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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 목적 

필자들은 이 연구에 앞서 울산시를 대상으로 

지도층의 지역 의식에 관한 연구를 행한 바 있 

다 1) 지도총은 그 지역의 발전에 선구적， 중추 

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도충의 행동 양식은 그 

들의 사회적 지위로 해서 일반 주민의 사고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 지도충의 

지역 의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지역사 

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찾아내는데 중요 

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선행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기대와는 달리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의 지 

역의식이 드러난 연구 결과를 보고나서， 펄자들 

은 이 연구를 대조적인 다른 인구 집단에 연장 

하여 비교해야 할 펼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본 

3. 지 역 소속감과 사회적 결속 

(1) 지역 소속감 

(2) 사회적 결속 

(3) 정주 의사 

4. 지역청책에 관한 의식 
(1) 역할의 인식 

(2) 참여의 형식 

(3) 정책의 방향 

5. 요약과 결론 
Summary 

연구는 말하자면 선행 연구의 연장이자 그에 대 

비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로 행해졌 

다. 즉， 지도충이라고 하는 상류의 소수 엘리트 

접단에 국한했던 조사대상을 계충에 관계 없이 

청년충에 확대시킴으로써 계충간， 세대간 차이 

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 

년충이 현재 도시 사회의 가장 활기있는 인구 

집단일 뿐만 아니라 내일의 지역 사회를 주도할 

세대라는 점에서， 사실상 미래의 지배적 사고방 

식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요컨데 오늘의 

지도층과 내일의 주역이 갖는 지역의식의 여러 

측면을 비 교 분석 함으로써 지 방도시 주민의 지 

역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일을 전망하는데 

본 연구의 첫번째 의의가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인간의 공간적 이동성 

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의 규모가 작고 폐쇄적 

이던 지역 조직은 보다 크고 보다 지방적인 것 

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분화가 급 

* 1987년도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자유 공모 과제)에 의함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실장. 
1) 柳佑益 • 李正煥， 1985, “地方都市 指響層의 地城意讓에 關한 핍究”， 地理學論講 第12號，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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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진행되면서 공간적 조직보다는 사회적 조 

직이 삶의 양식을 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펀으로는 정치적 

자율， 경제적 자립 및 문화적 자존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의적 요구와 경향2) 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국내외적 현실이다. 

특히 지난 1987년의 대통령 선거와 뒤이은 19 

88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는 이러한 경향 

이 배타적이고 맹목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심각 

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3) 

‘지역감정’으로 통칭되는 이러한 극단적 지역 

주의의 현상은 일단 정치 권력이나 이해 집단에 

의해 조작， 왜곡펀 지역의식이라고 치부하더라 

도 4) 공동체 의식의 기초가 되는 생활 공간의 

영역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언정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기본 

기능은 어떤 경우에도 그 시 • 공간적 제약을 완 

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5) 더구나 언간 

집단이 그들의 영역을 외부로부터 지켜내려고 하 

는 노력이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6) 

관점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상， 주민이 그들의 

지역에 대해 갖는 소속감이나 애착， 같은 지역 

주민과의 연대감등은 오늘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의식의 요소로 파악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독일에서 한때 경원시되었던 고향(Hei

mat)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활되고， 그 개념의 

이론화를 위한 연구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 

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져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식이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지역 주민간의 감정적 

대렵이라는 지역의식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화합과 결속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주민이 갖는 영역적 의식의 실체에 캡근 

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 본 

연구의 두번째 의의가 있다. 

세번째 의의는 지방자치의 실시나 상향적 지 

역 개발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주체적 역할이 강조되는 점과 관련 

된다. 최근의 지방 자치와 관련한 정치 ·행정적 

연구8) 나 개발방식의 전환에 관련한 연구9)들이 

예외없이 주민의 자율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듯 

이， 지역의 발전 방향 절청과 개발계획의 시행 

에 있어 주민이 갖는 지역의식의 중요성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 

민이 평가하는 지역 환경의 만족·불만족도나 

그 요소들의 비중， 그와 관련된 개발 수요의 내 

용과 크기， 나아가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지역주의적 

경향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된다. 그러한 경험적 연구가 극히 반약한 실정 

을 감안하면， 하나의 질체에 접근하기 위한 방 

2) 柳佑益， 1981, “中心都市文化와 地域主義”， 都市問題 11月號， pp.30-41. 
朴英漢， 1985, “文化와 地城主義”， 한국사회 과학연구회 (펀)， r地方의 再發見j ， 民音社， pp.209-228. 
文石南， 1988, “地城意讓과 地域主義 認議"， r地域發展論j ， 綠짧出版社 pp.167-197. 
玉野井芳郞外(共編)， 1978. 地城主義， 學陽書房， 東京.

3) 曺隱根， 1987, “題湖南 지 역 감정 핍究”， 月 刊「朝蘇j 9월 호， pp.196-211. 선 거 후에 는 국회 에 「지 역 감정 해 
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민간운동차원의 「지역감정해소 국민운동협의회」도 생겨났다. 

4) 柳佑益， 1987, “地域感情 어떻게 볼 것인가? ", 大學新聞， 11월 3일， 6면. 

5) 지리적 상황은 역사적 상황에 비해 기본적으로 선택성을 갖지만， 일단 선택된 장소는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 고정점으로 남게 된다. 이런 첨에서 공간과 시간은 사실을 구성하는 일회성 (Einmaligkeit)을 
갖는다. Storbeck, D. , 1982, “ Gesellschaft und Raum", in ARL; Grundriss der Raumplanung, S. 1-13. 

6) Bartels, D. , 1981, “ Mensch1iche Territoria1ität und Aufgabe der Heimatkunde", Riedel, W. (Hrsg.) , 
Heimatbewußtseiη， S-H Buchkonto, Husum, S. 1-13. 

7) Riedel, W. (Hrsg.) , 1981, Heimatbew때tsein; Erfahrungeη uηd Geda샤en， Beitrage zur Theoriebil
dung: S-H Buchkonto, Husum. 

8) 金隨東·安淸市外， 1985, 韓園의 地方自治와 地域社會 發展， 서울大學校 出版部.

李洪九， 1984, “地方自治와 政治發展 社會科學科 政策昭究， 제 6 권 4호， pp.11-19. 
金一鐵， 1984, “地方自治와 地域社會開發”， 社會科學科 政策昭究， 제 6 권 4호 pp.21-30. 

9) 崔相哲， 1983, “우리 나라 地方計劃 體系의 問題와 展開方向道開發計劃 樹立과 관련하여 一”， 環境論華
제 12권 , pp.76-92. 
黃明燦， 1984, “地方時代에 부응한 地域開發의 方向 國士計劃， 제 19권 2발 pp.101-106. 
金炯國， 1984, “地方開發의 A間主義的 接近 園土計劃， 제 19권 1호， pp. 1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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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흔적 시도로서의 연구 의의도 작지 않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의식의 주요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지역 또는 지역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 

다. 지역 주민이 인식한 그들의 삶의 세계， 즉 

생활 공간의 모습과 의미는， 설령 그것이 주관 

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 

는 지역성인 것이다. 지역 지려학 내지 지지가 

새로운 틀로 부활될 수 있다면， 이러한， 주민이 

갖는， 그들의 가치관에 의해 펑가된 지역의 상 

과 그 의미는 그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게 될 것 

이다이 

이리하여 본 연구는 울산시의 지도충과 청년 

충이 갖는 지역의식의 주요 측면들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작게는 울산시， 보다 크게는 한국이 

당면한 지방화 추세에 대응하는 지역 의식의 내 

용에 접근하고， 나아가 학술적 관점에서 지역의 

식의 개념에 접근하는 연구 작업의 틀을 찾아보 

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지도충의 지역 의식에 관한 선행 연구11)와의 

비교를 위해 연구 방법을 가급적 선행 연구와 

일치시컸다. 즉， 주로 설문지 조사에 의존하였 

으며 울산시에 국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 

또한 응답자의 인적 사항， 생활 환경에 대한 평 

가， 지역 소속감과 사회적 결속， 그리고 지역정 

책에 관한 의식의 4개 부문에 걸쳐 총 30개 문 

항으로 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 

연구의 그것과 일치시컸다. 

조사는 198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졌 

으며 설문지의 회수는 그 뒤에도 상당기간 지속 

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울산시내에 거주하는 20 

대의 청년층에 국한하였으며， 절문지는 신시가 

지와 구시가지의 상가， 관공서 및 대학， 병영지 

구의 주택가， 장생포 지구와 방어진 지구의 공단 

내에 있는 공장들을 통해 모두 3， 000매가 배포 

되었다. 회수된 2， 360여매의 설문지 중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제외한 2， 100매 

가 자료로 정리되었다. 자료는 일단 절정된 문 

제를 중심으로 한 반도 분포와 교차대조표를 통 

해 분석된 후 집단간， 항목간 비교를 바탕으로 

해석되었다. 

