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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촌의 쇠락과 폐광촌의 미래:
태빽시 철암의 사혜*

채수용••

1. 톨어가는 말
철암은 정지해 있는 곳이다. 아니 뒤로 간다. 경제활동이 죽어버린

철임에 그래도 남아 있는 이들은 철암이 고향이고 정이들대로 들어 버린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청년들과그들이 아이들이 떠나버린 철암에서， 학
교들마저 문을 닫。l야 할지 모른다. (중략) 사랍들은 희망올 말하지 않으
며， 단지 그냥 거기에 살고 있을 뿐이다.(중략) 철암에는 오랫동안 팔리

지 않아서 쌓여만 가는 석탄과 그 폐석만이 거대한 산올 이루고 있다.
비닐산어 높아지는 만큼 집들은 하나 둘 헐리고 있다. 떠난 이들이 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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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는 실천척인 함의툴 지니고 집필되었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탄팡촌의 쇠락과 혜팡촌의 미래

,

채수홍

63

집들은 빈집으로 버려지고， 헐리고， 개집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이 살던
집에 개나 닭이 사는 것이대철암지역건축도시 작업팀 2002: 16).

철암주민들은 자신의 처지를 “연못에서 물이 말라 (물이) 남은 못에
시는 물고기”에 비유한다.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이 1)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를 토대로 쓴 민족지 ‘철암세상’ 에서 을씨년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위의 광경이 말라버린 연못에 시는 물고기 같은 철암주민의 삶을
축약하고 있다. 2003년 가을 철암을 처음 접한 필자의 눈에도 버려진

사택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 문 닫는 가게가 늘어가는 상개 몇 개 남은
술집의네온사인마저삼켜버리는철암중심가의칠흑같은밤은충격이
었다.

현지조새 2003년 9월-2004년 2월)를 진행하면서 충격은 차츰 의문
으로 변했다. 의문의 시작은 철암이 과거에 태백， 정선 지역에서 가장
“잘나가던 동네”의 하나였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철암역이 전국 최
고의 무연탄물동량을 자랑하던 70년대만 해도 철암은황지와함께 태백

의 중심지였다.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니는” 탄광촌답게 가게，
술집， 이발소， 다방， 거리에 사람이 넘쳐났다. 이렇게 흥청거리던 철암이

어떻게 이처럼 쇠락한 모습으로 변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단순명쾌한 대답은 “철암은 태백중의 태백이다”

(ibid.: 4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철암은 탄광촌에서 폐광촌으로 변화
하면서 쇠락하고 있는 태백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89년 제정

된 석탄합리화법에 기초해 93년 강원탄굉어 문을 닫으면서 철암이 급속
하게 죄락해 갔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왜 철암이
태백을 포함한 다른 강원남부폐광 지역에 비해 더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철암은 인구감소， 고령화，
1) 철암세상은 1999년 서울의 건축가들이 중심이 된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이 제안하여
생태마을시민연대와 같은 태백지역 시민단체와 철암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 성

격의 단체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름과 2002년에 낸 민쪽지 이름이 모두
‘철암세상’이다. 철암세상의 주요활동은 철암지역 활성화어1 맞추어져 있는데， 이에 대

해서는 추후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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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화의 속도가 태백 전체의 명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태백의 중심

지인 황지의 발전상과는 완연히 대비 된다{심재만

2004: 53-58) , 철암이

폐광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후유증올 앓고 있기는 강원남부의 여타지역
과 마찬가지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어난 일련의 지역개발전략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이런 과정에 대응할 만한 주체적， 물질적 역량이 상대

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폐광지역의 일반적인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조건과 철
암의 특수한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조건을함께 고려하면서 철암이 쇠
락해 온 과정과 저개발 되고 있는 이유를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탄광촌 철암이 발전하고 쇠락해 온 역사적 계기들을 (석탄산업

합리화가 계획되어 현재에 이르는) 탄광촌 형성기， 탄광촌 전성기， 폐광
촌 시기로 나누어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철암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각 시기의 주요사건과 일상사에 주목히여 그들 스스로가 현재 철암의

정치경제적 상횡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둘
째， 철암이 여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유률 폐굉이후 철암에
서 일어난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그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석탄합리화사업이 시행되면서 태백-정선 지역에서 일어
난 주민운동에 철암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했으며， 그 결과 무엇을 얻었

으며， 이런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본다. 이어
철암주민들이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
고 있댐l도 불구하고 철암이 지속적으로 낙후해기는 이유를 철암의 사

회적 분화와 특수한 지역정체성과 관련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 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형성

(community empowerment)"( Rappaport

1984:

3) 이 철임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사회경제적 분회에 따른 이해의 정치화

과 이외는 상대척으로 독립된 정체성의 정치학"(Lee 1998: 21) 의 상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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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주목하여 대햄뾰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이 최종적으로 목적히는 바는 철암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의문에 답하는 것이다. 철암은 아직 폐광되지 않은
대한석탄공새이하 석공) 장성광업소의 철암분소에서 일하는 현역광부
들에 의해 탄광촌으로서의 변모를 근근이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언제
완전히 폐광촌으로 변해 몰락해 버릴지 모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

런 철암에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묘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철암을 다
시 살릴 수 있는 장멋빛 청사진이 무엇이든 이를 실천하기 전에 선행되

어야 할 것이 있다. 철암이 끝없이 쇠락의 길을 걸은 역사적 과정과 이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그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광산은 자본의 운동과 노동의 저항에 관심을 가진 사회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인류빼서도 맨체스터 학파의 잠비아 구리광
산 노동자연구와 내쉬(June Nash 1979)와 타우직(Michael Taussig
1987) 의 볼리비아 주석광산 노동자연구가 저항연구의 고전으로 지주 인

용된다. 하지만산업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이 되어 왔던 광산업이 세계체
제의 주변적 지위로 밀려남에 따라 광산에 대한 연구가 시들해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사설이다.
한국 사회과학에서도 이런 흐름은 쉽게 감지된다. 석탄산업이 살아
있고석탄노동자의 저항어 커다란사회적 이슈가되었던 90년대 초까지
만 해도 석탄산업의 구조와 변회{김두식 외 1991; 유재무·원응호 1991) ,

광산의 노동과정(남춘호 1991) , 광부의 생활환경(오환호 1983) 등에 대
한 논의가 활발했다. 하지만 이제 석탄산엽의 쇠락만큼이나 광산， 탄광
촌， 광산노동자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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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노동운동(김무용 2000; 박철한 2(01) 이나 광부의 생애새원응호

19%; 사북청년회의소 2(01) 가 탄광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

을 뿐이다. 안티깝게도 탄광촌 사람들이 어떤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사회문화적인 삶을 일구어 왔는지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도되기 전에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
한국 인류학에서 한국석탄산업의 메카인 강원남부 탄광촌의 사회문

화적 변화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김용환과 김재동H9%)이다 2) 이들
의 논의는 탄광촌의 사회문화적 특정이 석탄산업의 흥망성쇠에 주기를
맞추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팔적으로 서술하면서 탄광촌이 인류
학적 연구대상으로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버l 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들의 시론적 연구가 광산， 탄광촌， 광산노동자의
사회문화적 특정에 대한 후속연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탄광촌이 이
미 폐광촌으로 변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탄광촌보다는 폐광촌의 연구에 기깝지만， 90년대
초반부터 이 지역에서 일어나기 급격한사회변동이 다시 연구자들의 관
심을꿀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자연히 폐광지역의 산업공동화
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응양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을 중
심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와 지역저항운동의 정치적 과정(예를 들어，
이강익 1998) 이나， 지역 재활성회를 위한 운동과 이를 이꿀고 있는 주체

의 형성과정(예를 들어， 심재만 2004)과 이의 계급적 성격(예를 들어，
이선희 1997) 등이 연구되었다. 이들은 공히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재활성화)운동이 일어나는 정치적 과정과 행위자의 의도에 대한 홍미
로운 민족지를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특정에 대해서는 심도 갚은 논의를 전개하진 못했다.
강원남부 폐광촌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특정이 현재의 폐
광촌을 재생산하고 변모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예외적으
2) 이전에 한상복 퉁이 주축이 되어 (강원도) 민속조사라는 이름하에 광원들의 삶에 대

