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찰과 미래전략을 펴내며

지속가능한 제주,
명견만리로 풀어야

제주는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된 섬이다. 제주의 선인들은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 제주인들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도 하고, 바다에 갇혀 살면서 제주 삶의 역사를 써내려 왔다.
제주인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척박한 자연과 거친 환경은 얼마든지 견
딜 수 있었다. 그러나 몽골지배 100년, 출륙 금지 200년, 제주4·3으로 인
한 아픔 등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주인의 마음
밭은 화산재로 이루어진 척박한 환경보다도 황량하기만 하였다. 그 때마
다 한라산을 품은 대자연은 언제나 한결같이 제주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
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운을 주었다.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인의 환경 보물섬이다.
제주사회가 지금처럼 세계사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가?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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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람사르 습지목록에 등재되었다.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보유하
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지역이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
화를 가지고 있다. 제주해녀문화,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제주밭담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늘날 제주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주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연환경은
가장 많이 파괴되었으며, 제주다운 정체성도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 동안 제주사회가 걸어왔던 길을 깊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 카본프리아일랜드 등 다양
한 비전에 대해서도 제주다움을 이루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최근, 관광객과 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서 다시 둔화로 이어지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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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지금까지 제주사회가 걸어오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경험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겪었던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어
쩔 줄 몰라하는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현실 문제에 집
착한 나머지 지난 경험을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래 사회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에 갇힌
대안발굴에 허덕이고 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2018년에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
사회를 둘러싼 담론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미래상의 혼재 및 혼선으로 야기되는 도민공감대 부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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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비전 실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이다.
둘째, 예측하기 쉽지 않은 제주지역 인구변화로, 발생가능한 환경·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제시하기 위한
화두와 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제주사회의 발목을 잡고 도민의 의견을 분화하는 여러 가지 갈등
을 관리하고 제주다운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민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
한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의 첫 번째 성과로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보고
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주사회가 걸어왔던 길을 성찰하며 미래
사회를 조망해 보는 생각들, 그리고 제주다움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
켜나가야 하는 정책 대안들을 중심으로 본 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서는 제주사회를 성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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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에서는 제주성찰과 미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많
은 도민들이 공감하는 제주다운 제주의 미래상을 그려나갈 것이다.
도민이 함께하는 미래, 도민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제주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나 온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를 명견만리의 지혜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도민이 바라는 미래, 도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가 제주의 현실이 되는 그
날까지 도민과 함께 매진할 것이다.

2018. 12.
제주연구원장

김동전

서 문

07

2018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차   례

서 문 | 김동전

03

제 1장  제주 성찰
제주 정체성 정립과 구비철학의 재발견 | 허남춘

12

탐라복(耽羅鰒)과 탐라해(耽羅海): 공공체의 해정학(海政學)을 위하여 | 전경수

64

제주의 발전가치 성찰과 자연자본주의 | 고충석

106

지방자치의 상상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 민 기

136

제 2장  제주 미래담론
제주특별자치 시즌2의 핵심 과제: 읍·면·동을 시민공화정치의 산실로 | 안성호

166

복지환경의 변화와 제주형 복지모형의 기본 방향과 전략 | 이태수

192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 이규용

226

제주의 미래와 제주다운 교통 | 이창운

270

제주도 도시생태 연구와 생태도시 방향 모색을 위한 단상 | 이도원

296

제주환경자원 총량제 의의와 도입방안 | 전성우

330

제주의 세계환경수도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 김태윤

368

제주 농업과 삶의 질 현황 그리고 미래 지향 과제 | 송미령

426

제주관광의 성찰과 미래전략 | 홍성화

448

블록체인과 제주의 미래 | 김용태

476

09

제1장

제주 성찰

제주
정체성 정립과
구비철학의
재발견
허남춘

12

현) 제주대학교 교수
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장
전) 한국무속학회 회장

1.

서

2.

구비철학의 저변

3.

시간·공간관

4.

국가와 공동체

5.

제주 철학의 현대적 적용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1. 서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거나, 가장 제주적인 것
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 시장에 상재해서 성공한 것보다는 망한 것이 더 많다. 가장 제
주적인 것을 아직 세계 시장에 상재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제주문화의
세계화는 섣부르다는 느낌이 든다.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잘 찾아내 잘
포장하여 세계에 내놓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제주에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몇 가지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것으로 그
리스·로마 신화가 세계 최고라면, 구술되어 전하는 것으로 제주 신화가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다. 장수의 땅으로 알려졌으니 제주의 음식 또
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 ‘강술’이란 고체 술은 세계에
서 희귀하다.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품은 제주의 관광문화는 세계
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스스로의
자기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전에도 제주를 세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실패한 기억이
생생하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려는 모색, 그래서 ‘영어공용화’
를 내건 사건도 있었다. 자기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곳은
전에 영미의 식민지였고 말이 여럿이어서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뿐이었
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그런 경우인데,
국민의 동질성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영어 습득 정도에 따라 계급
이 나누어져 있다.1 세계화를 위해 영어로 공용어를 삼아 잘 하자는 것은
1

조동일, 2005,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1』, 계명대학교 출판부,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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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일 뿐이었다.
20년 전 즈음에 ‘세계섬문화축제’를 시도했던 것도 주목할 만하
다. 발상과 도전정신은 좋았는데 자기 점검이 미흡해서 더 진전되지 못
했다. 세계문화를 주도할 마인드와 소통방식의 미숙, 기획과 연출의 부
재가 실패의 원인이었다. 10여 년 전에도 몇몇 학자가 ‘세계 섬문화 포
럼’이나 ‘아시아·태평양 문화공동체’를 근간으로 ‘제주문화의 세계화’2
를 주장한 적이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제주가 주체가 되어 문화 정
체성을 연구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은 도외시한 채 문화를 상품화하여 빨
리 성과를 얻으려는 성급함이 앞섰기 때문에 세계화 전략은 실패하고 말
았다. 이제 새롭게 세계화를 논하는 자리에서는 우선 제주문화의 정체성
을 확립하고, 그것을 잘 이론화·체계화하여 적절한 문화콘텐츠로 만들
고 대표 축제나 공연으로 승화시켜가는 수순을 잘 이룩해가야 할 것이
다. 제일 우선적인 것은 문화 주체의 확립이고, 둘째는 문화 창조 인력의
확충이고, 셋째는 정체성의 수립이다. 제주를 세계의 중심에 놓고 정체
성을 연구하는 인재를 두루 활용하여 문화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
지 않으면 그 어떤 세계화도 불가능하다. 우선 세계화 가능성을 타진하
고, 세계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세계화 대상은 굿과 신화, 약초와 음식, 스토리텔링, 축
제, 공연물이다. 제주의 풍부한 신화와 신화를 구연하는 심방의 굿은 세
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천지개벽으로부터 우주만물의 생성과 마을과 공
동체의 역할까지 세세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그리고 신화에
바탕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힘’은 제주의
자랑이다. 이런 문화 자원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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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전, 2003, 『제주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집, 역사문화학회, 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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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해야 될 것이다.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한 국가의 문화 혹은 한 지역의 문화는 위
기를 겪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지역문화가 세계문화로
이동하는 쌍방향의 과정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국의 두
드러진 문화현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계화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속
에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세계의 문화가 더욱 활력을 지니게 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세계
화 계획을 세우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
가야 한다.
온 세상이 근대화와 세계화로 획일적인 변모를 거듭하여 왔음에
도 제주는 갑작스런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고, 나름의 정체성을 잘
지켜온 편이다. 문화적 전통이 지역의 공동체성에서 비롯되는데 제주는
마을 공동체를 잘 지켜온 덕분에 주체적 문화의 세계화도 확실히 가능한
지역이다. 그 공동체성은 마을신앙인 굿과 신화에서 비롯된다. 굿 속에
녹아 있는 신화는 스토리텔링의 근거가 된다. 21세기 문화콘텐츠를 활용
한 문화상품과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인 바, 제주
는 그 가능성의 전선에 서 있는 셈이다. 그리고 제주 신화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비견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것이어서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들고
나설 수 있다. 거기에 덧보태 제주의 음식문화와 거기에 담긴 미래지향적
문명성도 특징적이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꾸는 문화적 속성으로 파
탄 난 현대문명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우리가 살던 방식이었는
데 지금은 사라진 방식이고, 그래서 새롭게 계승할 대안이 제주에 남아
있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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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제시했지만, 문화 현상에 대
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파악이 있어야 진정한 가능성이 모색될 것이다.
문화를 바라보는 그간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문화적 ‘토대와 근간’을 튼
실히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창조 인력의 양성이다. 제주문화
를 연구할 연구자와 연구결과를 활용할 문화전문가가 양성돼야 한다. 문
화 연구원과 문화 교육원에서 연구, 기획, 연출, 공연을 담당할 역량이 우
선 배양되어야 함을 첫째 조건으로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민족문화는 근대적 민족국가에 치중하면서 지역을 소외
시켰고 근대 이전의 문화를 바라보는 데 소홀했다. 한국문화라는 단일체
는 지역문화의 복합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제주문화는 소
중하다. 그러므로 지역을 변방으로 보지 말고 중심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선 제주사람들이 먼저 제주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의식의 정체성을 가
져야 할 것이다. 정체성이란 가장 근원적인 측면이어서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제주문화의 작동원리를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본 고는 서두
에 제주문화의 공동체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파편화된 현대문명 속에서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함께’의 논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함께’만
존재하면 그 또한 구속이다.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따로’의 논리를 결합
하여 ‘함께 하면서 또 따로 하는’ 융합의 원리가 필요한 때다. 제주문화
에는 이런 ‘따로 또 함께’3의 원리가 숨어 있다. 그런 문화에 작동하고 있
는 원리를 찾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3

허남춘,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36쪽. 이 ‘따로 또 함께’의 이론은 도법스님
의 『지금 당장』(다산초당, 2013)의 ‘따로 또 같이’ 이론과 통하는 바가 있어, 가져와 다듬고 보태어 제주 철학을 설명
하는 원리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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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철학의 저변
철학의 개념이나 용어가 지니는 고도의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적 표현 형
태로 드러나는 신화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표현력과 형상성이라는 문학
의 영역을 만나게 된다. 한편 그 속에 담긴 보편적 진리와 추상성이라는
철학의 영역을 탐구할 수 있다. 신화를 비롯한 구비문학과 그 속에 담긴
철학에 대한 탐구4의 유래는 그리 오래지 않다. 근대 학문에서 문학과 사
학과 철학이 너무 분화된 채로 연구되는 풍토를 반성하고, 이를 통합적
으로 이해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이제는 구비문학과 구비철학의 상관성
을 논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어 구비문학의 연구 폭이 훨씬 넓어졌
다. 과거에는 텍스트 구조분석과 모티프 분석을 통한 문학적 형상화 과
정에만 국한되었던 연구가 보편적 사유방식과 사상의 원리 탐구에까지
확산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구비문학의 형상력을 배제하고 보편적 진리의 추구와 추
상성이 결합한다면 구비철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구비문학과 구비철학
의 상관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갈래가 신화다.5
왜 제주 신화인가. 제주는 무엇이 결핍이고 무엇이 풍부한가. 기
록이 부족하고 구비전승이 풍부하다. 중앙 정권의 냉대와 무관심 때문에
고통을 당한 역사는 있는데 제주가 지닌 고귀한 가치에 대한 기록은 미
미하다. 제주 스스로 기록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그 대신 구비전승 속
에 오롯이 담아 문화적 전말을 전하고 있어 다행이다. 제주의 전신인 탐
라는 중세화에 실패하여 망했고 서서히 중세 국가에 동화되었지만, 탐
라 고유의 원시적 고대적 세계관을 온전히 지켜왔다. 구비전승 속에 옛
4
5

김헌선, 2001, 「구비문학과 철학의 상관성」, 『구비문학연구』 13, 한국구비문학회
김헌선, 「구비문학과 철학의 상관성」,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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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들이 고스란히 전한다. 특히 무당의 본풀이에 오래된 인간의 사유가
잘 보존되어 전한다. 그 본풀이가 산문적으로 표현되면 신화라고 한다.
제주는 신화의 섬이다.
짧은 인간 문명사 속에서 두 번의 빛나는 정신혁명이 있었다. 하
나는 종교의 탄생이었고 그 다음이 근대 과학문명의 탄생이었다. 합리
주의를 표방한 과학정신은 직관적인 신화의 사유방식을 무시했다. 종교
적 초월성도 뛰어넘었다. 과학적 발견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을 마음대
로 조작하고 운명을 개선할 수 있었다. 생명 연장의 의학 기술, 무한 소
통의 디지털 기술, 하늘을 넘어 우주로 향하는 운송 기술 등등. 인류가
날마다 깨어나면서 놀라는 진보의 기술이 기세등등하다. 그런데 그 기
술이 인류를 대량살육하고 집단학살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엄청난 전
쟁이 있었고 핵무기는 더 큰 살육을 예비하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대단한데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현대인의
삶은 소외, 권태, 허무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파스칼은 이미 오래
전에 ‘어둠 속에 홀로된 인간’이라 예견하였다. 과학기술이 모든 삶을 행
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테크노피아’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신화와
종교가 미신이 아니라 바로 과학이 미신이다. 우리는 유토피아로 향하지
않고 파멸로 향해 가고 있다. 종교가 1차 형이상학 혁명이라면 과학은 2
차 형이상학 혁명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과학기술을 앞세운 실용주
의는 형이하학이 되어 버렸다. 지구 환경도 철저히 파괴해 버렸다. 우리
의 정신을 날로 황폐화시켜 버렸다.
현대문명은 무의식을 다룰 방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미처 날뛴
다. 지금도 광기(狂氣) 속에 있고 더 큰 광기가 파멸을 예고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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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그토록 외치지만 무섭고 파괴적인 비이성 역시 현대 삶의 일부분
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의식을 다룰 방법을 내장하고 있는 신화가 필
요하다. 정신적 마비와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신
화는 인간에게 자신의 인간다움을 일깨우고 숭고함을 회복시킬 수 있다.
신화는 인간이 신을 닮으려하는 과정에서 신성(神聖)을 일깨운다. 그리
고 막혀버린 세상과 다른 세상에 대해 알려 준다. 신화 영웅의 투지가 우
리의 약해진 내면에 용기를 북돋는다.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약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이라고 질문을 던진다. 죽음과 허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 과학이 주도한 근대문명을 극복할 3차 형이상학의 혁명은 기계적
이성을 초월하는 상상력에서 비롯될 것이다. 신화는 바로 상상력의 원천
이 되어 줄 것이다.
제주는 신화의 보고다. 1만 8천 신이 산다고 하고,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 수많은 신화가 아직 남아 있다. 이 신화 속
에 현대문명을 치유할 무언가가 들어 있다. 인간의 생명 가치를 찾게 하
고 파멸을 넘어설 해답이 제주 신화 속에 내장되어 있다.
제주에는 보기 드물게 창세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천지왕본
풀이>에는 우주가 혼돈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늘과 땅이 떡징처럼 서서
히 벌어져 멀어지고 어둡던 세상에 천황닭이 울어 세상이 밝아졌다고 한
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청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흑이슬이 솟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한다. 우주와 만물이 만들어진 이야기다. 태고 적에 설문
대할망은 거구의 몸으로 흙을 퍼담아 한라산을 만들었는데 흙을 담던 앞
치마에 구멍이 있어 흙이 샌 것이 300여 개의 오름이 되었다고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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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창조의 이야기다.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가 풍부한 제주는 파괴와 파
멸로 이어지는 현대문명을 치유할 근거가 되어 준다. 한 땀 한 땀 바느질
을 하듯, 한 삽 한 삽 흙을 퍼담 듯 조금씩 흙을 퍼나른 설문대할망의 수
고로움이 이 시대에 다시 계승되어야 할 정신이다. 우리는 할망처럼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제주에는 생명을 주관하는 삼승할망이 계신다. 하늘과 땅의 중
간 쯤에 서천꽃밭이 있는데 거기서 꽃을 따다가 잉태를 시킨다고 한다.
하얀 꽃을 따주면 남자아이가, 붉은 꽃을 따주면 여자아이가 태어난다
고 한다. 15세 이전에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또한 삼승할망이 거두어 살
핀다고 한다. 아이에게 흉험을 주려는 마누라신을 달래고, 아이를 해코
지 하려는 구삼승할망을 달래며 생명을 지켜내는 할망이 있다.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에서 생명 탄생의 신비를 일깨우는 제주의 신화는 새로운
메시지가 되어 줄 것이다. 뭇생명이 파멸의 위험에 서 있는 현실에서 생
명을 살리는 전통이 제주로부터 발신되어야 한다.
제주의 한라산은 삼신산(三神山) 중 하나인 영주산이라고도 하는
데, 불로초(不老草)가 있다고 하여 진시황이 서복 등을 보내 약초를 구한
곳이다. 그 불로초가 한라산에 자생하는 영지라고도 하고 시로미라고도
한다. 한라산은 남방한계 식물과 북방한계 식물이 두루 자생하는 식물의
보고로서, 귀중한 약초를 많이 품고 있다. 예로부터 제주가 장수의 섬인
이유도 신성한 땅과 약초 덕분일 것이다. 제주는 예로부터 생명 연장의
꿈을 담은 섬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섬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에서
‘생명과 치유’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출범시켜야 한다.
제주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땅으로부터 연유하는 신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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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육지 대부분의 신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바다를 건너오는 데
반해, 제주의 신은 대부분 땅에서 솟아난다. 식물의 생명이 땅에서 움트
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도 땅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여자가 아이를 낳
는 것처럼 대지가 자궁으로부터 만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여긴 유럽과 북
미의 초기 창조신화는 최초의 인간이 식물처럼 대지로부터 솟아올랐다
고 상상한다.6 그런데 이런 신화가 세계의 도처에 있다가 사라졌는데, 제
주에는 풍부하게 남은 것은 어떤 연유인가. 바로 제주는 생명의 산출처
가 땅이라고 여기고 그 신화를 지금까지 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같고 인자한 대지는 여신이 되어 또 다른 신화를 산출하였
다. 인간세계의 여인으로 하늘나라 문도령을 사랑한 자청비는 온갖 시련
을 이기고 인간세계에 오곡종자를 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자청비는 인
간이 농사를 짓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자연재앙으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안 자청비는 오곡종자를 가져온 후, 잊고 온
것이 있다고 하여 다시 하늘에 올라가 메밀 씨앗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
래서 이 메밀 씨는 다른 곡식보다 늦게 파종하는 법이란다. 오곡을 심어
농사를 망치면 구휼의 목적으로 늦게 메밀을 심어 굶어죽는 재난을 극복
했던 지혜가 제주에는 남아 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자
청비의 사랑은 대지를 닮은 모습이다. 땅과 제주 여신의 인간애가 한 묶
음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그래서 땅은 생명의 산출처이고 제주는 생명
사랑의 출발처다.
제주에는 창조의 이야기, 대지를 만든 이야기, 생명 잉태 이야기,
불로장생의 이야기, 땅에서 솟아난 이야기, 오곡종자 이야기 등 땅과 생
명과 여신의 이야기로 넘친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이제 우리 삶의 이야
6

카렌 암스트롱, 2011, 이다희 역,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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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가져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준비해 보자. 새로운 생명의 문명을
시작해 보자.
제주도 굿에는 맞이-풀이-놀이가 있다. 굿은 단순하게 샤머니즘
이라는 종교적 속성만을 지닌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종교적 속성만 지녔
다면 그것을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하려고 했겠는가.
거기에는 음악, 미술, 문학, 춤, 연극이 망라되어 있다. 우리 민족, 제주도
의 전통예술이 제주굿에 모두 담겨 있다.
제주도는 다양한 예술 장르가 전승되는데 희곡 장르에 해당하는
것은 굿놀이가 유일하다. 육지에서 탈춤이 대유행 했는데 제주도에는 어
떤 영향을 미쳤을까. 1930년대 <입춘굿놀이> 재현 장면을 보면 탈의 모
습이나 악기의 구성을 볼 때 육지의 영향이 있었음을 확신한다. 제주의
탈은 애초에 종이탈이었는데 30년대 굿놀이 장면에서는 육지 탈을 쓰고
연희하는 모습이 확연하다. 제주에는 타악기로 설쇄를 두드리는데, 거기
의 악사는 꽹가리를 쥐고 치는 모습이다. 그러니 20세기에는 제주의 굿
놀이에도 육지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 이전에는 탈춤의 영향이
미미하였다. 조상신본풀이 <윤대장본풀이>를 보면 “억광대 빗광대 할
미광대 초란광대 지인광대” 등 육지의 광대 이름이 나열되는 것을 보더
라도 육지 탈춤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주 굿놀이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 아마 제주의 굿놀이가 재미있어 탈춤이 발붙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지금 남아 있는 굿놀이는 육지의 탈춤적 영향과 무관한 원래의
모습이다. 종이탈을 쓰는 원래적 모습이고, 내용도 인간과 자연의 교감
이라는 원초적 주제의식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풍요와 안전을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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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액막이와 치병의례를 하는 내용이 큰 흐름을 이룬다. 그러나 굿이
라는 종교적 의례가 큰 흐름을 이루는 과정에서 굿놀이가 벌어지는 이
유는 ‘놀이’와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굿놀이는 신앙민을 위한
‘놀이’의 과정이어서 웃음을 유발하는 큰 신명풀이의 장이 된다. 인간의
섹스는 자연의 풍요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세계의 즐거운 행
위로 놀아진다. 감추고 은폐하던 것을 노출함으로써 얻어지는 쾌감을
노린다. 굿판이 놀이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굿을 21세기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방법이 있을까. 굿이 제
주의 훌륭한 전통문화라고 자랑할 방법이 없을까. 굿이 미신이라고 학
교에서 가르치고, 청산해야 할 문화라고 배워 온 기간이 70년이 지났다.
70-80대 신앙민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굿을 모르고, 굿을 비하
한다. 그런 상황에서 굿 문화를 되살릴 길은 요원하다. 다만 굿의 정신과
굿 속에 담긴 예술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공연과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
을 것이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굿놀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굿이 종교성을 지속하지만, 굿놀이는 그 근엄함을 차단하고 흥미성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송당본향당 신과세제(좌), 2016년 설문대할망제(우, 제주돌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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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놀이의 의미와 가치가 대단하다. 현대인에게도 전해주는 메시
지가 크다. 제주도민이 지닌 철학이 여기에 녹아 있다. 삶의 철학은 책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도 있고 노래에도 놀이에도 있는 법이다. 그것
이 문학의 영역에서 받아들이면 이야기문학, 노래문학, 놀이문학이 되는
것이고 철학의 영역에서 받아들이면 이야기철학, 노래철학, 놀이철학이
다. 너무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철학을 운명을 점쳐주는 철학관
에서 찾지 말자. 철학은 일상의 삶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철학적 가치를
찾아보자.