(3) 설문 응답자의 구성 

@ 연령과 성 

조사 대상 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20세 이 

상 30세 미만이라는 연령층이 적용되었기 때문 

에， 연령별 구성은 아주 단순하다. 그리고 그 20 

대의 연령충 안에서도 20'"'-'22세 ; 737명 (35.1%) , 

23'"'-'25세 ; 500명 (23.8%) , 25'"'-'29세 ; 844명 (40.2 

%), 무응답 19명 (0.9%)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성별구성은 모집단과 큰 펀차를 가진 

다. 설문 응답자가 이처럼 모집단의 구성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조사 수행의 방법 

에 기인한다. 즉， 설문지가 공장과 대학， 시장， 

관공서 등 주로 직장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집단에 대한 표본 

구성상의 왜곡은 분석 결과의 대표성에 의문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표본이 사회 

적 으로 활동적 인 청 년충을 대 표한다고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펼자들은 

표본의 수를 줄여 모집단에 근접시키기 보다는 

카라리 가능한한 많은 표본을 대 상으로 하고 대 

신 모집단을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청년총’에 

국한시키는 쪽을 택하여 결과도 그렇게 해석하 

기로 하였다. 

@ 직업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기능공 

및 단순 노동자가 2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 

표 1. 응답자의 직업별 구성 (n=2, 100) 

|종사자수 11 직 엽 I -o-"r"'i~r: \11 (%)11 

기단사 능순공노 우동 빛 직 573(27.3) 

569(27. 1) 

학 생 490(23.3) 

천 ; trj 직 147( 7.0) 

관 리 직 17(0.8) 

군 인 250.2) 

업 | 종사자수 
(%) 

도·소 매 엽 38(1. 8) 
서 비 스 업 270.3) 
부동산임대엽 6(0.3) 
농렴·수산업 6(0.3) 

자영엽 • 기타 21(1. 0) 
가 !!.. 직 181(8.6) 

10) 류우익， 1986, 지리학의 이폰과 질제-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 제 6 권 4호， pp. 
24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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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사무직 종사자가 그와 비슷한 27.1% , 

그리고 학생이 23.3%로서， 이 세 직업 집단을 

합하면 77.7%에 이 른다. 응답자의 3/4 이 상이 

울산 화학공업 단지 와 현대 자동차 및 조선 공장 

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와 신시가지의 업무지구 

에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 및 울산대학을 중심 

으로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밖의 직업군에 속한 응답자는 대부분 공단과 업 

무지구를 제외한 신 • 구시가지에 분포한다. 이 

러한 직업별 구성은 뒤에 서술하는 주거지역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지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학력 

응답자의 학력별 구성을 보면， 고졸이 983명 

(46.8%)으로 가장 많고， 대학생이 547명 (26.0 

%), 대 졸 이 상이 430명 (20.5%)에 이 르러 , 고 

졸자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비율이 비슷하게 많다. 이들을 합치면 93.3%나 

되어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응답자의 대부 

분을 차지한다. 반면， 그 나머지는 고등학생이 

17명 (0.8%) , 중졸이 87명 (4.1%)이고， 국졸 이 

하가 23명(1. 1%)으로， 전체의 6.0%에 지나지 

않으며， 13명 (0.6%)은 학력 설문에 응답하지 않 

았다. 이러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력 분포는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칩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체 청년층보다 다소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 

응탑자 중 1 ， 410명 (67.1%)이 개인 ‘소득이 

있다’고 밥하였고， 나머지 690명 (32.9%)은 ‘소 

득이 없다’고 하였다. 무소득자들은 학생과 무 

직자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소득 계 충을 구분하는 기 준으로는 20， 30， 50만 

원 선을 택하였는데， 월수 20만원 미만이 567명 

(27.0%) , 20^v30만원이 304명 (14.5%) , 30^v50 

만원 이 499명 (23.8) , 그리 고 50만원 이 상은 40 

명(1. 9%) 었다. 여기서 기능공 및 단순노동자는 

대 부분 20만원 미 만 소득자이 고， 50만원 이 상 

소득자는 전문·관리직과 부동산 임대업 또는자 

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다. 

@주거 지구 

응답자의 주거 지구별 분포를 보면， 구시가지 

9개동에 660명 (31. 4%) , 공단조성 후에 새로 조 

성 된 신시 가지 8개 동에 802명 (38.2%) , 병 영 지 

구 5개 동에 152명 (7.2%) , 정 유 및 화학공단이 

있는 장생포 지구 7개동에 144면 (6.9%) ， 그리 

고 현대 공단이 있는 방어진 지구 9개동에 341 
명(16.3%)이 거주하고 있다(무응답 1명). 이것 

을 단위 지구의 인구 수와 대비하면 신 • 구 시 

가지의 표본 비율이 높고 방어진 지구가 낮다. 

그것은 현대 공단 근로자들의 응답지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거주기간 

응답자들 중 울산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 

고 있는 이들은 481명으로 22.9%에 지나지 않 

았고， 전체적￡로 거주 기간이 짧은 인구가 많 

았다. 거 주기 간 5년 미 만이 677명 (32.2%) 이 나 
되 었고 5^v9년 이 399명 (19.0%) , 10^v19년 이 

452명 (21. 5%)이 었으며 , 20년 이 상은 89명 (4.2 

%)에 지나지 않았다(무응랍 2명). 이처럼 근래 

출 신 지 역 

표 2. 응답자의 훌십자역별 분포 

l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촌(군) I 합 계(%) 
울 산 지 역 - 482 202 684(32.6) 

영 남 지 방 부대구산 348 218 226 893(42.5) 101 

수 도 권 서인울천 190 19 14 245 (11. 7) 22 
호 Ln1」 지 방 광주 26 53 34 113( 5.4) 
제 주 지 방 - 2 8 10( 0.5) 
호 서 지 방 대전 21 24 35 80( 3.8) 
관 동 지 방 - 43 32 75( 3.6) 

합 계 이
 
. 때

 빼
 

η
 

잃
 

m 
551(26.2) 2, 1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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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주한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간의 울 

산시의 급속한 성장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 

반적S로 지역 의식이 성숙하기 못했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출신 지역 

응답자의 출신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 

다. 토착민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시와 울주군 

출신이 대략 1/3을 차지하고， 울산 지역을 제외 

한 영남 지방이 42.5%를 점해， 양자를 합치면 

전체의 3/4에 이른다. 다음은 수도권으로 전체 

의 11. 7%를 차지한다. 그밖의 지방 출신은 호 

남 5.4%， 호서 3.8% ， 관동 3.8% ， 제주; 

0.5%로 모두를 합쳐야 수도권 출신과 엇비슷한 

비율을 점할 뿐이다. 

이를 도시 규모별로 나누어보면 6대도시 출신 

이 1/3을 점하고， 울산시를 포함한 기타 도시 

출신이 40.0% , 울주군을 포함한 농촌지역 출신 

이 26.2%를 점해 도시 출신이 3/4에 육박한다. 

이러한 출신지 분포는 울산의 성장이 인근 영 

남 지방과 수도권 인구의 흡수를 바탕으로 이루 

어졌고， 대체로 도시 거주 경력을 가진 인구의 

재이동에 의해 이루어져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샘활환경에 대한 평가 

(1) 절대적 평가 

생활 공간의 선호에 관한 절대적 평가는 환경 

지각의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공간행동의 조건 

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의식의 가장 핵심적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서와 마찬가지로 생활 공간의 환경에 관한 절대 

적 평가 문항의 응답 결과를 우선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표 

3).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지도충 

에서 보다11) 청년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아주 좋다’와 ‘아주 나쁘다’의 양 

극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도충에 비해 청년충 

의 평가는 긍정적인 쪽은 줄어들고 부정적인 쪽 

은 늘어나고 있다. ‘좋은 펀이다’와 ‘좋지 않은 

표 3. 생활환경에 대한 젊대적 평가 
문 : 울산의 생활환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답 내 용 } 청년층(%)/ 지도충(%) 

아주좋다 12(0.6) 2(1. 0) 
좋은 펀이다 118(5.6) 27(13.5) 
보통이다 620(29.6) 64(32.0) 
좋지 못한 펀이다 995(47.4) 86(43.0) 
아주 좋지 못하다 327 (15.6) 19( 9.5) 
잘모르겠다 28( 1. 3) 2( 1. 0) 

합 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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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까지를 합쳐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 

가로 나누어 대비해보면， 지도총의 경우 각각 

14.5%와 52.5%로 대략 1 : 3.6이었던데 비해， 

청 년총의 그것은 각각 6.2%와 63.0%로 1 : 10.2 

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간의 계충 및 역할의차 

이를 감안하더라도， 청년충의 평가 기준이 지도 

충의 그것에 비해 엄격하거나， 문제를 보는 시각 

이 훨씬 까다롭고 비판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상대적 평가 

절대적 펑가의 내재적 기준을 알아보고， 공간 

적 선호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하였다. 비교의 

대상모로는 취락의 계충 개념에 입각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 상위 대도시와 포항， 경주， 마산 

등 같은 계충의 인근 지방 도시 및 하위의 주변 

농촌 지역을 제시하였다(표 4"-'6). 