한 자료를 모아 정리한 적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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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 그려내고 있는 민족지가 ‘철암세상’이다. 심재만의 석사논문과

함께 철암을 본격적으로 다룬 유일한 글인 철암세상은 장기간의 현지조
사{1999-2002년)에 기초해 쓴 민족지답게 철암의 과거와 현재의 사회문
화적 특성과 이것이 철암의 재생산을 위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묘사하고

있다. 물론 건축가들이 쓴 민족지라는 한계로 인해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지 못한 아쉬웅도 있다. 하지만 정작 펼자가 민족지
철암세상에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부분은 철암의 저발전 원인에 대한

이들의 진단과 이를 기초로 이들이 그리고 있는 철암의 미래이다.
철암세상은 철암이 지닌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에
철암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일반적 견해를 뒤집을수 있는 가능성을 철암
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철암에 님아 있는

광부사택과 같은 문화유산과 저탄시설 같은 산업유산을 이용하여 볼거
리를 제공하고 각종 축제를 유치히는 빌리지웅< village museum)을 만들
자고 제안한다. 이들은 빌리지웅이 역사를 “식민지화”하지 않고 주민의
일상과 연계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
“향수{nostalgia)를 파는"(Kelly 1986) 생태박물펀f( eco-museum)보다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디{전홍규 1999 참조; 철암지역건축도시작
업팀 2002: 92). 철암 재활성화전략으로서 빌리지움의 건설은 철암이 산

업유산 외에는 동원할 자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안임에
틀림없다. 권숙인(2003) ， 정근식 (2001) ， 홍성흡{1 998， 2001)등이 소개하

고 있는 일본의 농{산)촌들의 시례도 고령화와 경제적 쇠퇴에 직면한

지역에서 문헬f업과 관광산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
고있다.

하지만 철암세상이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많
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단순화시키고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 철암세상은 기존의 자본 중심적인 시각에서 주민을 주체로
보는시각으로의전환과이런시각을갖춘주민의주체적인참여가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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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쇠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

42-46). 그러나주민이

2002:

어떻게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와주민

의 주체적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작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독거노인 집지어주
기，’ ‘철암역 갤러리 만들기，’ ‘초등학교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철암

세상}이 이 지역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실제로 철암주민의 통합역량을 강
화했다는 심재만(2004) 의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철암세상이

의욕적으로 실천을 하던 짧은 시기에 초점을 맞춘 결과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본인이 실제 접해 본 지역관료들과 주민들의 철암세상의

활햄l 대한 반응은 엄밀히 말해 냉소적이었다. 철암주민들이 최근 집단
적 행동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철암세상의 활동도 이전만 못하

다는 사실이 이런 단기적인 평가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

철암세상의 청사진은 재활성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꿀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마켓팅 전략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할 지도력이 필요"(정근
식

2001:

93) 하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간과한 것 같다. 이 지도력의 확보

는 기존의 제도적 틀， 지도력의 전통， 정치적 연합， 유연한 전략적 선택

등이 요구되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다. 또한 지도력의 발휘는 마을의
정체성과 이해의 정치가 교차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홍성홉<2어1)이 소
개한 일본 규슈의 유후인정(場椰했의 사례가 바로 지역 재활성회운동

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분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복잡한 정치적 경쟁의
장(arena) 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철암세상의 제안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철암의 사회적 분화와 다OJ=한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어떻게 계획을 실행할 지도력을 확
보할 것이며 어떤 전략으로 필요한 지원을 동원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선행되어야할것 같다.

위에서 개괄한 다수의 논문이 그렇듯이， 흔히 지역운동에 대한 연구
는 지역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과 대상을 선택하거나 지역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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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량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선험적 가정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흔히 우리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관념을 사회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논할 때， 사회적 운동이 얼어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서는 이틀이 기존의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반대로 사회적 운동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이들을 새로운 사회구
조로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서 취급하는 결과론에 빠지곤 한다. 전자
의 대표적인 예가 인류해11 잘 알려진 소위 ‘빈곤의 문화’ (Oscar Lewis
1%1) 의 개념이며 후7.r는 혁명적 사회운동을 기술한 연구들에서 흔히

발견된다. 철암세상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결과론에 안주하지 않고 철
암이 처한어려운조건들속에서 철암지역의 미래를그려내려는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철암의 사회와

문빽l 대한 보다 제계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력하나
마 이런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3.

철암의 역사적 변화: 탄광촌 철암에서 폐광촌 훨암으로

1)

탄광촌 철암의 명성

(1932 .... 1966)

강원도 태백시의 산골에 위치한 “쇠바우” 마을 철암~i載岩)은 화전민
이 살았던 곳이다. 지금의 석공 장성광업소 철암분소의 광원 아파트가

있는 상철암의 터에 밭을 일구거나 그 뒤의 골짜기에 화전을 하며 살았
다. “ 1916년경에 약 60여 호 300여 명이 살았다"(김강산

1989:

241)고

추정되며 청송 심씨와 남양 홍씨가 많았으나 큰 문중을 이루지는 못했
다

철암이 탄광촌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1932년 문을 연 삼척탄광
(지금의 석공 장성광업소)이 채굴한 석탄을 운송하기 위해， 1940년 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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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묵호항까지 철도를 가설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원주민이 살았
던 철암이 ‘웃철암’으로 불리기 시작하다 현재의 상철암이 되었고， 일제
하에 선탄장이 들어선 곳이 ‘아랫철암’ 으로 불리다 지금의 철암이 되었
다. 이때부터 화전을 일구던 원주민들어 선탄장써l서 일하고 경상북도
북부를 중심으로 외지인이 이입되기 시작했다.

〈태백시 관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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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암권 지도〉

훌 쩍 IScale)=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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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촌 철암이 태백의 중심지로까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석공이 설립되고 1955년 강원남부와 경북의 철도 중심지인 영주와 철암

을 잇는 영암선이 개통되면서부터이다.53년부터 55년 시이에 가절된
다른 철도노선들과 함께 영암선의 개통은 석탄산업의 일대 변화를 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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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서올까지 무연탄올 수송하는 데 “배로 4 일이 걸리던 것이 철암에
서 청량리까지 불과 하루면 가능했고 비용도 10분의 1로 줄면서"(대한
석탄공사 2001: 71) 석탄생산과 공급체계가 혁명척으로 개선되었다. 이

에 더하여 1957년부터 국영탄광의 민영불하가 시작되면서 1958년 철암
에 강원탄광이 문을 연 것을 비롯뼈 태백， 사북， 정선， 영월， 도계 등
현 강원남부지역이 본격적인 탄광지대로 변창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주유종탄(主由從빼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66년까지
를 강원남부 석탄산업의 ‘제 1 의 전성기’ 라고 부른대 ibid.: 87).
이 시기에 철암은 철암역의 발전 덕택에 강원남부 탄광지역의 중심

지로 성장한다. 대규모 민영탄광인 강원탄광까지 가행되면서 외지인이
급속하게 이입되었고사택들이 지금의 철암역 서쪽에 있는돌꾸지와남
동미을 그리고 철암시장 뒤편의 삼방동에 들어선다. 펙돼에 소규모 화전

민 마을에서 시작된 철암이 1962년에 이르러서는 1 ，418호의 기구에
11 ，530명의 인구가 사는 대규모 촌락으로 성장하게 된디{김강산 1989:

241). 1963년 황지-통리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이웃 황지가 서서히 커나
가기 시작했지만 이 때만 해도 철암이 현 태백-정선 지역의 중심지였다.
“(심지어， 강원도 중심지의 하나인) 강릉역장보다 철암역장이 높다”는

말이 있을정도였다.
이러한급격한 성장의 결과로 철암은 한편으로 석탄산업에 의존혀는

탄광촌으로 다른 한편으로 외지인 마을로 변모했다. 이때 이입된 외지인
은 주로 농사지을 땅이 없는 소작인 출신들이었으며 특히 예천， 봉화，
의성， 영주， 청송 둥 철암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부경북지역 출신이 많
았다. 지금도 철암에는 북부경북 말씨를 쓰는 노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때론 철임에서 태어나 자란 청장년들까지도 부모의 영향으로 강원

