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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껴|쩌111 및 언구목적 

최근 한국 경제구조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단축 등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삶의 보람을 노동보다는 여가 

에서 찾으려는 경향으로 국민의 가치관도 바뀌 

고 있다(김광득， 1995 :48). 특히 인구과밀현상， 

각종 공해와 오염 등으로 도시의 생활환경이 열 

악해짐에따라 도시민들은 이를 피해 도시근교나 

어촌 지역으로의 관광여행을 선호하게 되었다 

(김종은， 1996:94). 이는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간 

의 감소와 실질임금의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가용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도시주변지역으로 

의 접근성 증대 등의 요인과 결합하여 도시주변 

지역의 변화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한 

축에 어촌의 기능변화가 자리한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도시 

주변 어촌지역의 사회 · 경제적 기능변화를，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첫째， 어촌 기능변화에 개입된 

내 · 외적인 요인들을 밝히며， 둘째， 기능변화의 

과정을 노동생활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셋째， 기 

능변화와 연결하여 어존 존락 공동체의 변모를 

사회 · 공간구조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 

는 것이다. 이러같 연구는 어촌지역 변화를 예측 

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에 있어 일단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유우익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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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자료분석， 사례지역 

주민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이 

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는 어촌의 기능변화 

및 기능변화의 배경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살 

펴보았으며，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 논문의 분석 

틀을 수립하였다.2차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 

나라 소비양식 변화와 여가활동의 확산， 여가문 

화의 변화， 그리고 어촌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실내작업과 병행하여， 울산시 울주 

구 강동면 북정자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위주로 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차에 걸쳐 수행하였는데， 1996년 8월 

26일 -31일 사이에 실시한 1차 설문조사는 연구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1996년 

10월 5일 -8일 사이에 실시한 2차 설문조사는 연 

구지역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주민설문은 북정자리 거주 355가구 중， 북정자 

리 소재 아파트와 빌라 거주가구인 220여 가구를 

제외1)한 140여 가구로 한정하였다. 이들 가구 중 

111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설문을 수행할 수 있 

었으며， 직접설문을 수행하지 못한 나머지 30여 

가구에 대해서는， 1997년 1월 18일 -19일 사이에， 

이장 및 어촌계장과의 보충 인터뷰를 통해 간접 

조사를 시도하여， 23가구의 직업전환 시기와 과 

정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조사가구수는 총 134가 

구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은 총 160부가 

수거되었으며 이중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156부를 

분석하였다. 

3. 언구π|역 깨관 및 면징이유 

연구지역인 북정자리는 울산시 강동면 해안선 

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울산시청에 

서 북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해당하는 연안어촌이다. 정자리 서쪽으로는 울산 

시내와의 사이에 무룡산맥이 길게 자리하고 있 

으며， 산지가 거의 해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농 

경지로 이용할만한 평지가 그리 넓게 발달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31번 국도와 

1027번 지방도가 만나고 있는데， 이들 두 도로는 

모두 1984년 이전에 2차선으로 포장이 완료되었 

다. 현재는 이들 도로변을 따라 각종 요식업소 

및 숙박업소 등이 발달해 있다. 

정자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우선 

울산시가 산업화 · 공업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고 

도성장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울산시는 우 

려나라의 다른 도시들을 대표하는 동시에， 그외 

지방 중소도시들이 도시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 

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울산시 주변어촌의 기능변화 과정은 

우리나라 전체 어존의 기능변화 과정을 대표적 

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울산시의 주변 어촌들은 이와 같은 울산 

시의 도시화 · 공업화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변화 

들을 겪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기능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정자리이다. 특 

히 이곳은 울산시역에서 불과 5km 정도밖에 떨어 

져 있지 않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도시력에 직 

접적으로 포섭되기에는 제약이 있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 어촌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 1993년을 계기로 급격한 기능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정자리가 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 변화 양상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다고 파악하였고， 이에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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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 위치: 울산시 울주구 강동면 북정자리 

II. 문헌연구 및 분석틀 

1. 억존의 11능변화억| 관한 11존의 논의 

어촌의 관광지화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재천(1993) 등의 

관광지화된 어촌이 갖는 기능에 관한 연구와 박 

기주(1993) ， 김문영 (1993) , 박유정 (1992) 등의 관 

광어촌 개발방법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 

나 이들 연구는 대체로 어촌의 기능이 변화하게 

된 요인을 선험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요인과 

어촌 변화간의 유기적인 관계나， 어촌이 관광지 

로 변화하는 과정， 기능변화에 따른 어촌 촌락의 

종합적인 사회 · 공간적 변화 등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구미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주로 어업과 

관련된 어촌구조에 관한 연구로， 어촌의 관광지 

화 현상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일본의 경우， 어촌의 관광지화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石井英也(1992)는 일본 고도경제성장기의 농산 

어촌 변화실태와 그 지리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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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고도성장기는 공업발 

전， 소득증대， 정부재정규모 확대， 무역신장， 교통 

시스댐 개선 등의 다양한 즉면이 움직이고 있으 

며， 이들은 농산어촌의 전통적 존립기반이 해체 

되도록 작용하였고， 또 다른 한편， 지역에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여， 지역의 변화와 크 

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 

은 지역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들 요인의 수용 

이 결정된다. 그의 연구는 어촌의 변화 요인과 

변화과정 및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어존 11능변화의 배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이래 도시화 

가 급격히 진행되고，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 

적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전통적인 소비양식이 

자본주의적 소비양식으로 급속하게 변화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식료품 소비의 비중이 절대적으 

로 축소되고 자본주의적 생산부문으로부터 공급 

되는 소비재의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시기별 소비양식 변화에 대하여， 1960년 

대는 집합적 소비(광열/수도， 교통/통신， 교육 

등)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소비의 양적 확 

대가 나타났고， 1970년대는 내구소비재(가구집기 

/가사용품)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는 주로 개인적 서비스(기타소비지출， 

교양/오락， 외식 등)에 대한 지출과 주거비 지출 

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한다(정건화， 1993:97). 

이와 같은 소비양식 변화와 도시주변의 공간구 

조 변화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현대와 같이 발전의 지역격차가 심한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 

지역의 영향력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됨에 따라， 

주변지역이 변화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 

타난다. 현대 경제의 성장은 도시지역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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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어나며， 그 결과 산업사회의 도시생활은 농 

업사회와 달리 공간과 시간이 생산(노동)과 소 

비(여가)의 공간 · 시간으로 확연히 구분되게 되 

었다. 반면， 도시를 둘러싼 주변 농어촌 지역은 

도시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식량을 공급하는 보 

조적 지위로 격하되면서 농어촌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같은 심각한 지역적 문제를 보이게 되 

었다. 이와 같은 성장의 일정단계까지 도시민의 

소비양식은 ‘농어촌’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소비 

하고， 자신이 만든 공산품과 도시에서 공급하는 

편리한 생활서비스의 소비가 그 주요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도시성장의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이러한 관계에 새로운 변화 

가 발생한다. 그 계기가 바로 도시민의 ‘소비양 

식’ 변화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대중소비문화 

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경제적 조건과 사회정치적 조건의 변 

화를 들고 있다. 경제적 조건으로는 1985년부터 

약 3년간 지속된 이른바 ‘3저 호황’ 의 소멸로 인 

한 수출위기의 확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으로서 ‘내수확대’ 와 ‘개방’ 이 이루어졌 

으며， 사회정치적 조건으로는 새롭게 형성된 경 

제적 조건-‘소득수준의 향상’과 ‘새로운 여가문 

화의 확산’ -을 이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소비주 

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이무용， 1996: 38-48). 

이처럼 변화된 소비양식으로 도시민은 농수산 

물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관광’ 을 

통해 농어촌이 갖고 있는 청정한 자연과 그 자연 

의 산물-농수산물-을 소비하게 된다. 그 결과 농 

어촌 공간은 농어민이 생산 기능을 수행하던 공 

간으로부터 도시민이 그곳에서 관광과 관련된 

일련의 소비를 행하고 도시민 소비의 목적이 되 

는 공간으로 기능이 변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양식 변화에서 ‘여가시간 증대에 따 

른 레저활동 증가 는 어존기능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도시의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증가에 따라 도시민이 친자연화하는 현상， 자가 

용승용차 보급에 따라 여 가공간이 확대 되 는 현 

상， 그리고 외식의 증가와 개인적 취향이 상호작 

용하면서 ‘활어회’ 의 소비가 증대되는 현상 등이 

도시민의 레저활동 증가와 맞물리면서 대도시 

주변 어촌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요인이 어촌 

지역의 주변환경 변화에 대한 자발적 변화의 노 

력과 맞물려 ‘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변화’ 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상과 같은 논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대도시 주변 어촌의 변화과정을 추적해 보겠다. 