3. 시간 · 공간관
<원천강본풀이>와 시간관

어느 날 강님들에서 옥같은 여자아이가 솟아났다. 그때부터 어디선가 학
이 날아와 한 날개로 깔고 다른 날개로 덮고 야광주를 입에 물리며 그 여
자아이를 키웠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었으
나 모른다고 하자 ‘오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오늘이가 박이왕의
어머니 백씨 부인을 만나 부모가 원천강에 있음을 알고 부모를 찾아 길
을 떠났다. 오늘이는 도중에 장상이라는 사람을 만나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묻자, 장상은 서천강 가의 성 안에서 글만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
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오늘이가 연꽃을 만나 길을 묻자, 연꽃은 제일 윗
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였다. 또 큰 뱀을 만나 길을 묻자, 큰 뱀은 야광주를 세 개나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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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도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
였다. 매일이라는 처녀를 만나 길을 묻자, 매일이는 자신이 항상 글만 읽
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옥황의
세 시녀를 만나 길을 묻자, 시녀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러 그 벌로 물
을 푸고 있는데 바가지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을 퍼낼 수가 없다며 도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오늘이는 정당풀과 송진으로 바가지의 구멍
을 막고 옥황께 축도한 후에 물을 대신 퍼 주었다. 시녀들은 크게 기뻐하
며 오늘이에게 백배사례하고는 원천강까지 동행하며 길을 인도해 주었
다. 이렇게 해서 오늘이는 원천강에 도착하지만, 문지기가 오늘이를 안
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이가 서럽게 울자 냉정하던 문지기가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오늘이의 부모에게 가서 고하였다. 오늘이를 부른
부모는 왜 여기에 왔는지 물어 자기들의 딸이 분명한지 확인한 뒤, 오늘
이를 낳은 날에 옥황상제로부터 원천강을 지키라는 명을 받아 이곳에 오
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고는 춘하추동 사계절이 모두 존재하는 원천강
의 성 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며칠 후, 오늘이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원
천강으로 오는 도중에 부탁받은 것들을 부모에게 물었다. 부모는 장상과
매일이는 부부가 된다면 만년 영화를 누릴 것이고, 연꽃은 윗가지의 꽃
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만발할 것이며,
큰 뱀은 야광주 두 개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것
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오늘이가 연꽃과 큰 뱀을 처음 만난 사람이
니, 그 야광주와 연꽃을 받으면 신녀가 되리라고 알려 주었다. 되돌아오
는 도중에 부탁받은 일을 모두 마친 오늘이는 백씨 부인을 찾아가 감사
의 인사를 올리고 보답으로 야광주 하나를 선사한 후에 옥황의 신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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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승천하였다. 승천한 오늘이는 옥황의 명을 받들어 인간 세상에 강
림하여 절마다 다니면서 ‘원천강’이라는 책을 목판으로 적는 일을 맡게
되었다.7

그림 2. 이성강 감독의 ‘오늘이’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혼자였는데 백씨 부인을 만나 원천강의 부모 사연을 듣
고 부모를 찾아 떠난다. 별층당의 푸른 옷을 입은 장상도령을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매일 책만 읽는 사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난국을
헤쳐가야 하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연화못 연꽃을 만나 다음 행
로를 알게 되고, 대신 한 가지에만 꽃이 피는 사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
지가지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알아주기로 하고 떠난다. 청수바다 천하대
사(大蛇)를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여의주가 셋이나 있는데
용이 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지 알아주기
로 하고 떠난다. 글 읽는 여자아이 매일이를 만나 다음 행로를 알게 되고,
대신 매일 책만 읽는 사연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명에서 벗어나는지 알아
주기로 하고 떠난다. 옥황 시녀를 만나 물 푸는 일을 돕고 드디어 시녀의
도움으로 원천강에 다다른다. 반복적인 행로가 이어지는데 사연은 제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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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다.
주인공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정이 특별하다. 누구
든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다음 목적지만 알고 있다. 단박에 목적지
를 알고 떠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쉽지 않음을 일깨워 준다. 다
음 목적지를 알려 줄 수는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그들도 모른다.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일러 준다. 그래서 초등학
교에서는 몸에 대해 배우고, 중학교에서는 정신에 대해 배우고, 고등학
교에서는 교양을 배우고, 대학교에서는 전문지식에 대해 배우고, 이후
에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세상의 진리에 다다르게 된다. 지속적으로 마
음 수양을 해야 세상의 진리에 가까워진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
이 단박에 최종 결론을 줄 수 없고 한 가지 진리만 알려 준다는 것을 상징
한다. 그런 지식의 조각을 모아 엮어야 최종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지속적으로 지식을 얻고 실천해 나가는 길이 있음을 알려 준다. 인생의
묘리가 오늘이의 여정 속에 있다.
그가 다다른 원천강은 어떤 곳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있
는 신비한 곳이다. 첫째 문을 여니 따듯한 바람이 불고 온갖 꽃이 피어 있
었다. 둘째 문을 여니 햇볕이 따갑고 풀과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
다. 셋째 문을 여니 들판에 곡식들이 익어가고 온갖 열매들이 달콤한 냄
새를 풍기고 있었다. 넷째 문을 여니 하얀 눈이 날리고 찬 바람이 불고 있
었다. 사계절이 하나인 세상이다. 우리가 나뉘어 있다고 여기는 시간이
여기서는 하나다. 계절은 순환되지만 원래 하나라는 것이다. 조금 덥다
고 조금 춥다고 느낄 뿐이지 실은 시간은 하나의 방향으로 흐를 뿐이다.
우주는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임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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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리스로마신화』의 네 가지 모습을 지닌 스핑크스(좌), 여성성으로 표현된 스핑크스(우)

이집트 스핑크스의 이야기가 환기시켜 주는 세상도 하나다. 스핑크스는
네 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몸, 독수리의 날개,
뱀의 꼬리 –이는 하늘의 네 귀퉁이를 지키는 별자리를 상징하였다고 한
다. 아울러 봄에는 사람, 여름에는 사자, 가을에는 독수리, 겨울에는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는 하나의 우주를 표현한
다른 모습일 뿐이다.8 동서남북과 봄여름가을겨울 시공간이 하나임을 일
깨워준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풀고 난 후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에 나온다. 인간의 문제
를 푼 오이디푸스는 오만했고 결국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된다. 스핑크
스가 지닌 신비한 문제는 아직 풀지 못 했다. 스핑크스는 신의 모습이기
도 하고 우주의 에너지여서 늘 겸허하게 대하여야 함을 일깨운다. 우리
는 이런 그리스 철학은 아는데 제주 철학은 모른다. 우리는 오이디푸스
의 오만처럼 신을 모두 안다고 하면서 스스로 비참한 운명을 자처하기도
한다. 제주 철학은 그리스 철학처럼 우주의 시간관을 제시하여 놓고 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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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도 훈계한다. 그리스에서는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인생을 그렸지만, 제주에서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
한 사람들의 인생을 희극적으로 그려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풀게 된다. 장상이와 매일이는 만나
부부가 되어 만년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큰 뱀은 여의주 두 개를 포기하
자 드디어 용이 되어 승천하고, 연꽃은 하나뿐인 꽃가지를 꺾어 주자 가
지가지 꽃이 피어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물론 갖은 고난을 헤쳐 원천
강에 도달하고도 거기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와 주변을
챙겨 준 오늘이도 결국은 천상의 옥황 시녀로 들어가 세상 사람 돕는 일
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절된 시간 속에서
는 시련과 불행이 지속되지만 시간을 통합하여 보면 세속적 문제가 해결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주 신화 속의 철학은
통합된 시간관을 제시한다. 여름에는 덥다고 푸념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투정하는 순간적 불화를 버리라고 하고, 여름에는 여름이니 덥다고 지
나고 겨울은 겨울이니 춥다고 지나는 순환적 시간관을 긍정하고, 더 나
아가 통합적 시간관을 내장하고 있다. 시간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불행을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제주철학을 경청하기 바란다.

서천꽃밭과 공간관

제주는 자연이 아름답지만 신화 속의 자연은 더 아름답다. 현실의 자연
은 우리의 감성을 어루만지지만 신화 속의 자연은 우리의 심성을 어루만
진다. 우리는 인간세계에 원 없이 살다가면 좋겠다고 여긴다. 죽음이 아
쉽기야 하지만 생의 저쪽도 우리가 가야할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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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다. 그런데 급작스런 죽음이나 억울한 죽음은 늘 도사리고 있다. 악
인에 의한 부당한 죽음에 힘겨워하는 주인공은 어김없이 ‘서천꽃밭’을
찾아가 죽은 자를 살려 낸다. 제주인의 심성에는 이런 꽃밭이 하나 살아
있다. 특별하다.
제주 신화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환생꽃이 여러 군데 등장한
다. 그러나 환생꽃 이외에 멸망꽃도 나타난다. 다섯 곳의 예를 든다.
○ 삼승할망본풀이: 아이를 점지하는 ‘생불꽃’
○ 이공본풀이: 죽은 어머니 원강암이를 살리는 ‘환생꽃’, 제인장자의 집에 가서
복수를 하는데, ‘웃음 웃을 꽃 ’을 먼저 뿌려 미치게 하고, ‘싸움 싸울 꽃’을 뿌
려 어지럽게 한 후 ‘수레멸망악심꽃’을 뿌려 죽임.
○ 문전본풀이: 죽은 여산부인을 살리는 ‘뼈 살 꽃’ ‘살 살 꽃’ ‘도환생꽃’
○ 세경본풀이: 죽은 남편 문곡성을 소생시키는 ‘도환생꽃’과 천상의 변란을 일
으킨 무리를 죽이는 ‘수레멸망멸망꽃’
○ 차사본풀이: 삼형제가 중이 되어 과양생이 각시에게 죽임을 당하고 꽃으로
환생하는데, ‘벙실벙실 웃는 꽃’ ‘슬프게 우는 꽃’ ‘팥죽같이 화를 내는 꽃’

탄생을 주재하는 꽃도 있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꽃도 있고, 죽은 이를 살
리는 꽃도 있다. 단순히 살리는 환생꽃 이외에 뼈와 살을 살리는 꽃이 순
차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희노애락의 꽃으로 환생한 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사를 주관하는 꽃이다. 이 꽃들은 모두 ‘서천꽃밭’에서 가져 온
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악한 이를 죽일 수도 있는 꽃은
자연의 생명력으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운명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유의 반영이다. 우주와 자연
과 인간의 중간 쯤에, 혹은 지상과 천상의 중간 쯤에 서천꽃밭이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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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의 천신 혹은 옥황과 땅의 염왕이 주재하는 운명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서천꽃밭에 있다. 하늘에서 정한 운명과 염왕이 정한 운
명에 순종하지 않고 죽은 이를 살릴 수 있도 악인을 징벌하여 죽일 수도
있는 도구가 서천꽃밭의 환생꽃과 멸망꽃이다. 제주 신화의 서천꽃밭은
생사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소박한 운명 창조 의지라 하겠다.
서천꽃밭은 죽음에 대한 극복 의지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그것을 넘어선 세상에 대한 이미지의 투영이다. 그곳은 지상의 생명원리
와 관련되는 장소로서, 지상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강을 건너면 되기도
하고, 거기를 지키는 황새곤간의 허락을 받으면 환생꽃을 가져와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죽은 남편을 살릴 수 있다. 수평적 ‘저기’일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의 중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깊은 철학이 숨겨 있다. 꽃이 사람이 되고, 꽃으로 사람
을 살리고, 꽃으로 사람을 죽게도 한다. 뼈를 살리는 꽃, 살을 살리는 꽃,
웃음을 웃게 하는 꽃, 울게 하는 꽃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꽃과 운명공동
체란 의미다. 사람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식물이 되기도 하는 생각은 인
간과 자연과 우주가 하나라는 사유의 소산이다. 인간과 동식물이 대등하
다는 사유이다. 각 존재를 차별하지 않고 대등하게 바라보는 사유는 지
금 매우 소중하다. 인간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마구 자연을 파헤
치고 파괴하여 지구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파탄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는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제주 신화는 적절한 교훈을 제공한다. 제주의 철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꽃의 이미지를 살려 문화상품으로 만든 경우가 있으니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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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생명꽃밭!’이란 슬로건 아래, 제주 테크노파크가 지원한 생명 바이
오 사업이 다음의 성과를 거두었다.
1. 숨트일 꽃 - 섬 오갈피, 제주 조릿대, 진피
2. 살오를 꽃 - 경단구슬모자반, 백수오, 제주 홍해삼
3. 피오를 꽃 - 용암해수, 맛있는 물, 건강한 물
4. 웃음 꽃 - 감태, 비자, 송이

이런 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제주의 아름다운 정원 속
에서 힐링하면서 꽃밭의 정취를 즐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서
천꽃밭 프로젝트다. 최근 제주도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국가정원을
신청하려 하고 있다. 물영아리 인근에 제주 신화를 토대로 한 ‘서천꽃밭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힐링’을 도모하고 있다. 현대문
명에 찌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고, 꽃과 풀의 잎과 뿌리와 줄
기에서 채취한 약재로 몸을 치료할 수도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 농업을 개선하고 제주의 먹을거리를 슬로푸드와 로컬푸드
위주로 바꾸면서, 아울러 약초산업을 대표산업으로 키우고, 실제 제주
자연의 산야초와 꽃을 경험할 수 있는 공원까지 조성한다면 제주 신화에
서 보여 준 ‘서천꽃밭’의 ‘살 오를 꽃과 뼈 오를 꽃’이 현실화되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원천강본풀이>는 주인공 ‘오늘이’가 부모를 찾아가는 경험담이
다. 연꽃과 이무기에게 묻고 물어 찾아간 ‘원천강’이란 곳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다. <나뭇꾼과 선녀>에서처럼 두레박을 타고 가다 다다를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4계절이 함께 있는 곳이다. 동쪽 문을 열면 봄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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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는 여름이, 서쪽에는 가을이, 북쪽에는 겨울이 있는 곳이다. <이공
본풀이>에서 사라도령이 처자식을 두고 서천꽃밭에 꽃감관을 살러 갔
듯이, 오늘이의 부모는 오늘이를 두고 원천강에 감관을 살러 갔던 것이
다. 오늘이의 부모는 4계절을 주재하는 신격이고, 시간의 지배자다. 그
래서 서천꽃밭의 꽃처럼 원천강은 생생력(生生力)·생명력의 원천이 되
는 곳이다. 서천꽃밭의 꽃은 결국 시간을 주재하는 원천이다. 죽고 사는
것이 모두 ‘시간의 운행’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유가 거기에 있다. 이
런 해석은 불교적 세계관이 가미된 이후의 시간관이다. 불교란 신화적
사고가 공간 축에서 전개하는 사상을 시간 축에 투영해 전개하는 사상
이라 했다.9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삶과 죽음은 공간적 차원의 것이었
다. 우주는 하나인데 우주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
라는 것이다.
그런데 삶과 죽음이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면 불교에서건 기독교
에서건 지옥을 내걸고 인간에게 선행을 강요하게 된다. 삶과 죽음 둘은
나뉘어지고 죽음은 두려운 상황이 된다. 극락 혹은 천당에 가지 못하면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두려움이 극한에 이르고, 이때 제3의 지점
이 탄생한다. 그것이 연옥이다. 기독교에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존재하
는 제3의 처소가 있는데, 이를 연옥이라 한다. 자크 르고프는 신화와 전
설을 분석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양분되는 저승관을 분석하면서 연옥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열망과 사회적 요구에 의해
연옥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이는 기독교적 상상세계의 시·공간적 구조
변화라기보다는 사회의 논리체계 및 민중정신의 심층적인 변모다. 즉 종
말론이 퇴조하고 현세를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낙관적 세계관이 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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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12세기에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죽음과 세계의 심판 사이의 간극
을 메우기 위한 성찰이 필요했고 그 결과 연옥이란 개념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10 이런 점에서 연옥은 중간세계로 서천꽃밭과 유사한 점이 있다.
단테의 신곡에 연옥은 땅속에 있지 않고 산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
는 점도 그렇다. 2분법적 세계관을 3분법적 세계관으로 변화시키는 시대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세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그것을 넘어선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연옥에 투영하였
다고 본다. 서천꽃밭은 기독교의 연옥과 같은 천당과 지옥의 중간인 제3
의 처소와 닮은 듯하다. 하지만 큰 죄를 지은 자는 바로 지옥에 가지만 작
은 죄를 지은 자는 연옥에 가고, 거기서 정화받은 영혼이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상황과 다르다. 서천꽃밭은 죽은 자가 임시 머무르는 중간적
공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 환생꽃을 가져 올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사람은 일시적으로, 타의에 의해 의도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
할 수도 있지만, 그 억울한 죽음은 언제든지 ‘환생꽃’으로 구제할 수 있
고, 나쁜 인생에 대해서는 ‘멸망꽃’으로 언제든지 응징할 수 있다고 믿는
다. 서천꽃밭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중간계는 이렇게 인간을 위안하는
곳이다. 그리고 늘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 그
래서 우리는 하늘에 뜻을 전하기도 하고, 하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행운
을 누린다. 그것만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중간, 혹은 삶과 죽음의 중간이
라는 ‘공간적’ 의미는 ‘시간적’ 의미와 연관되고, 인간의 운명을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 사유하고 있는 원초적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10 자크 르고프, 1995, 『연옥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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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와 공동체
집과 사람살이의 철학

제주에는 1만 8천 신들이 산다고 한다.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숱한
신들과 비교할 만하다. 창세신, 산육신, 곡식신, 저승차사, 운명신, 무조
신, 풍요신 등 다양한 신이 있고, 제주도 각 마을마다 마을의 수호신인 본
향당신이 있다. 본향당신만 해도 500~600여 신위가 있을 정도다. 제주
의례에서는 ‘초감제’에서 옥황상제에서부터 높은 신들을 차례로 모신
다. 신들이 많기 때문에 초신맞이, 초상계, 제오상계를 하면서 여타의 신
들을 모신다. 그런데 이름 없는 신도 많다. 이것들이 영혼, 혼백이기도 하
고, 군병(軍兵), 군졸, 잡귀이기도 하고, 새(邪)나 ‘매’인 경우도 있다. 이런
이름 없는 신들을 합하여 1만 8000 신이라 하고 그 숫자는 많은 신을 의
미한다.
집안 곳곳에도 신들이 산다. 그 내력이 <문전본풀이>라는 신화에
담겨 있다. 남선비와 여산부인 사이에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첩에 의해 위기에 처하고 일곱 아들 중 막내인 ‘녹디생이’에 의해 위기를
극복하고 집안은 평안을 되찾는다. 집안을 수호한 녹디생이는 집안의 가
장 중심인 ‘상방’(마루방)의 신인 문전신이 되고, 여섯째는 뒷문전신, 나
머지 다섯 형은 동·서·남·북·중 5방의 신이 되었다. 어머니는 부엌의 신
(조왕신)이 되었고 아버지는 대문과 올레를 관장하는 신(정낭신)이 되었
고, 첩도 신이 되었는데 냄새 나는 화장실의 신(측간신)이 되었다. 어머
니 신이 첩을 싫어해 지금도 부엌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집안의 온기와 먹을 것을 관장하고 아버지는 집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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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주재하는 역할 분담의 재치도 읽을 수 있다. 부엌의 먹을 것이 화장
실의 똥으로 가고, 그것이 퇴비가 되어 다시 먹을 것을 키우는 순환의 재
치도 깃들어 있다.
제주에서는 최근까지도 새해가 되면 ‘문전제’를 하는데 바로 가
옥의 신에 대한 제사다. 문전제는 정월에 문전신을 비롯한 집안 곳곳의
가신(家神)들에게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일이다. 이것을 ‘문전
철갈이’라고도 하는데 문전신에 대한 제사와 함께, 밧칠성을 모신 ‘칠성
눌’에 새로 수확한 오곡을 넣고 그 위를 덮는 띠를 새로 갈아주는 일을
덧보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 이 신년 제사는 문전신, 조왕신, 올
레신을 비롯해 칠성신을 모시는 것이다. 거기에 삼승할망(아이의 탄생
과 양육을 보살피는 신)과 갈매(농기구를 수호하는 신)들도 함께 모신다.
대개의 경우 문전제는 맹감제(맹감코사) 뒤에 하게 되는데, 맹감
제는 생업수호신에게 집안의 풍요를 비는 의례다. 생업은 사는 위치에
따라 갈리고 모시는 신도 달라진다. 산간지역에서는 산신맹감을, 중산간
농업지역에서는 제석(혹은 세경맹감)을, 밭농사(특히 감귤) 지역에서는
드르맹감을, 바닷가 어업지역에서는 용왕맹감을 모시기도 한다. 그러니
제주의 새해맞이는 생업수호신과 가옥수호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밥 먹고 사는 일과 가족과 화합하고 사는 일이 중요함을 일
깨운다.
요즘 먹고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산다. 중학교 학생부터 입시
지옥에 들어간다. 고등학교 위상과 성적이 인생을 좌우하고 직업을 결정
하기 때문이다. 과외와 학원강의, 독서실로 이어지는 힘겨운 삶을 15세
어린 나이가 감내해야 한다. 중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렇게 공부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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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삶이 무어냐고. 그랬더니 세속적인 출세나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화
목한 가정’이라고 했다. 그들 부모님은 아이들을 과외 시키기 위해 밤늦
게까지 일하고 아이들은 부모들의 바람대로 성공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떠돌아다니고 식사 한 끼 제대로 함께 못하는 콩가루 가정인데 그 희망
은 ‘화목한 가정’이라니.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스쳐지나
가고 있었다.
제주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문전제가 잊혀져 가는 듯하
지만 아니다. 무속의례를 버리고 근대의 물결 속으로 강하게 합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날과 추석이란 조상제사로 스며들어 살아남게 되
었다. 설날과 추석의 조상제를 지낼 때 맨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문전제
다. 육지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면서도 ‘문전제’를 명절의례에 고스란
히 남겨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도 집안의 화합을 다짐
하는 것이니 문전제와 부합한다. 그러나 제주의 전통적인 문전제는 보
다 큰 의미를 환기시킨다. 집안 곳곳에 신들이 머물며 집안사람들을 수
호하고 있으며 집안 모두가 신들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이어서 그곳에 사
는 인간도 신성하다고 믿는 마음이 특별하다. 집안에서 부모 자식이 서
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한 공간에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집안
의 일과 집밖의 일을 역할분담하면서 화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친
다. 모든 것이 순환하는 이치를 새해맞이 ‘문전제’로부터 배운다. 제주에
는 아직도 1만 8000 신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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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화생(屍體化生)

<문전본풀이>에서 우리는 생활 속의 과학을 정면으로 만나게 된다. 남
선고을 남선비는 여산부인과 사이에 일곱 아들을 두고 있었다. 어느날
장사하러 떠나 오동고을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첩으로 삼고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자, 여산부인이 남편을 찾아 갔다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죽임을 당한다. 남선비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돌아와 아들 일곱 형제마
저 죽이려다 실패하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변소로 도망쳐 목을 매 죽
었고, 변소의 신인 측도부인(厠道婦人)이 되었다. 후에 일곱째 아들이 문
전신으로, 어머니는 조왕할망으로 좌정하게 된다.

 신인 측도부인과 조왕은 처첩관계였기 때문에, 부엌과 변소는 마주
그때 변소의
서면 좋지 않은 법이다. 부엌과 변소는 멀어야 하고, 변소의 것은 돌 하나, 나무
막대기 하나라도 부엌으로 가져오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11

위생적인 측면에서 부엌과 변소는 멀어야 한다는 과학적 상식을
처첩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이야기로 꾸며냈다. 생활의 지혜 속에 과학
과 문학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놓았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죽어 그 몸
이 해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시체화생신화(‘하이누벨레’형 신화)
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서 생물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는 과학적 잣대보다는 형태적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
여산부인의 일곱 형제가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들마저 죽이려 한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복수하는 장면은 우리나라 이야기에 흔치 않은
일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말하자면 ‘두 다리를 찢어 드딜팡(디딤
11 현용준, 1996,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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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으로, 대가리를 끊어 돼지먹이통으로 만들고, 머리털은 끊어 던지니
해조류가 되고, 입을 끊어 던지니 솔치가 되고, 손톱과 발톱은 굼벗으로,
배꼽은 굼벵이로, 음부는 전복으로, 육신을 빻아 날려보내니 각다귀와
모기가 되었다’라고 한다.
본풀이 속에는 악인에 대한 응징의 교훈이 있고, 고대인의 지략과
지혜가 담겨 있다. 해조류나 해산물의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그것
이 사람의 시체에서 왔다는 사유다. 인간세계의 것과 자연세계의 것 중
닮은 것을 짝지어, 인간과 자연이 순환하는 관계임을 은연 중에 밝힌다.
여성의 음부와 전복을 관계 짓는 흥미담 속에 옛 사람들의 유머가 묻어
난다. 시체화생신화의 대표격은 중국의 반고신화다. 반고가 죽은 후 그
의 몸에서 해와 달, 산과 강, 흙과 초목, 그리고 인간이 탄생하였다는 이
야기로 창세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전본풀이>에는 그런 창세
적인 화소는 없다. 창세 이야기가 화석화되어 해초와 해산물 기원 신화
적 흔적을 남기고 있다.

