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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의 시회변동과 “지역엘리트” 형성의 정치적 역동성.*
고한 · 사북지역을 중심으로

이선양，..

1. 문제 제기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80년 ‘사북노동자 투쟁’ , 1995년 ‘폐광

지역주민 생존권투쟁’ 등의 뚜렷한족적을 남긴 고한 · 시북 지역의 사
회변동 과정에서 “지역엘리트”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의 특성 및 지역주
민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 정

치적， 경제적 이익을 “지역엘리트”가 독점하게 되는 상햄 초점을 맞추
어 보고자한다- 이러한고찰을통해 급격한사회 환경의 변회를 경험해
온 고한 · 사북 지역사회 권력구조(Community Power Structure) 의 특

정과 지역사회 수준의 민주성의 실태를 논의해 볼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회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 이 연닉l는 한국희술진흥재단의 가초학문육성사업 (KRF-200_3.-072-BMIC얘)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강원대학교 정지외교한ri!~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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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점유와 권력행시를 중심으로 위계적인 사회구조가 나타난다. 지역
의 절박한 위기 및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배경을 불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댐l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자원의 배분이 왜 소수
의 엘리트에 의해서 독점되고， 대부분의 지역주민은 엘리트가 내린 결정
에 순응하거나 소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뿐이며， 지역사회의 사정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가하는문제는 정치학의 기본적인 관심 대상중 하나이다. 특히 지역사
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지역사회
의 권력구조는 해당 지역 사회변동 과정의 시차적인 계기성과 변회뭐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기를 설정하여 그 기간 중 발생한 중
요한 사회변동의 내용 및 특성을 규명하고， 그러한 사회변동이 그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지역사회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대개 중소도시 규모에서
전통척， 또는 명망가적 엘리트의 지배 구조와， 그 영향력의 성격， 그리고
대중의 엘리트 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지역엘리트” 개념은 지역사회에서 제도적인 정치권력을 보유하지 않
더라도중요한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수행하여 사회적
자원의 획득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
정한다. 지역의 엘리트는 정치적 대표성을 통해 그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경제적 부의 축적이나 사회적 관계의 형성 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대Mills 1979) , 그러나 이 논문의 연구 대심에 되는 지역

은 광산지역에서 폐광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전통적， 명망가적 엘리 9]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고한 • 시북의 “지역엘리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트 개념의 와연올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
기서는 엘리트의 형성 조건 중 중요한 탁월한능력， 자원 보유， 대중으로

1)

미국의 중소도시에 대한 겸험적 연구를 통해 지역엘리트 연구를 한 영역으로 자리잡
게 만든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Hawley and Wirt(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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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961) , Domhoff0967 , 1978)

‘

부터의 지지 및 인정 등의 요소(Bottomore 1976) 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해당 지역사회의 급변하는 환

경 속에서 지역사회의 현9f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 결정 및 자원 배분에

영향을 띠칠 수 있는 정치적 섣행 및 동원능력과 기술을보유하는존재
를 포함하여 “지역엘리뜨”로 이해한다.
다시 밀빼서 이 는r문에서 “지역엘리트”는 선거 등의 제도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 지위를 점유한 사람들은물론 지역사회 정치과정에서 자발
적‘ 임의적 집단을 이끌면서 일종의 ‘주민대표’ 로서 스스로를 형성해가

는 존재를 포함한다‘ 이뜰의 기반은 학별， 가문. 부， 주요 경력 등의 전통
적인 요소라기보다 지역의 위기가 첼박하게 부각되는 지역의 정치과정

에서 현안을 도똘하고 그 해결과정괄 이끌면서 보여주는 주도적 활동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을 수호히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자가 이익 추구의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존재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중요한 사회적 자원
을 통제하거나 지역사회의 변회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기관， 집단，
개인보다는 떤저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부로부터 형성되어
지역주민의 이익과 의지틈 결집해 내띤서 부장한 “지역엘리트”에 주목

하려는 젓이다
고한 · 사꼭지역에서 폐광이 진행되었던 시기를 정치제도적 측면에
서 보면 후f국시회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 P호 부활되논 시점과 거의 일
치한다. 민주주의의 섣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엘리트를 주민이 직접 선출

하여 그 지역의 중요한정책결정을담당하게 하였지만， 지방자치가부활
했던 1990년대는 붉륜 현재까지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젓이 사심이다. j 1_한 · 사북의 경우- 지역사회의 생존 자체가 문제로
등장한상황11 서 지역의 절박한현섣적 요구를조직화해 내고‘ 중앙정부
로부터 지역관련 결정을 끌어내는 주도세력은 제도적 대표가 아니라 자
발적‘ 임의적 존재였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둡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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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을 인정받고 있는7}? 지역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변회는 이들의 형
성과 존속에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 논문에서는 고한 • 사북지역 사회변동
의 특성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지역엘리트”의 특정 및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말하자면 이 지역에는 어떠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존채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질적 특성은 어떠한지 분석하려

는 것이다. 전통적이거나 명망가적 엘리트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고，
광산노동자와 광산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공동의 기반 위에서 급격한 사
회변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지역엘리트”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

하는 존재인지， 아니변 자발적， 엄의적 존재로서 자기이익 추구적 성향
이 더 강한지， 그리고 이것이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결과

를초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맞추어 보고자한다. “지역엘리트”에 대한
접근은 개별적 성분 분석보다는 지역사회 사회관계의 구조를 파악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의 정치적 역동성을 형성해기는 과정과， 개발

이익을 둘러싼 이해갈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엘리트”의 특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2.

