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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都市指導l혈의 地域意識에 관한細究 

-땀山市를 事例로-

1. 序 論

(l)問題提起와 E퓨究目的 

(2) 冊究地域과 li*究方法
2. 調훌村象者 分析

(l)一般的 特性

(2) 構造的 特性

3. 經驗的冊究 - 地域意識分析

(1) 都市發展에 대한 意識

1 . 序 論

(1 ) 問題提起와 돼究텀的 

《텀 

A間의 生活은 社會的 相互作用과 ifJì織을 통 

해 영위된다1) 그러므로 모든 A問은 社햄文化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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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都市社會의 結束에 대한 意識

(3) 地域政策에 대한 意識

4. 要約및討論 

(1)地理學的 觀點

(2) 地域政策的觀點

(3) 힘山의 地域課題

(4) 提 言

인 諸 i휩f立에 所 l훨되게 되며， 이것에 의해 行動

의 제약을 받게 된다2) 時 · 空間的 觀點에서 일 

반적으로 社會텔者들은 가장 基本的이고도 포괄 

적 인 폐立廠念으로 地域社會를 들고 있으며 대 

체로 共通의 地緣과 結束感， 그리고 社會的 相

互作用을 그 廠念속에 含著하고 있다3) 現代社會

는 이미 近憐住區가 없는 地域社會로 접어 들었 

1 ) 金薦東， 1982, 現代의 社會學， 博英社， pp. 261 ~273. 
2) Jδrg Maier u. a. , 1977, SoziaJgeographie, Braunschweig, p.44. 
3) Jessie Bernard, 1973, The Soúolgy 0/ Community, Scott , Foresman and Company, pp.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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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도 있으며 4) 地域共同休는 喪失되고없 

다는 주장도 있다5) 그러나 t也緣的 共通性은 地

域!社會의 重要한 要素이며， 아직도地理的距離 

는 社會集團形成에 重要한 變敎가 되고 있다6) 

그러므로 地域社會의 開發이나 發展에 대한定 

義는 대체로 地緣的인 生活共同f本라는 것과 意

圖된 社會變化의 推進이라는 두가지의 觀念을 

內包한다? 同時에 地域社會開發은 多目的的 開

發로서 經合的 職念이며， 開發主f本로서의 A間

과 開發對象으로서의 空間은 밀접한 關係에 있 

다8) 그리고 開發의 궁극적인 目標는 住民의 生

活向上과 地域社會의 發展에 있다9) 

地域社會의 發展은 地域f主民의 發展指向的態

度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態度는 地域住民의 

積極的인 地域意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地域

社會開發은 住民의 섰求에 의해서 住民의 힘으 

로 推進될 때 美效를 거둘 수 있으며 10 地域政

策樹立에 있어서는 住民의 地域意識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11) 

地域住民의 態度와 地域意識은 그 地域의 指

導I홉이 갖는 態度와 地域意識에 의해 f\，;表되거 

나 影響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指導l협은地域 

住民을 指導하면셔 地域社꾀를 이끌어가고 있다 

는 점에서 全休 地域住t쉰들에게 있어서 그들 

이 指向하는 意識과 行채의 表象이 된다. 따라 

서 그들의 意識과 行채는 間接的으로도 t地也域”

f깜함發展의 方向에 큰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러 

한 점에셔 指導層의 地域意識은 바로그地域f主 

民의 地域意識으로 內在化된다고 할 수 있으며， 

地域發展에 있어 가장 重要한 變救중의 하나임 

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한 地域의 指導 I홉은 그 地域의 發

展에 있어 主動核彼웹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첫 

째 住民의 共通欲求를 發見 · 調整하고， 둘째 A 
的 · 物的 · 制度的 資源을 動휩 · 支援하며， 셋째 

刺較과 變化를 導入하는 짝웹이다12 指導 l혐이 

이와 같은 投좀U을 수행하는 것은， 指導탬이 퍼 

-官을 연결시키는 階層으로서 資本을 비롯한 

開發手段의 所持者내지 그 活用에 대한 영향력 

을 가낀 동시에， 外部의 剛新을 가장 먼저 수용 

하는 階層이기 때문이다. 특히 t也 }j代義機關이 

결여된 現꽃에서 指導層이 갖는 投웹은 더욱 重

要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重要한 指導層의 

投웹은 그들이 갖는 地域意識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住民의 積極的인 地域意識과 

그에 바탕을둔 參與가 긴요한 實情이며，指導層 

의 그것이 先行되는 것임은 까論이다. 

이러한 意味에셔 指導層은 地域에 대한 所屬

感과 愛著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注民 

에 대한 指導者로서의 責任意識을 가져야 한다. 

本 冊究는 指導 l톱이 가져야할 바람직한 地域

意識을 염두에 두고， 冊究地域의 指導 l롤이 갖는 

地域意識을 經輪的으로 調좁하여， 表出되는 問

題펴을 分析함으로써 A間中心의 地域政策이 指

向할 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 冊究地域과 昭究方法
本 冊究의 冊究地域으로 選擇된 댐山市는 지 

난 2C여년간 政府主導의 下向式開發에 의한 工

業化政策에 힘입어 韓國 最初의 現代的언 重化

學I業都市로 急、成長해 온 都市이다. 다시 말해 

서 修山은 첫째， 政府의 地域開發政策에 의해 

4) Webber. M. 1963, “ Order in Divers ity: Communi ty without Proinquity;' Cities and Space , Johns 
Hopkins Uni. pp. 23~54. 

5) Barry Wellman & Barry Leighton, 1982 , “ Networks, Neighborhoods, and Communities :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Community Question;’ Interna/. Structure 0/ the City, Oxford uni.press, pp.247 ~ 249. 

6) David Ley, 1983, A Socia/ Geography 0/ the City, Harper & Row, pp. 184 ~ 187. 
7) 權泰埈‘· 金光雄， 1981 , 韓國의 地域社會開發. 法文社， pp. 50~63. 
8) 文炳鍵; 1982, 地域社會開發論， 法文社， pþ. 47 ~48. 
9) V. L. Urquidi , 1971 , “ The So-called Social Aspests of Economic Development;’ Deve/oPing the 

uηderdeve/opment Countries, John wiley & Sons, p. 76. 
10) 文J빼-鍵， 1982, 前揚書， p.127. 
11) 金炯國， 1983, 國土開發의 理論冊究， 博英!社， p. 309. 
12) 文炳鍵， 1982, 前揚書， pp. 22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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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X:長한， 地方化의 先頭走者的 性格을 지 난 地方

都市이며， 둘째， 지난 1960年代와 1970年代를 

통해 韓國의 高度經濟成長의 核心的 沒휩을 수행 

한 韓國I業化의 象徵的 意n未를 지 년 工業都市

이고， 셋째， 韓國의 어느 都市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수없을 만큼 急、成長한都市이다. 

이와 같은 地域特性을 지닌 땀山을冊究地域으 

로 選擇한 것은， 이곳의 指導層이 I業化와 홈ß 

市化過程을 통해 地域發展을 이끌어 온 主짝으 

로서 傳統的인 都市나 落}듭된 地方都市의 指導

l흡이 적어도 머지않은 장래에 가지게될 意識의 

性向을뚜렷이 보여줄수 있을 것이라고 가대했 

가 때문이다. 

調좁對象者의 i뚫定을 위해서는 우선 땀山地域 

指導!톱 A事의 명단이 수록된 各種資料룰 짧集 · 

參考하였고， 職業分布와 地域챈會에 대한 影響

度가 함께 고려되였다. 選定方法으로는 u會科

學에셔 흔히 사용하고 있는 地位分析法( posiiio

nal analysis) , 듭팎判分析法 (reputational analysis) 

및 政策決定分析法 (decisional analysis) 의 3 方

法을적절히 混用하였으나13 ， 本 冊究에서는 주로 

地位分析法과 評判分析法이 f헛用되였다. 여기에 

는 冊究者 中 한사람이 현지 거주자로셔 갖는 

경험적 판단이 주관적으로 도입된 것도 사실이 

다. 

選定된 指導 l톱을 對象으로 設問紙調홉를 行하 

고， 內容補充을 위한 面接調좁도 병행하였다. 

調훌는 1984年 2 月 ~3 月에 걸쳐 행해졌고， 그 

以팀에도 內容補充을 위한 觀察과 面接調훌가 

수차에 걸쳐 수행되었다. 
資料의 分析에는 調훌對象者의 1社會經濟的 I휩 

性， 都市發展과 관련된 意識， 都市참會의 結束

에 대한 意識， 地域政策에 대한 意識 등， 總 68 

f固 變救와 관련된 3이固 項目을 設問하여 회수된 

設問紙중 有效하다고 판단된 200名分의 設問紙

가 사용되였다. 調효된 內容은 變救닝IJ 단순빈 

도분석 과 職業 · 居住年·救 · 셔Íj힘住地 . f也地域所

在 生活根據有無 · 學歷 年敵 · 所得에 대한 變

救와 都市發展과 都市柱會의 結束 및 地域政策

과 관련된 變救의 交又對照表 (c rosstable)에 의 

한 分析을 행하고， 여기서 얻은 結果를 活用하 

여 設明하였다. 