우선 서울， 부산， 대구 등 상위 대도시에 비 

해서는 ‘못하다’는 평가가 80.7%나되었다. ‘낫 

다’는 쪽은 6.0%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지도 

충의 평가와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다만 ‘낫 

다’는 쪽의 비율이 지도충보다 다소 낮을 뿐인 

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청년층의 비판적 태도 

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포항， 경주， 마산 등 같은 계충의 인 

근 지방도시와의 비교에서는 ‘비숫하다’거나‘다 

소 못하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다. 즉， ‘낫다’ 

는 쪽이 15.1%, ‘못하다’는 쪽이 45.4%로 부 

11) 柳佑益 • 李正煥， 1985, 前揚論文， 이하의 내용에서 지도충에 관한 자료와 내용 언급은 모두 이 선행 연구 
의 결과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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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도시와 비교한 생활환경 평가 

문 : 울산의 생활환경을 서울， 부산， 대구와 비교하면 ? 

응 답 내 용 l 청 년충(%)1 지 도층(%) 
훨씬 낫다 25( 1. 2) l( 0.5) 
나은 펀이다 100( 4.8) 20(10.0) 
비슷하다 212(10. 1) 18( 9.0) 
봇한 펀이다 1,022(48.7) 102(51. 0) 
훨씬 옷하다 673(32.0) 58(29.0) 
잘 모르겠다 68( 3.2) l(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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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근 지방도시와 비교한 생활환경 평가 

문 : 울산의 생활환경을 포항， 경주， 마산과 비교하면 ? 

응 답 내 용 l 청년충(%)1 지도층(%) 
훨씬 낫다 40( 1. 9) 6( 3.0) 
나은 펀이다 277 (13.2) 33 (16.5) 
비슷하다 686(32.7) 56(28.0) 
못한 펀이다 777(37.0) 81(40.5) 
훨씬 못하다 177( 8.4) 12( 6.0) 
잘모르겠다 143( 6.8) 12( 6.0) 

합 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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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변 농촌지역과 비교한 생활환경 평가 

문 : 울산의 생활환경을 주변 농촌지역과 비교하면 ? 

응 답 내 용 | 청년충(%)1 지도층(%) 
훨씬 낫다 

나은 펀이다 

비슷하다 

못한 펀이다 

훨씬 못하다 

잘 모르겠다 

합 계 

143( 6.8)1 43(21.5) 
1,121(53.4)1 114(57.0) 

336(16.0)1 13( 6.5) 
291(13.9)1 21(10.5) 
92( 4.4)1 2( 1.0) 

117( 5.6)1 7( 3.5) 

12, 100(100 떼 200 (100.0) 

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도층에 비해 ‘낫다’고 

보는 비율이 낮고， ‘못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 

아， 여기서도 청년충의 부정적 평가 경향이 뚜 

렷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위의 세가지 범주의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명가 분석에서는 세가지 주목할만한 현 

상이 밝혀졌다. 

첫째，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의 경향이 취락의 

계충체계를 축으로 변하며， 대체로 상위 계층의 

도시가 하위 계충의 그것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 

는 관점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년충과 지도층의 상대적 평가 결과가 

대체로 일치하며， 절대적 평가보다는 훨씬 마약 

하나마， 여기서도 역시 청년층의 비판적， 부정 

적 평가 경향은 확인되고 있다. 

셋째， 절대 평가의 응답 빈도 분포는 셋중 지 

방도시와의 비교 평가 결과에 가장 가깜게 나타 

나고 있으나， 대도시와의 비교 평가쪽오로 상당 

한 펀차를 보이고 있어 주의를 끈다. 즉， 도시 

의 생활 환경에 관한 절대 평가에서 내재적으로 

작용하는 평가의 기준이， 도시 계충상으로 볼 

때， 같은 계충 또는 비슷한 규모의 인근 도시에 

머물지 않고， 상위의 대도시쪽으로 펀향되는 경 

향이 나타난다. 

(3) 만족 요소와 불만 요소 

도시 생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의 내용 

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만족 요소 

와 불만 요소를 물었다. 즉， ‘울산이 살기 좋 

다면’， 만족 요소를， 그리고 ‘살기 좋지 않다 

면’，불만 요소를 각각 두 가지씩 들도록 요구하 

였다-

그 결과 ‘살기 좋다’고 보는 쪽에서는 모두 

276명 (전체의 13.1%) 이 응답하였는데， 138명 (응 

답자의 50.0%)은 한가지를， 그리고 나머지 138 

명 (50.0%)은 두 가지 만족 요소를 들었다. 한 

펀， ‘살기 좋지 않다’고 보는쪽에서는총 1 ， 626 

명 (전체의 77.4%)의 응답자 가운데 283명 (응탑 

자의 17.4%) 이 한 개， 그리고 나머지 1 ， 343명 

(82.6%) 이 두 개의 불만 요소를 대었다. 결국 

198명 (9.5%)는 어느쪽에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 

은 셈인데， 이를 표 3의 절대 명가 결과와 비교 

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진 가운데， ‘비슷하다’는 

평가가 32.7%를 차지한다. 이 결과 역시 청년 

충이 지도층에 비해 ‘낫다’는 평가에 다소 인색 

한 점을 제외하면， 두 집단의 평가가 거의 일치 

하고있다. 

또， 주변 농촌지역과의 비교 평가에 있어서는 

‘낫다’ 는 쪽이 60.2%, ‘못하다’ 는 쪽이 18.3% 

로， 절대 다수가 도시 환경에 대한 상당한 불만 

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보다는 나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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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만족 요소별 접수 분포 표 8. 불만 요소벌 접수 분포 

문 : 울산이 살기 좋다면， 특히 어떤 점이 만족스럽습 문 : 울산이 살기에 좋지 않다연， 특히 어떤 첨이 불만 

니까? 스렵습니까? 

만 족 요 소 l청년층*(%) I 지도층(%) 
발전과 활력 121 (17.5) 9( 7‘ 8) 
취엽기회 94 (13.6) 21 (18.3) 
자연환경 91 (13.2) 23(20 ‘ 0) 
지역간 교통 90 (13.0) 14(12.2) 
주민의 인심 69 (10.0) 4( 3.5) 
소득수준 42( 6. 1) 8( 7.0) 
주거환경 42( 6. 1) 16(13.9) 
.:;:‘"L 향 38( 5.5) 7( 6. 1) 

자금 융통성 18( 2.6) 5( 4‘ 3) 
기 타 85 (12.3) 8( 7.0) 

합 계 I 690 (100 떼 115 (100.0) 

* 2， 100명 중 276명 이 -응 담， 그중 138명 이 한가지 , 138 
명은 2가지를 답함. 

하면 ‘보통이다’ 또는 ‘잘모르겠다’에 속했던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었을 뿐， 

전체적인 평가의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불만족 요소쪽의 응답율이 높고， 두개 씩 

을 댄 비율이 또한 높은 것은， 불만스럽게 생각 

하는 이의 비율과 함께 그 강도도 큰 것을 의미 

하여 주의 를 요한다. 만족 요소와 불만 요소는 

각각 10개의 범주로 분류되었고， 빈도는 응답의 

순위에 따른 만족(불만족)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편의상 첫번째로 든 요소는 2점， 두번째로 

든 요소는 1점을 주어 점수로 환산하였다. 이렇 

게 셈한 만족 요소의 총점은 690점이고， 불만요 

소의 총점 은 4， 595점 으로， 불만쪽이 만족쪽의 

6.7배나 되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범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명료하게 비교 

하기 위해， 만족(불만) 요소의 총점에 대해 각 

각 백분율을 구하였다(표 7"-'8). 

청년층의 만족 요소와 불만 요소의 점수 분포 

를지도층의 그것과 대비시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흥미있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재확인된다. 

첫째， 평균 만족도(만족 요소 총점/응답자 총 

수=0.33)는 평 균 불만족도(2.2)보다 훨씬 낮다. 

둘째， 청년층은 지도층에 비해 평균 만족도가 

낮고(0.33 : 0.58) , 불만족도는 높다(2.2 : 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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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만 요소 | 청년층 *(%) I 지도층(%) 

공 해 1,515(33.0) 135(35.6) 
문화시설 887 (19.3) 86(22.7) 
시내교통 698(15.2) 34( 9.0) 
걷~ 가 475 (10.3) 45(11.9) 
펀익시설 299( 6.5) 24( 6.3) 
가치관 182( 4.0) 8( 2. 1) 

교육환경 169( 3.7) 20( 5.2) 
도시계획 131( 2.9) 17( 4.5) 
인 섬 90( 2.0) 2( 0.5) 
기 다 149( 3.2) 8( 2. 1) 

합 계 I 4,595(100.0) I 379(100.0) 

* 2 ， 100명 중 1 ， 626명 이 응탑， 그중 283명 은 한가지 , 
1 ， 343명은 두 가지를 답함. 