고한

• 사북지역 사회변동의 세 국면과 “지역웰리트” 형성과정

석탄이 한국의 정부 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차지히는 의미는 특별하

다. 군부정권 수립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석탄개발임
시조치법 0961년)을 통해 석탄생산량을 급증시켰고， 태백선 개통을 계기
로 강원남부 광산지역이 형성되었다. 정부는 1969년 석탄핑협육성에 관
한 임시조치법， 1975년 석탄수밝1 관한 임시조치법 등의 조치를 통해

석탄산업을 보호， 육성하였다.1988년에 어르기까지 강원남부 지역에서
생산하는 석탄량은 전국 생산량의 73%'에 달했고， 탄광노동자의 700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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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이 지역에 전증녁어 있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 지역인 고한 · 시북
지역은 그 시기 대표삭인 민영탄광인 삼척‘ 동원탄좌를 중심으로 1975년

고한 • 사북 전체의 언구가 4만 명에 탈할 정도의 규]표로 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소비 형태의 변화와 수입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석탄산업의 사%화가 시작되자 정부는 비경제적인 탄광
의 폐광을유도히-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추진했다 그 결과

1988

년 탄광 347 개‘ 종사자 Cl2， 259 명에 달했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북의
동원탄좌가 2004년 폐광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P로서 석탄은 이제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석탄이 역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고한괴 사북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
험하였고， 독특한 내부적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 이후 이 지역
의 변동 과정이 “지역엘리트”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2징L에서 논
의하고자한다

1 기: ‘사북노동자 투쟁’

이후 석탄t엠합리호}정책의 등E뻐1 01르기

까^1(1980 rv1989)

한국사회가여전히 군부정권의 통제 하에서 시민권을제익땅하고 있
던 1980년 4월 전형적인 탄광지역인 정선군 사북에서 광산노동자틀에
의한 ‘투쟁’이 일어났다 2) 사북지역에는광산관련 업종 외 부분에 종사

하눈 인구가드물었고‘ 굉산노동자가아년 지역주민 대부분의 생계 활동
은 광산노동자의 삶 및 생휠양식과 관련된 일에 매달려 있었다. 1980년

사북의 경험은 광산노동자의 문제가 지역주민의 이해와 분리될 수 없는
지역의 특성 상광산노동자와지역주민이 연대할수있는역사적 기능성

2) 여전히

‘사북사해‘

4 사북항쟁’

‘사북노봉자 투쟁’

등의 다%댁f 이픔으로 불리고 있

고‘ 아직도 충분히 정 <'1 되지 못한 역사의 한 징}이다 불본 이 연-판三 그 자체에 대한
연규뜰 목적으보 하는 젓이 아니다 이플 계기로 광산지역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조
직화의 중요성이 인석되었고， 이른 바 ‘민주노조운통’ 의 모태가 되었다는 인식플 전제
로 ‘사북노동자 투쟁’-~_j갚 ;(1 칭할 젓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감무용-{2(00) 김준근
(2000)

빅철핸 2(X) 1)

후바기독교사회문셰연구원(1 9&))

사분청년회의소(2애)1) 참고

폐광지역의 사회변봉파 “지역엘리닫” 형생의 정치적 역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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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광산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냉소
적인 지역의 분위기가 1980년대 주를 이루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역사의

경혐은 폐광으로 인해 지역 전체가 급격한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는
1990년대 중반 생존권 투쟁에 지역주민과 광산노동자가 함께 나설 수
있게 만든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북노동자 투쟁’
그자체가아니라이후사북지역 변화의 성격이 지역의 사회관계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다.
‘시북노동자 투쟁’ 이후 1980년대 사북 지역사회의 변햄1서 주목해
야 할 것은 1987년과 1989년 삼척탄좌와 동원탄좌의， 노동자 파엽과 이에

이은 정치적 지형의 변회어다.1987년 전국적인 노동자파업은 6월 항쟁에
이어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의 한 맥락을 이룬다(한국기독사회문제연구
원 1987). 고한 · 사북지역으로 노동운동가들이 유입되면서 그동안 탄광
에서의 노동 관행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일반

적으로 광산업의 특정 상 노조의 가입률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면서
도 노조의 부정부패와 회사측과의 결탁 행태는 일반노조원과 노조간부
간의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1987년 8월

삼척탄좌의

1, 2차 파업} 동원탄좌의 따엽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 ‘도급제 철폐， 월급제 실시， 최저생계비 보장 및 어용노조 퇴진’ )을 추구
하였지만 조직적 역량의 부족과 파엽지도부의 구속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과제는 달성하지 못했다 3)

%꽤 파업의 과정에서 탄광중심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불안이 생존권

을 위협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지역주민들， 특히 시장상인들은 탄광노동
자의 파업에 대해 외면적으로는 부정적인 흐름을 형성하였다 4) 이 시기

파업의 과정에서 생겨난 조직화의 노력은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데 실패
3) 이 과정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북청년회의소(2001: 203-224) , 광산선교위원회(988)
참조.

4) 특히 탕시 언론은 ‘위장취업자’인 노총운동가들의 선동으로 노동운동이 폭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보도플 주로 하고 있었다 U 후r국일보』， r중앙일보~. 1987 년 8월 25일자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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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파업 지도부가 그 이후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했고. 여콘주도 세력 중 하나로 자리를 잡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그리고 1992년 이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현실화되
고 지역이 뚜렷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탄광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이해관

계가 공통분모를 만뜰어냈을 때 대정부 투쟁의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1987년 전국적 P로 띤주햄l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적극적으로 표출
되는 과정에서 고한 · 사북지역 역시 노동자 파업이 지역에 중요한 정치
적 역동성을 부여하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

노동자파엽은 초기에는 지역주민에게 부정적인 평가흘 받뺏지만‘ 이러
한경험이 지역주민 o 로하여금새로운정치적 지형에 대한관심을불러
일으켰던 젓이대성희직 1997). 특히 파업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치세력
화가 시도되어 광부 출선의 민중당 후보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상정
하였던 1991 년 굉역의회 선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당선
되는 정치적 결과가 나타났다~)

요약하자변 제 1 기는 여전히 광산노조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
고 었던 ":7-(舊) 노조대의원탄 계열과 파업을 이끌었던 노동운동 세력이
파업의 진행과정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석하게 되었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햇위자로 부각되는 시점이었다. 또한
파업이 지역주민의 지지를 조금씩 얻어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광산
노동자가 연대 가능성의 잠재력을 키워가면서 이후의 지역사회 변화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지게 된다.