도 억양이 아닌 경북억양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청년기에
철암에 “탄 따먹으로” 들어 온 뒤 철암에서 지식을 낳은 이런 노인들은
대부분 철암을 고향으로 여긴다. 자신들을 외지인으로 여기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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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부분 이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한다 3)

이 시기에 이입된 인구의 또다른특정은거의 대부분자신이나남편
이 일정기간 동안 광부쟁활을 했으며 생계가 막연하던 60년대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끼니 걱정을 하던 시절에
안남미와 원조물품을 배급봤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후한 임금까l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60년대 중반에 석공보다 월급이 많았던 민영
강원탄광의 막징에서 만근(윌 26-27일의 노동)을 하면 쌀 1O-127}마어l
해당하는 수입이 생겼으며 특히 탄을 직접 캐는 “사케야매선탄부)"나
반장의 경우 독채의 사택에서 살 수도 있었다. 이들의 이런 기억을 종합
해 볼 때， 이 시기에 유입된 주민들은 스스로를 토박이로 간주할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제2의 고향’ 철임에 대
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 유입된 광부탬l 비해 상대적으

로광부로서의 삶에 대한긍정적인 이미지를가지고 있는보수적인노인
층이라는데 었다.
물론 당시에도 탄광촌의 특성으로 인해 이들 내부의 사회적 위계와

경제적 조건에 차이가 있었다. 탄광의 간부， 반장， 일반 생산직 광부 시아
에서 사회경제적 분화가 나타났으며， 일반 생산직 중에도 선산부와후산
부는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생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유입되어 지금까지 철암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퇴역광부들은 과

거의 차이와 분화가 무색하게 공히 가난을 피해 탄광촌에 들어 온 뒤
폐광지역의 가난한 노인으로 남아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아주 영세민으로 산동네에 살거나 자식의 경제적 보조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 시절 모은 돈으로 재래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차이는 과거 가난했던 시

3)

이런 현상은 탄광과 함께 성장한 태백시 전역에서 발견된다. 엄밀히 따지면 외지인인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박이 행세를 한다. 태백시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여러 세대에 걸쳐 태백에서 살아온 사람은 태백 전체인구의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태뼈에는 특이하게 토박이들의 모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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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나 의미가 있을 정도로 미미하고 공히 영세하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철임에 강한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하고 고령화된

ω세 이상의 광부출신 주민들이 전체주민의 약 200/0 정도나 된다{철암동
인구통계자료 2004. 1.1) .4)

2) 탄광촌 철암의 밟전과 변확(1967 "'1986)
철암의 성장은 66년 연탄따통과 이에 따른 정부의 주유종탄의 정책

(67년-73년)으로 잠시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69년 석공
장성광업소의 ‘제 1수갱’ 이 완성되어 철암으로 실어낼 석탄 물동량이 늘
어났고 73년과 78년 2차에 걸친 국제석유피동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도주탄종유로 회귀하게 된다. ‘제2의 석탄전성기’로불리는이 시기에
철암역에서 수송된 무연탄이 300-350행훌빼 5) 에 이르러 전국최고를 자
랑했다. 자연히 인구도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상철암， 철암， 돌꾸지와 남
동， 동점동을 포함한 지역이 철암권으로 분류되었으며 80년대에는 철암
만 15，000명， 철암권을 다 합하면 2만 명을 훨씬 웃돌았대김강산 1989:

241; 심재만 2004: 53).
철암 주민들은 철암의 전성기를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말까지라
고 말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가 가장 살기 좋았다는
것이다. 삶의 질은 지금이 더 나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철암의 끝없는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 불안하지 않았다. 노름과 주색잡기에 돈을 허
비해도 “항상 오늘 같은 날만 있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 지역
에서는 석공 광부들을 “장성대화” 혹은 “태백대화” 화생들이라고 농을
하며 대학 나온 것 부럽지 않다고 평가했다. 수입이 좋았던 석공의 시케
4) 물론 주민의 1/5에 해'i，h5}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 이후에 유입되었거나， 모아 논
재산이나 성공한 자식들 덕택에 상대적으로 넉넉한 생훨올 하는 사람도 극히 일부지
만 존재한다. 하지만 노인충의 절대다수가 이 시기에 첼암에 자리를 잡고 과거에 광

부생활을 했거나 배후자가 광부생활을 한 가난한 주민틀이다.
5) 량은 긴 하채倚車) 한 칸올 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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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미{막장 선산부)에게는 “(인근의) 경상도 딸네미를 셋째 첩으로도 준
다”는 말이 있었고 “시집 온 처녀가 쌀밥만 먹더니 몇 달 만에 촌티를

다 벗었다”는 놀림도 흔했다. 강원탄광이나 석공의 간부들 중 “둘째 마
누리{첩)를 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이 태백 일원에서 가게를 해 구설
수에 오르는 일도 있었다.
철암 광부들의 소비가 왕성하면서 철암의 상권도 이 시기에 절정에

달했다. 지역에는 10여명의 여성접대부를둔 ‘%관(館)’들과 이 보다는
소규모인 ‘ 00屋’들이 많았고 “하꼬방”이라고불린 대포집도즐비했다.

철암 주민들에게 유흥가의 번창과 함께 철암의 융성을 상정했던 것이

새벽 어물장이다.60-70년대에는 “다라이(대야) 장사”들이 매일 “수대
채완행 수하물 기채”를 타고 밤에 묵호에 가서 “다라이”에 가득 어물

을 실어다 새벽에 철암역 앞에 부렸다. 철암역의 새벽은 싱싱한 어물을
사러 온 인근 상인들과 주부들로 항상 북적거렸다. 술집과 다라이 장사

는 철암 사람들에게 돈과 사람이 넙치던 시절을 의미한다. 광부들의 임
금이 계속 오르고 일자리도 안정적이었던 시절을 의미한다.
철암의 융성은 이미 60년대 초에 시작된 것이지만 ‘제 2의전성기’ 에

철암은 양적팽창과 함께 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농민
이 주축을 이루었던 인구이입이 도시의 불완전고용 노동자나 파산한 영
세상인 위주로 바뀌면서 소위 “막장인생”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70

년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된다{사북청년회의소 1998: 36). “막장인생”이
라는 단어는 “저승뱀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할 만큼 사고

가 많은 작업환경과 이로 인해 술， 여자， 노름을 탐닉히는 광부들의 희망
없는 삶을 함축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탄광이 문을 닫을 때까지 100명
이상의 광부가 죽었고 철암은 전국에서 보험이 가장 잘 팔리는 곳이었

다. 탄쐐서 일어난 큰 사고는 매스컴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고 77년에

는 석공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
여 “산업전샤’라는 수사로 “막장인생”들을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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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의 위험하고 힘든 일에 비하면 복지혜택은 초라했다. 처음엔 10
달 정도의 선금을 내고 돈을 변 광부의 집에 세를 살다가 1 년여가 지나

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할 수 있었다. 사택은 대개 한 동에
4채의 집이 었고 한 칸에 한 가구씩이 입주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칸짜리로 옮겼고 승진을 하면 독채를 제공 받기도 했다. 하지만 회장실
이 5-6개 동에 하나 정도 있어

30 가구가 공동회장실을 시용했다.