따라서 청년층의 생활 환경에 대한 불만의 수준 

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만족 요소에 있어 청년층은 지역의 ‘발 

전과 활력’을 특히 중시한데 비해， 지도층이 ‘자 

연 환경’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대조적이 

다. 또， ‘지역간 교통’은 양집단에서 모두 중요 

한 만족 요소로 평가된데 비해， 청년충이 ‘주민 

의 인심’을 후하게 보고， 지도충은 ‘취업기회’와 

‘주거환경’을 상대적으로 높이 사서 이채롭다. 

넷째， 불만 요소에 있어서는 공해가 총점의 

약 1/3 전후를 접하는 압도적인 가운데 도시 기 

반 • 펀익 시설의 불비가 전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각에는 양 집단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층의 불만 요소 

들 가운데 ‘공해’， ‘문화시설’， ‘시내교통’은 

각기 한 요소만으로도 만족 요소의 총점 을 능가 

하는 높은 비중이며， 그밖에도 ‘인섬’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소들의 불만족 점 수가 만족 요소중 

가장 높은 점수블 얻은 ‘발전과 활력’의 그것을 

능가한다는 점은 놀라운 현상이다. 정도가 좀 

약하키는 하나 같은 경향이 지도충에서도 관찰 

된다. 즉， ‘공해’에 대한 불만족 점수는 만족요 

소의 총점을 크게 능가하며， ‘문화시절’， ‘시내 

교통’， ‘불가서 ‘펀익시절’의 불만족 점수가 모 

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자연환경’보다 높 



표 9. 도시 기반 시힐 평가 

문 : 울산시의 도시 기반시셀은 어떻습니까? 

응 답 내 용 | 주 거 l 교 육 |보건 • 위생| 교 통 l 첼 챔추 | 문 화 ! 위 략 | 사회복지 
매우 좋다 14( 0.7) 17( 0.8) 7( 0.3) 

좋은 펀이다 195( 9.3) 132( 6.3) 118( 5.6) 
보통이다 974(46.4) 664(31. 6) 747(35.6) 
나뿐 펀이다 760(36.2) 962(45.8) 990(47.0 
매우 나쁘다 152( 7.2) 324 (15.4) 235(11. 2) 
찰포프겠다 5( 0.2) l( 0.0) 3( 0.0) 

합 계(%) 12•100( 

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의 청년총이 생활 환경을 전반적으로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기반시설 

에 관한 설문 응답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표 

9). 8개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된 결과를 보면 

‘매우 좋다’와 ‘좋은 펀이다’를 합친 긍정적 응 

탑의 비율에서 ‘주거’와 ‘유통·서버스’ 부문만 

이 10%를 간신히 념을 뿐， 나머지 6개 부문은 

모두 10%에도 이르지 못한다. 또 ‘나쁜편이다’ 

와 ‘매우 나쁘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을 

보더 라도， ‘주거 ’ 와 ‘유통 서 비 스’ 부문이 40% 

대， ‘교육’ , ‘보건 • 위생’ 및 ‘교통’ 부문은 60 

% 내외， 그리고 ‘문화’， ‘위락’ 및 ‘사회복지’ 

부문은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만족/불만족 요소에 관한 

점수 분포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 

활 환경에 대한 불만이 특히 사회 • 문화적 기반 

시설의 열악함이나 부족함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울산시의 그간의 도시 성장 과정의 파행성과 도 

시 계획의 졸속성이 벚어낸 결과라고 할 수 밖 

에 없다. 즉， 공업단지의 조성이 시가지의 개발 

과 별개의 것으로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도시 

행정은 그것을 통제하고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끌려다녔고， 그 과정에서 주민생활을 소외 

시켜버렸던 것이다. 

(4) 공단의 엉향 평가 

울산시의 급속한 성장은 공업단지 조성에 의 

해 주도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울산시가 안고있 

는 도시문제의 대부분은 공단조성과 그로 인한 

9( 0.4) 

188( 9.0)1 238 (11. 3)1 33( 1. 6)1105( 5.0) 60( 2.9) 

473(22.5)1 828(39.4)! 272 (13.0) 1 408 (19.4) 441(21. 0) 

871(41. 5)1 755(36.0)1 965(46.0)1 912(43.3) 980(46.7) 

548(26.1)1260(12.4)1825(39.3)1642(30.6) 608(29.0) 

3( 0.0/ 1( 0.0)/ l( 0.0)/ l( ι 7) 2( 0. 1) 

곱속한 도시 성장을 충분히 관리해 내지 못한 

도시 행청 및 계획 쪽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공업단치의 조성이 

취업기회의 확충을 바롯한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지역 주 

민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가는， 생활 환 

경에 대한 지각의 내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발전 

방향을 입안하는데， 매우 긴요한 실바리가 될수 

있다. 

조사 대 상자의 18.1%가 공단 조성 이 ‘주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대답하였고， 

35.1%가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 

여 53.2%가 공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이 

들은 전체의 3.9%에 지나지 않았고，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마쳤다는 의견과 합친 부정적 평 

가의 전체에 대한 비율도 16.1%에 그치고 있다 

(표 10). 

지도층의 경우는 더욱 긍정적이어서， 여기서 

도 청년충의 의식이 보다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앞의 생활환경에 

대한 펑가와 만족/불만 요소의 분포에서 크게 부 

정적이었던 태도와는 일견 상이한 결과로 나타 

난다는 점에 주목할 펄요가 있다. 즉， 공단조성 

은 긍정적￡로 보면서， 특히 울산의 경우 그것 

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 생활 환경 

의 전반을 부정적이라고 본다면， 도시의 성장과 

정에서 작동하는 인과 관계를 부정해야 하는 비 

논리를 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공해에 관한 지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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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공단의 엉항 평가 

문:울산공단 조성은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읍 

니까? 

응 답 내 용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대체로 긍정척 영향을 미쳤다 

반반이다 

대체로 부정척 영향을 마쳤다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잘모르겠다 

합 계 

| 청년충(%) I 지도충(%) 
380(18.1)1 78(39.0) 
738(35.1)1 65(32.5) 
580(27.6)1 39(19.5) 
257(12.2)1 12( 6.0) 
81( 3.9)1 4( 2.0) 
64( 3.0)1 2( 1.0) 

12, 100 (100.0)1 200 (100.0) 

살펴보는 것이 설명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단조성의 가장 부정적인 영 

향의 하나가 공해이고， 울산， 온산 지방은 근래 

실제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으로 상당한 고통 

을 겪고 있으며， 주민의 불만 요소 중에서도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1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는 

이가 44.1%이고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가 34.0%이다. 거기다 ‘다소 신경이 쓰인다 

는 이들까지를 포함시키면， 95% 이상이 공해를 

일단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울산 청년충의 의식을 통해“공 

업단지가 울산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울산은 

잘기 좋은 곳은 아니다’ 라고 하는 다소는 이율 

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을 안고 있는 진술을 대하 

게 된다. 그에 대한 설명은 도시의 생산력과 생 

활환경 사이의 갈등관계와 불균형의 개념 및 그 

것을 초래한 관리능력의 부재라는 관점으로나 

가능할 것이다. 

(5) 도시 성장 평가 및 발전 전망 

울산시는 달리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급속도의 성장을 지속하여 시승격 후 불과 20 

여년만에 대도시의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12) 울 

산의 성장은 한국의 공업화나 경제 성장을 상정 

해왔다. 그러나 울산이 수행한 국민 경제적 역 

할과 시민의 생활 환경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표 11. 공해에 대한 지각(청년층) 

문 : 울산시의 공해는 어느 청도업니까? 

응 답 내 용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당히 문제가 된다 

다소 신경이 쓰인다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 계 

응답자 빈도(%) 

926(44. 1) 

715(34.0) 
357 (17.0) 
66( 3. 1) 

8( 0.4) 
28( 1. 3) 

2,100(100.0)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도시 성장의 속 

도였다. 따라서 그러한 급속한 성장 속도를 해 

당 지역이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를 아 

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난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1 ， 475명 (70.2%) 이 울 

산시의 급속한 성장을 ‘바람직하고 매우 자랑스 

렵다’거나， 적어도 ‘나뿔 것은 없다’고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고 걱정스렵다’거나， ‘좋을 것은 없다’는 부 

정적 견해는 19.7%에 지나지 않는다(표 12). 