2기. 생존권 투쟁과 특별법 제정까지(1잊영"-'1995)

석탄산업 사%따와 이에 따른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발표된

커)

만1 숭당은 1990 년 장당되었으띠
그러나 1991 년

1\ 대 총선에 실패함으로써

지방선서에서 고한

1992 년

}원 해처l 되었다

· 사분지역에서 또의원을 당선시카는 전국 유임의

사례로 71 억되 l' 였다

폐광지역의 사회변동←과 “시역엠랴닫“ 형성의 성지석 역동성

, 이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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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한 · 시북지역 전체의 급격한 몰락이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는
1988년 가행(移.ff) 탄광수가 100여개 있었지만 1994년 말 삼탄， 동원
두개만 님았고， 동원의 노동자는 4，500명에서 2， 300명으로 삼탄은 2,500
명에서 1 ， 300명으로 감원되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인구 감소도 급격

하게 진행되었다.1987년부터 1994년까지 7년에 걸친 인구 감소율은 정

선군 전체의 경우 48%, 사북읍 53%, 고한읍 63%에 이르렀다. 특히 사
북 · 고한 지역 전체가 공동화{空洞뻐 현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를 들
면 시북지역의 회절령과 지장산， 고한지역의 만항， 두문통， 박심리 등의
자연부락은 일천 가구 이상 급감현상을 보여 많아야 20-30 가구， 적게는

3, 4세대 정도만이 거주하는 폐허를 방협l 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아래의 〈표 1)에서 분명히 알 수 었다

〈표

1) 석탄t엠합리화정책 이후 고한 · 사북지역의 인구 변화{단위: 명)

자료: 정선군통계연보

1994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실제로는 일방적인 폐광

으로 이어지고， 우량탄광의 장기육성방침의 실행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고한·사북지역에서 ‘향토기업’으로 인식되고 우량 육성 탄광이라고
생각했던 동원과 심란의 감산정책이 실시되고 사외도급 탄광의 무더기

폐업， 이직자 급증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탄광노동자， 지역주민의 생
존 위기가 현실로 나타났다. 대규모 탄광의 감산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집단적 대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설제로 이
기간에 탄광노동자의 막장농성， 집단항의， 시위， 부당해고에 대한구제

신청 등의 면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석탄감산정책을 계속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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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진하게 될 경우 고한 · 시북 지역 전체가 급격하게 몰락할 것이라
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었다.
1989년도부터 정부에 의해 추진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은 실제로 석
탄산업사%힘정책을의미했으며 불과 5년 만에 전체 탄광의 92%가감소
하고， 노동자는 198H년의 62 ， 2';9명에서 94년 말 14， 92딩명으로 76% 감소

했다. 이 영향으로광산지역의 인구는절반가까어 감소하였고토지가격
은 고한 · 시북의 경우 198H년도에 비해 60% 정도 하락할 정도로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지역사회의 급격한 침체가 계속되자 1994년 지역의

자생단체들

번영화 청년회의소‘ 의용소방대， 부녀회 등 이 ‘지역살

리기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집단 해고 사태로
인한 지역경기 침제에 대한 대응 멍싼으로 대규모 주민 토론회， 관련

정부부서에 건의서 발송‘ 결의문 채택과 대규모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
고 1995 년에 들어서는 전 주민이 참여히는 생존권 투쟁을 벌인 결과 정
부측으로부터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의 제정을 끔어내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이 시기는 폐광에 의한 지역 위기로 인해 지역주민이 생존권 투쟁의
전변에 나서고， 광산노동자 역시 지역주민의 요구에 동참하는 특정을
보여주였다. 물론 1980년대 탄광노통자의 생존권 투쟁에 냉소적 태도를
보여주었던 지역소상인 계층에 대한광산노동자의 반감이 뿌리갚게 남
아있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적어도 이 시기를 상정하는 1995 년 ‘ 3.3 투

쟁’ 에 지역주민과 광산노동자가 연대했다는 것 또한 분명한 듯 보인다
(사북청년회의소 2001: 226-컸0). 고한

• 시북 지역 주민의 전면적인 대

뉴모 시위에 대해 ‘ 80년 이후 15년 틴맨l 재연되는 저12의 시북사태’ 를

우려하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정부와 〈폐광지역개발
특별법〉 제정 등 딩개 항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결괴를 가져왔다 6)

광산지역이라는공통기반위에서도그동안지역사회수준의 연대가

6) 이 과정에 대해서는 송계호(200): "íO ';2) 참조
•

폐광지역의 사회변동과 “지역엘리트” 형성의 정치적 역통성 l 이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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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었던 이 지역에서 특별법 체정을 위해 4개 시 • 군의 ‘강원남부폐
광지역 주민대표자회의’ 가 만들어지고 정부에 대해 지역의 요구를 제기
하기 시작하고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른 바 ‘투입의 정치과

정’과이익추구의 정치가본격화되었다 7)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지역인사들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일종의 ‘주민대표’로 활동하
면서 지역에서의 문제제기와 해결과정에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 이들은 이른바 “지역엘리트”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및 이
익표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요한 자원 배분 과정의 중심에
서게된다.

3기: 1않)()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

펴l광과 감산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1995년 생존권 투쟁 시기를 전후

하여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 지역사회 내 조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1995년 ‘ 3.3 투쟁’
에 의한 특별법 제정 이후 고한 • 사북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다%댄 계획과 청사전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현설화되
는 것 없이 지역주민 삶의 현실적 조건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1997년 말 한국 경제의 위기 즉 한국사회가 111F 관리체제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0 1 겹쳐졌다.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인해 광산지역을 고원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약속
은 가밍에 없어 보였다. 이 때 등장한 대안이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이

다 8) 그러나 아래의 표 양t3에서 보아듯이 1995년의 성과에도 불구하
고， 지역의 상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역의 인
7) 이에 대한 연구로는 조승현(999) 참조

8) 펼자는 20Q3년 11 월과 2004년 2월 고한 • 사북 지역애서 현지조사를 설시했다 이 과
정에서 인터뷰한 지역의 인사들은 거의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이 ‘자신의 아이디어’ 였
음을 역설하는 특정을 보여주었다 카지노 사업 유치 상뺑l 대한 논의는 사북청년회
의소(2001: 239 240) , 송계호(2003: 88-101) 참조. 이러한 특정은 다음의 인터뷰에서도
•

확인된 바 있다. 강원대 인류학과 김세건 교수가 당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일
했던 이영길씨와의 인터뷰 자료(조사일시 :2α)4. 3. 10.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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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가구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들어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상승은 일부 토지 소유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카지노 개장 이후 지역주민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체감 효과를 느끼
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의 현안 및 지역발전에 관한 질문은 5가지
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년전과 비교할 때 지역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질문에 까 02:3 명)가 매우 줄었다에서 변함없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카지노 유치는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다기 보

다는 강원랜드 자체나 세수입을 올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설문조사〉 의 문항 중 딩 1 번 질문의 내용은 지역문제 해결이 지역주
민의 직접잠여판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지역엘리트 중심으로 이루
어진다고 생각하는지뜰 묶는 것이었다. 지역문제의 해결이 “지역엘리

트”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9.8%
(322명)에 달한다 또 강원랜드가 지역의 폐허화를 막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뚜민이 그를 통해 느끼는 의식은 ‘없는 젓 보다 나은 정
도’ 인 젓 o i료 나타단다. 그리고 카지노 시설 유치 이후 제감하는 고용

증대 효괴에 대한 질문{설문 39번)의 응답에서 매우 크다 22 명， 크다

101 명‘ 없는 것 보다 낫다 206명‘ 별로 없다 123명 등이었다.