2. 調훌처象者 分析

(1) -般的 特性

1) 職業別 分布

調겉￡對象者를 그들이 I靈한 職業에 따라 大7jIJ

해 보면， 公共部門의 從事者가 60名으로 30% 

를 차지하고， 製造業 從事者와 서비스屋業 從事

者가 각각 60名 및 43 名으로 30%와 21. 5%를 

차지한다. 그리고 종교계와 의약계 및 예술계， 

地方元老나 有志，9;'1’生 I펜 f本長으로 構成된 기다 

部門 從事者가 37 名!로 18.5%를 차지하고 있 

다. 이들중 公共部門 從事者는 밟IJ度的 機開에 

셔의 地位 또는 地域討剛이나 地域政策樹立過

程에서의 影響力을 고려해서 分類하였다. 製造

業 從事者가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땀山의 

地域性을 反影하는 것이며，地域 갚會에 미치는 

影響力이 고려되어 大企業 從事者가 많다. 그리 

고 서비스部門 從事者의 경우는 대처l 로 그들이 

속한 協會나 댐f本의 代表룰 겸하고 있는 A事들 

이 많다. 기타 部門 從事者는 의 · 약계 從事者를 

제외하면 대체로 職業과 관계없이 地域*t會에 

상당한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거나 *t會的 評判

이 높다. 의 · 약계 從事者도 地域柱會의 奉f士댐 

f本나 로타리클럽 또는 라이온즈클럽의 代表나 

會員으로 活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의 職位는 대체로 管理職 또는 專門職 빛 

專門技術職으로 되어 었다 (표 1 ) . 

2) 年觀껴IJ 分布

調겉포對象者를 年離別로 보면， 4어t가 47.5% 

(95 名)로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5어t와 3어t가 

각각 25.5% β1 名)， 24% (48 名)를 차지하고 있 

다. 나머지는 6어t와 2어t로서 각각 2 %(4 名)

1% (2 名)를 차지해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 1 ) 

3) 學歷別 分布

13 ) 서울大學校 11바會科學冊究所， 1984, “韓國政治없IJ度와 地域社會發展社會科學과 政策冊究，
第 6 卷，第 4 號， pp. 357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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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調훌對象홉들의 職業別 分布

직 업 별 표본수 (A) 비 율(%) 누적율(%) 
정치계 (국회의원 · 평통 · 정당) 5 2.5 

公共部 門
행정관료(지방행정기관장) 10 5.0 7.5 
법조계 (판 · 검사， 변호사) 11 5.5 13.0 

60名
교육계(교수， 교장) 15 7.5 20.5 

(30%) 
언론계 (방송사장， 언론사 간부， 기 자) 8 4.0 24.5 
금융계 (은행지점장， 농협， 축협， 금융신탁，조합장) 11 5.5 30.0 

製造業部門
대기업 경 영 진 15 7.5 37.5 

관리직 14 7.0 44.5 
60名

엔진니어 20 10.0 54.5 
(30%) 

중소기업 사장 11 5.5 60.0 
서비스業部門 판매 • 서비스업 (판매 18, 서비스 7 ) 25 12.5 72.5 

43名 운수 · 해운업 (운수 5 ， 해운업 7 ) 12 6.0 78.5 
(21. 5%) 건설 ·토건업(건설 4 ， 토건 2 ) 6 3.0 81. 5 

기타部門 
의 · 약계 (의 사 12, 약사 5 ) 17 8.5 90.0 

37 名
종교계 (신부， 목사， 승려) 6 3.0 93.0 
원로·유지및 예술인(원로·유지 6 ， 예술인 3) 9 4.5 97.5 

(18.5% ) 
여성단체장 5 2.5 100.0 

lI I l |1 200A 

그림 1. 調훌對象者들의 年없톰IJ 分布

調겉포對象者들의 學歷은 大추 또는 그 以上의 

學歷을 가진 者가 74.5% (149名)로 3/4 정도나 

된다. 高후은 22.5% (45名)를 차지하며， 中후은 

소수로써 3 % (6 名}에 불과하다(그립 2 ). 따라 

서 指導層의 性格을 잘 反影하고 있다. 管理職

이나 專門職種에 從事하는 外部出身 指導層의 

학력이 높고， 地方塵業에 從事하는 地域土善A

事들의 그것은 비교적 낮다. 

rr= 
大후以上 

M n U q 
/ 
]

그림 2. 調훌對象홈들의 學歷別 分布

4) 所得別 分布

所得은 應答者들이 그들의 主觀에 의해 評價

하도록 하였다. 그 結果， 자신들의 所得을 上이 

라고 應答한 者는 24% 이고， 나머지 76%는 中

이라고 하였으며 下라고 應答한·者는 全無하였 

다. 6 단계로 層化E分된 所得爛중에서 75% 정 

도가 中의 上과 中의 中을 선택하였다(그림 3 ). 

美際所得은 그들의 應答한 內容보다 높거나 적 

어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主觀的 階

層所得感이 그들의 意識과 行薦에 보다 重要한 

意、味를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묘 200 A 

下 中 上
(0 A) (152A) (48A) 

그림 3. 調훌對象홈들의 所得別 分布

5) 出身地域텀IJ 分布

調훌對象者들을 出身地域別로 보면， 就山 出

身이 20% (40名)이며， 憐接한熟州홈B 出身이 4.5 

%(9 名)로써， 이들을 모두 합하여도 椰土出身
으로 볼 수 있는 A事는 24.5% (49 名)에 불과하 

다. 나머지 75.5% (151名)는모두 外地出身으로 

그 대부분이 工댐造成 以담 移f主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出身地는 서울 (26%) , 쏠山 (28%) , 大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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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調훌對훌훌의 出身地었Ij 分布
단위 A ( )는 비율 

出 身 地 大 都 市 中 都 市 農 村(那) 北 韓
土 훌 A 薦山地方 훌￥ 山 市 훌￥ ’‘|、| 都

49 (24. 5) 49 (24. 5) 40 (20. 0) 9 (4.5 ) 
外 地 A 首 都 團 서울 52 (26) 議 政 府 1 (0.5) 

151 Ú5. 5) 55 (27. 5) 仁川 2 (1.이 
홉월南地方 쏠山 56 (28. 0) 浦 頂 2 (I .O) 聞 慶 1 어 .5) 
87 (43. 5) 大邱 8 (4.0) 慶 州 3 (1.5) 月 城 1 (0.5) 

安 東 1 (0.5) 義 城 1 (0.5) 
馬 山 3 (I .5) 金 海 1 띠 .5) 
품 州 1 (0.5) 密 陽 1 (0.5) 
昌 原 2 (1.이 梁 山 1 (0.5) 
鎭 海 1 (0.5) 
忠、 武 2 (1.0) 
三千浦 2 (1.이 

기타地域 淸 州 2 (1.이 二 階 1 (0.5) 北韓3 (1 .5) 
春 川 1 (0.5) 寧 越 1 (0.5) 

淸 原 1 (0.5) 

(4 %), 仁川 (1 %)등， 大都市地域이 59%를차 

지해 절대 다수를 점하고， 그외 市級 以t의 都

市가 10. 5%를 차지하며 農村地域出身은 4.5% 

에 불과하다. 外地出身은 대체로 首都圍 (27.5 

%)과 鎭南團 (43.5%)으로 크게 양분되고 있으 

며， 나머지 江原 · 忠淸 및 北韓地方은 4.5%에 

불과해 미미한 편이다. 그리고 湖南地方 出身은 

全無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표 2 ). 

표 3. 地域社흩 指導톰의 柳成

(2) 構造的 特性

1 ) 類휠別 빼造 

區 分

制度的

指導層

經濟的

指導層

社會的

指導層

職業·職位

地方行政機關長 10 
法院 및 檢察機關長 및 判·檢事 6 
國會議員 및 平統議員 4 
大企業 經營 및 管理職 29 
大企業 專門技術職 11 
中小企業 經營主 11 
飯賣業 18, 서비스業 7 , 
建設 • 土建 運輪業 11, 金顧機關支
店長 11, 水塵 및 海運業 7 
商I會議所 任員 2 
敎育界 (敎授 • 校長) 15 의 약계 17 
언 론계 8 종교 계 6 법 조계 5 
사회단체장 유지 원로 5 예술계 3 
여성단체장 5 

小計

20 
(10%) 

68 1%16 ) 

64 
떠2%) 

蘭山市의 指導層을 分析의 편의상， 制度的 , 

經續的， 社會的 指導層으로 E分하였다(표 3 ).141 

制度的 指導層은 地方官公뽑長이나 法院 및 樓

察!T의 支院長과 支!T長 그리고 判 • 樓事， 國會

議員 · 平和統~政策諾問委員등으로 選定하였고， 

經濟的 指導層은 職業分析와 관련하여 여 러 分

野에 걸쳐 고루 選定하였다. 大企業f本의 경우， 

最高 經營者들은 爾山市의 經濟部門에 절대 적 

인 영향은 주고 있으나， 이들은 爾山에 居住하 

지 않을 뿐만아니라 薦山市의 經濟的 指導層으 

로서 활동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실제 薦山에 

居住하면서 활동하고있는 工場 長이나 좋務責任 

者를 中心으로 選定하였다. 中小企業이나 小規

模 各種地方塵業의 經營層은 地域에 대한 유대 

가 깊고 地域柱會活動에도 비교적 활발히 참여 

하고 있다. 柱會的 指導層은 各種柱會댐休의 長

이나 地方의 元老 · 有志， 그리고 敎育界， 醫 · 

14 ) 金最東外 (1985， 韓國의 地方自治와 地域社會發展， 서울大學校出版部)의 엘리뜨 區分방법을 쫓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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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界， 言論界， 宗敎界， 藝術界와 辯護士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중 經濟的 指導層이 가장 

높은 비율 (58%)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휩山이 I業都市라는 地域特性으로 인해 그들 

의 活動과 影響力이 실제로 두드러지기 때문이 

다. 柱會的 指導層은 經濟的 指導層에 비해 地

域社會에 미치는 실체적 影響力은 대체로 낮기 

때문에 比率 (32%)도 낮게 選定되었다. 그러나 

地方文化活動이나 社會活動에는 積極的인 參與

를 나타내고 地域發展에 대한 開心度도 높다. 