이러한 견해는 지도총에서 더욱 강조된다. ‘바 

람직하고 매우 자랑스럽다’는 이들만도 46.5% 

에 이르고， 80.5%가 최소한 긍정적 평가를 하 

고 있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13.0%로 그 

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크는 

것을중시하는 경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는 

규모와성장을 중시하는사회적 통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급속한 성장이 가져다준 구체 

적 이익보다는 ‘성장이란 좋은 것이고， 그것이 

빠르면 더욱 좋은 것’이라는 성장 제일주의 또 

는 규모에 대한 맹신이 그에 내재한 인과관계를 

덮고 있다는 캠에서도， 앞에서 지적한 모순을 

다시 언급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급 

속한 도시 규모의 성장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 

기는 이의 비율이 지도층에 비해 청년층에서 현 

격히 낮은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울산의 청년층과 지도충은 많은 도시 

12) 1931년 11월 1일 울산면이 읍으로 송격하였고， 1962년 6월 1일 울산읍， 방어진읍과 인근 지역이 합쳐져 
울산시로 승격. 1985년 인구센서스 결과 울산시 총인구는 551 , 014 명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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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급속한 도시 성장에 대한 견해 

문:울산시의 급속한 성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응 답 내 용 

바람직하며 매우 자랑스럽다 

나뿔 것은 없다 

좋을 것도 나뿔 것도 없다 

좋을것은 없다 

바람직하지 않고 걱정스렵다 

찰모르겠다 

합 계 

| 청년총(%) I지도층% 
624(29.7)1 93(46.5) 
851(40.5)1 68(34.0) 
179( 8.5)1 12( 6.0) 
201( 9.6)1 15( 7.5) 
213(10. 1)1 11( 5.5) 
32( 1.5)1 1( 0.5) 

/2, 100 (100.0)1 200 (100.0) 

문제와 불만 요인을 들어 현재의 생활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시의 성장 과정이 

나 공엽 도시적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지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울산 

시의 미래에 관한 전망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13). 청년충에 있어 42.7%가 

울산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비 

관적인 쪽은 25.9%로 그보다 훨씬 낮다. 즉，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이다. 그것은 

지도층에 비해서는 덜 낙관적인 것으로 여기서 

도 청년층의 전망이 보다 비판적이거나 현설적 

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고 보는 지역 주민의 부정적 관점에 수반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역기능들은 이처럼 장래를 

밝게 보는 기대감 섞인 전망A로 해서 상당히 

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야 

말로 그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 상황을 

타개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왜냐하 

면， 지역 주민들이 간파하고 있듯이， 울산의 문 

제란 공해 도시시설 등 대부분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3. 지역 소속감과 사회적 결속 

(1) 지역 소속감 

지역 의식의 기초는 특정 지역 또는 지역 사 

회에 대한 소속감이다. 지역 소속감은 자신을 

지역에 연대시키는 성향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 

이나 애착은 바로 소속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개방성과 그에 관련된 높은 이동성 

은 일반적으로 지역 소속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표 13. 울산시의 미래에 관한 전망 

문 : 현시점에서 울산시의 앞날을 전망한다면 ? 

응 답 내 용 l 청년충(%) I 지도충(%) 
매우 낙관적이다 75( 3.6) 26 (13.0) 
다소 낙관적인 펀이다 821(39. 1) 108(54.0) 
그저 그렇다 566(27.0) 32 (16.0) 
다소 비관적인 펀이다 436(20.8) 32(16.0) 
매우 비관적이다 108( 5. 1) 2( 1. 0) 
잘모르겠다 94( 4.5) O( 0.0) 

해 계 J 2,100( 

특히 울산은 단기간 내에 급히 성장한 공업도시 

로서， 외부 인구의 유업이 많았고， 또 그들 대부 

분이 거주기간이 짧아， 강한 지역 소속감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더구나 청년층은 기성 

세대에 비해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성향 

을 나타낼 것이으로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그러나 예상과는달리， 자신을 ‘울산사람이라 

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과반수(57.1%) 

가 ‘그렇다’는 쪽으로 대답하였고， ‘그렇지 않 

다’ 는 쪽의 24.0%를 압도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14). 오랜 전통을 갖는 안정된 도시라면 이 

러한 수치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나， 

울산과 같은 급성장한 신흥 공업도시의 청년층 

에서 지역 소속감이 희박한 이들의 비율이 1/4 

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매우 놀라운 것이다. 다른 도시에서의 연구 결 

과가 없으묘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단기간에 

높은 지역 소속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한 

국인의 지역의식과 관련하여 흥미있는 성향을 

시 사한다. 즉， 한국인은 그들의 농경 정 착생 활 

의 역사를 통해 본래 강한 지역의식을 가졌을뿐 

아니라， 이동성이 높은 현대 사회에서도 생활공 

간에 대한 소속감을 자연스럽게 획득해 나간다 

는 것이다. 지역 소속감의 구성 내용뿐만 아니 

라， 지역 소속감을 가지고 잘아가는 태도 또한 

매우 뿌리 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리 

고 울산 청년충의 경우， 현재의 생활환경을 절 

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만족스럽게 보지 않고 

있으면서도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소속감을 

내보인다는 사실이 위의 가설을 더욱 강하게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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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지역 소속감 
문: ‘울산사람’이라는지역적 소속감을갖고계십니까? 

응 탑 내 용 

강하게 갖고 있다 

의식하고 있는 펀이다 

그저 그렇다 

의식하지 않고 있는 펀이다 

타지 역 소속감을 갖고 있다 

잘모르겠다 

합 계 

| 청년충(%) I 지도충(%) 
391(18.7)1 62(31.0) 
807(38.4)1 76(38.0) 
381(18. 1)1 15( 7.5) 
327(15.6)1 36(18.0) 
176( 8.4)1 11( 5.5) 
18( 0.9)1 O( 0.0) 

12, 100( 

받침한다. 

청년층의 지역의식은 지도층의 그것에 비해 

‘강하게 갖고 있다’는 쪽이 낮은 대신， ‘그저 그 

렇다’는 쪽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도층의 연 

령이 높다든지，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킬다는 

사질이 이러한 차이에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으 

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응탑의 

분포 비율로 보아 지도충이 그들의 역할을 의식 

하여 다소는 과장된 응답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다. 

(2) 사회적 결속 

지역사회의 결속과 통합은 주민들 사이의 사 

회적 교류의 정도에 달려있다. 따라서 그것은 

주민이 갖는 가치와 규범이 얼마나 공통성을 갖 

는가， 나아가서 그들의 생활 양식이 어떤 공통 

의 기반 위에서 얼마나 밀접히 연관되어 있느냐 

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울산과 같이 급성 장을 거 듭하고 있는 신흥 공업 

도시에서 높은 사회적 결속도를 기대하기는 어 

려운 것이었다. 다만 현대의 사회생활에 있어 

개인의 생활이 공간적 조직보다는 사회적 조칙 

에 보다 크게 지배받게 된다는 사실에 기초하면， 

지역 소속감보다는 사회적 유대감 내지 결속이 

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았다. 

먼저 사회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직장 또는 

직업상의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물어본 결과， 표 

15와 같은 응답 분포가 나왔다. 이 결과에 의하 

면 울산시 청년층의 직업적 유대감은 일단 지역 

적 소속감보다는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칙엽적 유대를 느끼는 쪽이 70.6%에 이르 

표 15. 직업적 유대감 
문:평소(직장) 동료들과 강한 유대감을 느껍니까? 

응 답 내 용 | 청년충(%) I 지도충(%) 
매우 강하게 느낀다 387 (18.4) 60(30.0) 
느끼는 펀이다 1,096(52.2) 99(49.5) 
그저 그렇다 398(19.0) 29 (14.5) 
느끼지 옷하는 펀이다 159( 7.6) 11( 5.5) 
천혀 느끼지 옷한다 30( 1. 4) l( 0.5) 

잘모르겠다 30( 1. 4) O( 0.0) 

합 이
 
. 애

 

’ 
l 
i 

m 씨
 씨
 

m -l 
A 

m , 9 “ 계 

고， 그렇지 못한 쪽이 9.0%로 대체로 직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결속은 지역의식을 토대로 

본 공간적 결속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예상한 대로이기도 하다. 

한펀， 지도층과 비교하면 청년충의 직업적 유 

대감이 럴 적극적이거나 다소 이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유대감을 느낀다’는 쪽의 비율 

특히 ‘강하게 느낀다’는 응탑의 비율이 지도충 

에 비해 낮고 ‘느끼지 뭇한다’는 쪽의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정도는 사회의 전반적 

인 개인주의적 경향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만 

한 차이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매우 주의를 끄는 결과는 사회적 결속 

도에 관한 객관적 질문에 대한 응탑에서 나타났 

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울산 시민의 결속도를 

평가하도록 요구한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다(표 16). 청년층의 경우 결속되어 있다고 보 

는 쪽이 23.1%에 불과한데 비해， 그렇지 못하다 

고 보는 쪽은 43.2%로 높고， 지도충에 있어서 

는 전자가 21. 5%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후자는 

50.5%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직 

업적 유대감이나 지역적 소속감보다 크게 부정 

적인 것으로 그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요컨데 ‘나 자신은 울산 사람으로 의식하고있 

고 직장동료들과도유대감을 갖고있는 펀인데， 

울산 시민 사회는 결속이 약하다’는 의견으로 

칩약될 수 있는바， 이는 일견 앞뒤가 맞지 않는 

진솔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결속도에 

관한한 이러한 객관적 입장에서의 평가가 자신 

에 관한 진술을 되비추어낸다고 생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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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물산 시민의 훌속도 평가 
운 : 울산 시민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컬속되어 있습 

니까? 