② 정낭과 도둑

남선비는 죽어 정낭신(정살지신)이 된다. 정낭은 정주석에 구멍을 뚫고
정주목을 걸어 집안의 사람이 어디에 거처하고 있는가를 알리는 대문이
다. 정주목 세 개가 모두 걸쳐 있으면 아주 먼 곳에 출타하고 있다는 신
호이고, 두 개가 걸쳐 있으면 조금 먼 곳에 가 있다는 신호이고, 한 개가
걸쳐 있으면 가까운 곳에 가 있다는 신호이며, 세 개가 모두 내려져 있으
면 집안에 주인이 있다는 신호다. 이 정낭은 마소나 사람이 집안에 접근
하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한다.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신호를 하게 되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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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이 들게 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지만, 대문을 지
키는 정낭신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허락 없이 함부로 집안을 드나들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이 정낭은 요즘의 교통 신호등과 같은 과학적 코드
(code)를 지니고 있다. 멀리서 정낭을 보고 그 주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언제 그 집에 농기구를 빌리러 가야 할지, 언제 떡을 돌리러 그 집을 방문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돕는 구실을 한다.
제주 가옥에서 중심은 상방의 앞문이고, 대표적 신은 역시 ‘문전
신’이다. 육지에서는 ‘성주신’을 중히 여기는데, 제주에서는 대부분의 제
사와 명절에 문전신을 위한 제상을 차리고 문신을 중하게 여기고 있다.
육지에는 보이지 않는 이 정낭은 필리핀, 라오스, 스리랑카에까지 분포
되어 있다. 제주와 해양문화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막내 아들을 중시
하는 사유는 유목문화의 잔재다. 제주에는 해양, 유목문화 복합의 흔적
이 산재한다.

③ 과학과 믿음

부엌신인 조왕과 변소의 신인 측도부인은 처첩관계였기 때문에, 부엌과
변소는 마주보면 좋지 않고 멀어야 좋다고 한다. 변소의 것은 돌 하나, 나
무 하나라도 부엌으로 가져오면 좋지 않다고 한다. 옛 사람들의 과학정
신이라 하겠다. 부엌과 변소를 가급적 멀리 두려는 옛 사람들의 상식과
믿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 나타난다. 현대과학의 맹신과는 분명 다르다.
현대인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노일제대귀일의 딸 같이 못
된 짓 하면 죄 받는다고 믿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을 귀일의 딸이라고 손가
락질하면서 악행을 경계하던 과거의 일상이 훨씬 인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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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처첩 갈등의 의미

본처인 여산부인은 부엌의 신이 되고 첩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측간의
신이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제주의 처첩 갈등은 미미한 편이다. 배를 타
고 위험한 일을 감내해야 했던 제주의 남성들은 자주 사고로 죽었고 남
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인구 구조를 낳았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성
은 남성에 의탁하여 새로운 가정질서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고자 하였고,
그러나 보니 한 남자에게 둘 셋의 부인이 있게 되었다. 이런 당연한 집안
가족구조 때문에 처첩 갈등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첩이 응징을 당하는 것은 ‘악에 대한 응보’ 때문이다. 여산
부인을 물 속에 밀어 넣어 죽게 한 죄는 몸이 찢어지는 벌로 응징된다. 몸
이 해산물이 되고 다시 해산물은 몸이 되는 순환구조가 있다. 화장실의
똥이 채소밭에 뿌려지고 채소가 다시 부엌으로 가는 순화구조도 있다.
처첩은 멀수록 좋기 때문에 부엌과 화장실은 멀게 자리 잡았다는 과학적
사고도 있지만, 똥이 다시 먹을 것이 되고, 측간의 것이 부엌으로 가는 순
환의 질서를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순환한다.
혼자 외로운 것은 없다. 누군가 인트라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운
명은 죽음으로 연결되지만, 또 언젠가 삶으로 순환될 것이다.
우리는 처첩 갈등이라거나 녹디생이의 영웅성과 아버지의 무능
함을 대비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전본풀이>는 우리에게 집
안의 신성성을 일깨운다. 집안 모든 곳이 신이 좌정한 곳이어서 어느 하
나 신성하지 않은 곳은 없다. 거기에 머무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상을 신처럼 여긴다는 말이 사실이다. 신은 죽
었다고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신성을 느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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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그저 오물부대일 뿐이다. 그래서 상대를
함부로 대하고 감정이 많이 상하면 그냥 찌른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학살이 커져가는 세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다음에 오게 될 학살과
폭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서 신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는 공간 속에 신성을 회복해야 한다. <문전본풀이>는 그래서 우
리에게 값진 신화다.

⑤ 남편과 아내, 정낭신과 조왕신

어머니는 부엌을 책임지고 아버지는 정낭과 올레의 신이 되어 대문 안
팎을 책임진다. 어머니는 집안을 책임진다. 먹는 것과 아이들의 양육, 그
리고 교육을 담당한다. 과외를 시키고 늦게 들어오는 아이를 나무라기도
한다. 아버지는 집의 안팍을 연결하는 임무를 갖는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마을 공동의 일을 책임진다.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관여한다. 아버지가 집안의 사소한 것에 잔소리하면 집안의 질서가 흔들
린다. 반대로 이웃과의 문제에 여자가 나서면 싸움이 커진다. 역할분담
의 지혜다. 물론 현대에는 그 역할을 바꾸어도 좋다. 그러나 아이가 학원
에 가지 않고 놀았다고 엄마도 잔소리를 하고, 아버지도 화를 내면 아이
는 갈 곳이 없다. 시험성적이 떨어졌다고 엄마가 혼을 낸 후, 뒤늦게 들어
온 아버지가 또 혼을 내면 아이는 갈 곳이 없다. 가출하거나 15층 옥상으
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엄마가 꾸중하면 아버지는 감싸야 하고, 아버지
가 꾸중하면 엄마가 감싸는 역할분담이 소중한 때이다. <문전본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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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팎의 역할분담 지혜를 일깨운다.

탐라국의 실체

세상의 모든 기억은 석비(石碑)와 구비(口碑)로 이루어져 있다. 돌에 새
기다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역사 추정의 근거가 되고 난 이후 구비는 그
신뢰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그러나 기록이 결핍한 탐라의 역사는 구비로
접근해야 하고 사제집단에 의해 신성하게 관리되어 온 구비전승의 신뢰
성을 인정해야 옳다. ‘탐라’를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고대국가와 대
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제주는 오랫동안 4.3을 떠올리면서 아파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에 일어났던 일인데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국가 원수가 사과하고 추념
일이 된 것은 근자의 일이다. 긴 세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
들이 고통 받았다는 증거다. 2018년은 바로 70주년이 되는 해다. 상처와
고통과 분노를 씻고 치유와 상생과 평화를 노래할 시기다. 고통은 기억
하되 명랑한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차례다. 내 아는 풍수쟁
이는 제주도가 어둡고 음습한 기운을 걷어내고 명랑한 땅으로 바뀌어가
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요즘 육지 쪽에서 문화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늘
어난 걸까. 볼만한(可望) 땅에서 살만한(可居) 땅으로 바뀌고 있다.
4.3을 기억하면서 약진과 화해의 문화를 떠올리게 만들어야 할
전환점이다. 그래야 4.3 평화공원의 이름에 걸맞는 시대정신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평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동아시아와 세계에
평화의 발신처가 될 수 있게 된다. 4.3의 역사를 정립하는 과정의 세월이
얼마나 평화적이었는가를 밝혀주고, 그 이전에도 평화적으로 살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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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힐 필요가 있다. 4.3의 땅 제주에 평화적인 전통이 흘러가고 있음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 전통문화 속에서 수눌음의 공동체의식이 피
어나, 마을 단위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두의 풍요와 안전으로 기원하
고 남을 배려하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제
주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탐라국 역사를 만나게 될 터인데 거기에도
이런 정신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다. 평화의 정신
을 찾아서 나는 탐라 건국신화(삼성신화)를 들여다 볼 것이다.
탐라국 건국 주인공은 땅에서 솟아났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
화는 서시베리아의 알타이족이 동쪽으로 와서 토착족을 지배한 신화다.
탐라국 신화는 육지의 정복신화와는 다르다. 6부족이 박혁거세를 맞이
했다는 신라 신화나 9간(干)이 수로를 맞이했다는 가야 신화는 강성한
도래자의 정복 역사를 시사한다. 그러나 탐라 신화에는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기존의 부족을 지배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인의 전
제적 지배 통치와는 다른 3인 개국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족 연합
의 평화적 공존관계가 느껴지고, 똑같은 신의 자손이라는 평등의식이 느
껴진다.
세 신인(神人)은 화살을 쏘아 1도, 2도, 3도에 나누어 살았다고 한
다. 그곳은 지금 제주시의 1도, 2도, 3도일 수 있지만 제주의 옛 행정구
역인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일 수 있다. <광정당본풀이>에서는 삼성신
화에서 3형제가 활을 쏘아서 경계를 구분했듯이 3형제가 각기 활을 쏘
아서 정의와 대정과 목안(牧內)의 경계를 가른다. 그래서 큰 형님은 목
안 광양당에 좌정하고, 둘째는 정의 서낭당에 좌정하고, 셋째는 대정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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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좌정하여 각기 목안, 대정, 정의를 차지한다.(『제주도무가본풀
이사전』) 신들이 땅을 독점하기 위해 갈등하지 않고 공평한 방식으로
활을 쏘아 나누어 사는 평화의 정신이 느껴진다. 물론 부족공통체적 현
실을 반영하는 예이지만 이런 방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탐라국 건국신화의 삼여신이 오곡종자를 가져왔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문명을 가져온 사연이다. 철기나 비단을 가져왔다거나 오곡종자
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고대문명과 연관된 것이고, 이것들은 고대국가
형성에 긴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철기와 비단과 오곡을 가지고 새
로운 땅으로 가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일구어 낸 이야기가 고대 건국
신화의 주류를 이룬다. 탐라국 건국신화도 이런 문명 전래의 역사를 반
영하고 있다.
삼신인이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던 수렵사회가 서서히 농경사회
로 진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토착족과 도래족이 결합하여 고대
문명을 일으키면서 화합하였던 흔적이다. 새로운 문명을 가져온 것이
남성 지배자인 것과 달리 여성이다. 주도권 다툼 없이 다른 문명을 받아
들였다. 이주한 집단을 갈등 없이 받아들인 탐라의 상생 정신이라 할 만
하다. 그러니 새로운 이주민이 찾아드는 제주에서 살던 사람과 육지에
서 온 사람이 잘 섞여 살면서 상생의 방식을 모색할 것은 자명하다. 단,
육지 사람들이 제주의 공동체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태고 적에 이곳에는 사람도 생물도 없었는데 3명의 신인(神人)이 땅으로부터 솟
아 나왔는바 맏이는 양을나(良乙那), 둘째는 고을나(高乙那), 셋째는 부을나(夫
乙那)라고 하였다. 이 셋은 먼 황무지에 사냥을 하여 그 가죽을 입고 육식을 하며
살았는데, 하루는 나무 상자가 물에 떠 와서 동쪽 바닷가에 닿은 것을 보고 곧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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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열어 보았다. 상자 속에는 돌함
과 사자(使者)가 따라 와 있었다. 돌
함을 여니 그 안에서 푸른 옷을 입은
세 명의 처녀와 각종 망아지와 송아
지 및 오곡(五穀) 종자가 나왔다.
세 신인(神人)은 나이에 따라서 일
그림 4. 삼사석비

본국에서 온 세 처녀에게 장가들고

활을 쏘아 땅을 나누어 살았다. 양을나(良乙那)가 사는 곳을 일도(一都), 고을나
(高乙那)가 사는 곳을 이도(二都), 부을나(夫乙那)가 사는 곳을 삼도(三都)이라
고 하였으며 이 때 처음으로 오곡을 심어서 농사를 짓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
러서 목축을 하여 날이 갈수록 부유해 가고 인구가 늘어 갔다. (고려사)

5. 제주철학의 현대적 적용
미래 제주사회

앞에서 <원천강본풀이>의 시간관을 제시한 바 있다. 동쪽 문을 열면 봄
이, 남쪽에는 여름이, 서쪽에는 가을이, 북쪽에는 겨울이 있는 곳이다. 사
계절이 한꺼번에 있는 세상을 제주의 조상님들은 어떻게 상상했을까. 세
상 어디에도 없는 탁월한 상상력이고 놀랄 만한 발상이다. 사계절이 하
나로 통합된 시간관이라 정의를 내려 보지만, 그에 앞서 너무 아름답다.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단풍도 붉게 타오르고 고개 들어 먼 쪽을 보
면 눈이 내리는 이 아름다움을 어찌 상상해 냈을까. 꽃 향기와 소나무의
향기, 곡식이 익는 향기, 겨울밤 화로에서 군고구마가 익는 구수한 향기
를 모두 모았으니 색깔과 소리와 향기가 넘치는 향연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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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이 하나인 제주 철학에 기대어 제주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순환적 시간관을 토대로 순환적 문명관과 상호
보완적 패러다임을 추출해 보았다. 오래 된 제주 철학에서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창조해 보았다.
봄 – 생명 중시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명
•공감과 배려
•공동체적 삶의 회복
•알을 중시하는 문명
여름 – 보편복지와 공공재 확대
•의료복지의 확대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기업의 공적 역할 강화
가을 –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탈 근대와 새로운 중세
•제주의 정신적 지층을 활용
•‘따로 또 같이’ 정신과 제주 정체성 확립
겨울 – 물질에서 정신으로, 영성 회복
•개발 문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문제 반성
•교육과 체험을 통한 마음 수련 중시
•육식문화에서 채식문화로, 간결한 소비정신

① 봄이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생명이 움트고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사람의 활력은 아마도 자연의 깨어남으로부
터 비롯되는 것 같다. 인간이 활력을 얻고 풍요를 기약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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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 자연 덕이다.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고 만다. 미국의 마지막 인디
언 땅이 워싱턴 주인데 그 주도 시애틀은 바로 인디언 추장 시애틀의 이
름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애틀 추장이 인디언의 땅을 넘겨주면서 당부
한 말 속에도, 자연을 파괴하고 소유하고 탐욕을 부리면 인간의 죽음도
따른다고 했다. 현대문명은 지나친 탐욕을 부리면서 자연을 지치게 만
들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정도 되고 앞으로도 45억 년은 거뜬히 버
틸 청년의 나이인데, 미래학자들은 지구의 멸망을 70년 뒤라고 일러주
고 있다. 이제 곧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태연하다. 왜 그
런가. 그때 즈음이면 나도 죽고 없을 테니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태도다.
그리고 지구의 멸망은 내 탓도 아니라고 여긴다. 정말 그런가.
지금의 방식과 속도로 가다 보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갖
고 우리 주위를 둘러 보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아주 많은 동식
물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또 아주 많은 숲이 사라지고 있고 거기에
깃든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 동식물이 잘 살고 건강하게 지탱해 줄
때 인간의 삶도 가능하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삶을 누리는 것이 선(善)이
고 삶을 유린하는 것이 악(惡)이다. 삶을 유린하는 짓을 짐승보다 사람
이, 사람 가운데서도 권세 있고 지식이 많은 쪽에서 더 많이 하므로 그 해
악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해악을 합리화하는 윤리도덕을 버리고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삶을 함께 누려야 마땅하다.12
동식물에 대한 대등한 관심 다음에는 주변 인간에 대한 공감과 배
려가 필요하다. 고대국가 이후 우리는 힘 중심, 경쟁 중심의 세상을 살았
다. 싸워서 이긴 자의 세상이 되었고 역사 또한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것
이 되었다. ‘항상 누군가를 향해 웃음 짓도록 조율되어 있는’13 역사의 허
12 조동일, 2000, 『이 땅에서 학문하기』, 지식산업사
13 케이스 젠킨스, 199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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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성강 감독의 ‘오늘이’ 애니메이션

실을 알아야 한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민초의 삶, 억압과 질곡의 삶을
읽어주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주변을 돌아보아
야 한다. 우승열패의 신화를 깨트려야 하고, 다시 대지의 어머니, 지모신
(地母神)이 만물을 두루 양육하듯이 국가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설문
대할망이 자식들을 위해 죽을 쑤다가 죽었는데, 그것이 의도된 죽음은
아니라도 자식을 위한 순수증여의 정신을 읽어내야 한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신을 공감의 정신으로 살려내고, 공감과 배려의 세상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14 봄에 할 일이다.
또 있다. 공동체의 회복이다. 제주는 더딘 땅이다. 무언가를 받아
들이는 데도 더디고, 새롭게 바꾸는 데도 더디다. 그래서 고대국가 탐라
는 중세화하지 못하고 망했다. 그래도 고대 탐라의 정신을 신화 속에 잘
보존해 지금에 이르렀다. 함부로 과거의 유물을 버리지 않아 뒤떨어진
점도 있지만, 과거 공동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아직도 ‘삼춘’의 정신
14 허남춘, 2017,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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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로 잘 유지되어, 세계에서 유래
가 없는 ‘마을지’(里誌)를 탄생시켰다. 제주도 200여 개의 마을이 제각각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적고 있는데 이런 전통은 세계에서 제주만이 가진
자랑거리다. 지금의 공동체성을 잘 살려 나가면, 지금껏 퇴색되었던 공
감과 배려의 정신도 동반하여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다음은 여름이다. 만물이 왕성하게 살아나 푸름을 뽐낸다. 가
지가지 푸짐하게 잎을 달고 있고 고온다습한 기후를 바탕으로 곡식들
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계절이다. 빛과 물기를 담아 한껏 성장하듯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할 차례다. 현대사회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여 잘살
고 있다지만 부가 편중되어 문제다. 상위 42명이 전 세계 부의 50%를
장악하고 있다. 42명이 37억 명의 부를 움켜쥔 셈이다. 상위 1%의 부자
가 전 세계 부의 82%를 쥐고 있다. 이제는 그 부를 골고루 나누어야 할
때다. 보편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재를 확대해야 한다.
다행히 제주는 공동목장과 공동어장이 남아 있다. 개발업자의 유
혹에 넘어가 공동목장을 팔고 그 자리에 들어선 골프장의 잡부로 전락한
마을도 있지만 아직도 공동목장을 잘 관리하고 거기서 얻는 이득을 장학
금으로 유용하게 쓰고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객과 공유하면서 힐링의 섬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저력을 키
워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 공동의 땅이 더 큰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감싸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옳다.
해녀들의 공동어장은 잘 살아 있다. 누군가는 이 어장에 들어가
고기를 잡거나 소라를 줍는 행위를 하면서 주인이 없는 곳이라고도 하
고, 모든 사람의 소유처럼 여긴다. 그러나 이 어장은 해녀들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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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다. 종패를 뿌리고 관리하는 마을의 공동소유지다. 독자적인 행동은
삼가고 공동으로 함께 물질을 하되 채취한 것은 개인 소유다. 일정한 때
는 공동작업으로 얻은 수확을 마을 기금이나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한다.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책무도 다한다는 의미다. 이전에 해안가에 시체
가 떠밀려 오는 경우 그 마을 해녀 공동체가 감당했다. 해안가 청소도 마
을 해녀의 몫이었다. 제주 청정바다는 해녀들의 공이 크다. 공공재가 잘
경영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되고 제주는 다시 힐링의 섬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에는 원시적 생업이 잘 남아 있어 친환경적이다. 그
러나 고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해녀의 숫자가 현격히 감소하고 고령
화하는 추세다. 귤 농사도 그런 대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아 타산이
맞는다. 그러나 시장 개방의 파고가 높아 미래를 장담하기 힘들다. 더군
다나 세상은 4차 산업사회로 진입하고 기계와 로봇이 활용되어 정작 일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청년일자리가 큰 문제거리가 되었다. 이제 국가
와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가와 제주도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
고 복지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즈음에 제
주도에 영리병원의 허가 문제는 심각한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보편적 의
료복지를 위해 영리병원은 허가하면 안 된다. 대기업이 영리병원 사업
에 뛰어들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부자들만 누리는 세상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2018년 3/4분기 수익이 17조 원에 달했다. 그 수익은
국민 모두의 노력 덕택이지 어느 한 기업만의 수고 때문은 아니다. 일자
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경기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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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어야 한다. 제주에는 큰 기업이 없지만
대기업 산하 마트나 면세점이 큰손이다. 이들 수익은 철저하게 중앙으로
올라가고 제주에 재투자되는 면이 미미하다.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환경 부담이 생기는데, 관광객의 면세점 수익은 고스란히 서울로 올라가
고 제주에 내는 분담금은 0.1%도 안 되는 현실은 문제다. 당연히 면세점
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든지, 아니면 대기업 산하 면세점이 환경 부담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내고 지역경제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내국인 면세점
에서 올린 소득을 영어마을의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부자 학생을 위해 쓰
는 일도 안 된다. 내국인 면세점 소득을 일반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
록 해야 한다. 이젠 기업도 공적 기여를 해야 할 시기이고, 제주도에서는
특별법을 강화하여 보편복지가 확산되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
③ 가을이다. 만물이 영글고 농부들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
이다. 새로운 열매로 천지신명께 감사의 예를 드리는 게 ‘천신(薦新)’이
다. 오랜 시간 비바람을 맞으며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견디고 살아남아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처럼 인간도 오랜 시간을 견디면 열매를 맺는다
는 교훈을 갖는다. 긴 시간 동안 인간이 살아온 내력을 잘 살피면 앞으로
살아갈 방도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좋은 결과도 맺지만 나쁜 결과도 생겨난다. 인간의
존엄성과 참정권 등 개인의 권익을 잘 살려낸 가치 뒤에는 다른 동식물
을 차별하고 파괴한 결함도 숨어 있다. 도시를 만들어 편익을 보장해 주
었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자연환경을 해친 면도 있다. 환경파괴가 한계
에 도달하였으니 근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에 도달했다. 어느 한 가
지 방식으로 오래 가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법이다. 이제 탈근대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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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시기다.
탈근대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과거 역사에서 찾으면
된다. 근대가 중세의 신 중심적 세계관에 반기를 들고, 고대의 인간중심
적 세계관을 복원하며 ‘르네상스 운동’을 펼쳤듯이, 탈근대의 방식은 근
대의 과학주의 세계관에 반기를 들고 중세에서 가치 있는 것을 복원하면
된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근대를 살면서 잃어버렸
던 것이면서 중세에는 제 몫을 했던 ‘예의와 염치’를 회복하면 된다. 개
인주의가 횡행하여 공동체성이 상실되었기에 배려의 가치를 다시 돌아
보아야 한다. 중세가 인간을 규범에 묶어두었던 결함을 치유하되 남을
배려하는 정신을 모든 생명체에까지 확장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
하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중세다.
제주는 근대화가 더뎠기 때문에 고대와 중세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생활 속에도 남아 있고 삶의 주변, 집의 배치나 돌담에도 남아
있다.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인간의 말 속에 남아 있다. 속담과 격언, 이야
기, 특히 무당의 노랫가락에 인간의 역사가 남아 있다. 무당은 의례를 하
면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긴 시간의 역사를 노래하며, 의례가 벌
어지는 제주도로부터 자기 마을과 집에 이르는 영역을 노래한다. 그것을
‘날과 국 섬김’이라 한다. ‘날’은 시간을, ‘국’은 ‘나라’ 즉 제주도라는 공간
을 의미한다. 무당의 본풀이는 근본을 풀어내는 것인데, 근본은 신의 근
본 즉 내력을 노래로 풀어내는 행위다. 내력을 풀려면 시간과 장소가 낱
낱이 소개되어야 한다. 그러니 무당의 노래, 무가(巫歌) 본풀이 속에 제
주의 역사가 담겨 있고 제주의 문화가 담겨 있고 제주의 철학이 담겨 있
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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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마을 사람들이 제각각 준비해 당에 바친 제물의 모습
마을의 안녕을 빌면서 동시에 각 가정의 평안을 비는 ‘따로 또 같이’의 공동체성을 보여준다.