우선，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 소비양식 

변화 추세와 어촌 환경의 변화를 2차 자료를 토 

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하 

여 대도시 주변의 어촌의 변화과정과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주체의 역할， 그리고 그 변화의 내 

용과 결과 등을 살펴볼 것이다. 

m. 한국사회의 소비양식 변화와 어촌변화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상승은 소비양식의 변 

화를 초래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였고， 소비양식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또한 어촌은 어떠한 변화 

경향을 보이는지， 자료 분석을 통해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1. 소비양씩의 변화와 역까휠동의 확만 

197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중화학공업 육성 

에 기반을 둔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GNP와 월평균 실질임금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월평균 

실질임금의 경우， 1970년에 147，364원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849，292원으로 15년 사이 약 5.8배가 

증가하였다. 근로시간의 경우， 1970년 -1988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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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주당평균 50-53시간 내외이던 것이 1987 

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1990년대에 

는 47시간대를 유지하고 있다. 

실질임금의 상승과 절대노동시간의 감소가 가 

져온 한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여가시간의 증 

대는 소비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가문화의 

확산은 이러한 소비양식 변화의 중요한 한 축에 

해당한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보다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간 『도시가계연보』 

에 나타난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의 금액과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1994년 도시가구의 소비지출은 1993년보다 

11.7% 상승한 1，140.4천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간의 소비지출 증가에 크게 기여한 비목은 가구 

집기 및 가사용품비， 교통비， 교육 · 교양오락비， 

그리고 기타 소비지출비 등이다.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가계생활의 펼수적 

지출인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 · 수도비 등의 비 

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비지출 중 식 

료품비의 구성비율은 1985년 37.5%에서 1993년 

29.2%로 8.3% 이상 감소한데 이어 1994년에도 

29.7%를 기록하고 있다. 식료품 부문에서의 빠른 

생산성 증가는 식료품 소비의 절대적 정체경향 

과 상승작용하여 노동력 재생산비에서 식료품비 

地理學論義 第29號(1997. 2) 

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시키고 여타부문에 대 

한 소비증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전통적인 소비 

양식의 변화를 촉진시켰다(정건화. ibid:87). 반면， 

교육·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소비지출 부문 

의 구성비는 현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식료품 중 주식과 부식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에 2.8%를 차지하던 외식비의 

비중이 1994년에는 8.6%로 급증하면서 전체 식 

료품비 중 약 1/3을 차지 하게 되 었다. 또한 한달 

동안 외식에 지출되는 금액은 1985년 8.9천원에 

비해 약 11배 가량 증가한 97.8천원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식산업’ 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이무용. ibid:45). 이의 원인으로는 

이미 앞서 언급하였던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 

어， 식생활 패턴 및 생활 패턴의 변화를 들 수 

있다(통계 청. 1995a: 16). 

소비양식 변화 중， 여가관련 소비양식 변화를 

살펴보자. 교육 · 교양오락비의 구성비를 보면， 

1985년에는 11.1 %이던 것이 1994년에는 14.2%로 

증가하였다(지출비는 1985년 35.2천원 • 1994년 

161.5천원). 이중 특히 교양오락비는 1985년 대비 

427.6% 증가한 55.4천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 

한 교양오락비에는 여가선용과 관련하여 등산， 

〈표 1) 도시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금액 

(단위: 천원)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통·통신 
기타 

가사용품 교양오락 소비지출 

1985 317_0 118.9 15.9 23_9 15.2 24.4 17A 35.2 20A 45.8 

1987 400_0 141.2 18A 26_0 21.4 31.5 22.0 47_3 26.7 65A 

1989 5943 189.5 26.2 27.6 34.4 50.4 323 75.4 49_2 109.3 

1990 685.7 219.5 31.9 30B 39.1 57.1 35.9 88.0 57.6 125.6 

1991 818_3 256.9 3R6 34_0 46.6 66.5 43_0 ! 108.7 70.3 153_7 

1992 941.9 283.0 44.1 39_0 50.2 75.0 50B 131.2 83.6 185.0 

1993 1.021.0 298.4 45.5 44.3 52.9 77.5 53.8 144.6 102.1 201.7 

1994 1,140.4 338.7 47.2 46_0 57.3 87.3 57.3 161.5 128.4 216.8 

자료: 통계청. 1995, 한국의 사회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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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낚시， 스포츠 · 오락시설의 이용 및 강습료 등에 

대한 지출 증가와 VTR 등의 구입 증가가 포함 

된다. 

교통 · 통신비는 1994년 월평균 128.4천원으로， 

1985년 대비 529.4%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개인교통비 2) 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1985년만 해도 교통 · 통신비 20.4천원 중 공공교 

통비는 13.1천원으로 64.2%를 차지한데 비해 개 

인교통비는 1.4천원으로 14.6%를 차지하는데 그 

쳤으나， 1994년에 이르면 공공교통비는 26.5% , 

개인교통비는 57.9%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교통 

수단 이용방식이 공공교통 의존형에서 개인교통 

의존형으로 급격히 전환한다. 

이렇게 개인교통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자가용승용차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 

에 따르면 1994년말 현재의 자가용 보유대수는 

4，930천대로， 1985년말의 449천대와 비교하면 약 

998.0%나 증가한 것이다. 또한 1970년대에는 자 

가용 1패당 인구가 1，123.9명이던 것이 1985년에 

는 90.9명， 1990년에는 22.5명， 그리고 1994년에는 

9.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보급되고 이제는 

일반화된 자가용 승용차는 도시를 벗어나 있는 

여가공간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여가 

문화의 확산에 큰 역 할을 담당한다. 한편， 여 가공 

간으로의 접근성 증대에 대해서는 도로망의 발 

달 역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대를 거치 

면서 전국 각 지역의 도로망이 확대되었고， 1990 

년대에는 도로 포장율이 70%를 훨씬 윗도는 상 

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2. 한국시회의 역자와 관광 

지금까지의 논의로， 여가 소비의 증대가 소비 

양식의 변화를 대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 

기에서 구체적으로 여가활동이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가는 관광， 스포 

츠，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나쉰다(김광득， ibid:14). 

이중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으며，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변화’ 

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 관광여행 3) 

이다. 

한국관광공사의 r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1984년에는 전체 조사대상 인원중 62.7%가， 1988 

년과 1991년에는 각각 69.0%와 72.7%가 관광여 

행을 경험한 반면， 1993년에는 그 증가비율이 급 

상승하여 93.2% 가， 그리고 다시 1994년에는 

90.5%가 관광여행을 경험하였다. 

관광여행 경험률의 증가는 앞절에서 언급하였 

던 외식비 및 교양오락비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광여행 경험률이 증가한 

것은 자가용승용차의 보급과 관련이 있다. 숙박 

관광여행과 당일관광여행시 이용 교통수단을 보 

면， 1994년 현재 숙박관광여행시는 40.7%, 당일 

관광여행시는 54.3%가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이용률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가용 보유대 

수가 1 ，000천대를 밑돌던 1980년대의 경우와는 

아주 대비되는 것이다(1988년 자가용 이용율은 

숙박관광여행시 13.1 %, 당일관광여행시 12.7%). 

이처럼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관광여행을 

행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행 동반자도 변화 

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 동반이 현저하게 증가하 

고 있다(숙박관광여행의 경우， 1984년 26.9% , 

1993년 37.9% , 1994년 38.8%; 당일 관광여 행 의 경 

우 각각 28.6% , 39.1 %, 42.0%).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가용 보급으로 가족단위의 이 

동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억존의 변화 

1985년 어가소득은 4，868.7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명목소득 5，085.6천원의 95.7%에 

해당하였으나， 1990년에는 88.6%로 감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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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연평균 소득 20，400천 

원의 83.9%에 불과한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어 

가소득은 농가소득보다도 낮아서， 1985년에는 농 

가소득의 84.9%, 1990년에는 90.0%를 나타내며 

(이재천， ibid:42-43) , 1994년에는 농가소득의 8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김종은， ibid:93). 