응 답 내 용 ! 청년총(%) I 지도총(%) 
매우 강하게 결속되어있다. 82( 3.9) 6( 3.0) 
컬속되어 있는 펀이다 403(19.2) 37 (18.5) 
보통이다 624(29.7) 49(24.5) 
결속이 약한 펀이다 804(38.3) 88(44.0) 
천혀 결속되어 있지 못하다 102( 4.9) 13( 6.5) 
잘모르겠다 85( 4. 1) 7( 3.5) 

합 계 이
 

-
m m 써

 씨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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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m , ? 
“ 

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살판 ‘모범 답안’을 

향해 왜곡되었던 주관적 업장에서의 자기 진술 

이 위의 객관적 입장에서의 진술로 부분적이나 

마 번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그것이 지각된 바 사 

실 그대로일 것이며， 그러한 모순이 응답자의 

의식 세계나 아니면 울산의 도시 사회 자체내에 

질재하는 것일 경우이다. 필자들은 오히려 후자 

의 가능성을 중시하고자 한다.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그들이 지각한 전체의 모줍은 다를 수 

있는 것이며， 환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연관 

시키거나， 높은 유동성에 들떠 있는 외부 인구 

의 역할을 고려하면，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청년충과 지도충의 비교에 있어 

서도 울산에 오래 살았고， 사회적 활동의 폭이 

넓으며， 경험이 많은 지도충에서 결속도를 보다 

‘약한 펀’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펄요 

가 있다.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실재하는 모 

순’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 

같다. 

(3) 정주 의사 

지역 의식의 최종적 형태는 그 지역에 계속해 

서 잘 것인가， 즉 정주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의사 결정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 결정은 지역 소속감이나 환경 지각에 새로 

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간이 기본적으로 정 

주 성향을 가졌고， 생활의 기본 활동에 대한 기 

회에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리이다. 즉， 생활 환경 

에 대한 명가나 지역척 소속감은 정주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울산의 경우를 보면， 생활 환 

경에 대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비교적 

소극적이라고 할 지역 소속감이 청주 의사를 약 

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 

하다. 설문 결과는 그러한 예측에서 크게 빗나 

가지 않았다(표 17). 

‘앞으로 울산에서 계속 살겠는가?’라는 질문 

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하여 정주 의사가 없는 

청년충의 비율이 31. 9%로 전체의 1/3에 육박한 

다. 반면 ‘예’라고 답하여 정주의사가 있는 청 

년들은 그보다도 낮은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펀， ‘잘 모르겠다’고 탑하여 정주 

의사가 불확실한 경우의 비율이 매우 커 39.4% 

에 이른다. 

설문의 답지 구성이 다소 달라， 비교가 딱 들 

어 맞지는 않겠지만， 이 결과를 지도층의 경우 

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정주의사가 약화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주 의사를 가진 

쪽의 비율이 크게 낮아진 대신 불확실한 쪽의 

비율이 그에 상응할 만큼 높아진 것이다. 

정주 의사를 갖지 않은 쪽의 비율도 조금 낮 

아지긴 했지만 앞에 든 차이에 비하면 사소한 

정도이다. 

요컨데 울산 시민의 정주 의사는 낮거나 불확 

질하며， 이러한 성향은 기성세대라고 할 지도충 

에서보다 젊은 충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도대체 한 지역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의 셋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계속 살기를 

원치 않는다거나， 계속 잘기를 원하는 이들의 

수가 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평상의 상 

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부터가 놀랍다. 더 

구나 그 나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정주의 

사가 불확실한 쪽도， 엄밀히 말하자연， 정주의사 

가 희박한 쪽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현 상태를 지 

속시킬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살 의사가 매우 밟어져 있다는 것을 돗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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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울산에서의 정주 의사 
문 : 앞으로 울산에서 계속 살겠습니까? 

응답내용 청년충(%) 지도충(%) 비고 : 지도총의 응답 내용 

예 602(28.8) 2603 0) | 나와 자녀을이 계속 웅산애 상고 싶다 
82(41. 0) 나는 울산에 살지만 자녀는 모르겠다 

아니오 670(31. 9) 잃(19 0) j 냐는 오르지만 자녀는 딴예 살았으연 싶다 
38 (19.0) 형펀이 되는대로 이사가고 싶다 

찰 모르겠다 l 828(39.4) 16( 8.0) I 잘 모르겠다 
합 2, 100(100.0) 200 (100.0) I 합 

울산에서의 정주를 확실히 원치 않는 이들 

(670명)이 밝힌 이유를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탑지가 머리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식으 

로 자유롭게 답한 것을 크게 ‘보다 나은 생활여 

건을 찾아서’와 ‘가족 또는 연고지로 돌아가기 

위해’ 및 ‘기타’로 나누어 집계하여 보았다. 그 

결과 396명 (59.1%) 이 ‘보다나은 생활여건을 

찾아’ 이주하겠다고 답하였다. 보다 세분하면 

그 중 125명(18.7%) 이 ‘전반적인 도시 생활 환 

경’을 들었으며， 121명(18.1%)이 ‘자녀 교육’ 

96명 (1 4.3%) 이 ‘취 업 기 회 ’ , 54명 (8.1%)이 ‘오 

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이유로 대었다. 또， 

‘가족 또는 연고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답 

한 이 들이 212명 (31. 6%) 이 었는데 , 그중 148명 

(22.1%)은 ‘연고지로 돌아가기’를 원하였고， 

64명 (9.6%)은 ‘가족과의 재결합’을 희망해서였 

다. 나머지 62명 (9.3%)는 결흔， 군업대， 전근 

등， 기타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울산이라는 도시가 급속히 성 

장하는 과정에서 이입된 인구의 상당수가 현재 

의 생활에 불완전하게 적응하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 

다. ‘돌아가기’를 원하거나， 적어도 그것을전제 

로 하는 젊은이들이 전체의 10.1%로， 정주의지 

가 없는 이들의 31. 2%를 차지한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보다 비중이 크고 중요한 의미 

를 갖는 것은， 정주 의사가 없는 이들의 59.1% 

를 설명하는 ‘보다 나은 기회’를 향한 이주 의 

사이다. 생활 환경을 열악하다고 보고 여러가지 

불만 요소를 제시한 사람들이 많다는 앞의 분석 

계 

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바이기는 하나， 그 

것이 직접적 동기가 되어 정주할 의사를 버리거 

나 이주를 결심하게끔 되어 있는 젊은이의 비율 

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문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실제로 내다볼 수 있는 

짧은 기간 내에 그러한 의사를 실천에 옮기게 

될 것인가는 다음의 문제이다. 또 울산처럼 인 

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치부해버렬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주 의사가 없거나 불 

확실한 사람들-흔히 ‘도내기’ 라고 부르는 비정 

착적 인구집단-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점 

할 때， 그 사회가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고유의 

문화를 가꾸어내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 

이다. 더구나 궁극적￡로 지역 정책을 주도해야 

할 주민의 적극적 의지가 그 바탕부터 흔들리는 

터에 자발적 참여에 의한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껴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결과에서 학술적 관심을 

끄는 것은 환경의 지각 내지 펑가와 정주 의사 

결정간에 작용하는 탄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 

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것이 울산에 국한된 현 

상인지， 젊은층에서 특히 두드러진 내성의 결여 

탓인지， 아니면 사회 전반에 걸친 높은 이동성 

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있는 연 

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지역 정책에 관한 의식 

(1) 역할의 인식 

과거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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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지역밭전에 대한 역할 의식 

문 : 당신은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올 할 수 있습 

니까? 