수도

시설도 열악하여 특히 동파가 되는 한겨울에는 개울물이나 공동우물을
이용하는 일이 빈번했디{사북청년회의소

1998: 65-68;

검남각·유승룡

1980).6) “물과 연탄과 전쟁을 치루고” 살았다고 말할 만큼 복지가 열악
하고 (특히 여성들의) 삶이 고달폈다.
탄광촌 철암의 광부와 가족들은 고달푼 삶을 소비로 달랬다. “눈 딱
감고 몇 년 고생하면 목돈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현실화시키는 광부는

소수에 불과했다. 광부들은 7-8만 원의 노란 월급봉투를 손에 쥐면 술집
으로 직행해서 1-2만 원어치의 술을 먹었다. 대부분의 철암 할머니들은
젊은 시절 남면이 “밤마다 화투를 치느라 며철 밤 코뼈기도 안보인” 경
험을 한번씩은 가지고 있다.70년대 전국을 강타한 춤바람。1 이 지역에

서도 예외 없이 성행했고 소위 남녀상렬지사도 많았다. 따닥따닥 붙은
사택의 구조로 소문은 빠르게 돌았고 씨움도 흔했다. 고된 일， 열악한
복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소비 등은 70년대 철암을 “막장인생들의 탄

광촌”으로 변모시켰다. 철암의 경제규모가 점차 커가고 광부들의 경제
적인 조건도 당시에 존재했던 직업들에 비견해 손색이 없었지만 광부를

보는 사회적 인식， 노동조건， 복지상태 둥은 여전히 열악했으며 이런 모
순 속에서 광부들의 독특한 일상적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철암의 변모에서 눈여겨 볼만한 또 하나의 특정은 이와
같은 독특한 광부들의 일상 속에서 “지역의 계급화” 혹은 “계급의 지역
화!'(조명래 1993) 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철임이라는 “지역

6) 지금도 철암의 남풍이나 삼방동에 가면 공동회장실과 우물의 혼척올 찾아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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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일상사를 통해 계급이 그 구체적인 속성을 획득하고 동태적인
관계를 형성"(정근식 1997: 128)히는 것이 두드러졌다. 약 2 ，500명의 강
원탄광， 500여 명의 동광광업소 직원， 600여 명의 석공철암분소 직원과

가족들이 사택에 거주하면서 일상사를 통해 계급성을 형성하고 표출했
다. 이런 계급정체성이 철암의 지역정체성의 근간을 이루었다i 예를 들
어， 남성적， 위계적， 권위적인 탄광의 작업장 문화가 사택을 중심으로
작업장 밖까지 연장되었다. 작업징에서처럼 사택， 술집， 빨래터와 같은

일상적 공간에도 위계적 질서가 있었고 이런 질서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갈등하는 동태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철암이 “전국
에서 3개 변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신자가 있는 전국구"7) 였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이 어디인지보다 작업장내 지위와 직종이 중요한
일상적 문화를 기초로 철암은 급속하게 계급화 되어 갔다 8) 철암에는
지역차별이 거의 없었다는 현 주민들의 일관된 진술 역시 계급화 된 철
암의 지역적 특성을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지역의 계급회는 광부들의 일상적 공죠F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광부가 아닌 사람들도 철저히 탄광의 생산과 광부들의 소비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광부들의 사회적 위계와 일상적 문회를
이해하고 이에 준히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했다. 철암역과 철암시장을 중
심으로 번창한 가게의 주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탄을 지게로 져 나르던
막일문이나탄을줍고훔쳐 팔던 영세민들그리고광부에 세를놓던 집주

인들까지 철암의 모든생활은탄광과광부들을중심으로움직였다. 철암
은 “모두가 탄을 먹고 살았으며 탄을 캐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웅직였다"

7) 경찰생활의 대부분을 이 곳에서 지낸 정년이 가까운 파출소장의 진술- 이 진술은 70
년대 말에 행했던 실제 호구조사의 결과라고 한다.

8) 이와 같이 계급화 된 탄광촌 지역의 문화가 80년대 후반의 저항에서 큰 힘을 발휘했
다 빨랫터， 공동우물， 사택 등에서 형성된 여성들의 위계적 질서와 이에 따른 갈등과
반목이 80 년 사북사태와 같은 저항운동의 기본적인 동력이 되었다{박철한 2001; 사북
청년회의소 1989: 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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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촌얘서 빼팡촌으로<1 987 ....면째)

철암은 60년대 중반에서 적어도 70년대 말까지 지역의 생산과 소비

의 중심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막장인생”으
로 대표되는 이입인구의 성격 변화와 지역의 계급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철암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정후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석탄산업의 장래가 서서히 불투명해

지기 시작했다. 아파트가늘어나고 IPG나석유같은청정에너지에 대한
선호가늘어나면서 석탄소비량이 줄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때문에 전두
환 정부가 들어선 80년부터 이미 석탄산업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고려
되기 시작했디{대한석탄공사

2001: 1(9).

이러한 변회는 두 가지 방햄l서 철암지역 광부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으로는 광부들의 실질임금이 하.~하기 시작했다. 당시 광부
들의 진술에 의하면 80년대 들어 월급이

1a>/o

정도 올랐지만 대신 도급

제가 도입되면서 월 수령액은 70년대 말과 치어가 없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좋은 시절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원들의
복지가가시적으로향상되기 시작했다. 정부가복지에 신경을쓰기 시작

한 것은 “춤바람을 잡겠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택의 정회위원들이 매
일 순찰”을 도는 등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적 통제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
고， 실질임금하빽l 따른 불만이 고조되면서 급기야 ^l북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저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석공운 80년부
터 광부자녀 전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고 85년 상철암에 대규모 아파트
를 건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히는 등의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다{대한석탄공사

2001: 179).9) 이러한 복지정책은 철암 광부들의 계급

9) 이 시기에 강원탄광 역시 이웃 똥점마을에 대규모 아따트를 건셜하는 등 복지정책을

확대했다. 하지만 민영기업으로서 경영악화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마챔내 80년대 말부
터는 폐광올 준비해 나가면서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탄광촌의 쇠락과 폐광촌의 미래 l 채수흥

79

적 저항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상철암 아파트의 광부들
이 보수적인 석공노조의 지도 아래 놓이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철암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

는 철암역 부근의 아랫철암에 집중되었던 철암권의 중심이 분산되고 있
었다는 사실이다. 석공의 직원들은 상철암 아파트에 강원탄광의 직원들
은 이웃 동점마을의 아파트에 대규모로 입주하면서 (아랫)철암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축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80년대 초 생겨난 신흥
탄광들에 힘입어 황지의 상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 결과 80년

대 초 만해도 철암역 앞에 진을 치던 다라이 장사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
고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태백역이 있는 황지가 태백%랜의 중심지

로 부상했다. 황지의 성장은 새로 조성된 상철암 아파트가 철암역과 황
지의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도 철암의 상권에 잠재적인 위협
이 되었다. 철암이 외부적으로는 태백의 중심상권으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고 내부적으로는 지리적 분화를 겪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철암이 폐광촌으로
변모하면서부터이다. 철암은 엄밀히 말하면 폐광을 겪은 탄광촌이다. 아
직도 석공철암분소의 광부들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태백-정
선 일원의 덕대(하청탄광)에서 일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87-89년 석탄합리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철암이
겪은 변회를 아해한다면 철암을 폐광촌으로 부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철암 쇠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93년 강원탄광의 폐광이었다. 약

2-3

천 명의 주민들이 이때 철암을 떠났다. 하지만 철암의 쇠락이 하루아침

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
했고 강원탄굉이 시라진 이후에도 몇 년의 여운을 남기며 진행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석탄산업의 사앙화로 인구유입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광부들의 상대적인 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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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맞추어 철암에 아파트와 연립상가가 건립되고 도로가 포장되기 시작

했지만， 철암경제는 겉으로 화려해지는 만큼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

다. 철암의 전성기를상정했던 ‘다라이 장사’들은 89년경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발 빠른 상인들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철암을

플 준비를 했다. 철암이 좋았던 시절에 벌어 둔 돈을 셈해보고 가게를
정리해서 팔았다. 철암주민들은과거에 돈을 번 사람들은 지금은 철암에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강원탄광 폐광을 전후로 “모두 먹고 살만한 곳으
로 떠났다 .. 사실 철암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미 1990년을 전후해서 인구가 3-4천여 명(범철암권은 5-6천
여 명)이나 줄었고 강원탄광이 폐광된 직후에는 이미 약 6천여 명(범철

암권 8천여 명)의 인구만이 철암을 지키고 있었다. 사람이 떠나자 여기
저기 빈 집이 늘어났다. 강원탄광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남통마을

이나 삼방동이 급격하게 슬럽화 되었다. 탄뺑l서 번 돈으로 집을 사서
세를 놓던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무허가로 지었던 집들이 헐리기
시작했다. 산업이 공동화되면서 마을이 공동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년 이전만 해도 철암의 상권은 위축되기는 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폐굉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떠나지 않은 퇴직광부들이 있
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도기적 상횡에서 “돈 번” 상인들이 떠난 자리를