이 것은 다른 두 指導層에 비해 地域社會 土善 A 
士의 比率이 높은데 기인한다. 制度的 指導層이 

地域計페이나 政策에 미치는 影響度에 비해 그 

比率 (10%) 이 낮은 것은， 指導層에서의 실제 

構成比率이 낮기 때문이다. 

2) 移住時期

節山市의 指導l훌은 그 大部分 (73%) 이 薦山I

댐이 造成된 이후에 外部로부터 流入된 사람들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移住時期를 보면 (그 

럼 4) , 2 年 以內가 14.5% , 2 - 5 年前에 10 

%, 6 ~ 10年前에 19.5% 가 移住하여 10年 以

內의 移住者는 모두 44%에 이르고 있으며， 10 

~20年前에 移住한 29%를 합하면 調겉포對象이 

된 全f本 指導l훌의 3/4정도가 I댐이 造成된 以

팀어l 移住하였다. 20年 以上된 移住者는 10% 

에 불과하며， 나머지 22%는 縣山市와 떻￥)‘|‘|那 

出身으로 되어 있다. 

外部 移住者들은 서울， 부산등의 大都市地域

出身이 많고， 學歷水準이.土著A士에 비해 현저 

히 높으며， 專門職， 專門技術職 및 管理職 從事

者가 많다. 이에 비해 地域士著A士는 學歷水準

이 낮고， 中小企業이나 各種 地方塵業에 從事

하는 比率이 높다. 그리고 轉動對象의 職業 · 職

位에 從事할수록 最近에 移住하였고， 또한 最近

移住者의 경우는 젊은 年敵層이 대체로많다. 

3) 生活根擾地

調훌對象이 된 薦山의 指導層중에서 38%가 

蘭山이 아닌 다른 콧에 生活根據를 남기고 있다. 

그들이 生活根據를 남기 고 있는 곳은 서 울 (52.6 

( 2 년이내 ) (5 ~1O년 (20년이상) 
(2~5 년) (10~20년) (원주민) 

(20 A) (39 A) (58 A)(20 A) (44 A) 

그림 4. 指導홉의 移住時期別 分布

%)을 비롯， 부산 (26.3%) ， 대구 (6.6%) ， 인천 

(1. 3%) , 대전 (1.3% )등 詩山보다 規模가큰 大

都市가 대부분이다. 나머지는 故鄭인 農村이나 

農村中心都市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 

다(표 4 ). 

표 4. 外地의 生活根據 對象地域

문 : 가족의 일부가 다른 곳에 살거나， 다른곳에 
생활근거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N =76 

對 象 地 域 빈도(%) 

서 % 40(52.6) 
쏠 山 20 (26.3) 

大 邱 5 (6.6) 

仁川 大田 2 (2.6) 

農村中心都市 5 (6.5) 

農村地域(觀部) 4 (5.2) 

그들은 이와같이 亂山 이외의 地域에 生活根

據를 남기고 있는 理由를， 大部分이 본래의 生

活根據地라는 것 (57.9%)과 자녀교육을 위해서 

(26.3%)라고 하고， 나머지 소수는 배우자의 生

活根據地이기 때문어 .6%)이라는 것과기타이유 

(9.2%)로 답하였다(표 5 ). 대체로薦山보다 生

活環境이 낫다고 생 각하는 大都市出身은 職業機

會만을쫓아移住해 옴으로써， 家族의 一部또 

는 全部를 그곳에 남기고 獨身 또는 一部 家族

만이 移住해 있으며， 본래의 生活根據를 유지 

하기 위해서나 자녀교육을 위해서 ‘離散家族’의 

고통도 감수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外

部地域에 生活根據를 남기고 있는比率은 2 年

以內의 最近 移住者의 경우가 69%로 가장 높고， 

移住時期가 오래됨에 따라 점차 감소되며， 原住

民의 경우는 13.6%로현저히 낮다. 직업별로 

外部地域에 生活根據를 남기는 比率은 行政官

傑 (90%) 가 가장 높고， 女性ffif:本 指導者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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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外地에 生活根據를 남기는 理由
문 : 外地에 생활근거를 남기고 있는 이유는? 

f里 由

본래의 생활근거지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해서 
배우자의 생활근거지이기 때문에 

기 타 

N =76 

빌돔(%) 
44 (57.9) 
20 (26.3) 
5 (6.6) 
7 (9.2) 

大企業 經營責任者 (60%) ， 敎育者 (53%)의 順

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中小企業이나 地方

塵業經營者는 대체로 30% 以內로 나타나 비교 

적 낮다. 年離別로는 50代 (50.9%)가가장높고 

때代 (37.9%)와 30代 (24%)로 내려올수록 낮아 

진다. 이것은 子女敎育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學歷水準은 大추 (42.3%) ， 高

후 (26.7%)，中후 (16.7%)順으로 나타나 學歷水準

이 높을수록 外地에 生活根據를 남기는 比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以上의 內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地域計副

이나 政策樹立에 가장 큰 影響力을 행사하는 

行政官傑나 大企業의 經營責任者들이 生活基

盤을 大都市를 비롯한 他地域에 두고 있는 경우 

가 많아，地域의 發展이나 地域住民의 統合01 란 

{則面에서 問題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經騙的 冊究-地域意識의 分析

( 1 ) 都市發展에 대한 意識

1 ) 生活覆境에 대한 知헬 

本 冊究의 調훌對象者가 指導層이라는 점에 

서 대체로 地域의 生活環境에 대한 知覺이 肯定

的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案際로 나타난 

結果는， 肯定的 反應이 14.5%에 불과한데 비해 

否定的 反應은 52.5%나 되어 의외로 否定的이 

었다(표 6 ). 交又對照表에 의해 좀더자세한內 

容을 살펴보면， 移住時期가 오래되고， 前居住地

가 땀山에 인접한 쏠山 (6α 8%) 이나 慶南 (57.1 

%)地方인 사람들과 原住民 (58.4%)의 경우가 

표 6. 生活環境에 대한 知覺程度

문 : 울산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응 답 내 용 

아주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지못한 편이다. 

아주좋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N =200 

빈도(%) 

2 (1. 0) 
27 (13.5) 
64(32.0) 
86(43.0) 
19 (9.5) 
2 (1. 0) 

서울 · 京聽地方 (45.4% )과 가타地方 (33.3%) 

出身보다 상대적으로 더 否定的이었다. 그리고 

年敵層이 젊을수록， 學歷水準이 높을수록 더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또한 所得水準

은 낮을수록 否定的 反應이 높게 나타났다. 職

業別로는서비스업， 수산·해운업및大企業經 

營責任者가 비교적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는데 

반해 法費界， 醫 · 藥界， 大企業 技術專門職

과 金顧界 및 a反賣業 從事者는 흙定的 反應의 

比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節山에서의 居住

期間이 더 길고 地域事情을 잘 알고 있는 階層

일수록 否定的으로 인식하고 었다는 것은 그 示

魔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된다. 