거기서 어떤 정신적 지층을 활용할 것인가. 원시시대의 생명이
대등한 정신, 고대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투지의 정신, 중세의 상대를
배려하는 겸허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그것뿐이 아니다. 탐라국이 만들
어진 정신을 통해 주체성을 찾아야 한다. 가을이 열매를 맺듯이 제주도
자기 주체성을 갖고 영글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제주의 정체성은 신화 속에 숨겨져 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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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어 있다. 본 고는 그 다양성을 짚어내고 있다. 그런데 쉽게 접하는 일
상인데 간과하는 것 하나를 특히 주목하여 강조하고 싶다. 바로 안거리
와 밖거리다. 부모는 자식 여럿을 낳아 키우고 큰아들부터 간단한 살림
살이를 마련하여 출가시킨다. 그리고 막내를 결혼시켜 밖거리에 두고 함
께 산다. 부모는 안거리에서 자식은 밖거리에서 따로 살면서 함께 산다.
밥도 따로 해먹고 텔레비전도 따로 보지만 이따금 중요한 때 함께 밥을
먹는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아플 때도 함께 한다. 요즘 한 아파트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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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혼한 자식과 손자, 3대가 함께 산다면 어떨까. 부모는 밤9시가 넘으
면 잠자리에 들고 자식과 손자는 그때부터 텔레비전을 보고 밤 12시까지
들썩거린다. 부모는 새벽 5시면 일어나 냉장고를 뒤지는데, 자식과 손자
는 한창 잠을 자는 시간이다. 이 부조화를 어찌 하는가. 바로 안거리와 밖
거리에 배치하면 문제가 없다. 따로 지내면서 또 함께 지내는 방식, ‘따로
또 같이’의 방식은 유용하다.
이 정신을 우리가 사는 삶에도 응용할 필요가 있다. 각각 개인으
로 존중받으면서 상대의 사생활도 인정하면서, 필요에 따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신이 요구된다. 집을 위해, 학급을 위해, 지
역을 위해 때로는 국가를 위해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도 있는 법이다. 혼
밥에 혼술을 하는 파편화된 현대인의 일상은 위태롭다. 사람들이 호랑이
가 무서워 모여 산 것이 아니다. 함께 모여 힘을 합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사이기 때문이다. 농사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누가 죽어 치르는
상사(喪事)도 그렇다. 개인을 중시하면 공동체가 위협 받고, 공동체를 중
시하면 개인이 희생되는 문제를 잘 무마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따
로 도 같이’의 정신이다. 제주 가옥 배치가 미래 인간사를 구성하는 방식
이라니 놀랍지 않은가. 제주의 정체성은 미래의 가치가 된다.
④ 겨울이다. 모든 나무가 낙엽을 떨구고 쉬는 계절이다. 사람들
도 농사일을 마치고 농한기의 휴식을 즐긴다. 칩거와 침묵의 시간이 찾
아왔다. 바삐 살아왔던 계절을 돌아보면서 모처럼의 휴식을 즐겨야 옳
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일상을 멈추고, 욕망
의 부피를 줄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질을 위한 시간을 내려놓고 정신
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차분히 정신을 가다듬고 영성을 회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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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다.
현대문명은 너무 빠르게 달린다. 너무 빨리 변화한다. 속도전에
뒤처지면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비블리오’, 속도
전은 현대인의 모습이다. 1994년에 상영된 <스피드>란 영화는 버스에
장착된 폭탄이 일정 속도 이하로 내려가면 폭발하게 되어 있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운명을 그렸다. 이 버스야말로 현대문명의 속도전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급하게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잘살길 바라는 이 현대문명
이 도달한 곳은 과연 어딘가. 3만 불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OECD 국가
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결핍을 느끼는가. 부자가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물질 위주의 삶에서 정신 위주
의 삶으로 바꿀 시기가 왔다는 의미다.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보면 우리의
탐욕을 알게 만든다. 풍선처럼 부풀려진 욕망 때문에 집안은 온통 살림
살이도 꽉 차 있고 사람들은 그 사이를 비집고 겨우 다녀야 한다. 문짝 두
개인 냉장고가 나오자 쓰던 냉장고를 버렸다. 문짝 네 개인 냉장고가 나
오자 쓰던 냉장고를 또 버렸다. 이젠 안이 들여다 보이는 새 냉장고가 나
오고, 위에는 문짝 두 개에 아래에는 김치냉장고 서랍이 셋 있는 냉장고
가 나오자 또 멀쩡한 냉장고가 버려졌다. 우리의 대량소비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미
니멀리즘’의 시대를 꿈꾸어야 한다. 적게 가지고 적게 소비하고 적은 것
에 만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헐벗은 나무처럼 겨울의 적막
한 풍경처럼 물질적 결핍이 오히려 정신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계절이다.
한 해를 보내는 12월에는 정신적 침잠에 들고, 물질로부터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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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황폐함을 벗어나기 위해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침잠의 시간에는 스
스로 학습해야 한다. 포도주는 자기가 익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
듯이 혼자 침잠의 시간을 가지며 자기를 익혀야 한다. 교육과 체험을 통
해 마음수련을 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은 고요한 때 나침반이 가동된다
고 한다.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목표를
정해도 갈 길이 막연하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한치 앞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 급하게 흘러가다 보니 어디로 향할
지 모르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안개 속 같은 현실을 타개할 방법은
없는가.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을 하면 머릿속 나침반이 가동된다. 아메
리카 인디언들은 해발 460m의 높은 곳에 올라 홀로 명상하면 ‘그레이
트 스피릿’(Great Spirit)이 갈 길을 일러준다고 한다. 우리도 주변의 산
을 찾아 명상하는 이유가 같다. 인생의 길은 마음수련을 통해 열린다.
마음수련과 함께 우리 몸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름다운 것을 먹
어야 우리 몸도 아름다워진다. 제대로 먹어야 우리 몸이 정상이 되고 정
신도 바르게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쓰레기를 먹고 있다. 쓰레기를 먹은
엄마가 쓰레기 아이를 낳게 되는 법이다. 우리 주변에 산적한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나 피자를 먹은 엄마들이 아토피 피부염 아이를 낳는 확률
이 높아 보인다. 이제 제대로 먹어야 한다. 무얼 먹을까. 제주의 자연식
품이 답이다.
우리의 육식이 우리를 황폐하게 했다. 쇠고기를 먹는 사람을 위해
서는 1만3200㎡(4000평)의 땅이 필요하지만 채식주의자는 단 660㎡
(200평)이면 된다고 한다. 20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
들을 먹일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 많은 곡식을 소비해 소를 기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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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리는 사람이 있게 된다. 배고픈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데 마굿간 마
소가 살쪄 있다면 이는 사람고기를 마소에 먹이는 것과 같다는 맹자의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마소가 마트에 쌓여 있다면 지구 어느 한 편에서
는 배고픔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우리의 황폐한 몸을 구원하기 위
해서, 지구 저편의 배고픈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채식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의 자연식품이 답이다.

그림 7. 돌담에 의해 구획되었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풍경(김영언 사진)

⑤ 다시 봄. 멈추어 정신적 침잠을 했으니 다시 봄이다. 여유를 갖
고 영성을 회복하였다면 봄의 활력은 남다를 것이다. 그러나 늘 봄은 쉽
게 오지 않는다. 겨울과 봄의 싸움이 길고 지루하게 전개된다. 봄이 왔다
고 반기다 보면 다시 겨울이다. 개나리와 진달래꽃이 피어나 반기는 중
에 또 진눈개비가 날리고 겨울의 퇴진은 쉽지 않다. 진정한 봄은 겨울과
봄의 치열한 싸움 뒤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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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생명의 가치도 싸움 뒤에 가능하다. 우리는 인간의 경박한
문명에 대해 도전하고 싸워 이겨야 한다. 자본주의라는 근대문명의 중심
과 대항해야 하고 끝내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을 철저하
게 파괴해 온 근대문명을 극복해야 한다. 인간 주변의 생명을 경시했던
문명의 추종자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 2050년에는 바다 속 생명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유엔 녹색성장보고서의 경고를 경청해야 한다. 무
한한 생명체인 ‘알’을 경시하는 지구의 천박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 상극
이 상생이 된다. 지금 우리의 싸움이 미래의 화평을 가져올 것이다.
생명의 가치가 발현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다른 생명체, 사람
과 자연이 대등하게 함께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고 지구의 인류가 함께 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편복
지가 실현되고, 물질보다 정신을 중시하고 영성이 충일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주의 오래된 철학을 통해 상생을 전망해 본다.

미래 제주문화

시간도 공간도 하나라는 정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제주 구비철
학에서 확인했다. 구비철학의 근거지는 제주 신화였고, 그 신화는 제주
굿 속에 담겨 있다. 그 굿 속에는 신화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이 담겨 있다. 굿 속의 구비철학을 발견하여 보편화하는 길을 연다
면, 제주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술이 될 수 있
다. 이제 제주 구비철학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제주 구비철학을 토대로 위
대한 공연물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도 제작할 수 있다. 제주
의 문화원형은 인류를 껴안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 예를 오래 된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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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서 발견해 본다. 인간이 수렵과 채취를 하던 시절로부터 전해오는
귀중한 메시지가 아직도 구비전승되고 있다.
제주의 중산간마을에는 겨울철 사냥하는 생활이 남아 있다. 바다
와 산간지역의 중간에 해당하는 해발 200~400m의 지경을 중산간마을
이라 한다. 중산간마을의 당굿은 여느 마을과 비슷한 의례가 진행되고,
여기에 사냥놀이가 덧보태진다. 사냥을 주재하는 신이 산신이어서 <산
신놀이>라 하고, <사냥놀이>라고도 한다. 애초에는 수렵과 농경이 함께
행해지던 곳이었고,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는 사냥을 업으로 삼는 지
역민들이 산신을 숭배하며 생업의 풍요를 빌었던 대상이 산신일 것이다.
농업이 보편적 생업으로 정착한 뒤에도 사냥의 신 즉 산신을 모시는 풍
속은 이어져 내려온다. 한번 모신 신은 생업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모
신 듯한데, 생활 주변이 산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집안의 소
나 말을 키우는 터전이 한라산 기슭의 중산간이다 보니 산신에 대한 의
례는 남을 수 있었다. 거기에 겨울철 사냥 생활도 중요한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산신놀이>는 사농바치(사냥꾼)가 사냥하면서 겪는 과정을 놀이
로 보여준다. 사농바치 둘이 산에 올라가 사냥감을 잡았는데 서로 자기
가 쏘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싸운다.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둘은 화해하고 공평하게 분육하여 나누어 가진다. 싸움이 화해로 끝나는
것이라면 재미없다. 싸움이 화해이고 화해가 싸움인 경지를 보여준다.
어차피 사냥에 참여한 주민들은 공과에 따라 분육하는 것이 이들의 법도
다. 인간과 자연과의 싸움이 사냥하는 과정이다. 인간이 자연을 배려하
고 자연이 인간을 배려해야 함께 공존한다. 사냥 과정에서 있게 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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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간의 싸움은 은유적이다. 결국 인간이 인간을 배려하는 공동체문화
를 이 굿은 보여준다. 대동(大同)의 굿이다.
싸움이 화해이고, 다시 화해가 싸움이다. 자연을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 인간은 자연에 도전해야 한다. 화해가 싸움이지만 다시 화해
로 돌아간다. 상생이 상극이고 상극이 상생인 세계를 이런 싸움굿이 일
깨우고 있다. 제주 굿놀이처럼 한국의 탈놀이도 그렇다. 탈놀이가 끝난
다음에도 시작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관중 모두가 나서서 함께 춤을 추
는 난장판 군무를 벌이면서 탈놀이에서 이룩한 승리를 구가한다. 그러나
상하나 우열을 뒤집어 패배자를 조롱하고 박해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구별이 원래 있을 수 없어 대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함께 춤을 추면서
재확인했다. 그래서 싸움이 화해이고, 극복이 생성임을 입증한다.15
남북의 문제도 그렇다. 싸움이 결국 화해로 이어진다. 화해가 지
속되면서 자잘한 싸움이 또 있게 마련이다. 싸움은 큰 화해를 가져올 것
이다. 우리는 그런 대동(大同) 화합의 목전에 있다. 싸웠다고 평생 원수
로 지내면 늘 전쟁의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다. 60~70년이 지났으면 화
해하는 시기다. 제주 4.3도 70주년을 맞아 화해로 돌아섰다. 남북도 그래
야 옳다. 그런 지혜를 굿놀이에서 배운다.
우리 민족에게도 기회가 왔다. 우선 우리에게 남겨진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극복하고 문명모순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서구적 근대문명
의 효용은 끝났다. 이제 한국적 가치와 제주적 가치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제주의 구비철학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
치가 그득하다. 상생과 화해의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 우리 제주문화와
민족문화에서 인류문명으로 나아가는 보편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세
15 조동일, 『이 땅에서 학문하기』,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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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의 기만을 극복할 수 있다. 제주에서 발신하는 보편가치가 인류 전
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1세기 현대문명은 아직도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중시한
다. 다음 세상의 탈근대 패러다임은 문화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문화력’
이 가늠의 잣대가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문화로 세계화의
주역이 돼야 한다. 공감과 공생의 세상을 21세기적 비전으로 본다. 제주
안거리와 밖거리에서 발견한 ‘따로 또 같이’ 정신은 공동체 정신을 회복
하게 하고, 제주굿이 보여주는 상생의 정신은 공감과 공생의 세상을 여
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서구적 근대문명이 저지르는 폭력을 막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기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철학’을 마련해야 하고 그 출발점에 ‘구비신
화’와 ‘구비철학’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폭력에 희생된 측면에서 보면
제주도는 불운이었고, 그것을 극복할 신화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신
화는 바로 ‘지금 여기’ 제주도의 삶을 위한 기반과 토대를 마련해 줄 것
이다.

그림 8. 돌담에 의해 구획된 모자이크화(강정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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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해양관(海洋觀)을 수정하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상수로 작용하는 두 가지 축은 시간과 공간이
다. 자연과학도 문학도 철학도 예술도 의학도 모두 이 두 가지 상수의 범
주를 벗어나서 작동하는 것은 없다.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섬의 삶
을 고려하는 원천적 관점을 구축하는 좌표도 시간과 공간이다. 본고는
이 섬과 이 섬으로 연결된 바다라는 공간과 탐라라는 시간, 이 두 가지
의 축으로 구성된 논리 위에서 자기성찰적이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탐
라론의 가능성을 전개하고자 한다. 즉 시공좌표(時空座標)라는 관점을
기본으로 하고 본 고를 작성한다. 본 고에서는 일단 ‘제주(濟州)’는 논외
로 하며, ‘제주론(濟州論)’은 다음 기회에 전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
간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사학(史學)이라고 하
며, 공간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는 학문을 지리학(地理學: 과거에
는 지학(地學)이라고 하였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학문이 인류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인류학 중에서도 시
공초월적 구조론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이다. 그의
인류학이 보편적 인간상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천우신조적 공헌을 하였
다고 생각하지만, 시공구속적 인간과 문화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인
류학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허공의 구름잡는 언설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본 고는 탐라라는 시공구속적 삶의 관점
을 정립하고, 그 관점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사회자연체계(socionatural
system)의 생태인류학적 이론(John W. Bennett 2003.8. 참조)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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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이 섬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과 함께 생태
계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이 공정하게 분배 받는 공유자원으로서 개념
화된 공공체[(公共體), (commons, van Laerhoven & Ostrom 2007)]를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진행한다.
탐라를 성찰함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관점은 국
가권력(國家權力)과 관련된 것이다. 국가의 위치가 육지에 있다고 생각
하는 육지중심주의와 육속화 사상이 발호하는 한 제대로 된 도서학과 해
양학(海洋觀)이 자리잡을 수가 없다. 관점 자체가 육지중심주의에 기반
된 불균형된 불평등에서 시작하고 있음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육지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단했던 인간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미 기원전 2400~2000년 경에 토지를 거래했던 역사를 보이는 것
은 이미 그 이전부터 육지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인류의 역사가 시
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른쪽의 사진(그림 1)은 석판에 쓰인 설형문자
로 적힌 메소포타미아의 토지거래 문서이다. 툽시카(Tupsikka)라는 사
람이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이 땅의 가격으로 98구르삭갈(gur-sag-gal)
의 보리와 16파운드의 양모 그리고 16쿼트의 기름이 지불되었다(British
Museum의 해당유물 해설문 패널에서). 1구르삭갈은 240ℓ에 해당된다.
그 토지의 양에 대해서는 해설이 없어서 토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보리의 양으로 추정할 때, 상당히 넓은 규모의 토지일
수 있다. 요점은 어떤 인간 사회에서도 바다의 면적을 이렇게 거래했다는
흔적은 없다는 점이다(동해안의 어촌에서 미역바위를 상속하며 거래한
풍습이 있었던 것은 본 고에서 전개하는 논리와는 맥락이 다르다. Han
1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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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메소포타미아의 석환토지거래문서(石板土地去來文書)
이 사진은 필자가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British Museum)에서 2013년 7월에 촬영한 것임

육지중심주의와 지정학적(地政學的)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권
력이 위계적으로 완벽하게 민중을 지배하게 된 이후의 관점으로 탐라를
바라보는 것은 탐라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라라는 문제의식은 국가권력의 민중장악력이
느슨하였던 또는 수직적 위계관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였을 시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
각으로서는 육지보다는 해양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인식이
필요하다. 해양에 관해서도 육지의 지정학적 전략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목하 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중국굴기를 내세운 최근
의 ‘해방책략(海防策略)’이 명청(明淸)의 ‘남해해강(南海海疆)’이라는 인
식을 승계한 결과가 남중국해에 소위 ‘구단선(九段線)’이란 국경선을 설
정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명대(明代)의 ‘항왜안해(抗倭安海)’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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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혼잡(倭蜑混雜)’이라는 인식을 재발견함으로써,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애국주의자이며 지리학자인 백미초(白眉初, 1876~1940)1는 1936년
해강국계선적화법(海疆国界线的画法)으로 『중화건설신도(中华建设

新图)』를 출판하였고, 그 속의 두 번째 그림으로 <해강남전후지중국전
도(海疆南展后之中国全图)>를 제시하면서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서
사군도(西沙群島)’를 기반으로 중화민국의 ‘구단선(九段線)’을 확정하

는 주장을 하였고, 나아가서 ‘십일단선(十一段線)’[백룡미도(白龍尾島)
를 겨냥한 것]까지 언급하였다(서지량(徐志良) 2010.4.: 94). 21세기 신중
국의 중국굴기가 내세우는 구단선 주장의 시발점이 80년 전 중화사상의
지리학적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시공좌표와 국가권력, 이 두
가지의 관점이 꿈틀거리는 중국의 신제국주의적 기도를 간파하는 주축
적 관점으로 채택되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시공적
으로 거대한 존재가 약동하고 있는 21세기에 탐라의 재발견을 위한 중추
적 관점으로서 시공좌표와 국가권력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
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탐라와 제주가 역사적 실체로서 연구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일제
시대 일본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동경제국대학의 토리이 류조(鳥居
龍藏)는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계체천황이년조(繼體天皇二年條) ‘이
년동십월남해중탐라인초통백제국(二年冬十月南海中耽羅人初通百濟
國)’이 일본에서는 가장 오래된 탐라에 관한 기록(토이리 류조(鳥居龍
藏) 1914.11: 31)이라고 제시하였다. 서기 508년이라는 얘기다. 일본 발음
으로는 ‘tora’이며, 나아가서 『속일본기(續日本紀)』에 등장하는 ‘도라악
(度羅樂)’ 성무천황천평삼년 조(聖武天皇天平三年 條)를 제시하여 탐라
1

백미초(白眉初) : 이름은 월항(月恒)，만주족으로서 하북성 출신이며, 중국의 근대 지리학자로서 유명하다. 1909년
북양사범학당(北洋師範學堂)을 졸업하였고, 1912년 중국지학회(中國地學會)가 개명된 중국지리학회에서 편집부장
으로 활동하였다. 1913년부터 여자사범학교에서 지리와 국문을 가르쳤고, 1917년 8월 북경사범대학 역사지리부 주
임겸 지리학교수가 되었다. 본문에서 언급한 「중화민국건설신도(中華民國建設新圖)」는 32폭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지리부도와도 같은 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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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악인(樂人)들의 활동을 보고하였다(토이리 류조 1914.11: 37). 이어
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의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는 ‘토라’를 ‘토무라’의 외전(訛傳)이라고 하였다. 도라악(度羅樂)에 대
해서 “<통증(通證)>2에는 그것을 탐라의 악이라고 해석하였는데, 후일
의 학자들 중에서는 그것을 ‘토카라(吐火羅)’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도 있다”(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935.4.8)라는 견해도 소개하였다. 토
카라(吐火羅)는 카고시마 남쪽의 토카라열도를 지칭하는데, 이 섬들은
그야말로 작은 규모의 섬이자 소인수가 거주했던 섬들이어서 규모상으
로 볼 때 전혀 맥락에 닿지 않는 소견이다. 식민지시대 초기 제주도를 바
라보았던 일본인들의 관점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소
개된 을라신화(乙羅神話)를 근거로 한 ‘일·탐동조론(日·耽同祖論)’을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등장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한·탐별조론(韓·耽別祖論)’의 제안(전경수
2013.11.5)과 연동되면서도 대등한 지위의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
었을 것이다. 즉 탐라의 역사지리적인 위치가 한반도보다는 일본열도에
가깝다는 논리의 전개가 가능하게 된다. 일제시대의 일본인 학자들이 관
심을 두었던 부분은 탐라와 일본의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
러한 관심은 소위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지지하는 식민주의적 언
설들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한 관점은 식민
지 조선의 문화통치에 가감없이 활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조선총
독부에서 제작 및 반포하였던 소학교 교과서에 을라신화를 이용하여 신
화상의 혼인관계를 설명하면서, ‘삼을나(三乙那)’의 배우자로 맞이되었
던 일본 출자(出自)의 ‘삼처녀(三處女)’를 강조한 것은 양 지역의 혈연적
2