뒤늦게 찾아 옹 외지인이나 보상으로 목돈을 쥔 광부들이 채웠다.18-20
개에 달하던 티켓다방이 13개로 줄었지만 아직도 다방마다 7-10명의

아가씨들이 차 배달을 나갔다. 매월 10만 원씩이나 주고 피출부를 쓸
만큼 아가씨들의 수입도 괜짧t다. 막걸리를 피는 대포집이나 관·옥 대
신 맥주를 피는 “비어홀”들이 생겨났고 나이트클럽과 여관도 그런대로

손님이 있었다. 철암연립상가의 입주비도 여전히 1 천만 원을 호가했다.
철암이 폐광촌으로 변하면서 철암의 상권이 몰락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

웃 상철암에 석공에서 일하는 현역광부들이 찾아오고 퇴직광부들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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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에서 번 돈이 지역에 풀리고 있었다.
철암의 상권이 유지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폐광대책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정부와 태백시가 대체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기반도로를 개설하고 94년 철암에 농공단지를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 밖에도 도로건설， 아파트 건립，
전원주택건설， 휴양지， 관광지 건설 등 여러 가지 개발공약이 제시되었
다. 당시만 해도 개발이 되면 철암의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겠지

히는 미련이 남아 있었다. 동시에 이런 장기적 대책들이 당장 숨어 넘어
기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에 집단적인 압력을
넣는 행동들도 계속되었다. 강원탄굉이 폐광이 된 93년부터 철암주민들

은 태백-정선 지역의 생존권 궐기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했고 ‘ 3.3 투쟁’
으로 불리는 95년 특별법제정운동에도 부분적으로나마 동참했다. 그 결

과마침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년 12월에
이 법에 근거해 ‘탄광지역진흥종합개발계획 (97-2005) ’ 이 세워졌다. 철

임에도 재활성화의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도불구하고 더 이상줄 것도 없어보이던 철암

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폐핑이 한.11-이던 시절에도 태백시 인구가
절반으로 주는 동안

2/3 가량의 인구감소를 경험했던 철암은 96년 이후

에도 여전히 매년 4%대의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디{심재만

2004: 54).

카지노 개장과 관광산업의 여파로 황지의 인구감소 추세가 멈춘 반면
철암의 인구는 꾸준히 줄어 2004년 1 월 현재 4，037명을 기록하고 있다

(철암동사무소 인구통계자료) . 이마저도 주민등록상의 인구일 뿐 실제
인구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남은 인구들마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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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의 인구변화: 태백시 전체와 철암〉
연도

태백시 전체 인구

혈압인구

1987

120，2(엉

13，닷)8

1잊lO

89,770

9,740

1앉l5

64，망7

5，쨌

2001

56,254
56,193

4,(fJ7

잉04

4,037

•

철암인구에는 현 철암\l， 2)동의 인구만 포함
출처: 철암동 인구통계자료

인구가 시라져가면서 철암의 상권은 거의 죽어가고 었다， 2만여 인
구가 북적거렸던 시절에 5개나 있었던 약국이 달랑 하나만 남아있다.
철암시장의 가게들은 96년경부터 10일징뻐l 의존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
고 있다， 10년 전 1 천만 원을 호가하던 가게가 지금은 7백만 원에 내놓아
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 많던 티켓 다방들이 모두 시라지고 몇 개만이
님아 중년의 여성들을 고용해 겨우 차 배달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상철암의 광부들마저 철암의 싱낸에 발길을 주지 않는다. 한때 3 ，000여
명에 달했던 철암초등학교의 학생수는 2000년대 들어 260여명으로줄더

니 이제 200명도 유지하기 힘겨워 보인다. 철암중， 고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각각 100여명과 30여명의 학생으로 학교를 꾸려가고 있
대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 2002: 58) ,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방구가
상철암에 겨우 하나 남아 있고 학원은 인근 피내골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다.
96년 이후 이따금씩 철암경제에 생기가 도는 때는 구조조정으로 광
부들이 대량으로 퇴직할 때뿐이었다， 93년 퇴직한 강원탄광의 광부들이
3년 정도 철암경제를 유지시켰듯이 90년대 말 몇 차례에 걸친 석공의
구조조정으로 광부들이 쫓겨 날 때마다 철암에 돈이 잠시 돌았다. 지금

도 많은 철암주민들은 도로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서 보상을 받는 것이

유일한 희nJ-이라고 말한다， 2003년부터 두 해에 걸쳐 수해가 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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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가 한 번 더 났으면 좋겠다는 씁쓸한 농담을 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제 철암은 탄광촌으로 번성했던 지난날이 무색하게 보상써l 기대어 살
아가는 자생력 없는 지역으로 전락했다. 유일하게 이 지역의 명맥을 유
지시켜 주고 있는 것은 철암역 직원을 보고 운영되는 식당， 장날과 영세

민에 의존해서 겨우 꾸려가는 가게， 석공 철암분소 광부， 지방공무원，
그리고 드문드문 나타나는 여행객뿐이다.

4.

폐광촌 철암의 재활성화 노력과 한계

1) x뼈성획를 위한 주민운동과 7뱀에 대한 주민의 시각
탄광촌 철암이 태백의 경제중심지에서 치츰 밀려나 경제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전락한 역사 때문에 철암주민들의 상실감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크다. 이 때문에 각각 태백시， 태백-정선， 강원남부 폐광
지역을 단위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의 웅직임이 있을 때마
다 일부 영세상인과 퇴직광부가 주축이 된 철암주민의 참여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태백시와 정선군(즉 사북과 고한) 주민이 합심하여

일주일 동안 대규모 시위를 벌인 끝에 특별법을 이끌어 낸 95년 3.3 투쟁
이다. 이 특별법은 직접적으로는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97-2000년)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계획에 포함된 13개 관광레저사업과 8개 지역특화사
업에 철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유일하게 철암에 예산이 배정된 것
은 주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평 규모의 아파트 500세대를 짓는 것이
었다. 그것도 민간자본 287억을 유치할 경우 국비 13 억과 지방비 20억을

지원해주겠다는 조건이었다{태백시시정백서 2002 , 심재만 2004: 49-51
재인용) . 절대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13평의 아파
트에도 살 수 없는 영세민이 많은10) 철암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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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이 계획에 의해 지어진 삼방동 장미
아따트는 아직도 입주자를 전체의 1/3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휩-%

뾰-없

〈표: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옳〉
태백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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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43.2

출처 태백시 통계연보， 심재만 2004: 58에서 재인용

철암주민이 참여한

3.3 투쟁의

간접적인 결실은 정선의 내국인 카지

노 유치였디{원기준 2002: 14 1). 정부가 먼저 제안해서 추진된 이 계획에
의해 연간 2， 000억 이상의 황금알을 낳는 기업(강원랜드)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그 열매는

3.3

투쟁의 주축이 되었던 사북고한의 자치단체와

주민， 특히 이 지역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이선희 1997
참조) . 철암 주민들은 카지 ~t 철암에 끼친 영향은 “돈 많은 외지인이

이웃에 올 때 구경하는 것”과 “주민 몇 명이 초기에 (카지노에 출입하여)
망쪼든것” 범어l 없다고단언한다. 처음카지노가생길 때 관광객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마을 열차를 철암역에 정차시켰다가 얼마 가지 않아

취소시킨 사례가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철암주민에게 가장 시급
한 일자리 창흙l도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강원랜드는 용역하청을 독
점하고 있는 남부시민주식회사를 포함하면 직원 3，000명 중 “지역출
신"11) 의 비율이 6Q01o나 된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철암에서 카지노에 고

용된 총인원은 룸메이드나 주방설거지를 담당히는 18명(이 중 17명이
여성)의 남부시민주식회사 직원을 포함 20명 남짓이다.

10) 철암동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연금， 장애인 연금， 교통수당올 포함 월 8천만 원 정도
가 주민에게 P→조되고 이 혜택을 받는 수가 전체 4 ，050명의 철암동 주민 중 1/3 가량
인 1 ， 500명이나 된다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올 고
려할 때 이들 중 상당수가 영세민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난한 주민들이라 한다.