\)) 2()(H년 2웰 18일에서 21 임에 걸쳐 jI한 · 사북 지역 주민을 대생총 '161 명)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상원대학교 정치외교학파 대학원 엄경식 문회엔류학과 이급숙 외 9명이

투입되어 현시 지역주민음 대상으보 총 “문항의 성문지 조시촬 실시하였다

폐광시역의 사회변농까 “지역엘랴트” 형성의 정치적 역동성 ! 이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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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특별법 제정 이후 고한 · 사북지역의 인구 및 경기 실태(단워: 명/ 개)
1995* 1996* 1997

1잃8

1앉19

2000 2001

2002 2003**

2,976
2,865
9,846
9,970
200

2,534
2,740
7,8IXí
8,641
221
214

2,5 27
2,731
7,590
8,433
217
214

2,345
2,658
6,787
8,030
184
185

2.264
2,847
6,352
7,982
192
186

2,5 14
2,622
6,353
7,494
193
176

2,355
2,726
5,678
7,795
195
171

211

210

180

146

130

125

235

214

202

193

173

158

가구{고한)
기구{사복)

인귀고한)
인귀사북)
식품접객업소(고한)

식품접객업소l사북)
도메 및소매업
사업체수(고한)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쉬사북)

2,717
2,851
8,636
9,276
178

3,003
2,669
5,913
7,158

자료· 정선군 통계연보 및 정선군 홈폐이지 (www.jeon뚱eon.go.kr) 통계연보애서 발춰l 작성.

‘ 1995년과 1996년의 식품접객업소 및 도

· 소매

사업체 수어| 관한 고한， 사북 개별자료 집

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2003년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음.

〈표 3) 고한 · 사북지역의 전년대비 표준 공시 지가 상승률{단위: %)

자료· 정선군청 자료

카지노 중심의 지역개발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부성하면서

1990

년대 생존권 투쟁기에 나타났던 지역연대의 정치적 역동성은 그 활기를
잃어갔다. 강원랜드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이익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으며， 생존권 투쟁기를 통해 부각된 “지역엘리트”와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는 개발 이익의 분배 문제로 인해 균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
민은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지역엘리트”가 개발 정보와 이익을 선점，

독점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역주민에게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지

역주민의 이러한 연식을 주민단체 대표틀 역시 분명히 감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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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와의 심층인터뷰에 응해주었던 주민협의회 인사의 술회 속에는 불
가피한 현실에 대한 갈등과 좌절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계층과 겨|급플 망라하여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주민운동’ 의
절정기에는 뚜렷한 목표와 절박함이 있어 지역연대가 가능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겸제적 이익이 가사화되자 내부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강원랜드의
용역을 누가 할 것인가를 둘라싸고 처음에 ‘공추위’ 가 업체 선정 역할에 상당
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전직 군의원‘ 공추위 지도부 등

이 용역업체뜸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이 ‘지들끼리 다해먹는다’ 라
는 불만을 제기하는 젓도 암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와 경쟁력
이 관컨이 된다는 젓은 당연한 것 아닌가 외지업체가 뜰어와 용역을 하는 것
에 대해서는 아무맏 안하고 공추위 인사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볼만을
터뜨리는 주띤도 분저1 가 있는 거 아닌가 ...... 101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 내부 상황도 복잡한

실정이다 4개 사 • 군의 개발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정선군
외 나머지 3 개 시 · 군의 갈등양상이 누적되고 있다. 최소한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나머지 3개 시 · 군에도 분배하라는 요구가 커져가

고 있다. 실제로 정선군이 강원랜드로부터 얻는 주민세? 소득세가 1 년에
약 100억에 달한다. L!개 시 · 군 주민협의회는 강원랜드가 입주하기 전，
즉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당시에는 놀라운 결속
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입주 후 부대 및 기반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4 개 사 • 균 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광산지역주민협의
회’ 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태백 등의 지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탈퇴하려는 웅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광지역은 지역의 주민들이 대개의 경우 단일한 ;경제적 기반과 공
통의 생활경험을공유한다는특성을갖는다. 지역의 시장은광산노동자

10) 2004 년 2월 19일 사북 J 리 공추위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이다

폐광지역의 사회변동과 “지역엘리트” 형성의 정치적 역통성 l 이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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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가족의 경제력에 의지하게 된다. 그라고 광산노동자는 와지로부터
지역으로 들어와 일하다가 퇴직 후 지역올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

상인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주민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역
주민으로서의 이해관계와 탄광업체 종사원으로서의 이익이 뚜렷하게 갈

등하는 특정한 상웰1 일어나지 않는 한， 지역주민과광산노통자의 관계
는 공생의 특정을 갖는다.

고한 • 서북지역의 경우 1980년대부터 광산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관
계는 다OJ하게 변해왔다.1980년 ‘사북노동자 투쟁’ 초기 냉소적이었던

지역주민이 투쟁과정에서 광산노동자를 지지해주기도 했지만， 광산노동
자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1980년대 말부터
폐광으로 인한 지역의 위기 상뺑1 서 지역주민의 생존권 투쟁에 광산노
동자가 동참했고， 이제 지역문제의 중심에는 지역주민이 서있다. 그리고

2004년 동원탄좌의 폐광을 앞두고 지역주민과 광산노동자의 이해관계
가 일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역주민이 대체산엽 유치에 지역경제의
사활을 걸고 있다면， 탄광노동지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적
인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지역웰리트의 존쩨 양석 및 륙성

1) 그들은누구인가?
고한 • 사북지역에 과연 “지역엘리트”로 불릴만한 존재들이 있는가.
자질과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존재라는
엘리트에 대한 규범적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개념적 외연을 확장시켜보
면， 11) 이 지역에도 일정한 엘리트 집단이 존째한다는 사실을 현지조사
11) F. Hunter는 영향력있는 옐리트， 즉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명망가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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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므로 이 논분에서는 이미 앞에서 규정하
였듯이 “지역엘리트”는 지역사회 정치과정에서 자발적‘ 임의적 집단을
이끌면서 일종의 ‘주민대표’ 로서 스스로를 형성해가는 존재를 포함한

다. 생존권 투쟁기 이후 지역의 개발 이익 분배 및 점유플둘러싼갈등이
점차 증폭되면서 “지역엘리트”에 대한 비판이 증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지만 강원랜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외부로부
터 일종의 ‘협의 내지 협상 상대자’ 로 인정받고， 지역주민의 의시를 대
변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가시화되고 있는 젓은 분명하다.