응 답 내 용 | 청년충(%) I 지도층(%) 
선구적， 지도적 역할 82( 3.9) 21 (10.5) 

적극적인 지원 95( 4.5) 22(11. 0) 
이해와 협력 446(21. 2) 54(27.0) 
시민으로서의 책임완수 1, 303(62.0) 98(49.0) 

별로 기여할 것이 없다 128( 6. 1) 4( 2.0) 

지 않아， ‘별로 기여할 것이 없다’거나 ‘잘 모 

르겠다’는 이들과 맞먹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지도층에 

비해 현저히 소극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는 양집단이 현재 속해있는 사회적 지위나 수행 

하고 있는 역할의 차이가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로 속단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도층은 이미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충이고 청년층은 대체 
잘모르겠다 

• • 로 명범한 시민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는 집단 
47( 2.3) l( 0.5) 

합 계 I 2, 100(100 씨 200(100.0) 이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지도층의 역할의식이 

주도하에 시혜적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고， 주민 

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정책， 특히 개발 철학의 전 

환과 함께 정책의 최종 수혜자 내지 당사자로서 

의 주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폭을 넓 

혀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책이 주민의 

생활에 직 • 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일 

반적 추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 특히 최근의 

지역주의적 경향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울산의 청년충이 지역의 발전을 위 

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를 알아보고， 그것을 지도충의 경우와 비교함으 

로써， 의식의 수준에 관한 실상을 파악하고 그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표 18에 제시된 절문 응답의 결과를 보면 전 

반적으로 소극적 태도가 지배적이다. 즉， 전체 

응답자의 62.0%가 ‘명범한 시민으로서의 책임 

완수’ 라고 하는 수동적 역 할에 만족하고 있고， 

‘선구적， 지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 

겠다는 능동적 태도를 보인 것은 8.4%에 지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해석이 어느정도가능할것인지는， ‘주 

민이 지역 정책의 내용을 어느정도 알아야 하는 

가’ 라는 당위성에 관한 원론적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확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표 19). 거기에 대해 청년총의 거 

의 전부(93.3%)는 ‘모든 시민이 고루 알아야 

한다’고 답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포괄적으로 청년층의 민주의식이나 시민의식이 

적어도 욕구나 당위의 측면에서는 성숙되어 있 

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주민의 역 

할에 대한 의식이 적극적으로 될 기반은 마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비교보다는 참고하는 정도가 되겠으나， 

지도층이 지역정책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 

가를 일별하면， ‘알고 있다’ 는 쪽과 ‘모른다’ 는 

쪽의 비율이 45% 대 42.5%로 엇비숫하게 나타 

나고 있다. 청년충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 

도로는 매우 불만스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데 청년층은 지역발전을 위한 그들 

표 19. 지역정책 내용의 이해 수준 

문 : 주민은 지역정책의 내용을 어느정도 알아야 합니까?지도층 :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응 당 내 용 청년층(%) 응 답 내 용 지도층(%) 

모든 주민이 고루 안다 1, 961(93.3) 잘 알고 있다 10( 5.0) 

주민의 대표가 안다 30( 1. 4) 대강 안다 80(40.0) 

전문가와 관계 공무월이 안다 23( 1.1) 보통이다 25 (12.5) 
아무래도 좋다 29( 1. 4) 잘모른다 61(30.5) 

잘모르겠다 57( 2.7) 전혀 모른다 24 (12.0) 

합 계 2, 100 (100.0) 합 계 2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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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바람직한 지역정책 참여 형식 

문 : 주민은 지역 정책의 수럽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 답 내 청 년 층(%) I 지도층(%) 용
 

주만이 개인척 의사 개진 기회를 갖고， 그 대표가 결청 과정에 참여한다 

주민의 대표가 의사 개진 기회를 갖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주민이 개인척 의사 개진 기회를 갖는다 

주민의 대표가 의사 개진 기회를 갖는다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일엄한다 

잘모르겠다 

합 계 

968(46. 1) 
692(33.0) 
283(13.5) 
211(10.0) 
58( 2.8) 
99( 4.7) 

64(32.0) 

55(27.5) 
20(10.0) 
26(13.0) 

30 (15.0) 
5( 2.5) 

2,100(100.0) I 200(100.0) 

의 역할에 대해 원칙적으로 적극적 태도를 보인 

반면， 실천적으로는 소극적인데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괴리는 청년충이 수행하는 역할 

과 기대역할 사이에 가로놓언 간극에서 비롯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일치시 

켜 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 태도가 어느쪽으로 

수렴될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의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고 보아 

도 좋을 것 같다. 

(2) 참여의 형식 

울산의 청년총은 주민이 지역 정책의 내용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 • 간접으로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갖고， 적어도 주민 대표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20). 수준을 달리하는 

몇가지 참여 형식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는 설문에 대해， 46.1%의 응답자가 ‘주민이 

개인적 의사 개진 기회를 갖고 그 대표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지하였고， 33.0 

%가 ‘주민의 대표가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 과 

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여망함으로써， 전체의 

80%에 달하는 주민이 직 • 간접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간접적으로 의사 개진 기회를 갖는 

것’을 포함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에게 일엄한 

다’는 쪽은 12.8%에 불과하여， 소극적이거나 

수동척인 태도는 거의 불식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러한 적극적 태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도층의 성향과 대비해 볼때， 크게 돋보이는 변 

화라고 생각된다. 지도충에 비해 소극적 간접참 

여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 

이 두드러지는 것은， 종전의 시혜적이고 하향식 

이었던 정책 수행 과정을 극복하는 의식의 전환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일일하 

겠다는 태도가 지도총에서 15.0%나 되던 것이 

청년층에서 2.8%로 크게 떨어진 것은， 사안 자 

체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 

서의 이해관계에 방관자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시민 의식의 발로로 보여져， 매우 고무 

적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정책의 수렵이나 시행 과정에 주민이 참 

여하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충되는 것은 지방 

자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 지방자치제에 대해， 그 

펄요성과 여건을 지역 주민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주제와 관련하여 상당 

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표 21). 

표 21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제 실시의 필요성은 

청년층과 지도충이 모두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 

하고 있다. 다만 실시할 여건에 대해서는 지도 

층에 비해 청년층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이 

보고 있다. 즉，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거나 곧 

갖추어진다’고 보는이의 비율은 56.5대 43.3으 

로 청년총이 낮고， ‘여건이 성숙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유보적인 관점을 표시한 쪽은 36.0대 

46.6으로 청년층이 높다. 이러한 현실 판단의 

차이는， 일단 그 펄요성을 인정한 이상， 정치 

적 성향의 차이라기보다， 양 집단이 가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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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방자치쩌| 실시의 필요성과 여건 

문:울산시의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과 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

τr 내 용
 

청년충(%) 지도충(%) 

322 (15.3) 41(20.5) 
587(28.0) 72(36.0) 
975(46.6) 72(36.0) 
71( 3.4) 7( 3.5) 
20( 1. 0) 2( 1. 0) 

125( 5.9) 6( 3.0) 

2, 100 (100.0) 200 (100.0) 

답 

매우 시급하고 충분한 여건이 되어있다. 

필요하고， 여건이 곧 갖추어진다. 

필요하나， 여건이 성숙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필요성이 적고， 매우 어려운 질청이다 

필요하지 않다 

잘모르겠다 

합 계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기대 역할과 관련 

한 관심의 차이에서 비릇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는， 젊은충이 울산이라는 지역 사회 

를 바라보는， 전술한， 보다 비판적이고 부정적 

인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요컨데 울 

산의 청년층은 참여 기회의 확대에 대한 당위성 

을 주장하는 데에는 지도충에 비해 훨씬 진취적 

이지만， 그 실천적 대안에 있어서는 보다 온건 

하고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3) 정책의 밤향 

지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사가 전제된 

다면， 주민은 지역의 말전 방향에 대해 나름대 

로 의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 환 

경에 대한 지각과 미래의 삶의 양식에 대한 가 

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식의 마지막 설문으로 

지역 정책이 지향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도 

록 요구하였다. 

‘정책 방향’이라는 표현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펀의장 국민 경제적 입장과 지역경제적 

입장으로 관점의 스케일을 나누고， 산업 발달， 

펀익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의 중점 부문을 설정 

한 후 양자를 적절히 결합시킨 5개항의 탑지를 

미리 제시하여 우선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상위 2개 답지만을 택해， 앞의 

만족/불만족 요소 평가에서와 같이 우선 순위에 

따라 2점， 1점의 점수를 부여한 후， 답지별로 

점수를 집계하였다〔표 22). 지도충은 응답자 200 

명중 14명 (70%)만이 하나의 답지만을 선택하였 

고， 나머지 186명은 두개 이상의 답지를 순서대 

로 번호를 매겨 택하였다. 또， 청년총은 2, 100 

명의 응답자 중 490명 (23.3%)이 한개를， 그리 

고 1 ， 610명이 두개 이상을 택하였다. 

이리하여 청년충에게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i 

로 제시된 것은 ‘시민 생활의 편익을 중시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로 총 5， 810점 중 

46.4%에 달하는 2， 694점을 얻었다. 다음은 ‘환 

경 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도시 내부의 

재개발과 정비에 치중한다’로 첫번째 것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1， 353점 (23.3%)를 얻었다. 이 

어서 ‘공업 도시로서의 산업 기반 안정’과 ‘국 

가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둔 중화학 공업 육성’ 이 

각각 13.9%와 9.2%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 

었고， ‘주변 농촌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원활 

히 할 공공시설 확충’은 7.2%로 최하위에 머물 

렀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만족/불만 요소의 점수 분 

포나 도시 기반 시설 평가， 공단의 영향 평가등 

앞에서의 분석 결과와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 

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정책 방향의 우선순 

위를 두고 노정되는 청년충과 지도충의 가치관 

의 차이이다. 양집단은 ‘시민 생활의 펀익을 위 

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역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데에서나， ‘주변 농촌지역과의 기능 

적 연계를 원활히 할 공공 시설 확충’을 최하위 

의 과제로 치는 데에서는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년충이 제 2 위의 정책과제로 받 

아들인 ‘환경오염 규제 강화 및 도시 내부 재정 

비’는 지도충에서 4위로 빌려나 있어 이채롭다. 