11) 여기서 지역출신이란 강원남부폐광지역에서 중，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툴 지칭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지역출신보다는 훨씬 포괄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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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제정 투쟁과 함께 철암주민이 적극 참여한 또 하나의 운동이
99년의 12 .1 2 투쟁이다. 특별법제정 이후에도 폐광지역의 발전에 가시적

인 효과가 없자 강원랜드의 정선유치로 또 한번의 상처를 입은 태백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 약 1 만 명 정도의 태백시민이 12 일 동

안 ‘함태탄광의 재개발’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미 폐광된
탄광을 다시 여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시위를 벌인 것은 다른
지원책을 얻어내려는 목적 때문이었디{여영래 2001). 결국 시위대의 완

력이 통해 정부는 2어0년도부터 10년간 1조 원(연간 1 천억 원)의 석탄지
원금을 태백지역에 남아있는 3개 탄굉t장성， 한보， 태백)에 지원하고， 이
중 매년 300억 원을 태백시의 예산에 보태 대체산업육성에 사용하기로
했다(ibid.). 이 밖에도 이 시위는 정부가 민간연수원이나 온천개발에 적

극 협조한다는 합의사항을 이꿀어냈다. 하지만 아직 철암에는 이로 인한
가시적인 개발이나 고용창출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 두 시위가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은 철암주민들이 태백이나 정선의

주민들과 폐광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
다. 이러한 정체성이 주민운동으로 전환한 결과로 태백-정선 지역이나
태백시에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철암으로서

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철암의 경제 재활성회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개발은 대부분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개발사업의 내용

도 주민의 생계에 아주 간접적으로 영호탤 끼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
어 있다 12)

최근 철암에서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북동 진폐요양원， 금강골
휴양림， 돌꾸지 소방 연구센터， 38변 도로 확장공샤 수해방지 복개천
12) 필자가 이러한 주민들의 의문을 설명하자 개발을 계획하고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개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은 기다려야한다”고 말하면서 성급한 판단을 경계했
다 하지만 펼자는 주민들의 의문이 성급햄서 나왔다기보다 고용창출이나 지역상권
의 활생화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리는 그동안의 경험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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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주민들과 인터뷰
를 하거나 지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를 도우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발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그 효과가 자신에게까지 오
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금강혐l 휴양림과 북동에 진폐 요양원이 생긴다 하더라

도 인근 상철암의 경제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고 었다. 특히
자신의 땅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지 않는 한 (자신과는) 무
관”하다고 말히곤 한다. 하지만 “생겨서 (철암에 도웅이 되면 되었지)

나뿔 거야 없지”라는 식으로 막연한 설명을 덧붙인다 주민들이 철암에
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인적 이익에 기초한 명가를 내릴 때와
공동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내릴 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왜 이와같은불일치가 일어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시 말해 이런
불일치 현상이 주민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
지만 왜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는지는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다만
디버그(마rberg， 정근식 1997: 51 에서 재인용)가 밀한 (권력을 발생시커

는 데 결정 못지 않게 중요한) 불결정 (non-decision) 이나 비결정 (no
decision) 이 이런 불일치 현상과 관련이 있지 않나 추측해 본다. 다시

말해， 주민들은 사실 어떤 새f을 지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시훈f에 대한 결정이 자신의 정체성과 이익의 불일치를 낳는다
는 점을 인식하고 불결정이나 비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주민들의 진술을토대로추측해 보건데， 이들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시큰둥한 이유와 최근 10년 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
시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철암주민들은 최근 10년 동안
폐광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지역들과 여러 형
태의 저헝에 참여한 결괴에 대해 냉소적인 명가를 내린다. 특별법제정에

희망을 걸었지만 철암에 생겨난 것은 도로확장과 자신과 무관한 아파트
뿐이라고 말히는 주민이 많다. “정선은 카지노라도 얻었지”라는 한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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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죽 쑤어서 개 준 몰”이라며 독설을 품는 주민도 있다. 끝없이

추락하는 철암의 경제를 보면 이런 평 7까 무리도 아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첫째， 주민들은 왜 죽 쑤어서 개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다시

말하면， 왜 철암은 태백-정선의 여타 지역과 연합하여 저항해 얻은 결실
을 충분히 나누어 갖지 못했을까? 둘째， 철암주민들이 개발을 통해 얻고
자 하는 바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철암 주민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동일한가， 아니면 차별적인가? 셋째， 왜 철암주민들은 폐광촌 주민으로
서의 정제성을이용해서 다른지역의 일부주민들처럼 적극적으로자신
이 바라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것일까? 철암의 재활성화 운동이 실효
를 거두지 못해 온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상의 상호 연관된 질문

에 답할 펼요가 있을 것 같다.

2)

철암의 샤획적 분화와 지역 정체성의 성격

상횡-0 1 어려우면 갈등도 많은 법이고 인심도 사나운 법이다. 더구나

탄광촌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아닌 7꺼 그렇지 않아도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광업종사자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종사자로
나뉘고， 철암역쪽과 상철암지역으로 나뉘어 지고， 또한 계속 남。}야 하

는 노인틀과 떠날 준비를 하는 청장년으로 구분되며， 여력이 있어도 교
묘하게 생활보호를 받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갈등이 있고，
먼저 온 이와 나중에 온 이의 갈등이 상존하는 곳에서， 사람들은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싶다고 한다{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 2002: 2용 29).

철암의 재활성화가 여타 지역에 비해 왜 성과가 미미한기에 대해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철암의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석탄산업의 경우 탄이 매장된 산과 철도만 있으면 되지만， 다른 산업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지와 도로밍F이 필요한데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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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철암에는 광업소부지와 하천부지가 대부분

이고， 이미 쓸만한 명지는 주거지와 가게 터로 점령되어 있어， 대규모
산업이 들어설 부지가 마땅치 않다. 산업을 유치하기에는 도로 사정도
좋지 않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철암의 서쪽인 동점에서

남동까지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부터 철암의 중심가인 철암역 인근의 도로를 확장하
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근처에 4차선을 내기 위해서는 기존상가

의 일부분을 헐어낼 방법 밖에 없다.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길을
내려면 상기를 길로 만들어야 하는 모순이 생겨날 정도로 도로부지가
협소한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은 철암의 발전을 가로막는 짚L애요인의 하나일
뿐이다. 약간의 정도차이만 있을 뿐 사북이나 고한 같은 탄광 지역도
크게 나을 것이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철암에는 이미 92년부
터 철암농공단지와 기업유치단지가 10만 제곱미터의 넓은 대지를 차지

하고 있지만 김치공장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가동히는 업체가 거의 없다
는 사실을 상기할 펼요가 있디{철암농공단지 현황자료

2004).

대지가 좁

고 도로가 부족한 지리적 여건은 개발의 징L애요인이기도하지만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괴물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철암에 경제
재활성회를 위한 투À~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
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공

동체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성회를 추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지도력과 권력구조의 형성"(정근식

2001:

%)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

이더중요한원인이될수있다.

철암 지역의 지도적인 세력과 통합적인 권력구조가 미성숙하다는 사
실과 철암의 사회적 (혹은 계층적) 분화 사어에는 어느 정도 상호 관련성
이 있는 것 같다. 철암에는 크게 나누어 4부류의 집단들이 존재한다. 석
공의 광부， 철암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인， 영세민， 그리고 공무원을 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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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지인이 그들이다. 여기서는 철암의 권력구조의 두 축을 이루어 옹

광부와 상인을 중심으로 철암의 사회적 분화， 정체성， 재활성화운동의
관계를논해보겠다.
철암의 중심은 여전히 상철암의 석공아파트에 거주히는 광부들이다.