지역엘리트에 대한 접근은 개개인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 엘리트집단
의 계급적， 겨1층적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역사회 내 사
회관계의 구조 속에서의 “지역엘리트”의 존재양식 및 뜩성에 초점을 맞
추고자한다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제정과 이를 쟁취하기 위한 주민의 연대의식은
거의 10년이 경과하면서 상당부분 퇴조한 것즈)_로 보인다. 생존권 투쟁기
를 거치면서 조직화된 “지역엘리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처 t뺨f으로 등장한 것이 ‘사단법인 광산

지역주민협의회’ 였다.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생존권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간의 자이플뛰어넘는통합과연대의 정신을표빙F하면서 2000
년 8월 4 일 발족한 단체이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특별

법제정 연대회의’와 ‘폐광지역 번영협의회’를 발전적으로 해체， 재결성
하면서 주민조직을 형성하였다. 강원남부 7 개 지역 번영회(태백시， 삼척

도계‘ 영윌 상동‘ 정선 고한， 사북‘ 남면， 선동)와， 고한 • 사북 · 남면 지
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등을 포괄하면서 폐광지역 주민대표기구로 자임하였다 국회의원， 강원

도의원” 시 · 꾼의회 의장을 포함한 지역 내 선출직 의원(7명)이 지문위

시역사회촬 시배차고 있으1 셰 정책을 결정하는 상층엘리트가 주로 경제엘리트토 구성

되고‘ 이들이 부

사회저 시위

정치적 결정권윤 독점적 0;로 장악하고 였다는 주장을

펴 JI~ 있c}( lluntcr 1')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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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위촉되었다. 출범 이후 협의회는 2004년 2월 현재 5회에 걸쳐

회보를 발행하여 지역의 여론 형성 및 정보 전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
당하고， 지역현안등에 대해 성명서 발표， 의견서 제출， 중앙부처에 대한
공개 질의서 제출， 항의 방문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강원
랜드나 중앙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협상대상자’ 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
로보인다.

그러나 ‘협의회’ 는 자발적， 임의적 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그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OJ=하다. 개발이익의 분배 문제가 지역갈등
의 요소로 부각되고 ‘주민대표’를 자임하는 “지역엘리트”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2) 지역주민과 지역엘리트간의 갈등
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이 지역 사회변동의
방향과 성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한 • 사북지역에서 활발한 활통을 벌이면서 중요한 여론 형성자
내지 외부와의 ‘협상대상자’로 활동하는 주요 행위자의 대부분은 다음

의 참고자료 〈광산지역주민협의회 주요 인사의 사회적 배경〉에서 알수
있듯이 대개 주민단체의 대표를 주요 경력으로 갖는 특징을 보여준다.
지역의 번영회， 청년단체， 또 각종 사회단체가 주민의 의시를 집약하고
표출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거론된 지역인시들은 다OJ=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이 “지역엘리트”를 충분히 대표히는

것은아니다. 다만지역주민에 대한조사에서 가장많이 거론된 인사들
이며， 이들의 경력이 “지역엘리트”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

이 었다. 지역문제에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
인 주민들조차 지역사회에서 누가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
하는냐의 질문{문항 54번)에 거의 대부분 아래의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

12) 2004년 2월 18일에서 21 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2 리 광산지역주민협의회 사
무실에서 주도적으로 지역활동하는 인사틀과의 심충면접을 통해 그들의 고민과 갈등
을 확인할 수 였었으며， 자신햄 대한 지역주민틀의 비판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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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정으로 보여주었다.

고한 · 사북의 “지역엘리트”는 전통적인 선분적 기득권 내지 명망가
세력도， 공직점유자도 아니고， 학력이나 전문적 능력의 측면에서 두드러
진 인사들도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민운동과 지역의 생존권 확보
투쟁 기간을거치띤서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의사형성자내지 표출자로
서 부상한 존재들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청년단체인 〈사북자생단체협의회〉는 1989년 본
격적으로 정비되어 지역에서 대표적인 주민단체 중하나로존재하고 있
다. 그 설립 취지는 주로 지역 선도， 방범에 었고， 협의회 내 11 개(청우회，

진영회， 다일회， 셜록회， 인우회， 진우회， 정동회， 한울회， 백우회， 우영회，
일오회， 심우회， 신천회) 하위단체로 구성되어 었지만， 각 단체가 활동
목적이나 역할에 따라 분류되는 젓이 아니라 단지 연령 별， 특정학교
기수 별 단체의 성격을 보여준다. 즉 뚜렷한 이념적， 정치적 지향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평상시에 지역봉사， 친목 등을 중시히는 활동을 주로
하변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제기될 때 핵심적인 행위자로 기능히는
젓이다.
지역 내 사회관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역엘리트”는 주
민단체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로서 1990년대 중

반 생존권 투쟁기를 거치면서 지역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또한 광산노동자로서 지역에 유입되어 20 년 이상 비교적 오랫동안 생활

하면서 지역주민으보서 동화되는 파정에서 주민단체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사람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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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책

4> 광산지역주민협의회 주요 인사의

이홈

사회적 배경

주요 경력사항

훌생지

주요학력

정선군

사북고졸업

영주군

상통고졸업

삼척

태빽고졸업

충북

남변문곡중졸업

청도군

대구선광고졸업

샤북지쟁단체협의회 방범대장 역임
회장

송재범

사북 중 • 고둥학교 동문회장t현)
고한 • 샤북 • 남면 지역상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쟁현)
사단법인 광산지역주민협의회 회정t현)
폐광지역 특별법 상풍지역푸쟁위원장 역임

부회장 황건국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대표 역임

상풍읍 번영회장(현)/팡}지역주민협의회 부회장(현)
사북신용협동조합 이사쟁현)
01사

정장화

시북 라이온스클럽회장 역임/사북융 번영회장t현)
광산지역주민혐의회 이λH현)