이처럽 어가소득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갈 

수록 악화되는 어업환경을 들 수 있다. 매립 · 간 

척과 산업화에 의한 연안어장 축소와 연안오염 

심화，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 등으로 수산자 

원은 날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세계 

연안국의 조업규제 및 入源조건 악화로 원양어 

업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수산청， 

1994: 159).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촌들은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특히 연근해 어업의 경우 어업 

자원 감소로 수산물 생산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그런데， 판매형태별 생산량의 추이에서 한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계통판매의 구성비는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데 비해 비계통판매의 구성비는 증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통판매는 수협을 통해 

위판되는 것을 가리키며 주로 선어가 그 대상이 

된다. 반면， 비계통판매는 어민들이 수협을 통하 

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양으로， 횟집 등지로 공 

급되는 활어가 판매 대상이다. 즉， 수협을 통한 

선어 매매에 비해 개별적인 활어 매매가 증가하 

는 것은 그만큼 활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횟집 등의 활선어 요 

地理學論養 第29號(1997. 2) 

이에서 증감을 반복하여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어가의 구성원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족에 비해 어업을 하지 않는 

젊은 연령층이 어촌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은 離뼈현상은 어촌발전 

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재천， 

ibid:26). 

이와 같은 어업환경 악화는 어업 이외의 수입 

원을 확보하도록 강제한다. 1985년 ~1994년 사이 

에 전체 어업가구수에서 24.0%7} 감소하였는데， 

그중 전업어가는 11.1%만이 감소한 반면， 겸업어 

가는 27%가 감소하였다. 또한 어업가구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겸업어가는 겸업의 정도에 따 

라 1종겸업과 2종겸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어업소득이 어업외소득보다 높은 1종 

겸업어가는 31.2%나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어업 

외소득이 어업소득보다 높은 2종겸업어가는 

17.6% 감소하여， 전체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겸업어가에서 1종겸 

업어가보다 2종겸업어가의 감소율이 크게 낮다 

는 것은 어업 이외의 직업을 주소득원으로 삼은 

어가들이 어업을 위주로 하는 어가들에 비해 더 

욱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1984년 ~1992년 사이 어업외수입은 약 3 

배， 기타겸업수입은 약 4배 가량 늘어난 반면， 어 

가의 서비스업수입은 약 24배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1990년 이래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수입이 어업외수입과 기타 

식업소가 증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겸업수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하게 증 

하다. 가하고 있는데， 1984년 당시 어업외수입의 

한편， 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나 농가의 소 1.64% , 기타겸업수입의 10.65%에 불과하던 서비 

득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어업생산량이 정 스업수입이 1990년에는 각각 5.61 %, 43.11% , 그 

체수준을 거듭하는 현상은 어업가구와 가구원수， 리고 1992년에는 각각 15.09%, 62.15%까지 증가 

그리고 어업종사자수의 감소로 곧바로 이어진다. 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호당평균 어업가구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으로 보인다. 

1984년 4.88명에서 1994년 3.46명으로 줄어든데 이러한 추세는， 어촌의 기능이 어업생산이라는 

비해， 호당평균 어업종사자수는 1.71 ~ 1.82명 사 1차산업에서 관광관련서비스업이라는 3차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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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어가의 서비스업 소득에는 어촌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촌관광업， 즉 민박업 • 유 

어어선업 • 활선어요식업 • 바다낚시업 등에 따른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4. 소멸 

경제성장과 실질임금의 증가， 근로시간의 단축 

등은 한국사회 소비양식 변화의 물리적인 기반이 

된다. 즉， 이로 인해 도시가구 소득수준이 향상되 

고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소비양식이 변화하게 되 

었다. 구체적으로 소비양식의 변화를 보면， 전체 

소비지출비 가운데 식료품비의 비중이 현격히 줄 

어들면서 앵첼지수가 낮아지고， 교육 · 교양오락， 

교통 · 통신， 기타 소비지출 등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여가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 

고 있는 외식비와 교양오락비， 그리고 개인교통 

비는 그 구성비가 해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 

여가소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더욱 현저해진 이러한 소비양 

식의 변화는 여가활동이 대중화되었음을 암시하 

고 있다. 이는 국민의 관광여행 실태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민 전체적으로 관광여행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여행의 유형 중 자가 

용승용차를 이용하고 가족을 동반한 유형의 비 

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소득이 증대되고 여 

가활동이 대중화된 도시민들이， 특히 ‘외식의 비 

율이 증가’ 하는 방향으로 소비 양식 이 변화하면 

서， 가족단위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해서 접근하 

기 쉬운 도시 근교의 여가-외식-공간을 찾는 관 

광유형이 일반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 

한 관광형태의 변화는 대도시주민의 소비(여가) 

행동공간이 교외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물질 

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교 

적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대도시 주변 농어촌 

지역은 생산을 담당하던 기존의 기능으로부터， 

이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능-예를 들어， 관 

광서비스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 어촌은 어가인구 및 어업종사자수 

가 급감하고 있으며， 어가소득의 구성에서 어업 

관련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겸업수입이 늘어나 

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비스업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전체적으 

로 어촌의 기능이 어업생산에서 관광서비스업으 

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소비양식이 어떻게 변화 

하였으며， 어촌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어촌의 기능 

변화과정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양식을 살 

펴보도록 한다. 

N. 사례 연구 - 울산시 울주구 강동면 북정자리 

1. 언구찌역의 경쩌111반 

연구지역 가구 중 경제활동4)을 수행하는 가구 

는 모두 125가구로， 대개가 겸업을 하고 있다. 이 

들을 직업별로 나누어보면 어업 종사 42가구， 농 

업 종사 31가구， 서 비 스업 종사 104가구， 기 타 11 

가구 등이다. 따라서 북정자리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구 중 83.2%가 서비스업에 종 

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지역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서 

비스업을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업과 그외 서비 

스업으로 나누어보면，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비중 

이 탁월하다. 이주민의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하 

는 29가구 중 86.2%가， 그리고 원주민의 경우 서 

비스업에 종사하는 75가구 중 80.0%7r 관광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북정자리 이장에 따르면， 연구지역에서 농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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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수 있는 가구는 약 20여 호이지만， 2，000평 

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진 비교적 큰 규모의 전업 

농은 단 2가구 뿐이며， 나머지는 전업농이라 하 

더라도 모두 자급을 목적으로 하는 영세농이라 

고 한다. 

한편 어업현황을 보면， 남 · 북정자를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정자어촌계의 회원수는 현재 128 

명인데， 이중 북정자 주민이 89명， 남정자 주민이 

39명으로 북정자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등록된 해녀수는 40명이며， 어선은 모두 동력선 

으로 23척이 있는데， 10톤 미만이 21척으로 어선 

규모가 작다. 

2. 북정짜릭의 '1능변화 

1) 북정자리의 변화 개요 

정자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어선의 출입이 많고 

어업활동이 활발한 큰 규모의 어촌이었다. 그렇 

지만 어업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했던 가구는 

드물었으므로 반농반어 가구가 일반적이었다. 이 

들 가구는 어업소득 의존도가 높았으며， 농업소 

득은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자급 수준을 넘어서 

는 경우가 드물어， 대개는 어업소득의 30-40% 

정도에 불과하였다. 