詩山의 生活環境을 다시 서울 · 부산 · 대구 등， 

大都市地域과 포항 · 경주 · 마산 등， 인근 地方

都市地域 그리고 農村地域과 비교하도록 하였다 

(表 7 ). 그 結界， 大都市地域에 비해 薦山의 生

活環境이 못하다고생각하는비율 (80%) 이 현저 

높게 나타나，절대다수가 大都市보다는 못하다 

고 보고 있다. 인근 地方都市와의 비교에서도 

역시 낫다 (19.5%)는 쪽보다는 못하다 (46.5%) 

는쪽의 비율이 높아 인근의 포항 · 경주 · 마산 

보다 生活環境이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 

나，주변 농촌지역과의 비교에서는 절대다수 (78.5 

%)가 낫다고 생각하고，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은 소수 (1 1. 5%)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碩向은 居住年救 · 出身地域 · 學歷 빛 所得水準

에 관계없이 버숫하였다. 그러나 年離別로는 젊 

은 階l훌 일수록 大都市地域과 인근 地方都市가 

땀山보다 生活環境이 낫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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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大那市·인근地方都市·주번농촌지역과 

生活B톨境 比較

문 : 울산의 생활환경을 다음 지역과 비교한다면 ? 
N =200 

짧펀d (서 大울·푸 都산·대 市구) l포 지항방·경인주근뀐도}시산) 주변의농촌지역 

훨씬 낫다. 1 (0.5) 6 (3.0) 43 (2 1. 5) 
나은편이다. 20 (10.0) 33 (16.5) 114 (57. 0) 
비슷하다. 18 (9.0) 56(28.0) 13 (6.5) 
못한편이다. 102 (51. 0) 81 (40.5) 21 (10.5) 

훨씬못하다. 58(29.0) 12 (6.0) 2 (1. 0) 
잘모르겠다. 2 (1. 0) 12 (6.0) 7 (3.5) 

職業別로는 서비스업 從事者가 爾山의 生活環

境을 가장 肯定的으로 보았고， 法費界從事者는 

가장 否定的 反應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蘭山의 

指導層은 거의 大部分이 地域의 生活環境을 否

定的으로 보고 있는 동시에 , 大都市 選好碩向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닥에는 

都市의 規模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표 8. 都市覆境에 대한 滿足要因과 不滿要因

문 : 울산의 생활환경에 대해 만족스런 점과 불만 
스런 점을 두가지만 기록해 주세요. 

滿 足 要 因 點數 不 滿 要 因 點數

주변의 자연환경 28 고。l 해 135 
조용한 주거환경 16 문화시설 부재 86 
취업용이， 상업에 유리 16 생필품의 불가고 45 
타도시와의 교통 14 시내교통 혼잡 34 
지역의 발전 활력 9 편익시설 부재 24 
높은 지역소득 8 교육환경 20 
연고지 (고향) 7 도시계획 미비 17 
농. T A 샤 L돋n τ 江 T님 6 가치관부재 8 
자금융통성 5 공동체 의식희박 4 
직장 만족 5 주택난 3 
인심이 좋다. 4 인심이 나쁘다. 2 
교육여건 2 늦은 정보 

계 115 계 379 

그러나 이번 연구는 交通屬性理解에의 試圖

(379‘멘)에 비해 그 펴數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 
고 있어， 都市生活의 不滿程度가 높다는 것을 뒷 

받침하고 있다. 

滿足要因으로는 周邊의 自然環境과 大都市地

2) 都市生活의 滿足要因과 不漸要因 域에 비해 아직도住居環境이 조용하다는 점이 

都市生活의 滿足要因과 不滿要因을 알아보기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就業機會와 生業

위해， 滿足스런 점과 不滿스런 점을 각가 두가 에 有利， 地域의 活力과 높은 地域所得， 資金顧

지씩 들도록 하였다. 그 結果， 한가지 썩은 모두 通의 有利펴 등， 塵業都市와 관련된 번、들이 지 적 

답해 주었으나 두가지를 모두 답한 사람은 調훌 되고 있다. 그리고 他都市와의 交通連結이 便利

對象者 全數의 60. 5% 에 해당되었다. 이중， 滿 하다는 점과 연고지 (故鄭) , 農水塵物 豊富， 職

足스런 점을 지적한 對象者는 19%에 불과하나 場滿足， A心， 敎育與件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不滿스런 점을 지적한 對象者는 71%나 되어 대 그 벽、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부분의 對象者들이 都市生活에 있어 不滿要素를 이에 비해 不滿要因은 滿足要因에 비해 현저 

具f本的으로 지각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調 히 높고， 그 중에서도 公害가 가장 높게 나타나 

훌의 性質t 滿足스런 펴보다는 不滿스런쪽을 意 고 있다. 文化施設의 不在와 生必品의 高物價，

識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不滿要因이 市內交通混雜도 높은 쁘、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러한 內容들은 劇山市가 안고 있는 都市 問
對象者들의 應答內容중， 첫번째와 두번째의 題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地域住民

內容에 差異를 두기 위해 각각 2펴 1 ‘현、씩의 의 宿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풀橫이 
펴救15) 를 주어 그 結果를 中心으로 분석해 보았 國家的 次元에서 시급히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다(표 8) .여기서도滿足要因 (115면)은 不滿要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는生活便益施設，敎育覆 

15) 加減乘除上의 統計學的 問題는 있으나 寶料構成t의 蠻化는 크게 없으므로 社會科學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임. 
Scheuch, E. K., 1961, “ Sozialprestige und S <riale Schichtung;’ D. W. Glass und R. K이lÏg (ed.), 
So:ziole Sd;dtung "nJ So:z;ole Mobilität, 5. Autl. pp. 6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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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 都市計페未備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외에 

價植觀이나 共同休意識의 問題， 住흰難.A心， 

늦은情報등이 지적되고있으나，그펴敎가相對 

的으로 낮아 크게 問題規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러한 問題쁘、 역 시 重化學I業都市라는 生塵

都市에서 派生된 問題로서， 生塵機能의 據大에 

지나치게 관심을集中시킨 나머지都市住民의生 

活의 質과 관련된 기본수요의 충족을 간과한데 

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II펴造成이 地域住民에 끼친 톨Z웰 
工댐造成은 地域f主民의 生活에 대체로 크게 

기여하였다고생각하고 있다. 工댐造成이 대체 

로 否定的인 영향을 끼쳤다는 反應은 8%에 불 

과한데 비해 肯定的인 영향을 끼쳤다는 反應은 

71. 5%나 되어 總對多救가 肯定的인 反應、을 나 

타내고 있다(표 9). 이러한 現象은 일반적으로 

工댐造成이 住民의 生活向上에 크게 도움이 된 

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관념속에 도식적으로 잠 

재하고 있다는 데에도 그 原因이 었다고 하겠다. 

대체로 肯定的인 反應은 經山에서의 居f主期間

이 길수록， 所得파 學歷水準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나타나며， 外地에 生活根據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다. 

職業닝IJ로는 行政官價， 大企業 經쉰!롭， 一部

地方1뿔業(運輸 및 서비스業)從事者가 相對的으 

로 보다 높은 肯定的 反應을 나타내였다. 行政

官f察나 大企業 經줬f홉은 그들의 業務上의 責任

와 관련되고， 地方!훈:業 從事者는 事業上의 有利

함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된다. 

4) 急速한 都市成長에 대한 反應

總對多救 (80.5%) 가 全國에서 가장 빠른 都

rnbx長 速度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최 

소한 나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自쯤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에 비해 염려스럽게 생각하거나 좋을 것은 없다 

고 생각하는 否定的인 反應 (13%)은 상대적으 

로 매우 낮다(표 10) . 이러한 碩向은學歷，年觀， 

出身地域， 所得水準에 관계없이 비슷한 樣相을 

표 9. I댐造成이 地域住民에 끼씬 影響

문 : 울산의 I댐조성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끼친 

영향은? 
N =200 

응 답 내 용 구 분 l 빈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체로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반이다.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잘 모르겠다. 

표 10. 빠른 都市成長에 대한 知뭘 

78 (39. 0) 

65 (32.5) 
39 (19.5) 
12 (6.0) 
4 (2.0) 
2 (1. 0) 

문 : 울산의 빠른 도시 성장을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N =200 

응 답 내 용 구 분 | 빈도 (%) 

바람직한 현상으로 매우 자랑스럽다. 

나뿔 것은 없다고 본다. 
좋을 것도 나뿔 것도 없다. 

좋을 것은 없다고본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매우 걱정스럽다. 

잘 모르겠다. 

93 (46.5) 
68 (34. 0) 

12 (6.0) 
15 (7.5) 
11 (5.5) 
1 (0.5) 

보인다. 다만 法費界 (45.5%). 金騙界 (36.4%). 

建設，土建業 (50%)從事者들이 상대적으로否定的 

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規模나 速度

에 대한 읍信에 가까운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stereotype 화하여 팽 배 해 있는 價植觀의 表

現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5 ) 휩山의 未來에 대한 展望

現在의 時t런‘에 서 쉰山의 未來를 大部分의 應、

答者들은 낙관η| 고 있다. 많은 都市問題와 不滿

要因에도 불구하고 未來를 비관적인 관점 (17%) 

에서 보다는 닥관적인 관점 (67%) 에서 밝게 생 

각하고 있다(표 11). 이러한 碩向은 學歷， 年敵，

出身地域， 居住期間， 所得水準에 관계없이 뚜 

렷하다. 그러나 낙관의 程度는 年觀이 높을수 

록， 學歷과 所得이 높을수록 높다. 職業別로는 

行政官價， 大企業 經짝I홉， 元老 · 有志 등이 보 

다 더 낙관하고 있으며， 法團界 (36.4%)와建設 

· 士建業 (33.3%) 및 中小企業의 經섣主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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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휩山의 未來에 대한 展望

푼 : 현재의 시점에서 울산의 앞날을 전망한다면 ? 

응 답 내 용 

매우 낙관적이다. 

다소 낙관적인 편이다. 

그셔 그렇다. 

다소 비판적인 편이다. 

매우 비판적이다 

잘 모르겠다. 