『일본서기통(日本書紀通)』 :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주석서이다. 모두 3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니가와 고토스카
(谷川士清)가 저술한 것으로 1748년에 시작하여 1762년에 간행하였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전권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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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즉 탐라를 통하여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으로 연장되는 논리
의 개발을 시도한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서 제주도
에 전래해왔던 창조신화에 해당되는‘설문대할망’신화를 배제한 경우를
보면, 식민통치의 목적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들은 상대적으로 배척대상
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승되고 있는 유사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차별화
하는 식민주의적 전략이 작동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또한 탐라 전승
의 본풀이에 대한 무속미신화(巫俗迷信化)의 논리에도 적용되었음을 지
적할 수 있다. 한 지역 내에서 옛날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는 것들을 사상
지배라는 통치목적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신화로, 부정적인 부분은 미신으로 양
분하는 수법이 미신화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탐라를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탐라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탐
라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련하는 사람은 탐라를 대상으
로 철학하기(doing philosophy)를 시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자연스럽
게 탐라철학의 길로 인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탐라의 자연과 문
화를 성찰하는 것이 곧 탐라철학의 과정이 된다. ‘철학’이란 단어를 사용
하고 저명한 철학자의 성함과 고견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철학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철학하
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혹세무민용으로 적용된 초보상태의 제국주의
적 발상의 철학하기다. 철학이란 단어를 수입한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
여, 수입된 단어인 철학으로 스스로를 포장한다면, 스스로 성찰하는 관
점 즉 자성(自省, reflexivity)의 기회는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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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라해(耽羅海)”와 “탐라복(耽羅鰒)”
화산을 기반으로 한 이 섬의 생태계에 대한 원천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지질학과 화산학의 연구가 미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섬의 생태계를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곳은 섬이다’라는 인식
을 기본으로 하는 도서생태학에 관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섬이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섬은 동서 73㎞, 남
북 31㎞의 규모로서 결코 작은 섬이 아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전
개되어야 하는 삶의 원천적인 모습에 대한 인식틀을 요구한다. 섬이라
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인 수문권과 암석권 그리고 생
물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며[다지마 카야(田島佳也), 안케이 유지(安渓

遊地) 2011.3. 참조], 이 개념이 도서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산(山)-천(川)-해(海)’의 순환 모형으로 나타난다. 이 섬에 우뚝 솟은 한
라산은 동중국해의 연안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이 해역을 항해하
는 뱃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항해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한라산이
다. 동중국해의 서쪽이나 남쪽에서 이 섬을 향하여 항해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근접해야 한라산이 보일까? 전라남도의 남쪽 해안에서 한라산
은 육안으로 확연하게 보인다. 오키나와의 남쪽 요나쿠니에서는 110㎞
떨어져 있는 대만의 고산연봉들이 확연하게 보인다. 오키나와에서 미야
코섬까지의 거리는 260㎞ 정도인데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위도(緯度)의 문제가 있다. 동일선상의 위도에서 보이는 거리와 위도가
다른 곳에서 보이는 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의 나가사키현에 속해 있는 고토열도(五島列島, 대소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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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섬들로 구성된 전장 150㎞의 길이)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 우쿠지
마(宇久島, 면적은 25㎢)이다. 이 섬은 한라산으로부터 정동향으로 200
㎞ 정도 떨어져 있다. 우쿠지마에서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
다. 이 섬의 정상은 조가다케(城ヶ岳, 해발 258m)인데, 이 섬의 여성들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는 서쪽으로 한라산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온다(녹아도대학
장도준계 교수담(鹿兒島大學 長島俊介 敎授談), 2014년). 동일한 증언은
오랫동안 고토열도(五島列島)의 해민을 연구해왔던 동경대학의 이토 아
비토(伊藤亞人) 교수로부터도 확인되었다. 우쿠지마와 한라산은 위도상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직선거리상으로 생각한다면, 해상의 조건이 좋
은 상황에서는 서쪽 방향의 한라산이 보일 수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 후
지산이 보이는 가장 먼 곳에 대한 정보는 323㎞를 기록하고 있다. 후지
산이 가장 멀리서 보이는 서쪽의 와카야마현 카쓰우라는 후지산과 위도
상 거의 동일선상에 근접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른 곳들은
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곡면에 가려서 가시거리가 짧아진
다. 323㎞ 떨어진 곳에서 후지산이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쿠지마에
서 한라산이 보인다는 전설은 실제로 그 광경을 보았던 우쿠지마 여성들
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 우쿠지마에서 한라산
의 자태가 찍힌 사진이 기대된다. 일찍이 도리이 류죠(鳥居龍藏)가 언급
하였던 것처럼, 우쿠지마 여성들의 전설은 을라신화에 등장하는 일본 출
자의 ‘삼처녀’와 신화적 혈통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 ‘삼처녀’들
이 배를 타고 건넜던 바다가 이 해역을 무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의 일부를 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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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열도에 널리 전해오는 ‘고려도(高麗島)의 전설’이 있다. 과거
견당선(遣唐船)이 출발하였던 히라도(平戶)에서 서쪽으로는 우쿠, 노자
키, 오지카의 세 섬이 정립(鼎立)하여 삼오도(上五島)를 구성한다. 이 중
에서 오지카에서 정서향으로 4리 정도 떨어진 곳에 비료우도(美良島)라
는 무인도가 있다. 이 섬의 동단에 약간의 평지가 있고, 그곳에서는 종종
기왓장들이 출토되었다. 이 섬에서 다시 서쪽으로 3리 정도 떨어진 곳에
어부들이 고려뢰(高麗瀨) 또는 고려증근(高麗曾根)라고 부르는 해저 암
초군이 있다. 부유하게 잘 살았던 고려도가 해저로 침몰하면서, 고려도
에 있었던 절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해역에서는 어부들의 그물에 와
당과 자기편들이 걸려서 올라온다고 한다. 일본민속학의 태두 야나키타
쿠니오(柳田國男)는 해저에 가라앉았다고 하는 ‘고려도(高麗島)의 전설’
에 이끌려 1931년 5월 5일 오지카 마루(小値賀丸)라는 이름의 소형 발동
선을 빌어서, 비료우도까지 순항하였다. 거기서 만난 어부들의 증언은
비료우도에서 제주도까지 항로는 17시간 거리라고 하였다[야나키타 쿠
니오(柳田國男) 1933.5.5 참조]. 이쯤 되면 우리는 제주도에서부터 고토
열도에 이르는 바다에 대해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가 없다. 나는 한라산
이 보이는 일본의 나가사키 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탐라해(耽羅海)”라고 명명한다. 이 바다는 삼을라의 부인
이 되었던 ‘삼처녀’가 건넜던 바다이기도 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탐라해
의 해역을 무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바다의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넓히는 길이
기도 하다.
해양세계를 바탕으로 한 섬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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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의 섬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하와이대학의 인류학자 벤 피
니 교수는 폴리네시아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항해지식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네시아로부터 원양항해의 전문가인 마우(Pius ‘Mau’
Piailug)를 초빙하였고, 그의 지도로 양의주[兩艤舟, double-placed
canoe, 하와이 말로는 ‘와아 카울루아(wa'a kaulua)’]를 건조하여 하
와이-타히티 사이의 3620㎞거리를 항해하는 프로젝트를 실천하였다
(Finney 2003: 7). 그 배는 근대적인 시설을 전혀 장착하지 않고 뱃사람
들의 항해지식에만 의존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항해하였던 항적은 GPS에서 보여준 항적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다. 상호 보이는 섬들 사이를 항해하는 방법과 상호 보이지 않
는 섬들 사이의 항해하는 방식은 다르다. 상호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는
천체의 움직임과 파도와 바람의 흐름을 읽어냄으로써 항해를 위한 나침
반을 대신하였다. 낮에는 해, 밤에는 별, 그리고 파도와 바람에 대한 뱃사
람들의 지식이 항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별에 대한 지식은 바다를 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하여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그 연
장선상에서 탐라는 별과 별자리를 삶의 근본으로 삼았고, 별은 신앙대상
의 차원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강문규 2017.12.20 참고).
표류와 표해, 그리고 “이선위가(以船爲家)”의 해양유민이란 인식
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사실, 그리고 고래로부터 사람들이 삶의 무대로
삼아왔던 동중국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킬 수 있는 논
의기반을 제공한다. 항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접근되어야 할 것이
며, 외부와의 소통방식의 과정을 보여주는 관점으로 제주도를 이해하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주변의 해류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서 기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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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자료들이 동원됨으로써 수문권과 대기권을 구성하는 생태권의
내용에 연결될 수 있다. 바다의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각종 표해록
에서도 잘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요나구니로 표류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로부터 제주도 사람들의 세계관을 읽어내야 하고, 1500㎞나 떨어진 요
나구니와 제주도 사람들 사이의 『상호인상기』와 『하멜 표류기』로부터
바타비아와 네델란드로 이어지는 표해록의 글러벌리즘이라는 시야가
제주도의 이해를 새롭게 심화시킬 수 있다. 육지 중심이 아니라 해양 중
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탐라의 해양세계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
성되기를 희망한다. 『한서(漢書)』 오행지 27권(五行志 27卷), 중지상(中
之上)에 등장하는 ‘오지, 이선위가(吳地, 以船爲家)’의 용어가 『조선왕조

실록(朝鮮王朝実録)』에서도 산견되는 현상은 흥미로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관찰되었던 해상통행에 관한 인식이 조선
왕조실록에 동일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은 춘추시대부터 조선시
대에 이르기까지 시공(時空)을 격(隔)하여 동중국해에서 이어져온 해양
문화의 면모를 증언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서구열강
의 서세동점 결과로 진행되었던 근대화(식민지화)를 경험하면서, 이 관
점은 격변하였던 증거가 있다. 아편전쟁에 승리한 영국인들이 광주와 상
해에 조차하면서 발간하였던 신문인 「신보(申報)」에는 ‘조혜민정토속론
(潮惠民情土俗論)’이라는 기사가 실려있다(1872.6.20.). 그 내용의 ‘해민
(海民)’에 대한 정의는 ‘광동성 동부 월동(粤東)에서 “이해도위소혈이주

즙위실가(以海島爲巢穴以舟楫爲室家)”라는 집단으로서, 이들은 육지로
상륙하여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도적의 무리다. 해민들이 영남(嶺南)의
근본적 걱정거리다’로 적었다. 전형적인 육지중심의 사고를 기초로 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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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단민(蜑民)들을 바라보고 있음이 확인되며, 그러한 관점이 영국인들
의 식민지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해양과 해민을
바라보는 식민주의적 시선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
한 선결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사의 일부로서 편제된
관점과 해역사라는 독자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인식
이 선행됨으로써 탐라의 해양성을 이해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지역
이 아니라 해역(海域)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구(琉
球)의 역사, 대마도의 역사, 고토열도의 역사, 그리고 주산군도의 역사 등
을 포함한 비교해역사에 대한 선행연구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해역사라는 장르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탐
라해와 탐라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중국해를 배경으로 활동하였던 사
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설과 사서의 기록으로 상당량이 전해지고 있
다. 기원전 473년 월왕구천(越王句踐)에게 멸망한 오태백(吳太伯)의 일
본이주설[우에노 다케(上野 武) 1992.4.20: 137]과 기원전 210년대 서복
동래설(徐福東來說)[우에노 다케(上野 武) 1992.4.20: 141]이 탐라해를
포함한 동중국해상에 유포된 전설들이다. 태백(太伯)과 서복(徐福)의 두
집단들이 해상이동을 하는 동안, 그들이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한라산
과 탐라를 제외한 해상교통로는 생각할 수 없다. 서기 677년부터 1859년
까지 약 1200년간 “고토열도(五島列島)에 표착(漂着)” 한 기록은 251건
으로 수집된 연구결과가 있다(키타미 토시오(北見俊夫) 1992.4.20: 313318). 표착한 배들의 출발지를 집계한 순서를 보면, 중국, 조선, 유구, 일
본 순이다. ‘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능순성(凌純
聲)과 “환(環)지나해(海)”를 썼던 코쿠부 나오이치(國分直一)의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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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계승하여[키타미 토시오(北見俊夫) 1992.4.20: 273), 키타미 토시오
(北見俊夫)는 ‘동아지중해문화권(東亞地中海文化圈)’의 설정을 제안하
고 있다. 또 다른 연구로서, 1443~1488년간에 발생하였던 표류사건들을
정리한 제주도관계표류연표(濟州島關係漂流年表)[다카하시 기미아키
(高橋公明) 1992.4.20: 189]에는 13건이 기록되었는데, 표류선의 출발지
로 보면, 고토열도 4건, 토카라열도) 1건, 류구열도 3건, 중국연안각지(中
國沿岸各地) 4건[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1992.4.20: 188]이다. 즉
표류도 해상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나는 키타미(北見)와 타카하시(高橋)의 견해에 동의하며, 탐라해가 동아
지중해의 일부라고 첨언하고 싶다.
일본에서 해민에 대한 연구는 15~16세기의 고토열도, 제주도, 주
산열도를 포괄하는 ‘왜구지배지역(倭寇支配地域)’이라는 가설을 상정
하기도 한다[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2009.4.28: 100~101]. 이 가설
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자료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
러 더욱더 많은 자료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 가설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까지 진행되는 입장에는 동의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최소한도 이 지역의 해로에 대한 논의는 긍
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여태까지 제시된 탐라
해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견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부구주(北部九
州)의 지역은 대륙문화를 최초로 받아들이는 곳이고, 크게 나누어서 2갈
래의 대륙행 통로가 있다. 하나는 조선반도(朝鮮半島)로부터 대마일기
(對馬壹岐)를 경유하여 북부구주(北部九州)에 이르는 길[북로(北路)]로
서, <위지왜인전(魏志倭人傳)>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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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8세기에 이르러서 견당사(遣唐使)가 통과하였던 항로이다.
즉 고토열도(五島列島)와 같은 섬들을 경유하여 남중국해를 횡단하여,
양자강하구(揚子江河口) 부근에 도달하는 길(북로(南路))이다”[시모카
와 타츠야(下川達彌) 1992.4.20: 102]. 시모카와(下川)가 제시하는 두 가
지 길에 대해서 거부할 의사는 없다. 그러나, 시모카와(下川)는 현실적
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길을 간과하고 있다. 그의 설명은 탐
라해상에 존재하는 제주도라는 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따
라서 북구주의 고토열도를 기점으로 하여 탐라를 경유하는 항로에 대해
서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항해하는 도중에 맞닥드릴 수밖에 없는 제주
도를 경유하는 항로를 고려한 것이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의 입
장이다. 이 항로는 8세기에 개척되었던 견당사를 위하여 구축되었던 남
(南)의 항로 이전부터 작동하였던 해민(海民)들의 일상적인 항로였음
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권력이 작동하기 이전에 해민들에 의
해서 개척되고 존재하였던 해상의 토착적인 항로였음을 제언하고 싶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 해안과 일본열도의 직결설[아미노 요시히코(網野
善彦) 1987.2.10: 393]과 전라도-제주도-북구주 항로[다카하시 기미아키
(高橋公明) 1987.3.1]가 제안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탐라해를 무대로 해
상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족적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야나키
타 쿠니오가 일본산악회 제2회 대회석상의 연설문에서 ‘산민(山民)’[야
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 1909.11.3]이란 개념은 사용했지만, 바다와 관
련된 두 책을 저술하였던 그가 “해민(海民)”이란 개념을 사용한 적이 없
다. 아미노(網野)가 1971년에 정의한 해민(海民)의 용례는 “호조하해(湖

沼河海)를 막론하고 수면을 주 생활 터로 하며, 어업(漁業)·염업(塩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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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운업(水運業)·상업(商業)으로부터 약탈(掠奪)에 이르기까지 생업을
한다. 즉 완전히 분화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모리모토 마사히로

(盛本昌広) 2009.7.24: 138]이고, “미분화(未分化)된 상태에서 생업에 종
사하는 존재로서 개념이 규정되고 있다”[모리모토 마사히로(盛本昌広)
2009.7.24: 147-148]. 육(陸)의 지배논리가 아니라 해(海) 그 자체로서의
특질로 보려는 시도를 간파할 수 있다. 해(海)는 길이다. 육지처럼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는 그 자체가 길이며, 열린 곳이다. 생산양식
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사관의 극복이 필요
하다. 농업사관에 대한 어업사관(나아가서는 해양사관)이 해민의 개념
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제기인 셈이다.
일본의 기록에 등장한 탐라인들을 외교사절 아니면 표류민이
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모리 코쇼(森公章), 1985]로는 ‘내일(來
日)’(일본으로 들어옴)의 의미를 해독함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
들은 주기적으로 왕래하였던 복수의 목적을 갖고 다녔던 사람들이었다
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다니다가 일기가 나빠지면 표류민이 될 수도 있
다. 그 항로는 이 해역을 무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화된 길이었다. 물
품에 붙어서 탐라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례들로는 738년
의 ‘탐라방포(耽羅方脯)’ 주방국정세장(周防国正税帳), 745년의 ‘탐라복

(耽羅鰒)’ 평성궁출토목간(平成宮出土木簡), 927년의 ‘탐라복(耽羅鰒)’
[<연희식(延喜式)> 주계상식(主計上式)] 등이 있다. 탐라방포는 분명히
방포의 산지가 “탐라(耽羅)”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탐
라복(耽羅鰒)’은 그 산지를 특정하기가 간단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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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이 제기되어 있다. 탐라복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것이 일본에서는
‘어조(御調)’(미츠키, 황실 공납을 위한 특산품)를 구성하는 특별한 물품
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탐라복(耽羅鰒)’은 건복(乾鰒)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가공품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는 근거는 ‘탐라
복(耽羅鰒)’의 분량을 가늠하는 단위인 ‘근(斤)’이라는 글자에 대한 논의
로부터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희식(延喜式)>의 “갈
관복십이근(葛貫鰒十二斤)。탐라복십팔근(耽羅鰒十八斤)”라는 기록에
서 보는 것처럼, 무게를 측정하여 표기하는 단위로서의 ‘근(斤)’이 의미
하는 바는 특별한 가공 이전의 건복(乾鰒) 상태에 대한 측정 단위라고 생
각된다. 비후국(肥後国) 웅본현(熊本県)이 ‘탐라복(耽羅鰒)’39근(斤), 풍

후국(豊後国) 대분현(大分県)도 ‘탐라복(耽羅鰒)’18근(斤)을 공진하였다

고 한 기록의 ‘탐라복(耽羅鰒)’도 모두 건복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장거
리 항해를 대비한 방식이 건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물
인 복으로부터 껍질을 떼어내고 전복의 육질 부분만을 염장하여 말린 것
(완건(完乾) 또는 반건(半乾))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을 거래할 경우에는
‘근(斤)’이란 단위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위치상으로 볼 때, 비후국과 풍
후국은 주방국과 가깝기도 할 뿐만 아니라 탐라 쪽으로 더 근접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후국과 풍후국으로부터 진상된 전복은 그 원산
지가 탐라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안방국[아와노쿠니(安房国), 치바현]에서 나라의 평성궁

(平城宮)으로 진상된 ‘탐라복(耽羅鰒)’의 출자에 관한 엇갈린 주장들이

있다. 양성종이 그에 대하여 산지설(産地說)[이마무라 도모(今村 鞆), 아
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과 종류설(種類說)[모리 코쇼(森公章)]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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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자신은 산지설을 따른다(양성종 1994.7.20: 4)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는 다시 아와노쿠니일 가능성(와타나

베 아키히로(渡辺晃宏) 2018.3.)도 제기되어 있다. 나는 양성종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 ‘탐라복(耽羅鰒)’의 원산지가 탐라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연희식(延喜式)> 이후의 어떤 문건에도 ‘탐라복(耽羅鰒)’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탐라복(耽羅鰒)’이 일
본 내로 조달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아와노쿠니의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시부사와 케이죠(澁澤敬三)를 비롯하여 <연
희식(延喜式)>의 내용을 분석한 학자들은 아와노쿠니의 위치가 평성궁
(平城宮)보다도 훨씬 동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또 아와노쿠니에서도 전
복이 생산되기 때문에, 아와노쿠니의 사람들이 일부러 탐라의 전복을 수
입하여 평성궁(平城宮)으로 진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다(澁澤敬三 1954.9.20). 그래서 시부사와(澁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
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에는 ‘탐라복(耽羅鰒)’이라는 명칭의 양질의 전복
이 생산되었고, 그것이 평성궁(平城宮)으로 진상되었다고 이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한편에서는 이 의견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 견해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방향과 거리 문
제이다. 이 가정은 해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해류를 통한 이동을 고
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동수단을 육지의 교통이라고 생각
한다면, 시부사와 등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지만, 이동수단이 배인 경우
에는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던 사람들의 교통과
교통로 그리고 그 수단에 대해서 해역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이유는 명칭 그 자체의 문제이다. 공진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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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형화된 ‘탐라복(耽羅鰒)’의 이름은 하나의 특정한 종류에 대한 명칭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평성궁(平城宮)의 서쪽 지역에
서 공진되는 복(鰒)과 동쪽 지역에서 공진되는 복(鰒)이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는 인식을 표현하는 명칭이 공진품의 명단에 기록되는 것
이 정상이라고 생각된다. 그 명칭이 동일한 것은 원산지가 동일한 종류
의 공진품이라는 의미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용어선택과 사용의 용례
에 있어서 지극히 보수적인 일본문화를 생각하면, 탐라복(耽羅鰒)이란
용어가 여러 갈래로 적용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연희식(延喜式)> 이후에 ‘탐라복(耽羅鰒)’의 명칭이
일본측의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가? 겸창시대(鎌倉時代) 연구를 전제로
할 때의 기본사료인 <오처경(吾妻鏡)>(아즈마카가미, 후주3)에는 겐큐
(建久) 3년(1191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가 원(元)에 연공(年

貢)으로서 ‘장포(長鮑)’를 보냈다는 기록에 대해서, 이 장포(長鮑)가 노시

아와비(熨斗鮑)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오처경(吾妻鏡)>의 ‘장포(長
鮑)’는 ‘복(鰒)’이 아니고 ‘포(鮑)’라고 써서 전복을 가리키고 있다. 평성

궁에서 출토된 목간들에 의하면, 전복을 지칭하는 용어는 최소한도 세
가지가 등장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복(鰒), 그리고 복(蝮)[평성궁발굴

조사출토목간개보(平城宮發掘調査出土木簡槪報) 34: 10]과 포(鮑)[지하
정창원전 국보 평성궁적출토목간 제3기 전시목간 65번(地下の正倉院展
國寶 平城宮跡出土木簡 第III期 展示木簡 65番)]의 사례도 출토되었다
(나양문화재연구소(奈良文化財硏究所) 2017.10.14: 10-11). 두 번째 것은