이들은 90년대 말석공의 구조조정이 이미 마무리된관계로고용이 안정
되어 있다. 지열 때문에 막장 일이 고되긴 하지만 현격히 개선된 안전시
설로 사고의 공포에서도 거의 해방되었다 13) 또한 슈퍼마켓， 유명식당，

횟집， 약국 등 중소 규모의 가게를 가지고 있는 소수상인들을 제외하고
는 철암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누리고 있다. 가장 적게 받는 보조원
이 월 180만 원 정도를， 1급 생산직의 경우 월 500만 원 가까운 수입을

누리며， 명균 250-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석공장성광업소 임금
통계자료 2(04) , 게다가 월 8천 원의 관리비를 내면 13평짜리 아파트를
제공받고 회사가 2명까지 자녀들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기도 한다. 또

한 철암의 광부들은 석공노조와 광부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배
우자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지역 내에서 이따금씩 만들어지는 안정된 일
자리에 배우자나 자식을 취직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강원랜드의 용역을

독점하고 있는 남부시민주식회시에 다니는 철암 여성의 절반이 석공 광
부의 아내이다. 철암주민 중 월수입 “ 100만 원 이동까 50%를 넘는다”
(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

2002: 26)는 사실을 고려하면 석공광부들은

“지역 내의 상류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2003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340
출처.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2003 임금통계

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13)

석공 장성광업소에서만 매년 10-15명의 사망자와

2α)-300명 가량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는 1-4 명의 사망자와
평균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참고로 2003 년에는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가 발생했다{석공 장성광업소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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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7) ,

이곳 석공광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문제 특히 철암경제의 쇠
락과 재활성회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생활이 사택인 상철

암 아따트와 회사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계밍~sodal
network)도 동일 집단 내에서"(이선희 1997: 74) 형성된다. 게다가 주민

운동이나 지역문제와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평판이 나있는 석공노조의
광부탬 대한 영향력도 상당하다. 실제로 이들은 철암에서 학교를 나와

철암에서 사는 10여명의 토박이를 제외하고는， 같은 상철암 아파트에
시는 일반 입주자와도 기깝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사회
적 거리감이 형생되는 데에는 상철암 아파트에 사는 250여명의 석공 광

부들과 나머지 입주지들의 생활수준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한 몫하고
있다. 일반 입주자들은 주로 철암 밖에 있는 덕대(하청광업소)14) ， 식당，

소규모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나이는 많고 모아 둔 돈은 없

어 철암에 눌러앉은 퇴직광부들이다.
철암의 석공광부들이 이처럼 다른 지역주민과 거리감을 두고 지역
재활성화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은 철임에서 이들이 차지히는

위치를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철암이 탄광촌을 중심으
로 “계급화 된 지역”으로 성장해 온 역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89년
강원탄광 광부 성완희의 분신자살로 상징되는 이 지역의 정치적 경험도

철저히 노동계급 중심적이었다. 93년에 철암주민들이 유일하게 다른 지
역의 지도를 받지 않은 채 독자적인 저항운동을 격렬하게 멸친 것도 직
접적인 원인이 강원탄광 폐광이었으며 이 운동을 주도한 집단도 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퇴직광부들이었다. 이때 상인과 영세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통참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지만 투쟁대상이 강원탄광이
었고 투쟁목표도 폐광의 직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었다. 다시 말해， 이
14) 태백주변에는 아직도 30여개의 덕대들이 가행 탄광으로부터 하청올 받아 운영되고
있다. 덕대에서 일하는 노동자플은 대개 '50-60대의 퇴직광부틀이다. 이들은 권양기나
석탄차 운전을 할 경우 60만 원 쟁도률 굴진과 같은 혐한 작업은 160-170만 원융 받

는다. 같은 직종의 석공 노동자 임금의 반도 되지 않은 월급이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
리가 없는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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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의 연장선에 서 있었다 15)

물론 태백-정선 일대의 모든 탄광촌들이 이와 유사한 역사적，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철암이 인근의 다른 지역들과 다른 점이

었다. 석탄합리화 사업이 시행되면서 황지， 사북， 정션 등의 지역에서는
노동운동과 주민운동의 분리가 양자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통해 급진전
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95년에 시작된 특별법 제정운동은 정선군(즉

시북과 고한)의 상인계층이 주요한 성원이었던 시의회와 주민주식회사
가 주도하면서 다른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 지역개발의 노른자였던 카지노의 유치과정에서 태백주민들이

이들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송계호 2003; 원기준

2004). 정선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태백의 주
민들이 99년에 태백중심의 저항운동을 전개했을 때도 유사한 현싱}이 나
타났다. 이 운동을 주도한황지의 경우 중소규모의 탄광어 폐지되었지만
행정과 상엽의 중심지로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지들이 주민운동을 이꿀었디{이선희 1997: 74). 황지
의 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태백시 번영회와 시민주식회λ까 황

지의 주민운동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빙싼의 하나
로 이웃 태백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홍원표 1997; 조승현

1999).
하지만 철암의 경우 태백-정선 지역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의 위치

에 서 있지 않아 자생력 있는 대체세력이 명확히 없었으며 이 상태에서
부유한 상인들의 이주와 석공광부들의 이탈을 경험했으며 태백-정선이
주도하는 주민운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실제로
위의 두 운동에서 철암을 대표하는 인물은 의사 등의 직업을 갖고 있는

15) 이 투쟁의 결과로 강원탄광이 지역에 5 억 원을 보상했다 또한 자신들이 운영하던
삼표 제작소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이 공장은 경영
악회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16) 이런 점에서 이웃 통리도 철암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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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망가들이었으며 이들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다른 지역에 대해 능동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내부갈등
을 증폭시켰다. 이들마저 송사에 휘말리거나 주민운동에서 발을 빼면서
지도력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

이러한한계는철암이 하나의 지역으로서 정제성을형성하는데 커다
란 징애가 되었다 계급적 준거틀이 지역적 준거틀을 압도했던 탄광촌의
역사적 경험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때로는 태백-정선과 함께 때로는

태백과 함께 “우리”가 됨으로써 철암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고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들에 대항히여 (against)" 라는
맥락에서 더 명확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철압이 여타
의 지역과차별성을갖지 못하고강원남부의 지역주의 담론과이의 정치
적 활용에서 항상수통적인 입정에 서 있었다는 것이 철암의 지역정체성
형성을 더디게 만들었음에 툴림없다. 현 철암의 주민운동의 성격이 모호

하고 수동적인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 같다. 한면으로
태백이나 정선을 의식하면서도 폐광의 같은 피해자로서 이들과 경쟁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태백-정선과 함께 “우리”가 되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결실이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것이다.

석공광부와 더불어 철압의 또 하나의 주요 집단인 상인들이 황지의
상인들처럼 주체적으로 운동을 이꿀만한 역량이 없었던 것과 이들의 상
업규모가 영세한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설명한대로， 좋았던

시절에 돈을 모았던 상인들은 ~년대 초 이미 철암을 떠났으며， 이들은
돈을 모으지 못해 남을 수밖에 없었거나 떠난 상인들의 빈자리를 새로
차지한 사람들이다. 이들 영세한 철암 상인들에의 주요한 소비지는 여전

히 현역 또는 퇴직 광부들이었다. 철암의 상L권이 나날이 축소되어 갈수
록 이들에 대한 의존이 역설적으로 중요해졌다. 이들에게 철암은 여전히
광부들이 먹여 살리는 공동체였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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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암의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라 과거처럼 광부들이었다.
%년대 말부터 철암의 ^J<권이 최악의 상태로 치달으면서 철암상인들

의 광부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영의 악화
로 철암상권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동시에 교통편이 개선되
면서 석공광부와 기족이 황지의 상권을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황지에서 중요한 장을 보고， 외식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철암과

상철암이 다른 경제권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철암 아파트 근처
에 조그만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돈에 여유가 있는 일부 광부들의 배우자
들이 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철암상권은 10일에 한번씩 서는
장날을 제외하고는 철암 영세민들의 근근한 소비와 상인들끼리 서로 물

건 팔아주기에 의존해서 겨우 버려 나갔다. 이런 상횡에서 자연히 문을
닫는 가게가 나날이 늘어났다.90년대 초 100여개였던 철암시장의 가게

가 2003년 가을에는 반도 안 되는 40여개로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제대
로 운영되는 가게는 20여개에 불과하다. 철암은 더 이상 탄광촌이 아니
라 폐광촌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대규모 수해가 연달아 나면서 철암상가는 더 없이
처참한 몰골로 변했다. 하천의 복개로 길을 잃은 하천수가 철암시장의
가게로 밀려들어오면서 그나마 가게임을 짐작케 하던 외형마저 일그러
뜨렸다. 하지만 이 두 번의 수해는 도로확장 공사와 함께 철암시장과
상인들의 역량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계기를 만들고 있다. 중심 도로의