북정자리 이장에 따르면， 과거에는 원주민이 

외지로 이주하거나 이주민이 외지로부터 이주해 

오는 현상이 별로 없었으며， 지역주민이 외지로 

이주하는 현상이 활발해진 것은 1990년대 이후인 

데， 이는 지가가 상승한 토지를 매각하여 이주자 

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지역은 1990년대 이후 닥월한 기능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어업으로부터 관광서비스업， 특히 활선어요식업 

과 관련된 관광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다. 현재 

북정자리에는 강동면 소재 197ß 행정리 가운데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활선어요식업소5)가 가장 

탁월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어촌계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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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 위판장’ 설립이라는 독특한 공동대응이 나 

타나며， 이것이 핵심적으로 지역경제 변화를 주 

도했다. 활어 위판장에 종사하면서 어업을 겸업 

하는 가구들은 대부분， 총소득 중 어업소득이 

20-30%, 서비스업소득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기반이 어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털펄 논 
細} 밑 

----- 쇼로 

o 150u 

〈그림 2) 북정자리의 토지이용 (1980년대 초) 

2) 변화단계 

@ 제 1단계 : 횟집이주 

북정자리의 변화는 1982년 외지인이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울산횟집이 많은 소득을 올리 

면서 시작한다. 울산횟집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횟집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틀 횟집을 운 

영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주민이었으며， 대부분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린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횟집은 정자 방파제를 지나 북쪽 해안가 



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도로 양옆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곳은 현 

재 정자항을 둘러싸고 입지해 있는 초장집들에 

비해 경관이 뛰어난 곳이며， 외지로부터의 접근 

성도 좋아서 지가나 건물 임대료가 훨씬 높다. 

@ 제2단계:위판장 설립 

정자리 지역에 활선어를 소비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자， 지역주민 7-8여 명이 남정 

자에 위치해 있는 시장터에서 관광객을 대상으 

로 활어를 판매하여 높은 소득을 올렸다. 이에 

착안하여， 정자 어촌계 회원이며 활선어 중매(중 

간상인)를 하던 D씨는 어촌계 단위로 공동 활어 

위판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은 

1992년 말에 열린 어촌계 결산총회에서 회원들의 

승인을 얻게 되고， 1993년 초에는 수산청의 허가 

를 받아 정자항 앞의 수산청 부지에 위판장을 세 

우게 되었다. 

활어 위판장의 시설비는 어존계 공동으로 지출 

하였다. 즉， 정자어존계의 제 1종 공동어장에 공동 

사업으로 양식을 하여 나온 수익 3，800만원으로 

200평에 달하는 위판장 시설비를 충당한 것이다. 

그 대신， 위판장 종사 자격은 정자어촌계 회원으 

로 한정을 하고， 회원가구 1가구당 1명씩만 위판 

장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 제3단계:기타 파생된 서비스-초장집 및 노점상 

1993년 4월， 어촌계 단위의 공동 활어 위판장 

이 설치되자， 뒤이어 초장집과 노점상들이 생겼 

다6) 활어 위판장의 양쪽 입구를 중심으로 야채 

와 초장 등을 파는 노점상이 분포하며， 초장집들 

은 활어 위판장 바로 뒷편에 밀집되어 있다. 초 

장집은 활어 위판장에서 활어회를 구매하는 관 

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므로， 공간적으로 활어 

위판장에 근접해야 하며， 위판장에 종속되는 경 

향을 보인다. 한편， 초장집은 횟집에 비해 정자리 

주민의 경영 참여도가 높다. 

3) 지역경제기반의 변화 

@ 원주민 집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980년 경 원주민 가구의 

〈표 2) 원주민 직업구성의 변화 (1980-1996) 

(단위: 가구) 

19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8. 

어 업 21 19 18 18 5 4 3 3 
즈。드 업 22 13 13 13 4 4 4 4 

서비스업 15 18 20 21 35 35 35 35 

기 타 3 3 3 4 3 3 3 3 

어업 +농업 24 24 23 23 8 8 8 8 

어업 + 서비스업 6 5 6 5 18 20 21 21 

어업+농업+서비스업 0 0 0 0 8 8 8 8 

어엽+서비스업+기타 1 2 2 2 2 

어업 + 농업 + 기타 2 2 2 2 0 0 0 0 

농업 +서비스업 6 6 5 5 9 8 8 8 

농업 +기타 3 3 3 2 2 1 1 1 

농업+서비스업+기타 0 0 0 0 0 1 1 l 

-r「그 직 0 9 9 9 9 9 9 9 

합 계 103 

자료: 설문조사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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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추적해보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가 

구가 많기는 하지만， 원주민의 직업 구성은 다양 

하게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구 

성비는 반농반어(어업과 농업의 겸업) , 순농업， 

순어업， 순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나서， 각각 

23.3% , 21.4% , 20.4%, 14.6%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이들의 총구성비는 79.6%에 해당하였다. 이 

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구성은 1993년을 계기로 

급변하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어가와 농가가 급감한 반면， 서비스업 전업 · 겸 

업 가구는 급증한 것이다. 즉 1992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순어가와 순농가， 반농반어가는 각각 

72.2%와 69.2%, 65.2%씩 감소한 반면， 순서비스 

업 종사가구와 어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가 

구는 각각 66.7%, 260.0%7} 증가하였다. 그리고 

어업 · 농업 ·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가구도 새로 

8가구가 나타났다. 

이처럼 현저한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1993년에 공동 활어 위판장을 설치하였다는 것이 

다. 활어 위판장 설치와 함께 연구지역의 지역경 

제는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 

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 이주민 집단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2년에 처음으 

로 서비스업 · 농업 겸업가구가 이주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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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주민 

이 탁월하게 나타난다. 1996년 8월 현재， 서비스 

업에는 26가구， 기타와 서비스업 · 기타 겸업에 

각각 2가구가， 그리고 농업 · 서비스업 겸업에 1 

가구가 종사하고 있다 

3. 변화억| 대한 집단벌 대웅양익 

이 절에서는 정자리 주민을 그 사회 · 경제적 

위상에 따라 집단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변화의 

과정에 대응한 양식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내 · 

외적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방식이 인간 

이 속해 있는 사회 · 경제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고찰하고， 정자리의 사회 · 공간적 

변화과정을 추적한다. 

1) 집단분류의 기준 

사회지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법 

을 이용하여 집단분류를 시도하였으며， 기준지표 

로는 가구별 경제활동과 거주기간을 선정하였다.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초로 이주민이 연구지역에 

횟집을 개점한 시기인 1982년을 기준으로， 그 이 

전부터 거주한 가구를 원주민가구， 그 이후에 이 

주해온 가구를 이주민가구로 분류하였다. 

원주민가구는 우선 경제활동에서， 관광관련 서 

비스업 종사 여부에 따라 관광관련 서비스업 집 

단(집단 1 )과 관광 비관련직업 집단(집단 II)으로 

〈표 3) 이주민의 직업구성의 변화 (1982-1996) 

(단위: 가구) 

1982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서비스업 0 0 2 3 4 5 6 9 10 15 19 20 26 

기타 0 1 2 2 2 1 1 2 2 1 1 2 2 

농업+서비스업 1 1 1 l 1 1 1 1 1 

서비스업+기타 0 0 0 0 0 0 0 0 0 l l 1 2 

합계 1 2 5 6 7 7 8 12 13 18 22 24 31 

자료: 설문조사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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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분류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어촌의 경제활동이 

관광 비관련 직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집단 I 에 해당하는 관광관련 서비스업 

종사 주민간에도 직업 전환의 방법 및 종사 직업 

간에 뚜렷한 대비가 나타나므로， 자본 또는 노동 

투자의 방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공동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집단(집단 1 -A) , 개 

별적으로 대자본을 투자하고 개별경영을 하는 

집단(집단 1 -B) , 자본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개 

별경영을 하는 집단(집단 1 -c) 등으로 세분하였 

다. 한편， 이와는 상관없이 현재 아무런 경제활동 

도 하지 않는 원주민 가구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 

류하였다(집단 illL 

이주민 가구의 경우， 이미 이주 시기에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종사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이주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서비스업 종사 

가 탁월하여， 그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에 해당하며， 원주민과는 상당한 이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집단N). 

2) 집단별 대응과정 

도시민의 소비양식 변화와 어촌의 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지역 주민의 대응양식은 노동생활의 

측면， 구체적으로는 전업의 양식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연구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농업이나 어 

업 등 기존의 생업기반으로부터 관광관련 서비 

스업으로 전업하는 경향이 탁월하다. 그러나 그 

러한 가운데에도， 각 집단별로 일반적인 전업과 

정을 추출하여 보면， 각기 상이한 전업 양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집단 I 

과 집단W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전업 

양식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한편， 원주민 가구들 중 집단 H 와 집단m은 직 

업 전환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H 는 주로 서비스업과 반농반어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 능력이 전혀 없는 

집단m은， 대개가 과거에는 농업에 종사하던 가 

구들이다. 