‘생복(生蝮)’이라는 단어가 적힌 목간이었고, 세 번째 것은 ‘어취포(御取

鮑)[삼십열(三十烈)]’의 사례다. 이 삼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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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신궁사청(造神宮使廳)과 해사잠녀신사(海士潛女神社)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1930.6.12.)
이세신궁에서 20년에 한 번씩 신을 좌우로 이동시키는(정궁(正宮)을 좌우로 옮기는 것을 말함) 식년천궁의 행
사를 할 때, 구정궁(舊正宮)에서 나오는 목재를 본 촌사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다음 천궁은 2033년에 예정되어
있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평성궁에서 출토되었던 목간들은
8세기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목간들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기에 사용되었던 글자들이 동일한 물건을 지칭할 리는 없다. 글자가
다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세신궁(伊勢神宮)에는 고래의 제조법으로 만든 노시아와비
가 6월과 12월의 월차제(月次祭), 10月의 신상제(神嘗祭)에 봉납된다. 이
노시아와비는 미에현 토바시 쿠자키쵸의 요로이자키(鎧崎)에 있는 신궁
어료복조제소(神宮御料鰒調製所), 이 명칭에 고래의 ‘복(鰒)’자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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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 글자가 ‘탐라복(耽羅鰒)’의 유산임을 증언하
는 것일 수 있음)에서 만들어진다. 노시아와비를 만드는 것은 매년 6월
부터 8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1회에 사용되는 전복은 약 200㎏ 정도
이다. 요로이자키에서는 매년 7월 1일에 아마쿠구리메진쟈(海士潛女神
社)의 마츠리(祭)가 개최된다. 이 행사를 위해서 이세신궁의 무악(舞樂)
팀이 아주 규모가 작은 촌사인 요로이자키의 마츠리에 참가한다. 일종의
신연(神緣)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것은 해녀(海
女)의 시조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설의 해녀(海女) ‘오벤(お弁)’을 모시는
아마쿠구리메진쟈(海士潛女神社)에서 이루어진다. 제11대 수인천황(垂
仁天皇)의 제4황녀(皇女)인 야마토히메노 미코토(倭姫命)가 국기(国崎)

를 방문하였을 때, ‘오벤(お弁)’이라고 하는 해녀가 전복을 헌상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오처경(吾妻鏡)>의 기록은 더 이상 ‘탐라복(耽羅鰒)’
의 생산과 조달이 어렵게 된 상황의 배경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서 용어도 ‘복(鰒)’에서 ‘포(鮑)’로 변경되었으며, 양자는 차원이 다른 위
세품(威勢品)들임을 일본의 기록문서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탐라복(耽羅鰒)의 지위에 노시아와비(熨斗鮑)가 대체된 것이라고 이해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좀 더 줄여서 말한다면, 포(鮑)가 복(鰒)을 대체
한 셈이다. 기록과 문서라는 측면에서 숙고해본다면, 이것은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차원의 변화였다고 생각된다.
고려의 황제국체제(노명호 2017.10.30) 발흥은 서기 1105년 탐라
를 복속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이후 고려는 이 섬에 목마장을 건설
하기 시작하였음이 사료에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제주도 중산간 지역
이 이후부터 몽골인들이 목장으로 쓰면서 개발되었다고 보고 있다(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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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만익 2015.2.28 & 강만익 2016.6.). 따라서 탐라에서는 대규모의 목
장건설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고, 주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
을 요구하는 노역에 동원되었을 것이며, 1277년 이후에는 원(元)의 대규
모 목장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섬의 자연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됨으로써
더 이상 양질의 전복[탐라복(耽羅鰒)]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섬에 가해졌던 정치적 구조의 격변이 발생하였고, 그 후유증으
로 인하여 생태계의 격변과 노동구조의 변화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 이
상 ‘탐라복(耽羅鰒)’을 수입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원시
림의 탐라가 목장화에 의한 초지로의 전환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함
을 역설하고 싶다. <연희식(延喜式)>에 등장하는 아와노쿠니에서 진상
품으로 올리는 ‘탐라복(耽羅鰒)’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공진품의 명단에 지
정되어 있었고, 탐라와 아와노쿠니 사이에는 그 이전부터 탐라해를 경
유하는 해상교통로가 열려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탐라사람들
이 흑조난류를 타면 지마반도(志摩半島)를 거쳐서 아와노쿠니에 당도하
는 것도 하나의 연안항로일 수 있다. 그 교통로를 타고 20세기 초의 지마
해녀(아마)들이 제주도까지 출가하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
도의 ‘잠녀(潛女)’들을 표기하는 명칭이 지마해녀(志摩海女)들이 모시는
신사의 명칭[해사잠녀신사(海士潛女神社)]에 각인되어 있다. 그 단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천착이 소홀하였음을 지적하고 싶다. 석비에 석각
으로 남아 있는 ‘잠녀(潛女)’라는 글자의 역사적·지리적 무게를 감지할
수 있다. 탐라에서부터 지마반도까지 이어졌던 천 년이 넘도록 작동하였
던 뱃길의 공동체적 흔적이 석비에 각인되었음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싶다. 이것이 동아지중해와 탐라해의 유산이다. 그리고 방포(方脯)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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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鰒)의 명산지로서 고대 일본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표현이 ‘탐라
방포(耽羅方脯)’와 ‘탐라복(耽羅鰒)’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탐
라의 브랜드였던 탐라복이 일본으로 전해졌던 그 바닷길을 탐라해라고
부름에 주저함이 있을 수 없다.

그림 2. 방목상황(放牧狀況)

나무가 전혀 없는 제주도 목장[야마구치현립 야마구치도서관 소재 오우호테라우치 문고(山口県立山口図書館
所在桜圃寺内文庫) 소장 <Album>, 도서번호 : TWS/292.1/C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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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山)-천(川)-해(海)와 미시생태학
한라산을 정점으로 육지의 경사면이 방사형을 이루면서 자연스러운 물
흐름에 의해 하천이 현상된다. 이때 유역의 넓은 면적이 울창한 원시림
으로 덮여 있으면 하천은 수량이 풍부하지만, 초지로 바뀌면 사정이 달
라진다. 숲이 많은 물을 머금고 하천으로 공급하는 현상은 특히 토양 특
성과 관련이 깊다. 인공초지에 비해서 자연숲에서는 낙엽과 죽은 실뿌리
가 넉넉하고, 그 유기물의 부식과정에 특별한 일을 한다. 그런 까닭에 토
양미생물의 활동이 숲과 초지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물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토양 성분이 파괴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즉 토양입단(aggregate,
떼알)의 안정성이 유기물과 이산화탄소, 질소 그리고 미생물의 집합 구
성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파괴를 경
험한 토양의 입단 회복이 토양미생물과 토양균류에게도 중요한 영향력
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Shukla & et al 2003: 1272). 토양생태
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Weil & Brady 2016)은 미시생태인류학에 새로
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숲이 목초지보다 토양유기물(부식질 포함)을
넉넉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침투와 함께 수분
보유능력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토양의 입단형성으로 불규칙
한 모양의 틈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단립의 흙 알갱이들이 서
로 붙으려면 힘이 필요하다. 화학적·물리적 힘은 그냥 있는 것이라 하더
라도 생물적 힘은 생물이 에너지를 투자해야 생긴다. 토양의 입단을 묶
는 생물적 힘은 주로 미생물이나 작은 실뿌리가 분비하는 유기물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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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단립토양보다는 입단토양으로 구성된 토양 안에 더 크고 넓은 빈
틈이 생긴다. 그 빈틈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 다른 것
들, 즉 그것은 미생물의 삶에 필수적인 물이나 영양분이 될 수 있다. 토양
의 입단 만들기는 빈틈 안으로 물과 자양분이 스며들 수 있는 여지를 만
드는 방식이 된다. 미생물에게 그 빈틈은 자원을 보관하는 창고인 셈이
다”(이도원 교수의 메모로부터). “토양입단(土壤粒團)의 안정성은 이산
화탄소의 저장, 유기물의 안정성 확보, 수량 확보와 토양침식방지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중요한 자산이다. 또한 토양 안정성의 증진은
농업생태계의 지속성과 토양침식 방지 그리고 파괴된 땅과 기후변화의
회복을 위한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Duchicela & et al. 2013). 토양생
태학의 과학적 지식은 토착지식과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탐라의 원시림 회복이 이 섬에 희망적 환경을 안겨줄 수 있다고 확신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릇된 인식의 ‘40년 생태관광’이 남긴 원시림 파괴로부터 원시
림 회복의 실험을 가동한 코스타리카에서 배워야 할 과제가 목하 진행
중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인 케짤([quetzal, 불설(佛說)의 아미
타경(阿彌陀經)])에 나오는 육조(六鳥) 중의 하나인 가릉빈가(迦陵頻伽)
에 가장 근접한 모양의 새가 아닐까 한다)이 회복되는 원시림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다. 이 섬의 원시림이 회복되는 프로젝트는 탐
라복이 돌아올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초록색 등판 털
과 붉은 색 가슴 털 그리고 푸른색의 긴 꼬리를 자랑하는 케짤이 코스타
리카의 원시림에 돌아오듯이 장경(長徑) 20㎝가 넘는 탐라복이 이 섬의
주변 해역에 부활하는 세상이 오도록 해야 한다. 이 섬의 원시림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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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젝트는 백 년 뒤의 이 섬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이 엄습하는 기후변화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정신적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 케짤과 탐라복이 돌아오는
현장이 오스트롬이 제안하는 공공체 거버넌스(Ostrom 2015)의 사례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실천되고 있는 케짤 회귀와 원
시림 회복의 소식은 이 섬에서 탐라복의 회귀와 원시림 회복에 희망적
낭보가 된다.
산(山)-천(川)-해(海)는 물이 순환하는 하나의 환(環)을 구성한다.
건천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바다에 공급되는 영
양분은 빈약할 수밖에 없다. 하천이 풍부한 수량을 바다로 흘려내려 보
내면서, 산에서 만들어진 영양분들이 바다로 공급될 수 있다. 현재 초지
를 중심으로 하여 목마장의 구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제주도의 토
지이용 형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관점이 요구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현재의 초지 중심 경관은 일시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자연’이
다. 원(元)의 식민지가 된 후, 탐라에 부여된 목마장의 역할이 현재의 초
지중심 토지이용의 기반이 되었음은 역사적 사실로써 규명될 수 있다
(그림 3 참조). 이 섬이 속해 있는 식물생태계는 고산지역을 제외하면 난
대림을 중심으로 하는 조엽수림대와 낙엽활엽수림대이다. 말하자면, 수
림대(樹林帶)의 원시림이 초지로 전환되었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
요하다. 현재 이 섬의 많은 하천들은 건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 건천들은 원시림을 배후지로 했던 경우에는 건천일 수가 없었다. 산
지천에 항상 물이 흐르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천의 바닥이 현무암으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치천을 비롯한 이 섬의 하천들이 건천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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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언설이다. 화산도로 구성
된 지구상의 많은 섬들이 그것을 반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현재 지극히
미미하게 보고되고 있는 민물고기의 종류는 원시림 상태의 하천에서 생
태계를 구성하였던 어류를 대변할 수가 없다(김완병 2016.3.4; 양계청
2013.1.25; 이완옥·양계청·김대한·김대희 2014.1.; 이완옥·홍양기·양계
청 2015.1.31 참조). 초지와 건천이 배후가 된 바다와 원시림과 하천이 배
후가 된 바다의 영양공급 상황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사료를 취
급하는 사학자들은 문헌으로부터 그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아내야 하고,
자연지리를 전공하는 지리학자는 하천의 지질구조로부터 그 증거를 추
적해야 한다. 생태권의 한 축인 암석권을 형성하는 화산과 그 결과물인
지질에 관한 관심은 탐라의 생산기반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명기반을 생태학적으로 예측하는 작업을 가능
하게 할 것이다. 화산활동과 이어지는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조명이
탐라 이해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질학의 측면에서 나타
나는 제주도 내의 구역별 차이에 대한 이해는 토양의 이해에 반영될 것
이고, 그 결과는 탐라인들의 작물재배를 비롯한 생산 활동과도 연계된
다. 화산활동과 그 결과물로서의 동굴에 대한 이해는 탐라 옛 경관을 이
해함에도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복은 그것과 관련
된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Field & Tsianina 2008)이기 때문
에, 탐라의 생산기반과 해상활동이라는 장르를 열어갈 수 있는 일종의
깃대종의 지위에 있는 것이 탐라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줄여서 말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탐라복이 이 섬을 대표하는 동아지중해의 브랜드였고,
원시림이란 버팀목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탐라복의 브랜드화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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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토양미생물에 관한 토양생태학의 과학적 지식이 궁극적으로 탐
라복의 생성과정의 배경이 되고 있음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밝히는 작업
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원시림과 하천의 역할에 대한 이
해를 촉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도라악(度羅樂)’과 ‘탐라복(耽羅鰒)’에 관
련된 논의들은 사라진 단서들의 잠을 깨우는 각성제 역할을 하기에 충
분하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여 출토된 유물에 대한 고찰로도 탐라사의
복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빼앗긴 탐라사에도 유산은 남는
다”는 점을 증명해줄 수 있는 단서들이 일본측의 사료에서 등장하는 ‘도
라악(度羅樂)’과 ‘탐라복(耽羅鰒)’이다. 그 유산이 자연과 문화 속에 간직
되어 있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두 단어가 고려와 조선측의 사료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왜 일본의 사료에서만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문제이다. 유사한 종류의 단서들은 이 섬의 곳곳
에 명백하게 유존하고 있다. 본풀이의 내용 속에서도, 언어 속에서도, 지
명 속에서도, 전설 속에서도 남아 있고, 자연 속에도 각인되어 있다. 기록
물로서의 ‘사(史)’는 빼앗길 수 있지만, 저변의 문화는 누에고치 속의 누
에마냥 숨어 있을 수 있고, 자연의 본체는 본연으로 각인되어 있다. 편린
으로 남은 탐라문화와 자연의 조각들을 짜 맞추고, 전체 모자이크의 그
림을 그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드러나서 읽기 쉬운 작
업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
를 안고 있는 대상이 탐라사라고 말할 수 있다. 탐라사는 사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화와 자연의 문제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임을 언명하고 있다.
연역과 귀납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과제임을 감지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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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담보하는 것이 탐
라사의 문제임을 직시하게 한다. 그것은 조각난 기억들을 짜 맞추는 작
업일 것이고, 그 작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시도해야 한다. 사회적 기억들
에 대한 추적 가능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동원될 수 있다. 신화나 전설 그
리고 설화 등의 형태로 전해오는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
는 말(speech)이 분석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 섬을 구성하는 땅에 각인
되어 있는 토속지명은 이 섬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회자연체계에 대한
인식체계를 구성하는 자료의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는 대상은 이 섬에서 본풀이라는 장르로 전승되고 있는 심방들의 서사이
다. 그것은 노래와 시의 형태가 어우러져서 구성된 전승형태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이름하여 ‘민요’라고 하지만, 전승되고 있는 노래를 말한다. 이
섬 사람들이 어떠한 노래를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논
의를 하고 싶다. 자장가, 노동요, 부요 등으로 분류되어 고찰되어 온 노래
에 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노래들 사이에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독자들은 탐라노래를 통해서 탐라사람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탐라의 자연에 적응된 노래들을 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탐라의 노래를 탐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노래를 통해서 탐라사
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탐라의 신화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설문대
할망’신화이고 다른 하나는 ‘을라’신화로 이해되어 왔다. 창세신화와 국
가신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신화라는 장르에 대입될 수 있는 이야
기들만으로 한정한 것이다. 아니다. 탐라에는 한덩어리의 커다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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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전승되었다. 현재 신화라는 장르와 전설이라는 장르 또는 무가라
는 장르 등으로 나뉘어 버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나뉘기 전의 이야기
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근대학문의 전문성이라는 특징
이 하나의 탐라이야기를 여러 장르로 나누어 버린 결과를 마주 대하고
있다. 그것들은 하나의 장르인 ‘탐라이야기’에서 연속적으로 체계적으
로 이해되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장르에 의해서 조각이 나버린 ‘탐
라이야기’의 파편들을 현재 신화다 전설이다 무가다라고 인식하고 있
다. 조각난 파편들을 모아서 ‘탐라이야기’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판
을 열어야 한다. 근대학문이라는 장르에 의해서 해체된 탐라이야기는
복원되어야 한다. 해체된 결과의 틀을 다시 해체함으로써 전체의 그림
을 보게 되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 복원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
는가 하는 문제는 복원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의 몫이다. 소위 인문학이
란 영역으로 한정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의 전설에 속하는
이야기들이 어우러져서 이 신화들 내용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지평이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신화는 이야기 담지자들의 사상을 피력하기에 안
성맞춤의 자료이다. 탐라신화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탐라사상과 탐라철
학에 대한 논의의 전개가 가능해지기를 희망한다. ‘본풀이와 무속’의 분
야와 함께 ‘탐라바이블’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섬 주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본풀이는 신화나 설화의 차
원과 연계되어서 탐라사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굿으로 표현된 무속의 중심이 되어 있고, 탐라정신사의 중추로
서 본풀이는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풀이를 통한 탐라사상의 표
현으로 나타난 것이 굿이고 무속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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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場, gestalt)은 이 섬 사람들의 신앙체계의 바탕을 구성하는 제일의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록과 구전이 빈약한 역사를 보완할 수 있
는 스토리들을 보여준다. 신화와 전설의 장과 잘 결합된 본풀이와 무속
의 해석은 제주도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탐라사상과 탐라철학을 전개할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탐라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해온 것이 탐라어이다. 탐라
어는 아직도 근근이 살아있지만, 유네스코에 의해서 절멸위기의 언어
로 지정되어 있다. 탐라어가 체계적으로 가장 잘 남아있는 것이 지명(地
名)이라고 생각한다. 지명에 각인되어 있는 탐라어의 수집과 분석을 통
해서 탐라어의 유래와 구조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탐라어
가 형성되어온 시간적 층화현상을 발견해 냄으로써 탐라사의 연구에도
큰 기여가 될 수 있다.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의 마한조(馬韓條) 끝
에 소개된 주호(州胡)에 관한 소개는 주호의 사람들이 한(韓)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 부분을 소홀하게 다룰 일이 아니다. 일찍
이 동아시아에 대한 비교문화적인 관점을 갖고 주호(州胡)를 인용하여
제주도를 소개하는 문헌을 간과할 수 없다. “주호(州胡, Chau-hu) 사람
들은 배를 타고 코리아와 무역을 하여 소와 돼지를 가지고 가며, 그들은
(코리아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물고기 껍질로 만든 옷을 입고 있
다”(MacGowan 1891: 296). 맥고완은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의 문
장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지만, 마지막의 “물고기 껍질로 만든 옷”은 맥
고완이 삽입한 내용이다.3 맥고완이 제시했던 주호에 관한 논의의 핵심
은 ‘여권정치’(gynecocracy)에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탐라어 연
구자는 제1차적 목표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작업의 의
3

지쇼(治承) 4년(1180년)부터 분에이(文永) 3년(1266년)까지 막부의 사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서물이다. 무로마치시
대에는 <오처경(吾妻鏡)>이라고 불렀고, 에도시대 초기의 고활자본은 <동감(東鑑)>이라고 부른다. 양자는 동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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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세밀한 지명(地名)(해명(海
名)을 포함)의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단어들이 제시할 수 있는 생태학
적 기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자연의 문화지를 구성해야 한
다는 말이다. 탐라어의 위에 얹힌 다른 종류의 언어들을 층서별로 정리
함으로써 역사적 변동 상황을 언어학으로 증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언
어는 그 집단의 사상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탐라어에 담긴 탐라인들의
사상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식주와 민구라는 유산들은 이 섬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직접적인 자연전유의 증거들이다. 이 섬 사람들이 입어왔던 옷은 그 자
체로서 하나의 특징적인 탐라문화의 현상이다. 옷을 논하지 않고, 탐라
사람들의 삶을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옷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재료와 도구 그리고 기술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면서, 옷과 관련된 일상
생활과 의례생활이 조명됨으로써 탐라문화의 정수를 읽어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탐라사람들의 사상이 깃든 탐라의 옷에 대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이 섬을 배경으로 한 음식은 이곳 자연의 표현이자 곧, 탐라사람들
의 자연전유의 방식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재료와 도구 그리고 기술
뿐만 아니라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 음식이고, 자연물이 음식으로 전
유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 음식은 일상과 의례를 표현할 뿐만 아니
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담고 있다. 섬의 토양과 해양에서 생산된 재
료들을 구하는 방식에서부터 음식의 모습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자
연에 대한 이해 없이 음식을 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음식을 통한 자연
전유의 과정은 탐라철학을 거론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이 된다. 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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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식은 탐라의 빛깔을 포함하고, 손길을 느끼게 한다. 그러한 과정
에 대한 음식논의는 탐라철학으로 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탐라사
람들의 집에 관한 논의 없이 탐라문화의 특징을 거론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왜 ‘안거리’와 ‘밖거리’의 구조가 발생하였는가? 이것을 ‘탐라가
옥(耽羅家屋)’이라고 명명할 경우, 이러한 형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
는가? 고고학적 자료와 역사적 자료의 연결과정으로부터 밝혀질 수 있
는 문제일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집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관계와 연동시킨 서술이 필요하다. 집에 포함되는 재료
와 기술 그리고 도구 등을 거론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조직적인 측면과
생태학적인 측면 즉 사회자연체계에 입각한 분석이 동원되기를 희망
하는 바이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건축학적 시각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거시적 시각으로 탐라의 집을 생각할 필요가 있
다. 집 속에 삶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 깃들어 있음을 간파하는 저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의식주의 영역과 함께 민구(民具)라는 것은 생
업과 일상생활의 진행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고
고학적인 자료의 배경이 되는 원시생산경제로부터 시작하여 목장화가
진행된 이후, 그리고 근대적이 농어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매 단계마
다 물질적인 증거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민구로 대표되는 각종 물건
들이다. 민구를 보는 눈은 고고학과 사회학 그리고 생물학을 따로 구분
하지 않는다. 생산경제와 관련된 민구라는 문제의식은 가족으로 대표
되는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생산조직을 반영할 수 있는 해석4이 가능하
다. 사회자연체계라는 안목은 통시적인 문화변동의 모습을 보여줄 수
4

다니엘 제롬 맥고완(Daniel Jerome MacGowan, 瑪高溫: 1815–1893)은 미국 메사추세추(Massachusetts) 태
생으로서 1843년에 침례회 의료선교사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의사 역할을 하면서 영파(寧波)에서 서적들을 발간
하였으며(『박물통서(博物通書)』, 애화당(愛華堂) 1851, 전보와 전기에 관한 개론서)와 『항해금침(航海金針)』, 애화당
(愛華堂) 1853, 항해와 기상에 관한 서적), 이러한 서적들이 일본으로 수입되었다. 그는 일본을 3회 방문하였고, 상
해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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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야로서 탐라로부터 제주로 이어지는 제주도의 삶을 표현하기
에는 부족함이 없는 문제의식이다. 탐라자연의 문화지와 탐라문화의
자연지가 만들어지기를 고대한다.