N =200 

빈도(%) 

26 (13 ‘ 0) 
108 (54.0) 

32 (16. 0) 
32 (16. 0) 

2 (1. 0) 
o (0.0) 

는 다른 職業에 비해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다. 대체로 보아 모든 部門과 階l홉 

에서 낙관하고있는데， 이것은 1 차적으로調좁 

對象者가 指導l홈이라는데에서 연유하는 階層意

識의 문제이겠으나， 國內 最大의 I業홈ßrñ로서 
갖는 發展i替在 力을 높이 意識하고 또한 그렇 게 

評價하고있는 데에도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 

다. 

(2) 都市柱會에 대한 所l홈感 

1) 地域社會에 대한 所屬感

指導l홉은 그들의 짜웹에 비추어 地域u會에 

대해 강한 所l휩感을 가질 것이 期待된다. 그러 

나 자신이 ‘울산사람’이라는 지역적 所!휩感을 

意識하고 있는 사람은 69%에 불과하고， 나머 지 

31%는의식하지않거나， 그저 그렇다’는否定 

的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5.5% 

는 울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應答하였다(표 12) . 

표 12. 地t勳t會에 대한 所屬感

문 : 자신이 ‘울산사람’이라는 지역적 
소속감을 갖고 계십니까? 

구 

강하게 갖고 있다. 

의식하고 있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의식하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타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N= 200 

l 빈도(%) 
I 62 (31. 0) 

76 (38. 0) 

15 (7.5) 

36 (18.0) 

11 (5.5) 

대체로 居住期間이 오래고 經山에 인접한 

地域의 出身일수록 地域에 대한 所屬感이 강한 

데 비해， 大都市地域 出身의 지역소속감은 상 

대적으로 이완되어 있다. 연령층이 낮을수록，그 

리고 學歷과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地域에 대한 

所!협感은 현저히 낮아진다. 職業別로는 專門職

種(법조계， 의사， 엔진니어)의 종사자들과 大

企業의 經營 · 管理I홉 종사자들의 所屬感이 대체 
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 地域柱흩에서의 組帶感

指導l홈이 地域u會에서 갖는 組뿜感、을 알아보 

기 위해 이웃 및 職業이나 職場에서의 組帶感을 

합問해 본후， 이들이 느끼고 있는 游山市民의 

結束度를 應答하도록 하였다. 

먼저 이웃과의 組뿜感을 보면 (표 13) ， 대체로 

친숙하게 지내면서 組帶感을 意識하고 있는 쪽 

이 47.5%인데 비해 생소하게 지내면서 細뿜感 

을 意識하지 못하거나，이웃과의 관계를 그저 그 

렇다고 생각하는否定的 意識을 하고 있는쪽이 

52.5%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쉰山의 原f主

않의 경우는 이웃과의 組뿜感을 彈하게 의식하 

고 있는 반면에， 移f主者들은 弱한 反應을 나타 

내고， 그 중에서도 특히 大都市地域 出身이 組

帶感、을 느끼 지 못하고 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年敵은 낮을수록， 學歷과 所得水準은 높 

을수록 대체로組帶感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職業別로는 법조계 종사자와 大企業의 經營 · 管

理職 종사자에 있어 이웃과의 組帶感이 더 랬하 

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地域社會에 대한 組帶感

문 : 귀하는 주거지의 이웃사람들과 친숙하게 지내며 
유대감을 가전 편입니까 ? 

N =200 

구 분 |빈도(%) 

매우 친숙하며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137(18.5) 

상당허 친숙한 편이다 158 (29. 0) 

그저 그렇다 169 β4.5) 

잘 알지 못하거나 얄아도 친숙하지는 않는 편이다. 125 (12.5) 

잘 알지 못하고 유대감도 느끼지 못한다. 111 (5.5) 

모르겠다 1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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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上이나 職場에셔의 *표추픔感 (표 14) 은 이웃 

과의 組뿜感보다는 훨씬 높아.79.5%가 肯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否定的 反應은 

20.5%에 불과하다. 이러한 現象은 居住空間에 

대한 意識보다는 柱會的 活動*없앓에 대한 意識

을 嗤하게 反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 

것은 節山이 生塵都市로서 國家的 水準의 經濟

f本系에 統合된 機能的 連緊가 높다는 사실을 反

影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職業이 나 職場에 서 의 組뿜感도 이 웃과의 *표 

帶感에 서 와 같이 居f主期間이 길수록 높게 나타 

난다. 출신지역별로는 서울出身의 유대감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年觀別로는 4어t가 가장 

級帶感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職業

이나 職場에서의 彼웹이 가장 活發한 年離層이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4. 職場 또는 職業上의 동료들에 대한 組帶感

문 : 귀하는 직장이나 직업상의 지역사회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강한 유대감을 느껍니까? 

구 

매우 강하게 느낀다. 

느끼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전혀 느끼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N =200 

발돔쩍」 
60 (30.0) 
99 아9.5) 

29 (14.5) 

11 ((5.5) 

1 (0.5) 
o (0.0) 

마지막으로 日常生活에서 땀山市民의 相互間

結束度에 대한 意識은， 의외로 結束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15). 結束이 되어 있다고 보는 

肯定的 응답은 21. 5%에 불과하고. 50.5%가 

結束이 弱하거나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러한 사실은 앞서 指導層이 意識하고 있는 이웃 

빛 職業이나 職場에서의 組뿜感보다 훨씬 더 칩 

定的인 것이다. 이 경우 그들 자신에 대한 質問

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意識을 더 솔직히 나 

타내였다고도볼 수 있으므로， 問題는 더욱 섬 

각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否定的 反應은 年觀이 낮을수록， 그리고 學歷

水準이 높을수록 높게 나다나고 있다. 職業別로 

는 언론인， 예술인， 中小企業 經營主， 大企業의 

管理職과 엔진니어들이 보다 심한 否定的 反應

을 보이고 있다. 

표 15 휩山市民의 객관적인 結束度에 대한 認識

문 : 귀하는 울산시민이 일상생활속에서 어느정도 
결속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구 분 

매우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 

결속되어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결속이 약한 편이다. 

전혀 결속되어 있지 못하다. 
잘 모르겠다. 

3 ) 地域에서의 定住意志

N =200 

빈도(%) 
6 (3.0) 

37 (18. 5) 
49 (24. 5) 
88 (44. 0) 

13 (6.5) 
7 (3.5) 

‘땀山에서 자녀와 함께 定f主하겠다’는 指導層

은 13%에 불과하고， ‘自身은 經山에 살지만 자 

녀는 모르겠다’는 팎定住 意志를 가진 쪽이 41 
%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나는 모르겠만 자 

녀는 딴곳에 살았으면 싶다’와 ‘형편이 되는대 

로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가고 싶다’가 각각 19 

%를 차지해， 이를 합한 38%는 땀山에서 定住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표 16). 

여 기서 땀山出身의 原住民의 경우， 定f主意志

는 현저하게 彈하게 나타나며， 經山에서의 居住

期間은 定住意志와 正의 相開開係를 갖는다. 폐 

山에서 定住를 원하지 않는비율은 大都市， 특 

히 서울出身의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 年觀層이 

낮을수록， 學歷과 所得水準이 높을수록. "땀山에 

서 定住하기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職業

別로는 地方의 有志나 元老， 그리고 地方 서비 

스품業 종사자의 경우가 대처l 로 定f主意志가 높 

게 나타나는데 비해， 행정관료 · 법조계 ·大企業

從事者 · 醫師 · 女性댐休 指導者의 경우는 대체 

로 땀山에서 定住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이 게 , 또는 보이 지 않게， 地域發展에 重要한 

않웹음수행하는 집단이 定住意識를 갖는 것은 

무엿보다도 重要하다. 따라서 이들을地域柱會 

속에 뿌리내리고 알게하는 일은 地方自治때f本 

가 政策的으로 추진해야할 쐐많중의 하나가 될 

- 31-



것이다. 

표 16. 훤山地域에서의 定住意志

문 : 귀하는 자신과 자녀들이 앞으로 울산에 

계속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 분 

나와 자녀들어 계속해셔 울산에 살기를 원한다. 

나는 울산에 살지만 자녀는 모르겠다. 

아무래도 좋다. 

나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딴곳에 살았으면 싶다. 

행편이 되는대로 자녀를 데리고 이사가고 싶다. 

잘 모르겠다. 

N =200 

빈도(%) 
26 (13.0) 
82 (4 1. 0) 
8 (4.0) 

38 (19. 0) 

38 (19. 0) 

8 (4.0) 

(3) 地域政策에 대한 意識

1 ) 地域發展에 대한 自身의 投劃

조사대상 指펼l혈은 地域發展을 위한 t'j 광의 

f강펀Ij에 대해서 能動的인 感度-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들의 應答內容을보면， 先麗的·

指導者的 f뚱휩을 한다고 생 각하는 사람은 10. 5 

%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11 %, 그리고 이해와 협력을 하겠다는 

사람은 27%로 나타났다. 그러나 49% 에 해당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市民으로서의 책임완수 

만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2.5%가 기여 

할 것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應答하였다(표 17) . 