3) 집단별 대응양식의 특징 

연구지역에서 각 집단은 우선 연구지역의 관광 

지화에 따라 ‘轉業’ 의 경험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업으로 전업하였는지에 따라 대응양식 

이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주민 

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 집단 I-A> 

r--_-- ,-------_-•--, 
{ 어엉 '---+! 어업‘서비스업 

」 어엄+농업 」→! 어업·농업*서비스엉 「

〈집단 1- C > 
〈집단 1- B > 

「→ ‘----• , 서비스업 
농업 < 

L 뿔_._--λ ------- ←、 농업+서비스업 
江 버업 기l.\--~--， 
츠二二=二 • A1 비스업 집단 IV> 

{ 어엉‘농업 η'----------'τ「
τ 二-:::'/서a 스업 r-... -----.--••. ~ 
서비스업 피 ] 서비스업 1 

| 타 γ '----_.---~ 

자료: 설문조사 및 인터뷰 

〈그림 3) 집 단별 대응양식 

연구지역 주민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촌계 

회원 원주민， 어촌계 비회원 원주민， 이주민 등 

세 부류로 나뉘어지며， 이들이 종사하게 된 대표 

적인 업종은 각각 활어 위판장， 초장집 및 노점， 

횟집 등이다. 즉， 각 주민별 종사직업을 살펴보았 

을 때， 어촌계회원 원주민은 활어 위판장(집단 

I-A)으로， 어촌계비회원 원주민은 활선어요식 

업소(집단 1 -B) 나 노점(집단 1 -C)으로， 이주민 

은 횟집(집단N)으로 전업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 

이었다. 관광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 

업 · 어업 · 기타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집 

단 II) 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집단 ill)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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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지역은 1993년 이후 관광관련 서비스 

업으로 매우 빠르게 기능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집단 I-A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왜냐하 

면， 집단 I-A는 활어 위판장을 설립하여 초장집 

이나 노점과 같은 관련 서비스업이 출현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한 활어 위판장을 인근 

도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그 결과로， 관광객들을 

북정자리로 끌어모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 1 -B와 집단 1 -c, 그리고 집단N의 

일부는 집단 I-A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편， 집단N로 대표되는 횟집의 경우는 시기적 

으로 가장 먼저 북정 자리 에 나타난 관광관련 서 

비스업이지만， 이들은 현재 활어 위판장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단 I-A에 대해 매우 반 

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대응양식 중 가장 독특하며 

지역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집단 I-A에 

서 나타난 어촌계 회원 원주민들의 활어 위판장 

설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특 

징은 조직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는 어촌계 

의 자금을 이용하여 어촌계 회원들이 공동으로 

설치하였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 특징은 매우 적극적인 대응이 

라는 것이다. 단순히 이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 

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서비스업이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이 시설물을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으 

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 

문이다. 마지막 특징은 매우 배타적인 대응이라 

는 것이다. 이는 설립 시기부터 이주민은 물론이 

고， 어촌계 비회원 원주민까지 배제한 채， 종사 

자격을 어촌계 회원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활어 위판장 이외의 관광관련 서비스업들은 모 

두 이러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모두 개인의 

자금 투자가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의 자금력을 

갖춘 주민들에게만 가능한 대응양식인데다， 관광 

객을 끌어들이려는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 

기 때문에 수동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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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지역주민이 수용하 

면서 가능한 것이며， 변화를 수용하는 집단은 대 

개 그 지역에서 유력한 개인과 사회집단이다(石 

井英也， ibid: 142). 연구지역에서는 집단 I-A가 

이러한 유력집단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는 공동 

노동조직인 어촌계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어촌공동체 내에서 

‘어촌계 회원’ 여부가， 어존이 관광지화하는 과 

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변화의 요인 

1) 외적 요인 

@ 관광객 분석 

연구지역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 의해 주어졌다. 관광객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1가구당 1부씩을 원칙으 

로 하였는데， 응답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20 

대 26.9% , 30대 43.6% , 40대 20.5% , 50대 이 상이 

9.0%로 30대의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 이들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160.9만원으로， 이를 소득규 

모별로 나누어보면 r100만원 미만 16.3%; 100만 

원 이상-150만원 미만 30.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7.8%;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7%; 

300만원 이상 8.9%J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소득 

규모가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북정자 

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어느 특정한 계층이 아니 

라 매우 다양한 계증이며， 여가의 소비패턴이 대 

중적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응답자의 약 70% 

가 적어도 3달에 1회 이상 북정자리를 찾고 있다 

고 하였다. 

한편， 북정자리에 온 관광객 중 울산지역 거주 

민이 73.8%로 압도적이다. 특히 울산시의 4개 구 

가운데 울주구 거주민이 7.7%에 불과한데 비해， 

중 · 남 · 동구 거주민은 약 9배나 되는 66.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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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정자리가 변화하는 과 

정에서 울산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중·남· 

동구 거주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직업을 보면， 전문 · 기술직이 27.6% 

로 가장 많고， 생산 · 판매직과 개인자영업이 각 

각 16.7%와 15.4%로 이들 세 직종의 종사자가 

약 60%에 달한다. 한편 일반사무직 종사자도 

1 1.5%가 있다7) 

관광객들이 북정자리에 오는 과정에서 이용한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과 시내버스 · 시외버스 

등인데， 그중 자가용이 89.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가용 보급률의 증가가 도 

시민의 여가문화 확산과 결합하면서， 여가공간이 

시외로 확장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북정자리에 온 관광객들 중 가장 비율이 높 

은 연령인 30대의 경우， 자가용 이용률이 97.1% 

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m장에서 살펴본 당일관광여행의 동반자 

유형과 마찬가지로， 북정자리에 온 관광객들의 

경우 가족 동반 유형이 월등하다. 물론 다른 관 

광지들과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는 어렵지만， 당일관광의 패턴이 가족을 동반한 

형태가 일반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울산시 8)의 성장 

1962년 1월 27일 울산은 특정 공업지구로 결 

정 · 공포되었으며， 그해 6월 1일 시로 승격되었 

다. 당시 울산의 인구는 7만9천여 명이었으며， 공 

업센터가 조성되어 울산특별건설국이 사업을 마 

치고 철수한 1976년 6월에는 인구 30만의 공업도 

시로 크게 변모되었다(울산시교육청， 1990). 1993 

년 현재 울산의 상주인구는 75만명을 넘어， 경상 

남도 전체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시는 정부주도의 하향식개발에 의한 공업 

화정책에 힘입어 한국 최고의 현대적인 중화학 

공업도시로 급성장해온 도시이다. 즉， 울산은 첫 

째，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 의해 급성장한 지방 

화의 선두주자적 성격을 지난 지방도시이며， 둘 

째， 지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한국의 고 

도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한국공업화 

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공업도시이고， 셋째， 한국 

의 어느 도시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만 

큼 급성장한 도시이다(류우익 · 이정환， 1985: 

22-23). 

울산시민의 자가용 보유대수를 살펴보면， 1988 

년 자가용승용차 1대당 인구수가 약 40명에 이르 

던 것이 1993년에는 9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 

는데， 이는 전국평균 10.8명보다도 낮은 수준이 

다. 자가용승용차의 보유대수 증가추세는 현재까 

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 

족단위로 관광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자리가 위치해 있 

는 곳이 36번 국도와 1027번 지방도가 만나는 지 

점이라서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다가， 울 

산 시내 중심가로부터 자가용으로 약 l시간~1시 

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 

다. 게다가 울산은 공업화 과정에서 국내 제 1의 

공해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으며， 도시민들 

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찾게 되었다. 이로써 정자 

리는 울산에 사는 도시민들의 여가권으로 포섭 

되었고， 북정자리가 울산시의 중요한 여가공간으 

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울산시의 성장에 따른 주변 어촌들의 기능변화 

1962년 울산공업지구로 지정될 당시 울산시는 

1차산업 종사자가 전 취 업 인구의 75.9%나 차지 

하는 농수산업 위주의 지방중심 소도시였다(이 

화복， 1992: 22). 과거 울산은 장생포항의 고래잡 

이와 방어진항의 방어잡이로 명성을 얻었으나， 

대부분의 공업단지가 바다를 끼고 들어서면서 

점점 어항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공단이 

입지한 곳에서 떨어진 일부 해안에서는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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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어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북쪽으로는 강동면 일대， 남쪽 

으로는 서생면 일대이다9) 기능의 변화 유형에 

따라 울산의 어촌들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단지 조성에 따라 어촌의 기능이 완 

전히 사라진 곳으로 남구와 동구 일대， 그리고 

울주구 온산면 등을 들 수 있다. 온산면에는 당 

월， 이진 등을 비롯하여 약 8여 개의 어촌이 있 

었는데， 현재는 우봉어존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되었다. 