4. 결어: 해정학(海政學, Oceopolitics)의 산실
1916년 스웨덴의 루돌프 크젤렌(Rudolf Kjellen)이 제창하였던 침략적
인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용어가 더 이상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폴리틱스’라는 것도 정치적 동물일 수밖에 없는 호모사피
엔스의 이름에 걸맞게 슬기롭게 ‘관계’를 위한 것이지 ‘지배’를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잠정적으로, 지정학의 틀을 해양에 적용하여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양과 도서를 생각하는 해정학을 제시한다. 해
양인식을 담아낸 해도(海圖)가 해양(海洋)을 만들어낸다. 탐라에서 출
발한 해정학으로 육속화된 육지중심주의의 구속을 벗어난 탐라인식이
제대로 된 성찰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80년 전 백미초(白
眉初)가 ‘구단선(九段線)’을 설정하였던 중화사상의 패권주의와 애국주
의가 발호하였던 것과는 다르다. 탐라해를 조망하는 안목은 역사적 사
실의 탐라복을 배경으로 바다를 공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공생주의
(commensalism)에 기반한 것이다. 공생주의에 기반한 동중국해를 안
목에 자리잡도록 하는 구도를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정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은 섬들을 지칭하는 도서를 기반으로 한 ‘도서학(島嶼學)’
정도로는 탐라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가 없다. 그것은 ‘다도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틀로써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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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의 순서가 뒤바뀐 점이 용서된다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
능하다. ‘근대화가 한반도를 삼켰다면, 육속화가 탐라를 삼킨 것’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육속화(身體陸續化)의 중앙
정부적 전략이 탐라를 유배지의 역할로 제한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지 않
은가? 현재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과거의 목장화라는 자원경제 육속화
의 전략이 목하 진행중인 관광중심 구도 속에서도 재현될 것이 불을 보
듯이 뻔하다. 밀레니엄을 바라보면서 진행되는 ‘목장화에서 관광화로’
의 변화는 근본적인 식민지적 착취구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역사적
충격으로 인하여 ‘산(山)-천(川)-해(海)’의 탐라생태권은 ‘산(山)-해(海)’
로만 억지로 작동하는 구도가 조성되었다. ‘천(川)’이 빠진 상태에서 억
지의 작동을 위하여 외부자본이 개입한 상태를 목하 목도 중이다. 탐라
본연의 생태권의 허리가 잘려져 버린 상태인 모순적인 구도를 아무도 폐
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모순된 생
태권의 기반 위에서 국가권력과 외부자본의 개입이란 전략하에 진행되
는 자원경제 육속화의 관광산업중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라산만 집
중적으로 ‘개발’되고, 탐라해는 아예 안목에도 없는 상황이다. 한라산과
탐라해는 하나의 사이클로 순화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자연체계
로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얼마 가지 않
아서 탐라해와 한라산은 육지와 대륙으로부터 밀려드는 쓰레기의 종착
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탐라해라고
외면하지 않는다. 제주도지사는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는 태평양의 바
누아투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구비해야 한다. 바다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확립이 탐라사상으로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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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마음이다. 천년 전의 탐라도인(耽羅嶋人)들은 최소한도 바다를 삶
의 실천장으로 삼고 살았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 천년 전의 삶을 무
시하면, 현재의 삶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탐라해에 대한 인식과
탐라복의 브랜드가 사라졌던 것처럼, 또 다른 정체성의 문제인 탐라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음을 목도한다. 정체성 위기의 수렁에서 해방될 방안
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섬은 타자화되어 버린다. 역사
에서 ‘제주(濟州)’가 탐라를 찬탈하였던 것처럼 타자화의 역사는 미래에
도 반복된다. 탐라어가 사라진 자리에는 탐라인이 사라질 자리가 마련된
다. 그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동아시아에서 탐라의 존재는 독특하다. 흔히 제주도와 대비되는
오키나와가 14세기 초 즈음에 유구국으로 시작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탐
라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7세기 이상 일찍 하나의 독립국으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오키나와가 ‘문화독립’의 기치를 내세우고 유구문
화의 사상과 정신세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온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로 무역을 다녔던 탐라사람
들,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활동하였던 탐라사람들의 모습을 고고학적
인 자료와 역사적 자료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
다. 육속화된 ‘제주’도가 아니라 해양세계의 독립체였던 탐라에 대한 근
본적인 인식을 탐구함으로써, 탐라사상사와 탐라철학에 대한 탐구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식민주의적 해양관(海洋觀)이 존재하는 한 우
리는 탐라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확보할 수 없다. 탐라에 관해
서 기록해둔 중국측과 일본측의 문서들이 존재한다. 왜 탐라에 관한 한
국측의 고대 기록이 빈약한가?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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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의 편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탐라를 제외하였는 지에 대해
서 추궁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측의 사료들로부터 재구성해 보아
야 하는 탐라사는 한국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동아시
아사라는 범주로 눈을 돌리게 한다. 한국사의 지방사로서 논의되는 경향
의 연구들이 재검토되기를 희망한다. 몽골 측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추적이 필요하다.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서 탐라사를 재구성해야 하
는 과제가 필수적이다. 문서기록으로부터 찾은 탐라관계 기록들이 구전
하고 있는 자료들과 어떤 맥락으로 연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
문이 제기된다. 제주도의 패총에 대한 개괄을 전제로 하고, 고동물학(古
動物學)의 관점에서 패총출토의 동물유산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기대한
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섬에 존재하였던 동물의 뼈가 말해주는 내용
이 궁금하다. 해안과 바다에서 채취되었던 어류와 패류의 정리가 탐라인
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생태학적 조
건의 재구성에 있어서 제주도의 패총출토 동물유산은 필수적인 자료이
다. 인간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패총유물들이 의미하는 바가 탐라사의
이해를 더욱더 깊게 해줄 것이다.
생태학과 문화(사회조직, 기술, 관념)가 잘 결합된 탐라중심의 슬
기로운 해정학이 전개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그 해정학의 핵심주제로
자리하고 있는 잠녀(潛女) 연구를 기대한다. 탐라인의 핵심에 잠녀를 위
치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140년 전에 동아시아 비
교문화론의 연구주제로 여권정치를 언급하면서 주호(州胡)의 존재에 착
안하였던 맥고완(McGowan)의 논의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를 재
발견해야 한다. 왜, 잠녀들은 집단적으로 물질을 하는가? 집단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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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에도 우선순
위가 있고 수순이 있는 법이다. 1960년대 미해군의 연구자금으로 생체
학적 연구를 필두로 자료가 수집되었던 잠녀에 대한 연구가 그야말로 인
류문화유산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검토되기를 기다린다. 잠녀는
생물학과 문화가 만나는 접점에서 인간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기록
되어야 한다. ‘물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
다. ‘잠(潛)’이 곧 바로 ‘물질’이 아닌가? ‘물질’의 의미를 깊이 새긴 용어
가 잠녀(潜女)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식민지시대에 정착한 용어

하나 제대로 선택해서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찰이 가능
하겠는가?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통성을 논할 자격을 잃게 된다.
탐라를 생각하는 지식인들의 제대로 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해정
학의 핵심에 잠녀연구가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삶의 터전으로서 존재
하는 바다를 잃어 버린다는 것은 탐라의 영역이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탐라의 해정학을 추진하는 과정이 탐라 철학하기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탐라복이 사라졌고, 탐라어가 사라지고 있고, 다
음 탐라인이 사라질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탐라론이 전
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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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본 고의 초고가 제주연구원의 토론장(2018년 6월 19일)에서 발표되었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도원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께서 토양생태학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
셨다. 이도원 교수의 토양미생물에 관한 메모와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본 고의 논리

전개는 일층 탄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안케이 유지(安渓遊地) 야마구치현립대학
(山口縣立大學) 교수의 안내로 야마구치현립 야마구치도서관 소재 오우호테라우치 문

고(山口県立山口図書館所在桜圃寺内文庫)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기
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고의 일부는 제주학회40주년기념학술대회(2018
년 6월 21일, 제주대학교 인문관 2호)에서 기조강연의 형태로 발표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글은 다음의 문헌정보로부터 전제해온 것임을 밝힌다.
2018.7.30. 「‘탐라복(耽羅鰒)’과 ‘탐라해(耽羅海)’: 공공체(公共體)의 해정학(海政學)을
위하여」, 『제주도연구(濟州島硏究)』 50: 15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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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발전가치 성찰과
자연자본주의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
전) 제주국제대학교 총장
전) 제주연구원 원장

1.

제주개발, 왜 자기성찰이 필요한가?

2.

제주가 지향해온 발전가치는 무엇인가?

3.

제주의 발전가치(성장, 분배, 환경)를
어떻게 조정·통합할 것인가?

4.

제주의 발전가치(성장, 분배, 환경)를 조정·통합한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은 가능한가?

* 이 글은 「제주개발의 발전가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제주연구원, 2002)을 수정·보완, 가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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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
나 집을 떠나 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모든 것들 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갔다.
어떤 자는 울면서 웃을 날을 그리워하고
웃는 자는 또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
나 길가에 피어난 꽃에게 묻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를
살아 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 했음을 아쉬워한다.
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그리워하고
어떤 자는 자유에 지쳐 길에서 쓰러진다.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류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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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개발, 왜 자기성찰이 필요한가?
개인적인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자면 40대 중반 이후 나는 ‘지금 내게 주
어진 삶을 잘 살아내고 있나?’하는 회의를 갖곤 했다. 순간순간 주어지
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들
말이다.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그간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학자라고 명함
내놓기에도 초라함을 느낀다. 실패한 학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비애에 큰 절망감을 느끼곤 한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로 성찰
없는 삶은 초라한 실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무엇을 이루고 그렇
지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한 각성을 내면화하면서 살아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을 향해 항상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며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 가는 것은 초라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적
어도 살아가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라도 성찰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국가나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자기성찰을 게을리 하
지 않았던 국가나 지역은 번영하고 성숙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반대
의 경우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 점은 국가나 지역의 흥망성쇠의 역사
가 입증해주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비전 없는 곳의 백성은 망한다’고
했다. 생각과 가치 지향이 있는 지방자치라야 그 자치가 아름답고 경쟁
력이 있는 것이다. 민선 7기를 맞고 있는 제주개발도 그 방향성을 규정해
주는 가치론적인 질문을 혹독하게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그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제주개발의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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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때이다. 뼈를 깎는 자기 각성과 성찰
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 마르쿠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풍요로운
감옥에 비유하고 있다. 감옥 속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갖춰져 있고, 텔레
비전과 오디오가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삐삐세대에 그쳤으면 좋았을
IT의 발달은 우리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다 못해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다
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다. 풍요로운 감옥 속에서 벗어나려
면 무엇보다도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삶에 대한 투철한 각
성 없이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
금 어딜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수시로 물어야 한다.
21세기 변화가 다양하고 급격한 만큼, 대응책에 대한 요구도 많
고 고민 또한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대응책들이나 고
민은 원리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원리적으로 조정되고 통합
되지 못한 대응책들은 나침반 없는 항해처럼 우왕좌왕 혼란을 더할 뿐이
다. 왜 그런 대응을 해야 하는지 설득할 수도 없고, 미세한 상황변화만 있
어도 추진력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어떤 경우에는 대응책간의 원리적 충
돌마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변화의 시대, 그 정책적 대응
책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개념, 즉 ‘발전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21세기 제주발전의 가치’를 문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의 관심은 주로 어떠해야 할(sollen) 것인가 하는 점에

제1장 제주 성찰

109

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제주의 발전가치를 성찰하고 천착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주개발이 지
향해온 발전가치는 무엇인가? 그러한 가치가 21세기에도 주류적인 발전
가치로서 유효한가? 21세기적 변화라고 규정짓는 시대사적 변화 속에서
제주발전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또한 상반될 수 있는 발전
가치들을 지역정책 속에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담아내기 위한 개념모형
은 무엇이고 이에 입각한 제주도 수준에서의 미래전략산업은 무엇인가?
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이 아
래의 글이다.

2. 제주가 지향해온 발전가치는 무엇인가?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본격적으로 노정되기 시작한 이후
제주개발이 지향하는 발전가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
다. 즉, 성장주의, 분배주의, 환경주의(여기에는 지역의 고유문화도 포함
시켜야 한다)가 그것이다. 성장주의는 물량적 가치의 확대를, 분배주의
는 도민주체 개발이나 개발이익의 환원을, 환경주의는 제주도에 내재해
있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문화자원 가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어떤 발전가치가 강조되고 중시되느냐 하는 것은 지역경
제 성장단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졌다. 예컨대 제주도가 저(低)발전
단계에 처해 있을 때는 제주개발은 지역총생산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둔
성장주의가 강조되었다. 또 어떤 발전가치가 우선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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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도 달라진다. 이를테면 성장주의적인 가치가 강조될 때는 거점
개발식의 불균형 개발전략이 채택된다. 대규모 집중개발 형태인 단지 및
지구지정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 1960년부터 지금까지 성장주의가 제주개
발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주민운동세력 등이 주장하
는 분배주의나 환경주의의 도전도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들
이 제주개발의 지배적인 발전 이데올로기가 된 적은 없었다.
성장위주의 정책개발이 제주지역에 경제적 성장이라는 순기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정체성이 상실되었고 삶의
질 향상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환경 등의 연성자원들이 소
외되거나 훼손되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제 21세기 제주개발은 그 발전이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성장위주의 발전가치만으로는 최근의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제주도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제
주개발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더욱 힘들다. ‘21세기형 삶의 질’
문제가 주는 함의는 조화롭고 균형 있게 사는 것이다. 물질적 성장만이
삶의 질을 위한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21세
기의 제주의 발전가치 모색에 관한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는 뒤에 서술할 규범적 발전이론의 문제의식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21세기 제주발전의 가치 지향에 관한 논의는 경제적 성장을 축으
로 삼는 전통적인 발전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가치론적 조건 자체를 문
제 삼는 것에서 출발한다. 발전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학술적인 용어로는 규범적인 발전이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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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른다.
규범적 발전이론을 주장하는 영미학자들 중에서는 우선 굴렛
(Goulet)이 주목된다. 그는 “발전개념은 재정의되고, 계몽되어야 하며,
도덕적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굴렛(Goulet)은 발전이 제시하는 규범적 문제들을 정면
에서 다루었다. 그는 전통적인 발전이론이 잘못 주장된 가치중립적인
(value-free) 방향설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통적인 발전이
론은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 지배를 증대시키고, 목표에 대하여 수단
을 절대화시키고, 가치를 물화시키고,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자민족 중
심주의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구조적 결정주의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인
간성을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굴렛(Goulet)은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발전을 자
신의 가치관념에 따라 말한다. 문학상의 ‘세계적’ 천재들이 그 자신의 문
화의 뚜렷한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거듭 놀란다. 단테
는 의심할 바 없이 이태리적이고, 노자는 중국적이며,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적이다. 그러한 것은 ‘발전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발
전의 ‘세계적인’ 인간적 목표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들
은 인도적, 아프리카적, 쿠바적 또는 이집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음성으
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21세기 발전이념은 전통적인 발전이론의 맹목성을 비
판하면서, 발전이론의 인간화를 기본적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인간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는 분배
(distribution)와 환경(environment)이라고 할 수 있다. 린톤(Ly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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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굴렛(Goulet)과 같은 규범적 발전이론가들은 분배라는 관점에서
성장지향적인 전통적인 발전이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글래드웰
(Gladwell)과 같은 규범적 발전이론가는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적
인 발전개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 발전이론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분배와 환경만
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규범적 발전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전제,
즉 발전의 가치를 서구적인 편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에서 본다면,
부국에서의 발전개념과 빈국에서의 발전개념은 경제적 성장이라는 가
치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론적인 논쟁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가들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갑작스런 환경론적 강조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를 저지하
여 그들에게 선진산업사회에 주어진 부, 권력, 산업화의 기회를 박탈하
려는 술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골드맨(Goldman)
은 “빈국의 지도자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조망과 국내 상황의 커다란 차
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최단 시간 내의 최대한 경제적 발전에 대한 강조
를 공유하고 있다.”며, “저개발국가들에게는 연기를 내뿜는 굴뚝이 아직
도 긍정적인 표시이며, 새로운 산업활동은 새로운 일자리와 수입을 뜻한
다. 계획수립자들은 오염(pollution)통제에 대하여 떠들어 대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어쨌든 일반론적 수준에서는 분배와 환경만이 아니라 성장도
규범적 발전개념이 포섭하여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적 발전개념은 성장(growth), 분배(distribution), 환경
(environment)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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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장, 분배, 환경이라는 세 가지 가치는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가령 분배론적 관점이나 환경론적 관
점이 성장에 제약요인이 되거나, 성장론적 관점이나 환경론적 관점이 분
배에 제약요인이 되는 것처럼, 상호모순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 분배, 환경이라는 세 가지 가치 사이의 이러한 상호모순적
관계는 결국 그 세 가지 가치 사이의 선택이나 조정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적 발전이론은 성장, 분배, 환경이라는 세 가
지 가치 사이의 가치선택 또는 가치조정에 의존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제주의 발전가치(성장, 분배, 환경)를
어떻게 조정 · 통합할 것인가?
성장, 분배, 환경이라는 세 가지 가치조정은 가능한가?
규범적 발전개념에 입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 분배, 환경
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정·통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발전전략의 핵심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과 정책을 만들 때 세 가지 중 어느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
른 가치를 통합하느냐의 문제는 시간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조정기준을 마련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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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속에 성장, 분배, 환경가치가 어떻게 조정·통합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
게 조정 통합되어야만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제주도에 한하여
사람, 상품, 자본 등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 수준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화, 자유화, 탈규제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다. 이를 위한 키워드(key word)는 조세특례제도, 영어교육도시, 골프장
면세, 투자진흥지구, 내국인 면세점, 7대 선도프로젝트, 무사증 입국제도
(No Visa), 영주권 제도 등이다. 이 정책들은 성장론과 환경론, 성장론과
분배론, 환경론과 분배론이 충돌하는 아젠다이고 그 집행과정에서 사실
로 노정되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하는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신화
역사공원이나 녹지그룹의 드림타워 사업들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
을 상당히 많이 훼손하는 사업들이다. 성장론과 환경론의 충돌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무사증입국제도(No Visa)를 도입했
고 50만 달러가 넘는 휴양숙박시설을 구입하는 외국인 간접 투자자에
게 장기체류 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전술
식의 중국 관광객 유입이 촉발되었고 엄청난 중국자본의 투자가 이루
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이주민 열풍이 가세함으로써 과잉관광
(overtourism)의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한계를 초과한 오수문제, 쓰레기
문제, 치안문제 등 도시경영의 여러 난제들을 표출시켰다. 그 당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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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근 과잉 관광
으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서울 북촌주민들의 괴로움과 정서적 궤를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관광객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오지 말아주세요.”
“Please support us not coming to our village. We′re suffering
from tourist.”
몇 달 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길의 이른바 ‘가회동 골목길’의 한
한옥대문 앞에 흰 종이 위 매직으로 눌러쓴 손글씨이다. 그 내용이 절절
하다 못해 처절해 보인다. 같은 내용을 한글과 영어로 써서 붙여놓고 그
위에는 “조용히 해 주세요”를 영어·중국어·일어·한국어로 인쇄한 포스
터를 붙여 놨다.
‘이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수치로도 증명된
다. 국가 통계포털을 보면 ‘한옥 관광’을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서울 종
로구 삼청동과 가회동의 올해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7369명(삼청동
2866명, 가회동 4503명)으로, 2011년(8970명)에 비해 17.8% 줄었다. 같
은 기간 종로구의 인구 감소율 8.3%의 두 배에 이른다.
제주에 이주 인구도 늘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영어교
육도시 내의 영어학교들이 본격적으로 개교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
하였다. 탐라의 시대가 개막된 후 땅값,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경우는 역
사상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제 제주지역주민 특히 제주의 젊은이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자력으로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체념
의 단계에 이르렀다. 제주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제주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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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읍 월정리의 경우에서 서울 북촌의 경우처럼 자기 동네를 등지는 젠트
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폭등
추세가 계속된다면 제주지역주민들이 집이나 농지를 구입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자기 땅에서 유배를 경험하는 아노미 현상이 노정되고 있
다. 이러한 사례들이 제주개발을 위협한 성장론과 분배론의 갈등이다.
개별허가 방식에 의한 건축허가제도는 주로 소자본으로 개발사
업을 하려는 제주사람이 원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개
발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분배적 가치의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이 방
식은 지하수 오염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 예가 양돈장을
경영하는 축산농가가 그렇다. 양돈장은 본래 집단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악취제거 등 관리상의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간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렸다. 양돈장주들이 돈사악취저
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축산
농가들은 축산 폐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축산폐수를 남 몰래 지
하수 숨골에 버리는 몰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
의 통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한 제도가 악용된 사
례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주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서(분배적 가
치) 한 양돈사업은 분배론과 환경론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구해온 성장주의 일변도 정책은 여
러 각도에서 점검을 해야 할 때이다. 분명한 것은 성장주의에 너무 편향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장정책으로
그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경우 환경은 곧 돈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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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는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보물섬이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7대
자연경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제주도는 온대 지방의 특징을 가진 한반
도의 육지와는 다른 기후대에 자리한다. 덕분에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
르는 제주만의 고유 식생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5개의 람사르습지를 가지고 있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회에서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가치
가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보호하는 습지이다. 람사르습지
로 인정받으면 국제사회가 인증한 람사르 브랜드를 6년간 사용할 수 있
으며 이 후 재 인증 여부에 따라 그 권한이 연장되어 친환경농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등 국내외 홍보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라산의 푸르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안, 오동포동한 느낌을
주는 오름, 육지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식물, 어디서나 보이는 돌담과
초가 등은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 국제자유도시 하에서도 제주
도의 환경원형이 다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오랜 세월 제주는 변방으로서 해양에 의한 격절성 때문에 아
이덴티티를 비교적 잘 보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륙문명이 지배했던
고립의 시대에서는 제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되었다. 그러
나 세계화와 해양화가 본격화되는 21세기에는 제주도의 정체성이 오히
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인프라로서 작용한 것이다. ‘가장 지
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내외적으로 고유한 아이덴티티
의 보존이 최고의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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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섬이라는 격절된 공간 속에서 삶의 경
험을 통해 터득한 공동체적인 생활양식이나 정신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재해석·재창조될 수 있어야 한다. 제주
국제자유도시가 오히려 제주의 것을 다듬고 지키는 일이 더 필요한 상황
이다. 그래서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은 더 중요하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성장적 가치실현도 중요하지만 ‘인간
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추구하는 분배적 가치의 실현도 양보할 수 없는
전제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지역공동체의 공존과 화해를
담보하는 사회적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제주도가 이윤추구와 시장법
칙만을 유일한 신앙으로 삼는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자유도시가 지역산업 중 경쟁력 없는 분야의 무분별한 개방을 가능
한 한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아무리 지역의 경제적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지역주민을 소외와 상대적 박탈에 머무르게
하는 카지노 자본주의적 성격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장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책임 있는 세계화를 제주국제자유도
시의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가장 성공한 국제자유도시로 칭송되고 있는
홍콩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좀 오래됐지만 지금도 유효하리라
고 생각되는 보도내용을 참고해보자. 1인당 월 최저생계비 2500달러(37
만 5000원)도 못 버는 빈곤층 가구는 홍콩 인구 670만 명의 15%인 100
만 명(32만 가구)으로 추산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선진국제도시에 살면서도 영화관이나 맥도널드 햄버거 집에도 마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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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못 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1인당 GDP(국내 총 생산) 미화 2만 4716
달러에 달하는 홍콩의 양면성이다. 세계 최고급 승용차 롤스로이스가 인
구당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며, 벤츠와 BMW 승용차는 거리에 넘쳐난다.
다운타운가의 첨단 빌딩에서 연봉 미화 100만~200만 달러를 버는 젊은
국제금융인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빌딩 뒷골목의 허름한 주상
복합건물에는 온 가족이 불과 3.3㎡~6.6㎡(1~2평) 남짓한 방 하나에 마
치 군대 막사처럼 층층이 침상을 올려놓고 겨우 잠만 자는 빈곤층을 쉽
게 만날 수 있다. (중앙일보, 1999.11.13)
여기서 분배적 가치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제주도민
이 반드시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주도민이 개발사
업의 주체가 되지 않더라도 도외(道外)의 막대한 민간자본이 제주도에
투자되어 세수를 증대시키고 현지인의 고용을 크게 창출시킨다면 그것
또한 분배적 가치의 실현으로 봐야 한다.
창의력 있는 지역주민을 육성하는 일도 분배적 가치의 실천전략
이다. 클린턴 대통령 당시 노동부장관을 지낸 라이히(Reich)도 국민국가
의 점진적인 퇴각을 가져오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최
우선은 창의력 있는 국민을 키우는 일이라고 갈파했다. 제주국제자유도
시의 성공여부는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창의력 있는 제주인을 얼마나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주인의 능력이 업그레이드되어야 지역주민
들의 고용기회가 많아지고 도민들도 국제도시 관련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변국보다 몇 십 배의 돈을 교육에 투자해서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인 싱가포르의 경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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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적 가치와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지원책이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나 산업(예컨대 마늘농가나
감귤농가 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람들 간의 정보격차(digital
gap)가 이러한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세계화를 우울한 색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국가 내에서 20%의 잘 사는 국민과 80%의 못
사는 국민으로 층화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취약산
업종사자들에 대한 소득보전이나 전업(轉業)교육 등의 행·재정적인 뒷
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복지예산의 총예산점유비율을 선
진국 수준인 최소한 20%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
제주도 수준에서도 지방예산으로 중앙정부가 놓친 복지의 사각
지대나 청년들의 벤처창업 지원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된 아젠
다에 보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지방자
치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하는 정치제도이다. 재원마련의 상상력과 창
의력을 동원해야 한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거기
에 답이 있다. 과거 제주도가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부여된 렌터카 등록
세율 조정권한을 이용해서 100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경우가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만 도입해도 행정시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공공서
비스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그 경비도 많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입도
세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 조성 등의 세외수입 방안을 현명하게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를 운영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혁만 해도 상당한 수
준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공공시설 운영에 한 해 1000
억원 이상 쓰고 있는데 공공시설이 하는 업무단위에 대한 시장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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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testing)를 가해서 민영화, 민간위탁, 도 직접 운영으로 구분하
여 운영 체제를 재조정만 해도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분배적 가치와 관련하여 어떤 자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
만 민간자본유치는 매우 중요하다. 자본 유치가 잘 되면 지역경제규모가
확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수증대와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여기서 벌어들인 세수는 분배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및 사회적 취
약계층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수입원이 되고 환경오염저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의 재정적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환경오염저감 문제를 둘
러싼 과학주의와 생태주의의 논쟁이 아직까지도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
만 충분한 재원확보가 마련된다면 환경오염은 과학기술로서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환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성장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분배적 가치도 고민하
는 자본이라면 제주도민들도 피해의식보다는 개방성과 포용력을 가지
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정말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제주의 문
제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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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의 발전가치(성장, 분배, 환경)를
조정 · 통합한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은 가능한가?
필자는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아젠다를 추출할
때 기반이 되는 개념모형은 크게 볼 때 ‘자연자본주의’이다. 제주의 자연
환경적인 조건을 잘 활용한 산업을 일으켜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논리이
다. 이런 각도에서 제주의 성장적인 측면을 조망해 보는 것이 자연자본
주의 접근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주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을 중심으로 관
광 및 휴양과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이며, 1차 산업의 경우도 농림수산업
등 청정산업으로 모두 생태산업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
은 제주의 생태와 환경과 관련되며, 결국 제주의 미래 전략산업은 생태
산업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주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
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태, 환경 등 천혜의 자연자원에 의존하
는 만큼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자연
자원과 생태환경을 고갈·훼손시키지 않고 유지·보존하면서 지속적 순
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제주의 미래 전략산업은 자연자본주의라는 대안적 경제 패러다
임 하에 제주가 갖고 있는 잠재력, 특히 천혜의 생태와 환경을 고려하여
구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의 미래 전략산업은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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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 의존형 산업