이와 같이 指導層이 自身의 ↑뚱휩에 대해서 수동 

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상은， 그 동안 官主

導的 行政에 同化되어 참여척 民主市民意識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 한다 16 

대체로 션구적 ·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積極的 德펴를 갖는 사람은 大都市出

身과 士휩原住民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이러 

한 積極的인 편!핑는 또한 年敵이 높을수록， 學

歷水準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職業別

로는 행정관료 · 언론계 · 地方의 有志나 元老 및 

敎育界 從事者가 積極的 態f맞를 갖는데 비해， 법 

조계 · 금융계 빛 大企業의 經營職과 엔진니어， 

그리고 地方 서비스塵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표 17. 地域發展을 위해 할 수 있는 目身의 投劃

문 : 귀하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션구적 · 지도자적 역할. 
적극적인 지원. 

이해와 협력.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완수. 

기멸 기여할 것이 없음. 

찰 모르겠음. 

N =200 

빈도(%) 
21 (10. 5) 
22 (1 1. 0) 
54 (27. 0) 

98(49.0) 
4 (2.0) 
1 (0.5) 

2 ) 地城政策의 內容짧識 

都市政策을 비롯한 地域政策의 궁극적목표는 

都市住뀔의 ，福 flJ!뽑進이며 휩[5 市討빼에 의한 事業

施行은 都市에 힘f主하는 모든 市民들의 生活全

盤에 直:接 · 間接으로 굉Z響을 미 친다 17) 

그버나 1꾀山의 指펼 l혐의 경우， 都市計페을 비 

롯한 地域政策의 主要內容을 알고 있다고 應、答

한 사람은 45%에 불과하고，모르고 있다고 應答

한 사람이 42.5%나 되었다(표 18). 이와 같이， 

地域政策의 內容을 地方의 指導層 A士들이 잘모 

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決定 公告된 

地域政策內容의 弘報活動이 微弱하거나 無開心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8. 地域政策의 內容짧識程度 

문 : 귀하는 울산시의 도시계획을 비롯한 지역정책 
의 주요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 

잘 알고 있다. 

대강 안다. 

보통이다. 

잘모른다. 

전혀 모른다. 

H 
딘r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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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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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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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
-띠어
야
 
m 
m 
E 

N 

-
딴-
m
 
삐
때
%
찌
 

16 ) 짧隆!~~. 1982. “우리나라 都 rñ民의 意識構造:’ 都市問題， 9 月號， p. 2ti. 
17) ，한隆멜. 1982. 前抱論 文，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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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地域政策의 內容을 알고 있는 정도는 

土著原住民의 경우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며， 

年敵이 높을수록， 그리고 學歷水灌은 낮을수록 

더 많이 알고 있다. 또한 職業別로는 行政官傑，

地方有志 및 元老， 그리고 地方의 서비스塵業 

經營者의 경우가 地域政策의 內容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법조계 · 교육계 및 의 · 약 

사 그리고 大企業 從事者의 경우는 그 비울이 

낮았다. 

3 ) 地城政策樹立에의 활與度 및 활罵形式 

都市計副 등의 主要地域政策에 參與한 程度

와 調훌對훌者들이 與望하는 參與形式을 設問하 

였다. 

우선 地域政策樹立에 參與해 온 程度를 設問

한 結果를 보면(표 19) , 깊은 관심을 갖고꼭 참 

여한다는 사람은 4.5%에 불과하며， 자주 참여 

하고 있다는 사람이 10. 5%로서， 대체로 地域政

策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5%에 불 

과하다. 절대다수인 55.5%가 관심은 었으나 참 

여하지는 못했다고 應答해， 參與機會가 없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9.0%나 되었다. 이점은 地域

政策樹立 過程上에 f主民參與의 制度的 方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反影하고 있으며， 

無開心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參與的 民主主義

에 익숙하지 못한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19. 地域政策樹立에의 參與程度

문 : 귀하는 울산시의 도시계획을 비롯한 지역정 
책의 수립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구 

N =200 

빈도(%) 

9 (4.5) 
21 (10.5) 
39 (19.5) 
111 (55.5) 
18 (9.0) 
2 (1. 0) 

깊은 관심을 갖고 꼭 참여한다. 
자주 참여하고 있다. 
참여해 본 경험이 었다. 

관심은 있으나 참여하지는 못했다.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가 타 

다음으로 이들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 參與形式

을 보면 (표 20) ， 가장 많은 32%가 市民이 개인 

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가지고 政策決定

過程에는 市民의 代表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는 市民의 代表가 意思를 

개진하고 市民의 代表가 參與하는 것을 (27.5% 

가 원하고 있다. 이 외에 市民의 個A的인 의사개 

진기회 (10%)와 市民代表의 의사개진대회 (13%) 

가모두 23%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개진과 참여의 기회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일임 

을 원하는 사람 (15%)과 잘 모르겠다 (2.5%)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意識水灌

의 問題라기 보다는 地域政策에 대해 無開心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대체로 參與에 대한 積極的 쫓勢를 보이고 있 

는 層은 土著原住民의 경우가 현저히 높고， 年

觀層別로는 5어t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0. 與望하는 t也域政策에의 좋與形式 

문 : 귀하는 울산의 지역정책수립에 울산시민이 
어느정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구 분
 

N =200 

빈도(%) 

시민이 개인적으로 의사개진 기회를 
갖고 시민의 대표가 참여한다. 

시민의 대표가 의사를 개진하고 시민의 
대표가 참여한다. 

시민이 개인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 

시민의 대표가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일임한다. 
잘모르겠다. 

64 (32. 0) 

55 (27.5) 

20 (10.0) 
26 (13.0) 
30 (15.0) 

5 (2.5) 

4 ) 地方自治制 좋施의 必要性과 與件

地域柱會 內部의 自律的 參與가 地方政府의 

自治權t. 自律權의 確保없이는 不可能하다고 볼 

때， 地方自治밟IJ의 쫓施는 住民의 自發的 參與

와 값求充足에 매우 重要하다 하지 않을 수 없 

다. 

이러한 意味에서 地方自治制 꽃施의 必要性

과 與件을 設問한 結果， 總對多救가 必要性을 

느끼고 있였으나 쫓施與件에 대해서는 다소 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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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를 달리하였다. 우선 」 必要性은 92.5%의 

절대다수가 느끼고 있었고， 단지 45%만이 그 

必要性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地方自治制 쫓施 

의 與件에 있어서는 다소 異見을 보여， 충분한 

여 건이 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 36%. 그리고 

與件成熟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사람이 36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표 21) . 

표 21 .. 地方自治制實拖의 必要性과與件 

문 : 울산시의 지방자치제 실현에 대하여 그 펼요 
성과 여건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N =200 

구 분 |비율(%) 
매우 시급하고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다141 (20. 5) 

필요하고 여건도 곧 갖추어진다 I 72 (36. 0) 
펼요하나여건성숙에 시간이 결린다. 1 72 (36. 0) 
필요성이 적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I 7 (3.5) 

펼요하지 않다 1 2 (1. 0) 
잘 모르겠다 1 6 (3.0) 

대체로 土善原住民과 居住期間이 오래된 사람 

일수록 地方自治制度案施에 대해 積極的態度를 

가지며， 年觀別로는 5어t에서 가장 강한 反應

을 보이고 있다. 職業別로는 地方의 有志나 元

老가 지금바로 쫓施를 希望해， 가장 積極的 態

度를 나타내고， 금융계 • 법조계와 교육계 종사 

자는여건이 갖추어지는대로곧-案施하기를 바 

라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료 · 언론인 및 대기업 

경영층은 여건이 갖추어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相衝되는 見解를보 

이는 것이， 이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된다고 

하겠다. 

5) 地城政策의 f톨先삐훌位 

本 I頁텀， 역시 앞서의 都市環境에 대한 滿足

要因과 不滿要因에서 分析했던 方法과 같이 ‘먹、 

數化하고 그 ‘백、數를 중심으로 分析하였다. 

여기서 가장 많은 得펴을 나타낸 것을市民의 

便益에 優先하여 都市基盤拖設을 擺充해 야 한 

다 (250펀、)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工業都市로 

育成하되 塵業構造를 安定시켜야 한다 (123;백、)는 

는 것이었고. 3 번째는 國家經濟發展의 기여에 
重면을 두고 계속해서 重化學I業都市로 育成

해야한다 (110)벽、)는 것이었다. 그 외에 環境f륭 

梁規制와 홉ß市內部 再開發및 整備 (76번、). 그리 

고 市民과 周邊地域 住民의 서비스據充과 地方

의 公共서비스改善 (27)딸、)은 下位를 나타내였다 

(표 22) . 

原住民과 居住期間이 오래되어 熟山에서의 生

活이 安定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경우， 

市民의 便益을 優先하고 都市基盤施設의 據充을 

더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年敵別로는 4어t가 

都市基盤施設의 據充을 가장 바라고 있 다. 그 

러나 거주기간 5 年 미만의 最近 移住者는 계속 

해서 重化學工業都市로 育成하거나 또는工業都 

市로 育成하되 塵業構造를 安定시켜야 한다고 

보고있다. 

