-동백나무(비자나무)와 관련하여 추억으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있

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있나요?

5. 정체성(Identity)

-동백나무(비자나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 혹은 소속감(공동체의 일원)을 느끼시나요?

-마을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장면에 동백나무(비자나무)

가 포함되나요? 어떤 모습인가요?

-마을을 소개할 때 동백나무(비자나무)를 통해 소개를 진행하나

요? (만약 있다면, 마을 외부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6. 정신적 가치(Spiritual value)

동백나무(비자나무)가 귀하에게 주는 느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

을까요?

(예를 들어, 편안함 • 경외심 • 겸손 등)

7.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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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비자나무)가 마을 내 사회적인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

나요?

-만약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마을외부인들까지 확장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으로 동백나무(비자나무)를 이용하면서 마을의 사회적 관계

가 좋아졌나요? 아니면 나빠졌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8. 예술적/기념 가치(Artistic/Ceremonial value)

-동백나무(비자나무)를 통해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사진을 찍는다

는 등의 활동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목격한 경험이

있나요?

-동백나무(비자나무)와 관련된 마을 풍경 사진(혹은 그림)이 전시

되어있거나 혹은 전시되었었나요?

-동백나무(비자나무)를 활용하여 공예품 등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

하신적이 있나요? 이런 활동을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9.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

-동백나무(비자나무)와 관련하여 방문객들 혹은 마을주민들에게

진행하는(혹은 진행하였던)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혹은 있었나

요)?

-동백나무(비자나무)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

이 있으신가요?

10. 세대 간 전수(Intergenerational)

-동백나무(비자나무)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떤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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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시나요?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11. 위험요인(Treat)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혹시나 앞으로 공동자원과 관련하여 걱정되는 문제가 있다면 말

씀해주세요.

-현재의 상황이 동백나무(비자나무)가 계속 마을에 존재할 것이라

고 상상하게 하나요?

12. 마치며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공동자원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가요?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연구가 마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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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ecosystem services and changes in 

the value of community resources 

– the case study of the Jeju shin-heung 2-li

(신흥2리) and Song-dang-li(송당리)

JiYong Myeo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engaging in Discussions on the sustainabl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are still being treated as a 

challenge, especially in 2005, when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 includes the importance of non-material values  beyond 

simple material values that began to share. While ecosystem services 

have  been discussed in various discussions to recognize the diverse 

values of nature  since then with the central concep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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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the balance of ecosystem  and human life still needs to 

be answered in some question in a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was often held in a reflective way, seeing negative consequences of 

human misjudgment and behavior. In particular, Elinor Ostrom offers 

solutions to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based on 

community-based solutions for the sustainable use of limited 

resources, and then, based on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in 2009.

The Commons Theory collaboration with ecosystem service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discussions on the sustainability of human 

beings and nature.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through two concepts. 

first, characterized by a deeper look at community resources that are 

utilized and managed by the community via the concept of cultural 

services (cultural ecosystem services) that deal with the non-material 

value of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Second, in order to 

consider external impacts rather than merely focusing on the 

community, the two villages in Jeju Island were recently investigated 

by companies and villages through purchase agreements, and social 

and cultural changes were also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non-material values of joint common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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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cosystem services, especially cultural ecosystem services, and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nd use resources 

that recognize intrins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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