공해 를 심 각한 문제 상황으로 보고 큰 불만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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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지역 정책의 바람직한 방황 

문:울산시 지역 갱책은어떤 방향으로추진되는것이 바람직합니까? 

내 용
 

청 년 총(%) 지도충(%) 

537( 9.2) 110 (18.8) 
810 (13.9) 123(21. 0) 

2, 694(46.4) 250(42.7) 

416( 7.2) 27( 4.6) 

1, 353(23.3) 76 (13.0) 

5, 810 (100.0) 856(100.0) 

답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충첨을 두고 계속하여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다 

공업도시로 육성하되 관련 산엽을 개발하여 산업구조를 안청시킨다 

시민 생활의 펀익을 충시하여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주변 농촌지역과의 교류를 위해 교통 • 통신 • 공공서버스 시설을 확충한다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도시 내부의 재개발과 정비에 치중한다 

점수 합계 

로 지적하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던 양집단이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는 상당한 강도의 차 

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순위라 

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묘 

로， 지도층의 우선 순위에서 그것을 4위로 밀어 

낸 제 2， 3위의 정책 과제를 살펴볼 펄요가 있다 

그것은 ‘울산을 공업도시로 육성하되 산업 구조 

를 안정시컨다’거나 ‘국가 경제발전에 중컴을 

두고 중화학 공업 을 육성 한다’ 는 항목들이 다. 

여기서 우리는 지역 정책의 목표 설정을 둘려 

싼 전 통적 인 갈등 관계 -목표 갈등 (Zielkonflikte) 
-가 세대를 달리하는 양집단에서 뚜렷이 노정 

되고 있음을 본다. 그 하나는 ‘공업의 육성’과 

‘환경의 보전’이랴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데서 

빚어지고 있다. 즉， 젊은층이 환경보전을 우선 

시키는데 비해， 기성세대의 지도충은 공엽 육성 

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총량적 발전’ 과 ‘단위 지 역 주민의 생 

활의 질’ 사이에 개재하는 우선 순위의 갈등이 

다. 지도층이 국가 경제 발전에의 기여나 산업 

의 성장을 중시하는데 비해， 청년층은 생활 공 

간으로서의 울산시의 펀익성과쾌적함에 보다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가 세대간 

에 다른 우선 순위를 갖고 나타난다는 것은， 삶 

의 양식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 

로， 사회 전반에 걸친 장기적 변화의 방향을 예 

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5. 요약과 결론 

울산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식의 경 

험적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 공간의 환경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계충의 대도시 

보다는 분명 히 ‘못하다’ 고 보고 있고， 같은 계 

충의 인근 지방도시들보다도 ‘못하거나 비슷하 

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주변 농촌 지역보다는 

‘낫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역의 발전과 

활력’이 주요한 만족 요소이기는 하나 ‘공해’， 

‘도시 기반 시설의 불비’ 등 불만 요소가 압도 

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불 

만족도가 높은 데 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공단 조 

성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도시의 

생산 기능과 생활 펀익도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도시의 빠른 성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도시 규 

모와 그 성장에 대한 통념적 맹신이 여전히 드 

러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울산시의 미래에 

관한 전망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대체로 낙관적 

인 태도가 지배적이다. 

지역적 소속감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높 

은 수준을 보여 급속한 성장과 이질적 인구 구 

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에 ‘울산사람’이라는 

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적 

유대는 지역적 소속감에 비해 다소 강하게 나타 

나고 있으나， 지역 사회의 결속에 관한 객관적 

평가는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역시 사 

회적 통합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A로 보인다. 

그러 나 울산시 가 안고있는 문제 상황을 보다 극 

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정주의사가 흔들리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응탑자의 1/3이 정주 의사가 없 

고， 1/3 이상이 불확실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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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스스로의 역할에 

관해 전반적으로 수동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의 당위성과 

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원 

론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나 그 실시의 여건을 

인정하는 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 

냈다. 울산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는 ‘주 

민의 기본 수요 충족을 위한 도시기반 시절의 

확충’을 최우선으로 들었고， ‘공해 방지’와 ‘환 

경보전’을 다음의 과제로 꼽음으로써， 앞의 환 

경 평가 결과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션행 연구와 비교하면， 

지도층에 비해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환경평가에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외형적 성장보다는 실 

질적 펀익을 중시하며， 지역 사회의 성원으로서 

보다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이고， 민주적 시민의 

식에 있어 보다 진취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지역정책이 지향할 목표에 있어 

서도， 청년충은 지도층에 비해 국민 경제적 기여 

보다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을 중시하고， 경제 

적 성장에 럴 집착하는 대신 환경보전의 중요성 

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결정과정에 

의 참여나 지방자치 실시의 여건에 대해 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역 의식 및 그와 관 

련된 태도에 있어 양집단이 보이는 이러한 차이 

는 사회적 지위나 그에 결부된 (기대)역할의 차 

이 외에 삶의 양식을 물려싼 가치관의 세대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의식의 장기적 변 

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언 관점이 지배하는 환경 

지각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건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지역 의식의 여러 측면 사이에 작용하 

는 관계의 분석과， 천형적인 지역의식/태도의 

유형 구분 및 그 사회 경제적 변인과의 연관성 

분석은 시간의 제약 때문에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겨물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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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onsciousness of the U rban Y ouths: 
A Case Study of Ulsan City 

(Summary) 

This is a supplementary paper for the pre

ceding study done by the same authors in the 

year of 1985 on the attitudes of community 

leaders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ir town, 
Ulsan City. a) 

The survey was conducted in mid-1986: The 

respondendents were 2, 100 youths of Ulsan, 
including college students, factory laborers, 
public employees and others.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s well 

as to predict the future of a society, it is im

portant to know the opinions and attitudes of 

leaders of the society, because theirs are likely 

to be the model for the rest of the people, and 

they are, above al1, the decision makers. In 

the same vein, opinions and attitudes of the 

youths are clues for the change the society is 

undergoing, for they will assume the society’ s 

leading role soon. The comparison of regional 

consciousness of the two groups, that is the 

groups of leaders and youths, would allow us 

to foresee the main stream of the changes in 

territorially based life style for the coming 

years. 

The major finding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1) Regarding to the urban envioronment the 

youths appreciate their own city not so much. 

J ournal of Geography γ01. 15, 1989, pp. 

Woo-ik Yu*. Jung-Hwan Lee썼 

They evaluate Ulsan inferior to larger cities, 
like Seoul, Pusan or Taegu, and inferior or 

similar to the neighboring cities of similar size 

such as Kyongju, Pohang or Masan. Only to 

its rural periphery Ulsan is perceived superior. 

The high spirit toward development is consi

dered as the most satisfying component of the 

urban envioronment. Consequently they are 

proud of the rapid urban growth of Ulsan which 

has no parallel in Korean history. 

On the other hand, the respondents pointed 

out that pollution and poor infrastructure are 

the most serious problems the city faces. The 

intensity of complaints on pollution and infra

structure are much stronger than that of satis

faction with the city. There prevail, however, 
prospects of a prosperous future as an indus

trial city, that is contradictory to the overall 

evaluation on city’s current situation. 

2) The city has grown up so rapidly that 

her social composition is still rather hetero

genous. However the youth’ s loalty to the city 

appears to be strong: The majority of them are 

identifying themselves as Ulsaner. Their occu

pational solidarity is, as expected, a bit more 

intensive than the spatial one. Interesting is, 
however, the fact that they think the society 

of Ulsan poorly integrated.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 Head of the Rural Environment Section, 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a) Woo-ik Yu and Jung-Hwan Lee, 1985, “ Attitudes of Community Leaders toward the Deγelopment of 

their Town: A Case Study of Ulsan City", Journal of Gegraphy, vo1. 12, pp.21-39. 

- 1 9-



As to the willingness to continue residence in 

Ulsan, only one third of the respondents con

sider themselves completely sett1ed down. 

Another one third want to move out, if possi

ble, in the near future, and the remaining one 

third are undetermined. In short, the situation 

is serious, which of course reflects their percep

tion on the city. 

3) With regard to their role in the process 

of regional po1icy making, the youths show 

somewhat passive attitudes, but they are fully 

recognizing the necessity to be informed about 

and to take part in it. 

Most of the respondents agree upon that the 

local autonomy should be introduced, with some 

reservation for the time when the situation 

would be mature for it. They place the fi.rst 

priori ty to meeting basic needs and en viron-

mental conservation among other goals of 

regional po1icy for the city. 

In comarison to the leaders group, the youths 

tend to be more critical in evaluating their 

environment: individua1istic in way of life as 

whole and interested but passive in engagement 

in the po1icy making process. In goal setting, 
the youths give more emphasis on the regionalj 

local scale projects than on the national scale 

ones. They cling not so much to the economic 

growth as their senior group do, but to the 

healthy environment. 

Left over for the next work are the analyses 

of the interrelations among several important 

aspect of the regional consciousness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attitudes and socio-eco

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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