표 22. 地域政策의 優先順位

문 : 울산시 지역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둘 이상은 순서대로 번호를 기업). 

N =200 

구 점수 

국가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계속 중화학 
공업도시로 육성한다. 

공업도시로 육성하되 산업구조 안정화에 
노력한다. 

110 

123 

울산시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교육 · 문화 ., 1 250 
상하수도 ·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시민과 주변농촌주민의 서버스 확충과 지방교 I 27 
통 · 통신망등 공공서비스를 개 선한다. 

환경오염규제와 도시내부 재개발 및 정비에 I 76 
치중한다. 

4. 要約및 討論

經驗的 分析의 結果， 땀山의 指導層이 갖는 

地域意識은여러 測面에서 뼈績 또는훈曲된徵 

候를 表出시키고 있다. 

첫째， 都市發展과 관련된 地域意識에서는， 工

댐造成의 影響이나 急、速한 都市成長과 將來의 

展望에 대해서는 肯定的 反應을 보이면서， 地域

의 生活環境에 대해서는 매우 否定的이였다. 상 

A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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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수가 純山보다 規模가 큰 大都市地域에 生

活根據를 남기고 있고， 그들의 意識에서는 大都

市 選好碩向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都市柱會의 結束과所屬感에 있어서는 

의외로 結束이 弱하고 所I협感도 期待 以下의 水

準이었다. 이웃보다는 職場이나 職業上의 ￥표帶 

가 彈하고. 그들이 主觀的으로 느끼는 意識보다 

는 客觀的으로 認知하고 있는 結束力이 현저하 

게 낮게 나타났다. 定住意志에 있어서 도 定住보 

다는 오히 려 移f主를 원하는 쪽이 더 많았다. 

세째， 地域政策과 관련된 意識에서는 地域政

策 決定過程에의 參與를 원하지만， 실제로 參與

하고 있는 層은 少數에 불과하고， 地域政策의 

內容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 地域發展을 위 한 

自身의 投웹에 대해서는 消極的인 態度을 보여 

주었다. 地方自治制의 美施와 必要性에 있어서 

는 案施時期에는 異見을 보이나 總對多數가 必

要性을 느끼고 있었고， 地域政策은 地域的 次元

의 都市市民의 便益과 基盤施設의 據充에 優先

하가를 希望하고 있었다. 

따라서 經濟成長의 惠澤을 받은 地域의 指導

層이 地域에대해 肯定的이고 能動的이며 積極

的인 態度를 가지리라는 期待는 훗際~Jf究에서 

상당한 差異를보여 주었다. 그리고柱會集댐間 

에는 利害開係에 따라 서로 相反된 反應이 노출 

되가도하였다. 

( 1 ) 地理學的 觀貞
蘭山市는 지난 20餘年間을 통해， 工業化 · 都

市化의 過程을 急、速하게 겪어왔다. 그러나 

이에 對한 合理的인 計副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都市에 대한 柱會的 評價를 간과해 왔다. 이 러 

한 결과는 오늘날 都市柱會에 몇 가지 問題를 

慧、起시키고 있다. 

첫째， 都市空間構造上치 l펌題이다. 이것은 都

市服立 以前의 地域構造를 反影하고 있는 것으 

로서， 市昇格當時의 爾山舊물， 兵營， 長生浦，

方魚律舊물地域이 構造的 變化를 거치지 않고 

t뽑加하는 A口를 수용하면서 무질서한 市街地障

帳을 진행시켜 왔고 18) 都市土地利用面에 있어서 

도 商業地域이 幹線道路網을 따라 난립 ·散在하 

고 아파트댐地가 住居地域의 콧곳에 古在하며， 

群小工場과 各種 商業機能이 住흰地뿜에 混在

하고 있다. 게다가 全般的인 都市施設이 量的

不足現훌을 露물시켜， 各種 生活便益施設은 물 

론 文化 · 오락施設이 크게 不足한 실정이다. 특 

히， 50萬을 넘는 大都市의 中心機能을 수행하는 

舊市街地의 幹線道路가 물當時의 路l福 1 0m를 

그대로유지해 一方通行을하고있는현상은蘭 

山의 都市事情을 잘 대 변해 주고 있다 하겠다. 

둘째， 都市의 急成長過程에서 비롯된 A口의 

爆增과 物質的개발에 편중된 기형적 都市發展이 

가져다 준 都市民의 價植問題이다. 짧은 時間에 

出身과 風뽑을 달리하는 異質的 A口集댐을 수 

용함으로써 價f直f本系의 混좀L과 集댐間의 社會

홉購을 表出시키고 있다. 이 펴은 現代의 塵業

都市가 갖는 共通的 現象이 라 하겠으나， 특히 蘭

山의 경우는 短期間에 엄청난 量的 變化가 진행 

된만큼 그程度가 심했다고 할수 있다. 經濟的

急成長過程을 통해 不勞所得을 경 험 • 목격함으 

로써 物質위주의 價植가 획 일적으로 都市柱會

를 支配하여 건전치 못한 消費風滿가 만연해지고 

건전한 共同f本意識이나 鄭土愛가그 基盤을 상실 

해 왔다고볼수있다. 

세째， 都市機能과塵業構造上의 問題이다. 薦

山의 塵業構造는 重化學工業 위주의 大企業에 偏

重되어 있어， 移出物量을 크게 發生시키고 있 

다 18) 여기에 비해 輕工業이나地方의 中小企業

은 그 成長이 부진하여 都市民의 生活用品이 他

地에서 搬入됨으로써 高物價로 인한 住民의 家

計負擔이 加重되고 있다. 또한 大企業에 偏重된 

地域經濟構造는 不安定性을 內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組織의 機能的인 f本系가‘次的으로 國

家的 水準의 經濟構造에 連開되어 있기 때문에， 

爾山의 地域流通이냐 地域住民을 위해 휴훌能的으 

로 作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企業組織01 모두 

18) 李짧錫， 1983, “韓國의 散在形 都市構造出現에 관한 冊究:’ 地理學과 地理敎育， 第 13輯. pp.20-34. 
19) 韓國塵業開發冊究院， 1983, 中小企業댐地造成方向 調훌冊究， 蘭山商工會讓所， pp. 37 -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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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部의 意思決定機開과 連結되 어 地方의 地域構

造에는 잘 結合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影響力

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地域에 대한 結

束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工業化로인한 塵業公害와 環境펀梁의 

問題이다. 特히 大氣펀梁과 水質펀梁의 問題는 

蘭山市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問題中의 하나 

로 꼭 해결해야할 宿願的인 課題이다. 最近의 

「溫山病」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2) 地域政策的 톨IJi딛 

첫째， 주지하다시피 蘭山의 開發은 政府主導

의 下向式 開發方式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下向

式 開發의 問題펴은 開發事業 수행의 경험뿐만 

아니라 설증적 冊究를 통해서도 잘 지적되어 오 

고 있다깐 蘭山의 工댐開體은 計뼈， 그 自休부 

터가 地域을 위한 政策은 아니었으며， 物量的인 

經濟成長만을 강조한나머지 地域住民의 「生活

의 質」이나 柱會的 福利에 대해서는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것은 開發初期에 工댐造成과 背

담都市開發의 開發主f本가相異했다는점에서언) 

충분히 비롯된다. 이러한 結果가 오늘날 과중한 

재정적 · 인간척 비용으로말미암아221 지방의 財

政基盤을 聽化시키고 었다. 
둘째， 관료제도와住民參與의 問題이다. 地域

政策을 樹立 · 管理 · 執行하는 行政官傑의 임 기 

가 2 年미만231 으로써 業務를 把握하기가바쁘게 

다시 다른 임지로 轉버되고 있다. 여기에다 住

民參與가 制度的으로 保障되지 않아 住民意思를 

반영할 통로가 막혀 있다. 行政官傑는 市民에 

대한 責任行政을 펴 지 못하고 住民은 그들의 權

利와 義務에 대해 수동적이고 消極的인 觀度를 

가지기가 쉬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러한 ‘멜、에서 아무리 合理的인 計副일지라도 住

民參與가 없이 이루어진 計副은 그 正當性을 確

保할 수 없다 24) 는 말의 의미가새로와진다고 하 

겠다. 住民參與는 能率과 客觀性을 補完한 衝平

을 모색한다25) 는 점에서 奉f士行政을 구현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휩山의 地城課題

앞에서 우리는 總輪的 分析結果에 대한 根源

的 背景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 이러한 內容

을 감안하여 앞으로蘇山이 念頭에 두고 解決해 

야할 地域的 課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重化學工業에 치중된 塵業構造의 偏重과 

이로 因한 地域經濟의 硬直性을 克服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狀況蠻化에 對應하는 構造改編은 

불론. 安定基盤 確保를위한 塵業의 部門別， 規

模別， 技術水灌別 多邊化를 試因해 나가야 된다 

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試때는 國家的 水準

에서 보다는 地域的 水灌에서 住民의 播利와 연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 A間俠復에 바탕을 두는 都市環境을 造

. 成해야 한다. 都市環境에서 A間을 俠復한다는 

것은 홉~市民의 日常生活에서 安全과 快適함을 

누릴 空間을 造成해야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住

民의 共通的 欲求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現在의 都市環境에 

대한 면밀한 分析과 柱會的 評價를 거친다음， 

새로운 지역政策의 方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健全한 價f直f本系와 椰土愛에 바탕을 둔 

市民意識이 確立되어야 한다. 地域發展의 原動

20) Holdcraft , Lane E , 1978, T IIe Rise and Fal/ 01 Community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1950-65: 
A Critical Analysis and an Annotated Bibliography East Lansing: M ichigan S tate University. 
柳佑益. 1983, .“韓國地理學에서의 地域政策의 爭點:’ 地理學論養，第 10號， pp. 87 ~ 106. 