둘째， 비교적 순수어존으로 남아있으며 현재도 

어업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강동 

면의 신명， 우가， 제전마을 등과， 서생면의 평동， 

신리， 신암어촌 등이다. 

셋째， 어민이 어업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으로의 전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는 곳으로， 강동면 정자리， 서생면 비하， 진하， 나 

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아직 청정해역 

으로 남아있어 어업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2) 내적 요인 

@ 어업의 쇠퇴:어획량 감소에 따른 생업기반 전환 모색 

연근해어업은 1980년대 이후 신장률이 둔화되 

어 최근 연간 230만톤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 

부 연근해 자원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다. 연안어업이 중심인 정자리의 경우， 연 

안해역의 오염이 특히 문제가 된다. 임해공단 조 

성 및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오염물질의 바 

다 유입량이 증가되어 연안해역의 오염이 심화되 

고 있기 때문이다. 정자 어존계장은 이러한 바다 

오염 이외에도 연안어업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 

다. 정자 어민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이 모두 소 

형인데다 시설이 낡아 작업이 어려운데 비해， 대 

형 어선들이 근해어업에 이용되면서， 연안에 들어 

오는 고기까지 잡아버린다는 것이다. 한편 불법 

어업에 의한 수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1991년에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불법어업을 강력 

地理學論講 第29號 (1997. 2) 

하게 단속하게 된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한편， 정자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1991년경 정 

자항 안쪽을 매립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해녀들 

이 채취하던 전복과 돌미역 등이 많이 생산되던 

곳이었다. 매립으로 인해 해녀들은 작업장의 상 

당부분을 잃게 되었으며， 항의 오염도 더욱 심해 

졌다. 

이처럼 해수오염， 불법어업 단속심화， 방파제 

매립 등의 요인에 의한 정자어촌의 어업생산 감 

소는 어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어가는 별다른 대책을 마 

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점이나 약간의 농업 등 

을 겸업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에 불과했다. 

@ 정자리의 장소적 특성 

울산이 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울산시민 

들은 환경문제에 매우 민감해지게 되었다. 그러 

던 중， 동구 북부의 일부와 강동면 지역의 어촌 

j들이 울산에서 몇 남지 않은 청정해역으로 알려 

지게 되면서， 이들 어존의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 

환경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 

다. 이렇게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는 어촌으로 알 

려진 곳은 정자리， 신명리， 제전마을， 주전동 등 

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 중에서도， 특히 정자리만 

이 가지고 있는 장소적 잇점이 있다. 

첫째， 정자리는 국도와 지방도가 만나는 지점 

에 입지해 있어， 강동면 소재 어촌들 중에서도 

특히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둘째， 정자리는 동해안 어존들에서는 보기 힘 

든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방파제 매립 

공사로 인해 넓은 수산청 부지가 생기게 되었으 

며， 이 부지를 무료로 활용하여 활어 위판장과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자가용승용차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의 여가패턴을 고려해 보았 

을 때， 북정자리의 관광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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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어 위판장의 설치:지역주민 주도의 장소마케팅 

지역개발과정에서 리더는 변화의 촉매자， 해결 

방안의 제시자， 과정의 운영자인 리더는 농촌지 

역 내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묶어내고， 내적인 통 

합， 외적인 대표와 교섭， 그리고 정보와 쇄신의 

매개자，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문순철， 1990: 

14). 10여 년 간의 도시생활 경험을 가진 북정자 

리 원주민 D씨는 북정자리에서 변화방향을 제시 

하고 변화과정을 통제함으로써 리더의 역할을 

하였다. 1992년 당시 시장터의 활어 노점으로 관 

광객들이 몰리는 현상에 착안을 하여， 활어 사업 

을 대규모로 벌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 

촌계장 및 수협 지소장 등을 설득하여， 결국 어 

촌계의 공동사업으로 활어 위판장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한편，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리 

더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리더와 함께 

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집단이 있어야 한 

다. 연구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은 공동노 

동조직인 ‘어촌계’ 였다. 

그러나 위판장이 개점한 후 1년 정도는 적자를 

거듭하였다. 이에 1994년 초， D씨는 관광객을 끌 

어들여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홍보를 시작하였 

다. 이는 개인적인 인맥으로 현대중공업 • 자동차 

의 사내방송 또는 지방방송(대구)의 기사 등을 

통해 활어 위판장을 홍보를 해주도록 부탁한 것 

에 불과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 

치게 되었다. 그후 이곳이 현대 직원들의 회식 

장소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지방방송의 촬영 배 

경지가 되기도 하면서， 북정자리 활어 위판장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것이다. 

D씨가 한 일은 장소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성공적인 장소마케팅이라는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 

역의 리더가 장소마케팅을 주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를 한국에서는 아직 찾기가 어 

렵다. 그 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의 등장과 함께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 확보를 통해 지역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공기관(시 · 군 • 구청) 

에서 지역마케팅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의 리더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새마을 운동’ 이 있 

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리더(새마을지도자)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지역의 리더는 자생적으로 

생겨났으며， 지역의 특성과 사회변화를 잘 파악 

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었다는 차이 

를보인다. 

활어 위판장은 북정자리 지역에서는 어민들이 

관광관련 서비스업으로 전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면서 소득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주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소마케팅 전략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어촌들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자신들의 지역에 적용시키기 위 

해 북정자리 지역을 견학오는 경우가 많아， 이러 

한 장소마케팅의 유형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파 

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 변화억| 따른 시획 • 공관구조의 변화 

1) 노동 cycle과 생 활의 변화 

북정자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노동 

cycle의 변화는， 가계의 주요 소득원이 어업에서 

서버스업으로 옮겨지면서 겪게 되는 변화이며， 

이를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고 있는 집단은 집단 

I-A이다. 

정자리에서 행해지는 어엽은 어부들이 행하는 

어선어업과 해녀들이 행하는 공동조업으로 나뉘 

어지는데， 어선어업 종사자는 모두 남성이며， 물 

론 해녀는 모두 여성이다. 어선어업은 어획어종 

에 따라 어로시기와 조업시간에 큰 차이가 나타 

나는데， 조업시간의 경우는 주로 이른 새벽에 나 

가서 오전에 돌아오거나， 오후 늦게 나가서 이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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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새벽에 돌아오는 경우로 나뒤어진다. 해녀들 

의 경우는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공동어장에서 

전복 · 성게 등을 채포하는데， 조업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4-5시간 정도 

이다. 조업시기는 어촌계에서 결정을 하며， 보통 

1년에 약 50일 정도가 공동조업일이다. 

위판장은 매일 아침 6시 경부터 시작이 된다. 

관리자의 중개 하에， 위판장 종사원들은 이 시간 

에 활어를 사서 가게에 넣고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하며， 보통 오후 9시(하절기 10시)까지 운영 

한다. 한편， 인근 초장집들과 노점상들은 위판장 

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경까지 영업을 한다. 

위판장 종사자는 이전에 어업(해녀)과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배우자가 어촌계 회원이기 때문에 

종사자격을 얻은 전업주부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위판장에 종사하게 되면서 1일 노동시간은 대략 

15시간 정도로， 이전에 비해 10여 시간이 늘어났 

기 때문에， 위판장 종사원들은 가사조차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위판 

장에 종사하면서 겸업으로 하던 다른 직업들을 

포기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가장 특징적인 현 

상으로 농업포기를 들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의 결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어업포기 현상 

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집단 I-A의 주요 생업수단이 어업이었음을 감안 

한다면， 이러한 어업포기 현상에서 생업기반의 

중심이동 과정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위판장 종사와 더불어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 

은 해녀들과 어촌계 임원 사이의 관계 변화이다. 