01사

김창동

남면 무룡 중산 5일장 추진위원장 역잉
남면 개발위원회위원쟁현)엽연 번영회정t현)
광산지역주민협의회 이시{현)

고한 시장조합장 역임/고한 현안대책위원회 기획단장 역임
감사

박유훈

고한 신용협동조합 이Ai\헨/갈래초풍학교 용영위원(현)
고한융 번영회장t현)생산지역주민협의회 이새현)
합백 소방대장역임

강사

김진규

신동 라인온스클럽 회장 역임/정선경찰서 행정자문 역임

정선군 원주육민관고졸업

신동융 번영회쟁현)생산지역주민협의회 감λH현)
전문

위원
전문

위원
전문

위원
자몸

위원
자문

위원

김창완

정선지역발전연구소 소쟁젠
광산지역주민협의회 전문위원(현)

춘천고졸엽，
삼척

강원대학교
행정학과입학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현)

월기준

강원랜드 카지노 지역주민 참여뱅안 연구용역

경기도

경희대석사

정선군

연대대학원졸

광산지역주민협의회 천쁨{원(현)
전 사걷원.C회장， 고한읍 번영회 기획위원
박경룩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 공풍추진위원회 감사
광산지역주민협의회 전문위원(현)

송계호
정해룡

시북

JC 2S대 회장， 정선군의회의장 역입，

시북융 번영회 자문위원， 원창기업대표(현)
석광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동원노동조합 위원장

자료: 광산지역주민협의회 내부 자료

2)

계발이악의 분삐삐l측힘%셔 나타난 “지역앨리트”의 영향

강원랜드의 카지노 사업장유치는 폐광지역주민 생존권 투쟁이 낳은

가장확실한 성괴이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
된 강원랜드는 지역의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소， 세탁， 방

역방취， 시설관리， 경비 보안 등 14개 분야에 연간 293억 원 가량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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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역업체에 주고 있다 지역주민의 고용비율은 53%에서 61%로높아
졌으며 더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분야에서도 일반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50/{} 이상P호 의무화하여 그동안 총 공사규모 7， 151 억 원 중

1 ，995 억 원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3) 강원랜드가 이

와같이 지역 연관산업 육성 방침을 통해 지역의 고용 창흙1 상당한 기
여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히는 효과는 낮으
며， 14) “지역엘리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지조

사를통해 확인할수 있었던 지역주민의 정서는 “지역엘리트”가강원랜
드와의 협상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독점하여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이
권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한 · 사북 · 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처음 강원랜드
로부터의 하청이나 용역업체 선정에 개입하면서 실제 선정과정이 공개

경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활동하는 인시들이 정보의 우
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l 딩)

.... 지역주민들도 문제가 많다. 자신틀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용역을 수주하
는 지역인사를 비방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 그러나 공추위나 주민협의회가

이익공뼈l 대해 적극적인 홍보나 정보공유를 위해 노력하논 모습을 보여주지
못히는 젓도 사실이다 ..... .

실제로 공추위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인사들이 업체를 설립하여 상당히 활발하게 하청 내지 용역사업에 종사

13) w 강원도민일보jJ 2004년 3월 26일자

14) 한 예를 뜰면 강원랜드 겸비보안 부서 정규직원들은 일반직 종사자와 같은 월 급여
와 성여금

6()()O/C,

카지노장에서 발생하논 팝콘 배당액 등을 받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하루 3교대로 8시간씩 카지노장 내부와 출입관리，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60여 명의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월 <)<H30여 만 원으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
면 실 수령액이 %만-<)0여 만 원이고， 상여금은 정규직원 절반인 3~O% 수준에 그치
고 있다

근무체제도 하루 2교대로 주간 11 시간 야간 13시간씩

격무에 시달리고 있

다고 한다U 강원일보~ 2001 년 12월 24 일자)
1~) 2004 년 2월 21 암 오전 고한읍의 개인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이다

폐핑지역의 사회변동과 “지역엘리트” 형성의 정치적 역동성 l 이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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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원창기업(송계호 공추위 자문위웬 석광산업

(정해룡 공추위 자문위원)， 고원농샌윤영근 전 공추위사무국장)， 주식
회사 이스(이대춘 전 정선군의원}， 보승물산(장기봉 전 공추위 부위원
장)， 지지웨이(박경록 공추위 자문위원 풍이다.
용역사업이 외지업체가 아닌 주민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

실에 대해 용역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엘리트”는 다른 지역에서 유례
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지역만의 성과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지역주민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양자 간에 인식 차이가 크다.

〈표 5} 강원랜드의 지역주민 고용 현황
2000년도 밀
총직원

강원랜드
용역사
합계

865
269
1,134

2α)4년 3월 현재

지역주민(폐광지역) 총직원

294(212)
269( 235)
563(447)

2,323
778
3,101

지역주민(펴l광지역) 비윌폐광지역)

1,107(862)
778( 691)
1,8850 ‘ 553)

47.7(37.1)
100(88.8)
60. 8( 50.1)

자료· 강원랜드 홈페이지 http://、1V"A'W.kangwOnG1Sino.coml강원랜드ν지역사업/지역경제 활성

강원랜드로부터시설용역을수주받는지역업체들에대한비판은때

때로 다음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격렬한 감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용역업체와 그 대표에 대해 갖는 소외감을 짐작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2003년 12월 주차， 청소， 보안 등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20여개의 용역업체에 대한 실사를 통해 약정 임금 축소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용역업체에 대한 재계약 포기 등의 불이익을 준다

는 발표를 한 바 었다. 용역업체가 계약 인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다가
적발된 것이다. 여러한 상햄서 당λ}자 지역주민들은 용역업체가 지역
주민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16)
16) 이러한 비판에 대해 대표적인 용역업체인 강원남부주민주식회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비판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반박하고 있다 “강원납부주민주식회사 바로알기 "(2003.10.15) http:μ

www.i-ksr.co.kr/notice/notice_view.asp= l &slartpage=l) 그리고 .. 폐광지역 4개 시 · 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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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십 여명의 근로자 대부분이 폐광지역 주민이거나 경제기반이 낙후된
도내 어려운-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점을 악용하여 직‘ 간접적인 해고의
협박으로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랜드의 방관파 묵인 하어1 잘 조
련된 용역사 소장은 임금과 인원 감축， 재계약 사 불이익 등의 온갖 교R하고
지졸한방법으보 직원들의 목을물어뜯는광견 역할을하고 있다

......