1984, “國土開發에 있어 農村開發의 意義:’ 地理學， 第30號， pp. 28~40. 
21) I댐開發은 中央政府(建設部 特別建設局). 背後都市開發은 地方政府.
22) Danid Lay, 1983, op. cit. p.l 
23) 市昇格 以後 23年間에 13名의 市長이 교대하여 평균재엄기간은 1. 77年에 불과. 
24 ) 金始英， 1983, “參與計뼈의 새로운 接近方法:’ 國土計副，第 18卷 第 2 號(通卷 39號). pp. 184 ~ 185 
25) 趙轉孝. 1983, “都市政行과 市民參與:’ 都市問題， 9 月號. p. 61. 
26) 金炯國， 1983, “地方開發의 A間主義的接近:’ 國土計副， 第 19卷 第 1 號，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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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이 사람에 있다 26t 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 

며 , 地域意識내 지 共同f本意識의 표解는 地域의 

柱會的 統合을 i且害하고 나아가 發展을 위 한 柱

會的 基本前提를 威齊할 수도 었다꺼 이러한 ‘면 

에서 市民의 結束과 鄭土愛를 함양할수있는市 

民意識 高揚에 地域柱會의 有開機開은 노력하여 

야 할 것이다. 아울러 異質的인 A口集댐이 共

通으로 享有할 수 있는 都市交化의 觸達과 t1!城

의 自治 • 自決權을 據大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自休的인 冊究開發能力도 패養해 나가야 할 것 

이다. 

5. 提 言

지난 50年代 以담 高度經濟成長期를 통해 휩 

山市는 國家經濟成長에 크게 기여하였고， 地域

住民의 物的 삶의 水準向上에도 肯定的인 영향 

을 끼쳤다. 그러나 成長이 가져다 준 物量的 惠

澤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이로 인해 파생된 

價f直含養的인 *1會的 'A間的 代價가 깊이 省察

되어야 할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 281 이러한 現

象은 이 地域指導層의 地域意識에 잘 反影되어 

나타나고있다. 

前述한 바와 같은 많은 問題펴의 內包에도 불 

구하고， 節山市는 地域發展에 대한 希望的인 잠 

재력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지난 20年

以上의 工業開發과 都市建設의 先騙的 f뚱웹을 

통해 얻은 經‘輸과 技術 및 생생한 現場知識이 

푹적되어있으며 둘째，活氣넘치는좁뾰年層의 A 
口와 高等技術A力이 많이 포용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自然的 · 社會經濟的 諸

般與件을 유리하게 갖추고 있다고 볼때， 問題는 

地域住民의 態度와 마음을 돌려 놓고 건전한 地

方의 精빼文化를 活性化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제 여기에 대한 몇가지 方案에 대해 提言하 

고자한다. 

첫째 , 地域開發이나 地域政策은 上向式 接近

으로 轉煥되어야 한다. 住民의 欲求充足에 바탕 

을 둔 A間俠復의 都市建設은 意思決定이 中央

에 集中된 下向式 接近에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地域의 意思決定 機能을 

彈化하고 住民參與를 보장하기 위한 制度的 改

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現在의 官傑制度는 

市民의 福利나 選好에 制約을 받기 보다는 業務

上의 便宣主義에 支配를 받는 것이 通例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地方自治制가 쫓施되어야 

할 것이나， 이것이 아직도 이르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制度的 e1(善이 補完되어야 한다. 

셋째， 地域內 有開機開間의 協力f本制가 구축 

되어야 한다. 柱會集댐이나 階層間의 共通欲求

를 發見 · 調整하고 地域問題의 解決에 協力할 

수 있는 休制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爾山의 

경우， 行政機開과 企業， 住民間에 이러한 協力

休制가 아쉬운 설정이다. 

넷째， 健全한 市民意識과 地域意識의 함양 및 

地方文化陽達에 努力하여야 한다. 이는 特定의 

階層이나 機開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고 f凡市民
的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地方敎育機

開과 言論機開， 行政機開이 앞장 서서 홍보와 

敎育을 담당하고 指導層이 솔선하는 風土를 造

成해 나가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7) 柳佑益， 1981, “中心都市文化와 地域主義:’ 都市問題， 11 月號， pp. 30~4 1. 
1981, “農村A口의 都市指向移動이 農村地域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蕭，第 8 號， p. 40. 

28) 金理東， 1983, 經濟成長과 社會變動， 한울， pp. 5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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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s of Community Leaders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ir Town : A Case Study of UIsan City 

Summary; 

Community 1eaders are potentia1 to the 

deve10pment of a 1oca1 area , in that th앙r 

are 1ike1y to be ear1y innovators , to 

have resources to execute deve10pment 

programs , and to be opinion 1eaders as 

we11 in that community. Having such an 

enormous capaci ty , the atti tudes and 1oy

a1 ty of the e 1i te group toward their hane 

town can be one of key variab1es to re-

giona1 deve1opment. In mid-1984 , the 

authors conducted an opinion survey with 

regard to the deve10pment of U1san City, 
an industrial city at the south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1ar. πle respon

dents of the survey nurnbered two hundred 

leading figures from virtually every oc

cUl~'1 tion in the city. The major findings 

of the survey are as fo11ows: 

First~ the city leaders showed a mixed 

response with respect to the industria1 

growth. They tended to consider the de

ve10pment of industries as a prime SOlπce 

of city growth. ηle majority of the re

spondents evaluated that the heavy in

dustry comp1ex estab1ished in the 1960s 

have had positive impacts on 1oca1 econ-

Woo.Ik Yu* 
Jung. Hwan Lee** 

omy and city growth. However , the lead

ers responded negatively to the conse

quential deterioration of amenities and 

living environments. 

Second, the city leaders ’ ties and at

tachment to Ulsan were unexpectedly low. 

A fairly large number of the leaders ei

ther had their permanent residents out

side the ci ty , in particular large ci ties 

líke Seou1 and Pusan , or intended to move 

to those large metropo1ises whenever 

possible. Furthermore ,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did not conside‘ them

selves maintaining an outstanding rep

。rt wi th t~eir neighbors , nor did they 

believe the genera1 public of Ulsan in

tegrated socially we11. 

Thirdly ,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respondents have had 1ittle ínput to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the city 

planning. Due to the rather central1y 

oriented power structure and the top

down development strategy of the nation

a1 government , most of the city 1eaders 

have had no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 and 

even had very 1itt1e knowledge on the 

past and present policy measures of their 

Journal of Geography, Vo 1. 12 , 1985. 12. , pp. 21-39. 
* Associate Professor , Department of Geography , Seoul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Associate , Korea Rura1 Economic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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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Many comp1ained that their wi11-

ingness to be invo1ved in po1icy arena 

had 1arge1y been ignored by the nationa1 

and 1oca1 governments. Loca1 1eaders 

showed a disagreement on the time of ex

ecution of 1oca1 autonomyo Loca1 1ead

ers who were born in the city responded 

that it is the right time for execution 

of 10cal autonomy whi1e the 1eaders from 

outside of the city responded that the 

loca1 autonomy is too ear1y to execute. 

However , most of the respondents agreed 

on the necessity of 1oca1 autonomy 。

This study started out in an anticipa

tion that the elite group shou1d show a 

favorab1e attitude toward their city af

fairs , given the fact that they are the 

very segment of city residents who had 

been benefited most in the course of the 

city ’ s economic growth. The survey find

ings , however , were rather contrary to 

such a rosy expectation: Many of the ci ty 

leaders showed estrangement and apathy 

to their home town. The authors contend 

that those passive attitudes have grown 

up 1arge1y on the following reasons: 1) 

the rapid industrial growth with too much 

-39-

emphasis on a particular sector , i.e. , 
heavy industry , which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city amenities and liv

ing environment , and heavy burdens of 

infrastructura1 provision , 때d 2) the 

lack of openness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poor orchestration 

among p1anners and citizens. 

Severa1 po1icy measures are suggested 

to reso1ve these prob1ems. Future econ

omic programs shou1d be directed toward 

a more diversification of industry in 

order to prevent further environmenta1 

disruption. A careful city design is 

desired to accomodate increasing popu1a~ 

tion and to cater basic needs of residents. 

πle current regiona1 deve10pment p1anning 

agencies can be restructured in such a 

way that cooperation among the authori-

ties and citizens be encouraged, and that 

the participation of city representatives 

in p1anning processes be guaranteed. 

Investments on local cultura1 affairs 

wou1d be another measure to foster affec

tion and loyalty of Ulsan citizens to 

their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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