과거에는 이들 사이에 잦은 분쟁이 있었다고 한 

다. 어촌계는 기르는 어업을 목적으로 자원을 관 

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업시기를 

제한하려고 하는 반면， 해녀들의 경우는 생계유 

지를 위해 하루라도 더 조업을 해야만 소득을 올 

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업 과정에서 

해녀들이 어촌계 임원의 눈을 피해 자신들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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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원을 훔치는 일도 빈번했다. 그런데 위판 

장 설립 이후 해녀들이 조업일을 늘려달라고 요 

청하는 경우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훔 

치는 일도 없어졌다. 

과거 위판장이 생기기 이전에는 해녀들의 양식 

업에 의한 소득보다 어선어업 소득이 월등히 높 

아서 어업소득의 약 70% 정도를 담당했다. 그런 

데 위판장 종사 이후， 일반적으로 부녀자들의 서 

비스업 소득이 어선어업 소득보다 높게되자， 남 

성들이 어선어업을 포기하는 경향들도 나타난다. 

정자리 어촌계장은 1991년 이후 어선어업 종사자 

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어선도 약 50% 정도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과거 어선어 

업에 종사하다 자발적 실업상태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배우자를 도와 위판장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다. 

2) 사회구조의 변화:마을 공동체의 해체 

@ 장례문화의 변화 

전통사회 공동체 해체의 가장 큰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례와 관련된 문화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부락민이 상을 당하면 7개 반 부락민이 

모두 모여서 조문을 하고， 장례와 관련된 제반 

일거리들을 함께 처리했으며， 상여놀이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이 조금씩 변한 것은 1990년 들어서였으며， 현재 

는 부락민이 모두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없 

어졌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남 · 북 

정자민 중 일부는 약 6년 전부터 상포회라고 하 

는 상조계를 조직하여 장례절차와 관련된 일들 

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계원은 모두 26명으 

로 49세에서 54세 사이의 남성들이다. 조문객의 

경우는， 과거처럽 마을 전 부락민이 아니라， 마을 

의 7개 반 중 같은 반에 속하고 평소 친분이 있 

는 주민들이 모이는 정도이다. 

그러나 장례와 관련된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이주민의 참여는 볼 수 없다. 이들은 상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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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각자가 사람을 사서 장례를 치르는 형편이다. 

@ 부녀회와 품앗이 소실 

북정자리에 존재했던 사회조직은 부녀회와 청 

년회， 반상회 등이다. 청년회는 강동면 197ß 부락 

대항 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1달에 1회 정도 

모임을 갖고 있다. 한편 부녀회 역시 1달에 1회 

정도 모임을 갖고， 고령 단독가구를 돕는 등 마 

을 공동체를 위해 봉사를 하던 조직이었다. 그런 

데， 횟집 등이 생기면서 횟집의 종업원으로 일을 

나가게 되면서 부녀회 조직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활어 위판장이 생긴 이후， 부녀회 

는 사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북정자리에서만도 

50가구 이상이 위판장에 종사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그 결과， 마을잔치도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북정자리에서는 5년 전부터 마을잔 

치가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고령의 단독가 

구를 돌보는 등의 마을 공동체를 위한 봉사활동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북정자리에서 사라진 또 하나의 공동조 

직은 품앗이이다. 이 역시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약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집단간 이질감 심화 

또한 노동장소가 뚜렷이 구분되면서， 집단 내 

부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집단끼리는 관광객을 둘러싼 배타심 내지 적대 

감이 드러나고 있다. 위판장 종사자들은 위판장 

종사 이후로 마을 사랍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졌 

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위판장 종사자들과 인근 

초장집 종사자틀간에 한정된 것이며， 이들 이외 

의 마을 사람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다. 

이런 위판장 집단에 대해서 특히 불만을 보이 

는 것은 집단N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횟집 경영 

주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 지역에 처음 이주하 

였을 때에는 고소득을 올렸으나， 위판장이 생긴 

이후로는 소득이 격감해， 현재는 상당수가 이주 

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위판장 

종사자들을 가리켜 ‘위판장 것들’ 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집단 I-A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 

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원주민들은 횟집을 하는 

외지인들에 대해서 ‘돈만 벌면 모두 이곳을 떠날 

놈들’ 이라 하여 같은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다. 

3) 공간구조의 이질화 

CD 원주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의 거주지 분리 
연구지역에서 나타나는 공간구조 이질화의 첫 

번째 측면은 원주민 집단과 이주민 집단의 거주 

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주민 23가구 

중 197]-구는 해안도로변에 상가를 짓거나 임대하 

여 살고 있으며， 나머지 4가구는 원래 존재하는 

원주민들의 거주밀집지역에 살고 있다. 또한 원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 중 1가구는 

기존 원주민 가옥을 개축하여 유치원을 겸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주민들은 대개 

도로변의 가옥에서 살고 있다. 또한 이주민이 집 

단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빌라는 원주민 마 

을과는 완전히 분리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주민과 원주민의 공간적 분리 사실을 더욱 강 

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분리는 해소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원주민과 이주민은 사회적 · 공 

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간에 배타심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접촉을 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노동공간의 분리 

또한 종사직업에 따라 노동공간 역시 분리되어 

있다. 즉， 횟집은 1027번 지방도와 접하고 있는 

해안도로변에 밀집해있는 반면， 초장집은 정자항 

을 둘러싸고 밀집해 있다. 또한 활어 위판장의 

경우는 정자항과 초장집 사이에 있는 수산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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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규모로 위치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횟집과 초장집 

이 소유자와 경영자의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북정자리 소재 횟 

집 중 설문조사가 가능하였던 127H 업소 중 정자 

리 원주민이 경영하는 곳은 8.3% , 정자리 원주민 

이 소유하고 있는 곳은 16.7%에 불과하였다. 반 

면， 북정자리 소재 초장집 15개소의 경우， 건물소 

유주의 100%, 경영주의 53.3%가 북정자리 원주 

민이다. 이는 활선어요식업소 중 초장집에 원주 

민의 참여율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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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토론 

지금까지 북정자리 지역을 사례로， 어촌이 관 

광과 관련된 3차서비스업을 수용하면서 어떠한 

기능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고찰해보았다. 지역의 

중심산업이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어촌지역의 노동기능 변화에만 한 

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낳았다. 

이와 같은 어촌의 기능변화는 크게 지역 외부 

의 환경변화와 지역 내부의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l 추거지역 

學 논 

細 밭 
정
 
서
 

징
 

뿜
 였
빼
 
냉
샤
 

댄
랜
回
 

짧
 潤짧
 짧
 쐐
 엠
 챔
 빼
 總

B
더
뎌
뎌
댄

m버
머
더
머
 

빼
 
셜
 

〈그림 4) 북정자리의 토지이용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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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도시 주변 어촌 기능변화의 과정 

먼저 지역 외부의 요인으로. 1970년대 이래 한 

국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도시주민의 소득 증 

가를 들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도로의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이 지속되었고， 자가용승용차의 

보급이 꾸준히 증대되었다. 여기에 1980년 이후 

내수시장 확대， 도시의 생활환경 악화 등이 더하 

여져， 도시민의 소비양식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여가의 대중화와 친환경성， 여가공간의 확대 등 

이 도시민의 변화된 소비양식을 대표한다고 하 

겠다. 

이처럼 변화한 도시민의 소비양식은， 연안어업 

의 전반적인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외적 요인으 

로 작용하게 된다. 

대도시 주변의 어촌은 공통적으로 연안어업의 

쇠퇴라는 내부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어민들이 생업기반을 전환하도록 강제한다. 어촌 

의 소득구조에서 3차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어촌의 기능이 3차 

서비스업 특히 관광관련 서비스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어촌들 중， 일부 어촌은 다른 어 

촌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사회 · 공간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이것이 유리한 특성으로 작용하여， 생 

업기반 전환의 과정이 보다 증폭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 예로 높은 접근성과 넓은 공간확보 등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내적인 공간적 특성-장소 

성-과 외적인 요인이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지역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는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지역에서 리더는 활어 위판장을 제안함으로 

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였다. 그러 

나 이는 기존에 공동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 

던 조직-어촌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어촌계 

회원들이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행하기로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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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그 결과， 어 

촌계 회원들-활어 위판장 종사자-이 지역변화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그 경제적 혜택을 가장 크 

게 본 반면， 어촌계 비회원들은 일반적으로 변화 

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방관하게 되는 현상 

이 나타났다. 