우리는

그룹 더 이상 믿지도， 따르지도， 원하지도 않는다 강원랜뜨의 최고 경영자가
바뀌고 한 가족이라는 달콤한 말로 개선의지를 담은 설문지를 작성케 히여 잠
시나마 틀떠였던 우리는 지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우롱 당했다는 수치섬에

분노마저 느낀 지경이다. 우리는 정큐직과 동등한 수준의 간로 조건을 요구도‘

가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내일 근무를 위해 적당히 쉴 수 있는 오늘의 시간 가
족과의 여가쉴 위한 기본적인 휴무 용역 금액에 따른 적절하고 투명한 임금의
분배， 나아가션 업무에만 볼두할 수 있는 고용 안정 지극헤 기본적이다 못해
소박한 것틀이 전부인 젓이다 용역사 수괴로부터의 구걸이 아닌 당당한 노동
의 대가와 최소한의 권리가 바로 그젓들인 젓이다

lC)

용역사업을 따내기 위한 지역단체들의 수주 경쟁은 치열하다.2002
년부터 용역사업 규모가 확대되자 기존 용역업체인 (주)강원남부주민은
물론 탄광노죠， 진폐협회 등 사회단체들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압력단체

를 만틀어 강원랜드 용역사업 수주에 나섰다.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해온 강원랜드는 수의계약이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감사
원의 지적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역주민 또는 탄광노통자를 우선 고용
한 엽체’ 와 계약할 수 있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했다 18) 그러나 계약 조건

을 갖춘 업체가 두 곳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불가피해 강원랜드

용역사업을둘러싼폐광지역 각종사회단체의 경쟁과감등은더욱심각
해졌다 19) 특히 메인카지노 개장과 함께 용역사업 규모가 확대되자 폐
광설직자빛 지역주민 고용확대를내세워 다른용역업체 설립을추진하

거나 압력단체를 결성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민에게 드라는 글"(ZOO5. IO.16) http://'WViw.i-ksr.co.krinotice/noticl'_view.asp1 I\um~ 11&

pageno~l&‘ tartpage~ 1)올 .'i'_연 지역주민과 회사의 엽끼iJ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암 수 있
다

17) 광산지역주민협의회의 흠페이지 (http://cafe.daum.net! shl:\꺼h) 에 세재된 끌이다
18)

연합뉴스)J 2002 년 11 월 18 일자

19)

강원도민열띄 I 2()02 년 11 원 11 임자

펴1팡지역의 사회변동과 “지역엘리프’‘ 형성의 정치적 역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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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용역업체간， 또는 용역업체를 설립하

려는 각종 주민단체 간 갈등이 생존권 투쟁을 통해 이룩한 지역연대를
상당 부분 첨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 거의 유일한 가치호탤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의 용역
발주에 참여할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일이 일반 지역주민의 입징에서

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강원랜드로부터 용역 수주를 위한 준비 과정
에서는 정보 획득이 관건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지역
엘리트”와 일정한 거라를 체검송}게 되고，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현실적
으로 어려워 보인다.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 보이듯이 지역주민들은 강원
랜드로부터， 그리고 지역 용역업체로부터 이중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
고 느끼며， “지역엘리트”가 이익을 전유한다고 생각히는 것이다.

4.

동월과뻐제의 정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발표 이후 지역 붕괴에 대한 위기감은 전 주민

을 생존권 투쟁에 동참하게 하였고 그 결괴는 유례없는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 중반까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조직하고 동원해 내는 “지역엘리트”의 노력을 통해 고한 •

사북 지역사회의 정치적 역동성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

이 점차 개발이익의 획득과 분배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예전의 지역의 연대에 기반음 둔 역동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현안이 어떻게 해결되고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지역주

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 채널은 존재하는가. 인구 만
명 이하작은규모의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관건은주민이 지역
의 현안 제기나 해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지방자
처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나 이해관계의 표현이 이루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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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는아직 초보적인수준이다. 지방자치가주민 직접 참여
의 보장 없이 대의제적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지역사회도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히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히는 한 지역주민은 동원의 대%에 머무르거나 중요한
정책결정의 과정에서는 배제당하고 사회적， 경제적으j료 소외당할 수밖

에 없다.
고한 • 사북의 경우 전 주민이 생존권 투쟁에 전력을 다해 참여했던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이나， 이익집약과 표출은 자발적，
임의적 집단인 주민단체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래의 〈표 6) 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표적인 주민단체인 광산지역주민협의회가 지역현안에 대
해 능동적，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해결빙반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주민단체가 형식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개방되어 있

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단체를 주도하는 “지역엘리트” 중심으로 움직
인다는 사실이다.2004년 11 월 동원탄좌의 폐광을 앞두고 (<주)동원 대

체산업촉구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김주영(군 의원) , 정창회{사북번영회
장)， 송재범(주민협의회장))가 결성되었다. 위원회는 2004년 2월 사북지
역 생존권 사수를 목표로 선언하고 이틀간 가두 서명운동을 펼쳤다. 또
1 월 말 동원측과의 공식 협상에 투쟁위 공동대표 등 5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동원노동자 5딩7 명에게는 “폐광이후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는 내용의 펀지를 발송했다 20)

특히 고한·사북 · 남면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2004년 3월 3 일
‘ 3.3 투쟁 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자

하였다 21) 동원탄좌의 폐광을 앞두고 지역의 공동회{空洞化)에 대한 우
20) c강원일보』 ιαJ4년 2월 2 일자
21) 고한 • 사북 · 남면 시역살리기 공추위 성명서 (2004년 3월 a 일) “특별법에 담겨 있는
민자유치 대체산업은 강원랜드 외에는 모조리 실패했다 ”

“동원과 삼탄의 폐광으로

지역의 밑뿌리가 여지없이 혼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총단결 투쟁으로 이 위
지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

폐광지역의 사회변동파 “지역엘리뜨” 형성의 정치적 역동성 l 이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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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다시 지역주민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단체의 웅직임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은 9년 전과
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6)

2004년 지역현요뻐| 대한 광산지역주민협의회의 활동 사례
의사표출앙식

일시

주요 내용
(주)동원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체산업 유치
약속올 져버라고 있옴을 비판한따 회사측에서 투자