확장으로 일부 가게들이 비깥쪽에서 헐리고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로 일부 가게들은 안쪽에서 헐려나가게 되면서 철암의 /능}권은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상을 받고 철암을 뜨느냐 아니면
새롭게 시장을 정비해서 상낸을 재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논의가 필연

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자빠져야 먹고 산다”는 탄광촌의 격언에 따라 보상을 받아 작은

목돈이라도 쥐었을 때 떠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인들도 있다. 하지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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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상인들은 “생계를이어온자리”를뜨는대신상가와주거를위한

아파트를 2-3년 안에 건립해 재활성화 하지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상가조합의 지도부는 “상가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 이제 철암은 없다”고
태백시에 압력을 넣고 있다. 수해가 상인들에게서 탄광촌의 마지막 잔영
을쓸어가면서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해 “철압올살리자”고주

장하고 었다.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조합의 한 간부는 “상철암의
광부들은 석공이 문을 닫고 보상을 받으면 떠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
국 “철암을 지킬 사람은 자신들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과거와
달리 “철암의 지역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철암의 운명을 젊어

진 주체임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이들이 얼마나 철암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치화해서 태백시

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찬성은 했지만 보상금을 받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고령화된 상
인들을 상가의 장래성과 철암에 대한 애정을 담보로 설득해야 한다. 철

암에 뒤늦게 들어왔으며 어차피 고향이 아닌데 외지로 나가살까망셜이
는 상인들을 마찬가지로 설득해야한다. 상가가 건립되어도 다수의 가난
한 철암주민만으로는 성공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분명한 상뺨il서 철
암과철암상가의 이미지를어떻게 판매할것인지를고민해야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영세민， 노인， 외지인으로 상정되는 폐광촌 철암이 재활
성화 된 철암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암상인들의 이해의 정치학이 지

역적 정체성의 정치학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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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훨암의 재활성화와 미래

탄으로 일구었던 탄광촌 철암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폐광촌으로 변
모하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사라졌고， 가게가 사라졌고，

희망이 사라졌다. 사라져 가는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 철암주민들은 이웃
지역들과 함께 저항했지만 철암이 쇠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지
금도 철암은 나날이 쇠락해가고 있다. 이런 철암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철암에 미래가 있으려면 폐광촌을 무언가로 바꿀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이 청사진이 가져야 될 기본원칙은 무언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지역을 재활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청사진이 철암상가 상인들이 밑그
림을 그려 놓은 상가건립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철암세%에 꿈꾸는 빌

리지움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
다. 다만 필자는 철암에 합당한 청사진이 어떤 것이건 간에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보고 싶었다. 철암의
역샤 사회적 분화， 지역 정체성， 주민운동의 성격을 연계시켜 살펴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논문이 시사하고 있는 것은 철암의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는 이제 주민내부에서 일정 집단(혹은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 나서야 된다는 점이다. 태백-정선의 지난 10년간의 역
사는 누군가가 주체적으로 나서 광산촌의 잔영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꿀어 기야만 희망의 싹이 보인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서문에서 언급한 일본의 재활성화 사례들 역시 지역의 미래를 위
해서는 이념적이건 물질적이건 자신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주

체가 되려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철암의 상대적 낙
후도 이런 새로운 집단의 부재와 관련지어 이해할 펼요가 있다.
철암세상이 빌리지움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주민이 주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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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첨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도 철암에 이런
주도적 집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올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대철암지역건축도시작업팀 2002: 42-46). 하지만 주체를 형성히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 주체가
인적， 물적， 상정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역량이 필요하다.
철암세상의 건축공학적 상상력에는 아쉽게도 철암에서 새로운 주도세력

이 정치경제적 역량을 형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설명이 결여
되어 었다. 철압세상의 인간중심적 청사진과 헌신적인 실천이， 철암의
산업유산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올 서두르는 관료들이나 씨적인 보상
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민탬 의해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도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철암에서 주체가 형성되고 이들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과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권력구조가 창출되어야 할 것 같
다. 철암을 계급화 했던 주체인 광부들이 지역과는 분리되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하기 시작하면서， 철암에는 주민내부에서 누군가가

나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정치적 과정이 사실상 사라졌다. 주민내부에서
주체와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물론 외부의 시민
운동단체， 기업， 관들이 철암주민을수사학적 주체로 치켜세우며 경쟁하
는 외부 중심적 권력구조는 존재했다. 때론 철암세상 같은 시민운동 단
체들이， 때론 강원랜드 같은 기업이， 때론 철암동이나 태백시 같은 관이

서로를 의식하면서 “주민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곤 했다. 하
지만 이들이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그 결과 협조적이지 않은 주민들의 태도에 대한 이들의 볼 멘 소리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주민내부에서 어떤 집단이 자기 목소리

를 내면서 철암을 인적， 불적， 상징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철암시장 상인들이， 물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지만， 철암의 발전을 명분심아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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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보상을 받고자 할 때만 주민내부에서 목소

리가 터져 나오던 폐광촌 철암에서 미래릅 위해 누군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물론 철암상인들이 물질적 자원을 동원하거
나 지역정체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게 될 지는 지켜보아야 할 사~이다. 또한 이런 역량 발휘가 성공
하여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소수의 상인들이 성공의 열매를
독식하게 펼지 다른 주민들에게도 분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미래에 이런 의분이 현설화되어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날이 쇠락해가는 철암으로선 이런 논쟁이 훗날의 일이
아닐까 한다. 지금 시급하게 펼요한 것은 이해의 정치를 기반으로 정체
성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과정의 형성과 이를 위한 주체의 등장인 것
같다.

끝으로 필자의 능력과 자료의 한계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대로 다루
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철암의 역사와 주민운동
을 서술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주민내부의 사회적 분화를 다
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민내부의 차별적인 기 억과 시각을 보여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철암역사의 각 시기에 존재했던 광부들의 차별적인
정치경제적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광부 내부의 분화된 시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광부들이 특정시기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기억하는지

를 다룰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의 철암상인들도 정치경제
적 조건， 이해관계， 철암재활성회에 대한 시각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집단임에 분명하다. 내부적 분빽l 대한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철암의 역사나 재활성화의 노력을 좀더 세멸하고 구체적

으로 다루지 못한 아쉬웅이 남는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될 연구
에서 보완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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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lining Mining Town and its Future:
A Case Study of Chul-Arn Commun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processes that the social economic
conditions of Cllulam, a mining town in Kangwon province of South
Korea, have continuously declined since the early 1980s. In so doing, this
article attempts to understand the reasons that Cllularn is experiencing
unsustainable social economic conditions more rapidly than any other
neighboring mining towns in the region such as Jungsun and Whangji.
For the purpos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things. First,
this article describes three historical periods that Cllularn has been through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As each period represents respectively
construction, prosperity, and decline of Cllularn as a mining community,
this description allows us to see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ultural
conditions that current Cllularn residents are inherited from the past.
Secondly, this article explains Cllularn residents' efforts, including str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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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University

resistance to the central government, to improve its aggravating social
economic conditions. Finally, by attending to both the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and historically formed social cultural conditions of
Chulam, this article explains the reasons why the efforts made by Chulam
residents in recent 10-20 years have mostly failed.
From the beginning, Chulam was built as a mining town. Chulam
depended upon mine worker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They also
weaved the soci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Chulam. Then, the
class-specific characteristics of Chulam community consequently results in
social and political vacuum when most of miners left Chulam after mining
closure in the late 1980s. Meanwhile, small number of remaining mine
workers began to indulge themselves in politics of production within their
own mining company and they were neither interested nor involved in
the community situations and activities anymore. In comparison, several
neighboring mining communities such as Whangji, Sabuk, Jungsun found
new or alternative leadership, especially in the merchant class who has
led a strong resistance movement to win various economic supp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ecently Chulam residents, especially small shop owners in Chulam
traditional market, realize the problem of their historically rooted
dependence on miners and try to make their own voices.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or not they can revitalize active political
processes that Chulam had in the past and were disappeared with mining
closures. Whichever class takes power and whatever are the consequences
of the power structure established in Chulam in the future, it seems very
urgent to revitalize political processes and thereby restore leadership to
mitigate rapid collapse of Chulam community in post-mining e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