地理學論蕭 第29號(1997. 2)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은 대도시 주변 어촌이 

관광지화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어촌이 관 

광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수용하게 되는 이유 및 

과정과 그 결과를， 어존지역 주민의 생업기반 전 

활선어요식업(초장짙) 
경영잉단 

‘ 、
、
、

、
、
、
、
、

원주민 휠어 우}판장 짙단 

(집단 1. 찌 

〈그림 6) 북정자리의 사회 · 공간적 구성과 분리경향 

이처럼 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변화는 지역 

외부의 요인과 지역 내부의 요인， 그리고 이들 

요인을 인식하고 대응한 주체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 

한 과정의 결과 얻어진 어촌의 기능변화는 구체 

적으로， 지역의 경제， 사회， 공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어촌 주민의 경제 · 사회적 

배경 등에 의해 그 대응양식이 차별적 양상을 드 

러내고 있다. 또한 집단별 대응양식은 다시 지역 

의 사회 · 공간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를 도 

식화한 것이 〈그림 6)이다. 

환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 주변 어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는， 인접 도시의 주민 

의 소비양식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도로의 정 

비 및 자가용 보급과 결합되어， 도시민의 여가공 

간이 도시 주변 어촌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둘째， 이러한 외적 요인은 대도시 주변 어촌의 

내적 요인-어업환경 악화-과 결합하여 어촌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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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변 어촌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광지화를 낳게 된다. 그런데， 일부 어촌의 경우는 

이러한 어촌 관광지화 경향을 증폭시키고， 거기 

에 더하여 특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특수 

한 내적요인을 가지고 있다. 

셋째， 특히 리더와 어촌계 조직의 존재는 지역 

변화 과정에서 주도적，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다. 

넷째， 이처럼 어촌의 지역변화가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되면서， 주민들은 각자의 사회 · 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대응양식을 나타내며， 각각 

활어 위판장 집단， 활선어요식업 집단， 노점 및 

파생서비스업 집단， 관광 비관련 직업집단， 이주 

민집단 등으로 나뉘어진다. 

다섯째， 이러한 주민의 대응에 따라 지역사회 

는 경제 · 사회 • 공간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어존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촌락공동체의 약화 • 해체 현상이 나타나 

고， 거주공간과 노동공간이 분리되면서 공간이 

이원화되고 있다. 

한편， 대도시 주변 어촌의 관광지화가 일반적 

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각 어촌지역 

은 그 지역 나름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를 겪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어촌의 관 

광지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이고 풍부한 논의를 

위해， 보다 폭넓은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註〉

1) 아파트와 빌라의 주민을 제외한 이유는， 이들 거 

주민의 80-90% 정도가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북정자리의 기능변화 과정과는 거의 연관 

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북 

정자리에는 아파트 3동(211세대， 1992년 건축)과 

빌라 1동 (16세대， 1995년 건축)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의 한 동은 월성 원자력의 사원아파트이 

고， 월성 원자력의 건설을 맡은 대우건설의 직원 

도 다수 살고 있어서， 거주가구 중 약 70% 정도 

가 이들 직장에 출퇴근한다. 또한， 이들 아파트와 

빌라는 마을 외곽을 지나는 1027번 지방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정자리 마을을 거치지 않고 

외부와 직접 연결되어， 이주민과 마을원주민간의 

교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북정자리 

이장은 이들 이주민들도 남정자리에 열리는 2.7 

장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생활의 모 

든 변에서 이주민들이 정자리의 원주민과 격리되 

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자 

리라는 삶의 현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개인교통비는 자가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3) 관광은 개인의 여가시간 중에서 감상， 지식， 체험， 

휴양， 참가 및 정신의 고무적 활동을 구하는 인 

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 가운데 

일상생활을 떠나서 다른 자연， 문화 등의 환경 

아래에서 행하게 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다 

른 여가활동에 비해 공간적으로 광범위하고 시간 

의 제약이 덜하며 시장의 범위가 큰 조직적인 여 

가활동 현상으로 볼 수 었다(김광득， 1995: 14-28). 

4) 이 논문에서는 가구의 직업 범위를 가족 구성원 
중 세대주 부부 및 세대주와 동거하는 부모의 직 

업으로 제한하였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자녀의 

경우， 취업률과 가계소득에의 기여도가 낮고， 직 

업의 성격이 부모세대와는 매우 달라서， 어촌지 

역의 기능변화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세대가 가구소득을 100% 담당하는 경우가 1 

가구 있었으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녀세대 

의 직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한편， 앞으로 관광 

관련 서비스업이라 하면，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서비스업과 이러한 서비스업으로부터 파생된 고 

용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1990년부터 1996년 8월 8일 현재까지 강동면의 

식품위생업소 허가건수는 총 139건인데， 그 중 

횟집 ·초장집 등 활선어요식업소에 대한 허가가 

83건으로， 전체 허가건수의 59.7%를 차지하고 있 

다. 특히 정자리의 경우， 1990년 이후 횟집 및 초 

장집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42건으로 강동면 전 

체 횟집.초장집 허가건수의 50.6%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중 90% 이상이 북정자리에 집중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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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동변에는 10여개 이상의 어촌부락이 있는 

데， 특히 북정자리에 활선어요식업소가 집중적으 

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자료: 강동면사무소， 

1996, 식품위생업소 허가대장). 

6) 초장집이란 손님이 회를 먹을 수 있도록 초장과 

야채， 밥 등만을 파는 곳으로 직접 횟감을 손질 

하지는 않는다. 정자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활어 

위판장에서 활어를 사면 위판장에서 활어를 손질 

해서 관광객이 원하는 초장집으로 회를 배달해 

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판장 주변의 노점 

상들에게서 초장과 야채 등을 사서 정자방파제 

위에서 먹기도 한다. 

7) 한편 전문 • 기술직이나 생산 · 판매직에 종사한다 

고 답한 사람들 중 75%가 현대 또는 현대 계열 

사에 다닌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 · 기술직 종사 

자 중 대부분이 일반 기술직 또는 기능직임을 의 

미하는 것으로， 전문 · 기술직과 생산 · 판매직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즉면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연구지역의 변화는 울산도농통합시 전체 주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울산시 중구 · 남구 · 

동구 등 도농통합 이전의 울산시에 해당하는 곳 

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이 절에서 다루는 ‘울산’ 은 울주구를 제외 

한 울산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9) 울산시에 분포하는 어촌계는 남구에 4개， 동구에 

5개， 울주구에 24개로， 총 33개이다. 이는 울산에 

적어도 33개의 어촌이 분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울산시 수산계 내 부자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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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nctional Changes of the Fishing 
Villages around Big Cities: A Case Study of 

Jungja Ri, in Ulsan City 

Seon -Hae Baik * 

Summary 

A phenomenon has recently become widespread that fishing villages around big cities are changed 

to tourist centers for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es of these 

changes and the types of residents' adaptation. For this purpose, first, the extemal-intemal causes 

related to the fundional changes of fishing villages around big cities, second, the process of these 

changes which is stressed on a labour life, third, the changes of fishing village communities in 

conjundion with that fundional changes from the socio-spatial perspedive, and fourth,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genera1ization of the fundional changes of fishing villages are examined. The 

study area is Jungja Ri in Ulsan City. The extemal and intemal causes of the fishing villages are 

combined with the phenomenon that fishing villages around big cities are changed to tourist centers, 

and in conjundion with the regionality and the role of the men leading change, the types of 

adaptation will be variable. This produces the change of the whole regional society, and notifies in 

advance the disorganization of the existing village community. 

Key Words Mode of consurnption, Fishing village’ s change to tourist center, Leader, Type of 

adaptation, Place marketing, Village community' s dis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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