2004.1.16

동원사태에 대한 의견표명

의지가 있다연 용역을 통해 지역에 목 멸요한 적정한
대체산염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주민단체
의 입장이다

2αJ4.2.19

광산지역주민협의회 회보 제6호 발행

2004.3.4

설짚적 진흥지구 개발 촉구

폐광지역 개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 하나로 버틸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다 예흑법 시한 연장과 함께

대대적인 법 개정플 용해 민자유치 지원 방안을 마련
항것올촉구한다

‘강원랜드 스카장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 평가
재선시’하라는 논색연협에 대해 강혁 항의한다 강원

2004.4.7

녹색연협어l 강력 빵의 용보

랜드 스 "1장과 골프장 건설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절
앤4한 투쟁으로 이뤄낸 땀의 결성이며， 예정대로 조속
한 추진Itr이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강원
랜드 스1'1장 건설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차질을 벚올
경우 실력행사 등 모든 방법올 중총원히여 주민들의
결집원 의 "1를 보일 것이다

2004.4.8

총선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 실시

특별법 개정 및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펀 후보들의 정
책을검토하였다
매년 2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푸자되는 현섣을 감안
할 때 도로 완공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강

2004.4.9

국도38호선 확장공사 투자 촉구

원랜드를 중심 축으혹 하논 폐광지역 개발올 앞당기

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투자 예산 증가가 펼요하다는
접을강조한다

자료. f 강원일보미

f 강원도민일보』에서 발춰1 작성

이 시점에서의 관건은 지역주민과 “지역엘리트”의 관계가 다시 동원

과 배제의 역학관계를 재연하지 않도록 지역 자체의 민주적 역동성을
복구시켜는 과제이다. 투쟁의 과정에서는 공통체적 연대를 강조하다가
개발이익의 분배와 점유를 둘러싸고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가“지역엘리트”에 대한도덕적 회의를불러일으키는한， 지역의 단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역주민의 무임숭치주의， 수동성의 탈피와，
“지역엘리트”의 도덕성에 대한자기반성이 수반되지 않는한 ‘지역살리
기’의 노력은 여전히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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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옴말

이 연구는고한 · 사북지역의 급격한사회변동이 지역의 사회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사회변동의 중요한
계기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자가 등

장했으며， 이들이 주민대표를 자임하면서 “지역엘리트”로 형성되어 갔
다는 점을분석하였다. 생존권을 지거기 위한투쟁의 과정에서는 지역주
민의 지지와 결속력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절박한 위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동대처가 민주적인 지역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현실적 P후 이익 분배를 둘러싸고 불선과 독점， 그리고 소

외를 초래했다 “지역엘리트”는 탄팡지역의 단일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공통의 생활경힘을 지역주민듬과공유하면서도급변하는사회변화의 과
정에서 주도적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문제의 제기 및 해결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확대해 나가는 존재로 부상하였다
인구가 만 명도 채 안되는 작은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의시를
충분히 전달하거나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가동이 결코 쉽지 않다

는 사실을 현지조사와 그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역주민의 의시-나 이해가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반
영되지 못히는 것이다. “지역엘리트”로 부장한 사람들은 지역주민과 거
의 유사한 생활기반과 역사적 경험을 갖고 출발하였지만， 급격한 사회변

동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행위자로 성장하면서 ‘주민대표’로서 자임하
고 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한편에서 그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음을 들을 수 있었다. “지역엘리트”가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가치와 정책에만 관섬을 가지고 있다는 젓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지역

주빈의 정치적‘ 경제적 소외는 심화되고 “지역엘리트”와 지역주민의 통
합과 연대는 퇴조하고 있다.
19R01년대 초 폭압적인 군부정권 하에서도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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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했고， 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생존권 투쟁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유례없는 지역운동을 성사서킨 고한 • 사북에서도 “지역엘리트”는 일반

주민의 이익이나 요구보디는 자기이익을 추구히는 존재로 비판받고， 지
역의 공동체적 의식은 점차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위기라는 배
경 속에서 지역주민의 공통점이 어느 곳에 비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강한 지역에서조차 다수의 합의를 통한 지배라는 민주주

의 원리는 사적이익 추구와 경쟁의 논리를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
다.
이 연구는 광산지역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지역 내 사회관계가 어떠
한 변화과정을 보여주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폐광지역은 지역의 쇠
락에 직면하여 지역살리기와 지역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t혐f을 찾아내야 히는 절박한 현실에 노출되어 었다. 그러나 생존의 위
기에 내몰린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지역엘리트”는 지역주민과의 공동

체적 연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지역주민의 수동성과
무관심은 “지역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길을 열지 못했고， “지역

엘리트”는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발적， 임의적 존재로서 “지역엘리트” 등장의 배
경 및 성격， 그리고 그 한계를 살펴보았지만， 지역의 사회관계의 구조에

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히는 요소 중 해명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
다. 예를 들면， 지역의 정치적， 겸제적 자원을 통제하는 외부적 존재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이어 2차 연구를 통해 지역의 사회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 “지역엘리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폐광지역 정치적 선택 및 지형의 변
화과정을추적함으로써 폐광지역 사회관계구조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

근해볼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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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hanges in Gohan · Sabook Area and Political
Dynamics in the Emergence of "Local Elites"

Sunhyang Lee*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he social changes of Cohan · Sabook area
have influenced its social relations. The article analyzes the fact that the
important political actors have emerged from local residents through the
momentum of social changes, and that they have set themselves up for
the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and formed themselves into "local elites."
During the period of struggle for keeping the right to live, the
residents pulled together, but the common efforts to deal with the crisis
of local community have brought distrust, information monopoly, and
political and economic alienation for the distribution of interest within
local community, rather than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 local
community. The "local elites", sharing a similar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and life experience with local residents, have played a key
role to initiate issues and solutions, then influenced the course of
discussions and expanded their power to the local community in the
-----

'

A~sistant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cess of social change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field research and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through which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y had a hard time
operating a communication channel for aggregating common interests and
articulating their opinions in the local village with less than 10,000
populations. That is, they were not effective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in the local level. The emerging "local elites" shared a
similar life style and experience. 'They, however, have themselves posed
as the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as they became active political agents
in the process of rapid social changes. There is some critical views over
the "local elites" among the residents. The "local elites" have been
interested in their own interests, but not common ones in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the majority of the local residents feel alienated
from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and the integration and solidarity

between the "local elites" and the residents decl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