제주는 자연자원을 유지·보존하는 가운데, 그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연자원 의존형(natural resource-dependent)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주의 유네스코 트리플 크
라운(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
공원)이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등은 제주의 생태·환경의 높은 가치
와 그것의 우수성을 세계적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근거이
다. 이 외에도 제주에는 지질공원, 람사르습지, 곶자왈, 용암동굴 등의 환
경자원뿐만 아니라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개최할 만큼 생태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태와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천혜의 자연자원에 의존한 산업을 발전시
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자연친화적 삶을 희구하
며 건강의 가치를 점점 더 높게 평가하는 세태를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도 충분히 육성할 만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태관광(eco-tourism)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생
태관광이란 자연 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관광객에게 환
경보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지역의 생태계 보
전이나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관광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날로
오염되는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주의 거문오름과 서귀포시 생물권보전지역은 한국관광공사
(2010)가 「한국형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10대 모델사업 진행평가 연
구」의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각종 자연자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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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활용한 생태관광의 추진을 기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트
리플 크라운 등 제주의 자연자원을 생태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물 관련 산업도 중요하다. 자크 아탈리, 앨빈 토플러 등의 미
래학자들이 21세기가 물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처럼, 물 관련 산
업은 21세기 블루골드(Blue Gold)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의 ‘청
정’ 이미지와 잘 부합되는 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삼다수’로 대표
되는 제주의 물 산업을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출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제주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인 물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용암
해수 개발, 워터테라피, 기능성음료, 생맥주 등 특산주(特産酒) 개발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친환경 청정 산업

제주의 산업 중 1차 산업의 비중은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
으며, 제주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1차산업을 ‘친환경(ecofriendly) 청정 산업’으로 특화시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
이다.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욕구
가 상승작용하면서 기존 농산물에 대한 우려와 청정 ‘먹거리’에 대한 관
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시
장의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수산업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잡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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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조류독감,
광우병, 사스 등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물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있다.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
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수출 산업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로 제기되고 있다. 생수하면 제주의 ‘삼다수’가 최고로 인식되는 것처럼,
농축수산물하면 제주의 것이 최고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이를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농업단지를 전도적(全道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
주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의 ‘청정가치’를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일반적인 농업생산보다 제주를 원산지로
하는 친환경 농업단지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친환경 농업
단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
하며, 이를 통해 제주의 유기농 농가를 전체 농가의 6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유통혁신을 위한 제주농축산물유통공사(가칭)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 제주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유통혁신 없이 제주산 농축수산물이
제값을 받기는 어렵다. 제주농축수산물유통공사(가칭)를 설립하여 유통
단계를 혁신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가능할 만큼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생산자 모두 윈윈
(win-win)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다.
제주의 청정 1차 생산품은 엄청난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다. 서울
을 비롯한 육지 지역, 일본, 중국 시장 등이 그것이다. 유통문제만 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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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수 있으면 제주 농축수산물은 충분한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청정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의 농축수산물은 청정가치 면에서 최고 수준
이기 때문에 유통혁신만 이루어낸다면 일본시장 진출은 상당한 가능성
을 담보해 줄 것이다. 유통혁신만 동반된다면 중국시장도 주목해볼 필요
성이 있다. 잘 사는 중국소비자들에게는 이미 제주의 일부 특산물이 선
호도 높은 상품으로 정평이 나있다.
따라서 제주농축수산물유통공사(가칭)의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서울 등지에도 제주도의 물류센터가 입지해 있고, 그 수도 앞으로
점차 늘릴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농축수산물유통공사
(가칭)를 설립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제주도가 이를 위한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전
력을 투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를 종자·종균·종돈산업
등의 보고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제주의 청정 자연조건으로 인해 토
종 씨 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
한다.

제주는 해외에 ‘일본동경통상대표부’, ‘중국상해대표처’,
‘중국 이우시 제주특산품 전시상품관’을 설치하여
제주상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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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사례
뉴질랜드 키위 농가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방안 모색을 시
작했다. 뉴질랜드는 인구 400만 명에 불과하여 내수시장으로는 키위산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수출 창구의 통합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장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스프리 인터내셔널’(1997)을 설립,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키위 농장주
들이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다. 제스프리는 ‘골드키위’를 독점 생산하면서 국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골드키위는 연구원만 500여 명인 세계 최대의 원예작물연구소인 호트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1992년 개발을 시작하여 2001년 농가로 확신시키는 데까지 10년이
걸렸다. 연구결과는 제스프리의 웹사이트와 소식지를 통해서 농가에 전달되는데, 공통
적인 내용을 표준 농법의 형태로 정리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골드키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생산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사가 특허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키위시장을 평정한 뉴질랜드 ‘제스프리’ 사례는 1차상품의 브랜드화 및 수출마
케팅의 성공 사례라고 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1950년대 세계 5위 농산물 수출국이었지
만, 1960~70년대 농산물 가격 하락, 오일쇼크 등으로 위기를 맞았으며, 농업개혁을 통해
생산량에서 품질로 전환을 시도했다. 즉 품질 경쟁력으로 글로벌 브랜드화에 성공했는
데, 뉴질랜드 키위농가의 95%가 ‘제스프리’ 농민이라고 한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사례를 통해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①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농업정책 ②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농업주체의 협
력 강화 ③ 정부의 보조나 지원보다는 농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건강산업

건강산업(health industry)은 환경가치의 산물이다. 건강산업은 사회생
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하고 정신 건강과 더불어 공해로
부터의 해방 및 운동 부족으로 인한 체력 증강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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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을 비롯하여 제주가
갖고 있는 생태·환경의 높은 가치는 건강산업과 높은 친화력을 갖는 조
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자원의 가치를 관광 이외의 다른 산업적 가
치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단순하게 걷는 관광, 보는 관광을 통해서만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원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자연이 발현하는 요소는
바로 생명들을 지켜주는 맑은 산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이다. 제주야말
로 지구촌 최적의 건강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건강은 지
구촌 최고의 화두인 동시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부상
하고 있다.
제주의 건강산업은 여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서 그 잠재력
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정무공해 1차 산업과 건강의 연계
가 가능할 것이다. 1차 산업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
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있다. 그것이 곧 제주 1차 산업이 갖는 차별화
이자 강점이다. 둘째, 레저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이다. 제주는 스포츠의
메카를 지향해 왔으며, 각종 건강 레저 스포츠의 최적지로서 수많은 건
강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고, 최근에는 전지훈련의 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셋째, 장기 체류형 건강관광 산업이다. 제주에서 1년, 6개월, 3개월,
1달 코스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관광은 제주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예전 제주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라는 조건을 달아 국내 처음으로 투자개방형병원(영리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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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4개과목이고 병상이 47개에 불과한 소형병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한지 16년 만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
이 병원의 영리화 추세가 더 심해지고, 의료비 폭등으로 의료 불평등이
커지며, 건강보험 체계가 위험 해질 수 있다는 논거를 들어 거세게 반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의 생
각이다. 한 때 종속이론이 한국지식인 사회에 복음처럼 유행되었지만 적
실성과 설명력 부족으로 용도 폐기 된 경우를 상기하게 된다. 국민들의
동의의 기반 하에서 수 십년동안 시행 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가 제
주도에 한해서 허가된 영리병원 때문에 그 근본이 흔들릴 것이라는 논리
는 설득력이 없다. 물론 앞으로 영리병원 허가·운영으로 인해서 생기거
나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역기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정해 나가야
한다. 문제해결자로서의 지방정부 역량이 매우 중요한 소이가 여기에 있
다. 그리고 어떻게 영리병원을 제주의 관광과도 잘 접목시켜서 운영하느
냐에 따라 고용을 포함한 제주지역의 성장에 커다란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다 줄 것이다. 제주대학교병원 하나가 1500 여명의 고용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빵집, 세탁소 등 파급 관련 후방효과까지를 포함한다
면 병원 하나가 주는 함의는 대단하다. 넷째, 청정에너지와 건강산업의
연계이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및 태양광, 풍력, 전기자동차 등의 에
너지 산업은 결국 제주의 청정자연을 매개로 한 것이며, 그 지향점은 인
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다섯째, 제주의 자생식물들을 이용한 약초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탁월한 약효가 입증된 제주의 식물들을 발굴하
고 키우는 생산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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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산업

교육산업은 지식을 생산하여 서비스하는 산업으로 ‘지식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교육과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영역이다. 교육산업은 지식경
제시대에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그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교육산업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으로서 사람과 자본의 적절한 활
용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자본주의에 친화적인 산업이
라고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조성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수요층을 국내에서 흡수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정주형 영어교육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379만㎡ 면적에 2015년까지 공립 1개교,
사립 11개교 등 총 12개의 영어전용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계획으
로 추진되어 왔다(제주특별자치도, 2011 : 662)
‘영어교육도시 제주’를 브랜드로 하는 교육산업 육성이 필요하
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외로 나간 학생과 학부모를 불러들일 뿐
만 아니라 여유 있는 부모의 제주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제주의 부동산과 기타 소비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영어교육도시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해외유학 수요를 제주로 돌리고, 학생과 학부모
들이 제주에 정주(定住)하도록 함으로써 결정적인 부수효과도 창출하
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등 이하 교육기관 유치·설
립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유치(제주특별자치도, 2011 : 667)로 질 높고 쾌적한 교육을 통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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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요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이 원만하게 이행될 경
우, 영어교육센터나 교육·문화 관련 시설, 주거·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제주경제의 역동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MICE 산업

MICE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
벤트와 전시(Event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 포상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
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이며, 비즈니스 관광이라고도 한다.
MICE 산업은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크지만, 행사를 주최하
는 단체, 기획업체, 개최 시설, 숙박업체, 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과 전후
방으로 연계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불리며 새로운 산업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주에 대한 ‘로망’과 제주의 컨벤션 인프라의 결
합을 통합 MICE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제주는 꼭
와보고 싶은 최고의 휴양지이다. 제주는 각종 연수와 회의의 개최지로
각광받고 있다.
연수도시 육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
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인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에는 총 9개의 공공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
동포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 국
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연수원,
국립기상과학원 – 의 이전이 결정,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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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되면서 혁신도시에 소재한 교육기관에
서 교육을 이수할 인원이 연간 3만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들 교육생을 대
상으로 한 맞춤형 관광상품 등도 개발 보급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
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
로도 통일연수원과 같은 중앙정부의 연수기관과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민
간 연수원의 유치에 박차를 가해 연수산업화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제주에 연수기관이 유치되면 자체적인 부가가치 이외에도 연수자들의
동행자(동료, 가족 등)까지 제주로 오게 만들어서 관광, 쇼핑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의도시 육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한 방안이다. 제주에서는 정
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 국가적 차원의 회의뿐만 아니라 제주포럼이
나 세계자연보전총회(WCC)와 대규모 국제회의들이 지속적으로 개최
되고 있다. 제주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속적으로 각광받을 경우 제네바와
같은 외교도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평
화의 섬의 기본 컨셉이기도 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구축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제네바와 같은 외교도시, 회의도시, 연수도시로 만들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과 같은 국제기구를 제주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최대의 과
제가 기후 및 에너지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새롭게 설
립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구는 올림픽과 같은 단발성 행사와 달리 1년
내내 고급 상주 인력과 국제 유동인구가 생겨나게 되며, 그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래야 현재 이름값을 제대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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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국제기구를 유치한 명실상부한 국제도
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제평화재단 부속기관인
2012년에 설립한 제주국제연수센터(JITC)의 활동도 잘 키워나가야 한다.

융복합 관광산업

제주의 대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에 대해 낙관과 비관이 공
존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추세로 양적 측면에서는 관광효과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반면, 관광객이 낮은 소비 수준으로 인해 질적
인 측면에서는 비관적이다.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장기 체류
를 유도할 수 있는 관광상품, 예컨대 의료 및 마이스와 관련된 관광상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융복합화의 시각에서 개발해야 한다.
우선, 웰니스(wellness) 산업과 관광의 융합이다. 웰니스 산업은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BT, IT 응용 제품 및 관련 제품을 이용하여 정신적
영역에서 육체적 상태까지 향상 또는 개선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
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서비스형 융합 산업(피트니스, 식이 및 영양
관리, 뷰티 및 화장품, 아웃도어 스포츠, 스포테인먼트, 휴양·레저 등이
포함)이다. 청정한 환경과 의료관광인프라, 잘 발달된 항만 및 공항, 골
프를 비롯한 발달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아열대성 해양성 기후 등 제
주는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기에 국내 최적지라 할 수 있다(「제민일보」,
2012.7.4). 숙박·여행·운송·레저 등의 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의료·뷰
티·U-헬스산업, 스파와 연계한 웰니스 산업으로 융합하여 제주관광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힐링명상 콘텐츠와 관광산업의 결합이다. 뇌교육 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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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이승헌 국제뇌교육협회장(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제주의 새
로운 관광 콘텐츠로 미국의 세도나(Sedona) 시와 같은 힐링명상산업 콘
텐츠 개발을 권유한다. 멘탈헬스(정신적 건강)와 바디헬스(육체적 건강)
를 동시에 지향하는 힐링명상은 제주가 가진 세계적이며 독특한 자연경
관과 문화유산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산업 콘텐츠라
고 조언한다. 힐링명상산업이 관광산업과 결합될 경우, 기존의 관광을 장
기체류형·체험형 관광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의 환
경과 생태에 대한 브랜드 가치까지도 상승적(相乘的)으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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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언제 읽어도 가슴을 뛰게 하는 찰스 디킨스
(Charles Dickens)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에 나오는 첫 문단은 문학작
품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글 구절 중 하나이다.
젊은 청년시절 나의 인생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
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제주라는 섬에 지난
몇 년 동안 몰아친 광풍을 돌이켜 보면서 읽은 디
킨스의 서문은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직시하고 성찰하게 만든다.
이 글이 주는 의미를 훼손시킬 것 같은 두려움에 차마 한글로 번
역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정녕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밝고 어두움을
이보다 더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롤』,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스』 등으로 우리에게 익숙
한 영국작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1859년 출간된 이래 현
재까지 2억 부 이상이 팔렸다.
그런데 이 글은 고전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이 높이 평
가되는 이유는 160년 전에 출판되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날 우리 사회와 현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거울
처럼 보여주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두 도시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격변기
의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처럼 지난 2010년에서 2017년의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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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본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던 시기이다. 제주라는 섬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과 자본이 몰려 들었던 때가 있었을
까? 어느 순간 땅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며, 제주의 최고 자산인
자연은 파괴되고 도로에는 넘쳐나는 자동차로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우
리의 삶의 터전이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제도적으로
노력했던 결과인가를 한번쯤 돌이켜 보아야 할 때이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나타난 제주의 변화
를 살펴보자. 먼저 인구의 변화다. 제주지역의 인구는 1970년 36만 5522
명에서 1980년 46만 2775명으로 증가하였다. 5년 단위 기간 중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2.5%(연평균 2.5%)를 기록하였으나, 1995년 이후 증가율
은 급격히 추락한다. 1985년 48만 8576명에서 1990년 51만 4608명으로
1995년 51만 939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 증가율은 5.6%, 5.3%
에서 0.9%로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2000년 54만 3323명,
2005년 55만 9747명, 2010년 57만 7187명을 기록하며 연 평균 0.6% 내
외의 정체현상을 보였다. 그러던 인구증가율이 2010년에서 2015년 동안
11.1%로 급등하면서 제주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처럼 인구가 가파
르게 증가하였다. 동기간 중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2.9%에 머물렀다.
2018년 10월말 기준 제주인구는 69만 1397명으로 발표되었다.
표 1. 연도별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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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 명)

연도

'70

'75

'80

'85

'90

'95

'00

'05

'10

'15

'18

인구

366

411

463

489

515

519

543

560

577

641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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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주 인구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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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50만을 넘어선 제주인구는 2009년까지 57만 명을 돌파
하였다. 인구 7만 명 증가하는데 만 23년이 걸린 것이다. 그러던 제주인
구가 2019년이면 7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만에 13만 명이 증
가한 것이다. 최근 출산율 등을 고려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제주인구
증가는 가히 폭발적이다. 인위적인 이주정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세종
시를 제외하고 자발적인 이주가 주축이 된 제주인구 증가는 서울로 사람
들이 집중했던 개발시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우리 근대사에서 찾아보
기 힘든 사례일 것이다.
제주 이주 열풍의 중심에는 인기 연예인 이효리씨가 있었다.1 이
효리씨는 속칭 ‘핫(hot)한 연예인’이다. 중앙에서도 잡아 두려고 하는 이
러한 인기 연예인이 자발적으로 제주를 자신의 거주지로 선택한 것은 이
주사회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효리씨의 이주뿐만 아니라 은퇴 이
1

이효리씨는 2013년 9월에 제주로 이주하여 2018년 7월 제주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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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제2의 인생’을 제주에서 보내려는 50~60대부터 대도시의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 질린 30~40대 청년층, 문화예술인들이 제주로 발길을 돌렸
다. 특히 30~40대는 제주 전체 이주민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주
이유로는 ‘제주 자연에 매력을 느껴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
어서’, ‘기존과는 다른 삶’, ‘퇴직 후 새로운 정착지로 적합’ 등이었다.
제주는 역사적으로 변방이며 중앙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오
는 대표적인 주변부이다. 이런 주변부가 2010년 이후 중심부의 핵심적
인 사람들이 살고 싶은 로망(roman)의 지역이 된 것이다. 제주를 인식하
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된 것이다.
지난 10년은 제주가 생긴 이후 정말 최고의 시절(the best of
times)이었다. 인구의 폭발적인 성장이외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던
2006년 531만 명(외국인 46만 명)이었던 관광객은 2016년 1585만 명(외
국인 360만 명), 2017년 1475만 명(외국인 12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지
역내총생산(GRDP)은 2006년 8조 5000억원에서 2016년 16조 9000억
원으로 높아졌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도 2006년 각각 3736억원과 4337
억원이었으나 2017년 2조 149억원과 1조 448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국세와 지방세의 전국 증가율은 각각 79%와 95%였으나 제주는
각각 439%와 234% 성장하였다.
이 같은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식주의 기본인 주
택가격의 급등은 부동산 소유를 중심으로 제주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
켰다. 제주지역 집값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제주지역의 무주택자나 미래세대의 주거
비 부담은 서울 거주자의 부담 못지않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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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201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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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앙일보」 (2017.6.17.)2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자산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교통난이 심화되고 범죄와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등 생활의 질
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제민일보」 2018.12.5)3. 단기간 진행
된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각종 개발 사업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
가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제주 토지와 주
택 가격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
웠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주차문제의 악화와 함께 교통사고 역
시 4378건으로 10년전 3136건보다 36.9%(1242건)이나 늘었다. 범죄 발
2
3

https://news.joins.com/article/21674651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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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건수 역시 3만 1368건으로 10년전 2만 3093건보다 35.8%(8275건)
이나 증가했고, 이중 살인 등 강력범죄는 443건으로 10년전 195건보다
127.2%(248건)나 급증했다. 그리고 유입인구 급증으로 1일 발생 폐기물
도 2006년 2392t에서 2016년 5131t으로 114.5%(2739t)이나 급증하며 폐
기물 처리난에 직면하고 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리던 제주인의 삶
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 해 본 적이 없는 팍팍한 대도시인의 삶으로 변
화되고 있다. 이제 오늘의 제주인은 제주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간(the
worst of times)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는 것인가? 특별자치도의 추진의 목표가 경제개발이나 지역소
득의 향상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고양하고 복
리를 증진하는데 있는 것인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제주인이 공유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별한 것 없다는 특별자치도’라고들 하지만 기실 들여다보면
‘특별한 것’이 있다.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 지난 7~8년 동안 이런 광풍이
이 섬에 불어 닥친 것이다. 이제는 한번쯤 특별자치도를 준비했던 10여
전 전으로 돌아가 회고해 보고, 특별자치도 설치의 배경이 되는 특별법
의 성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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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출범했는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수직적 권력분
립의 형태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주권
(Sovereignty)이 결합된 연방국가(Federal State)의 형태와 달리 권력의
불가분을 선언하고 있는 단일국가(Unitary State)에서의 지방자치는 법
률에 의해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사무나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처리에 한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같은 사고
로 인해서 지방자치(Local Autonomy)나 분권(Decentralization)은 잔
여적 권한(Residual Power)으로 남아 있었다. 1991년 부활된 우리나라
의 지방자치도 이 같은 사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한 것은 정부 수
립 이후 지속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권력운영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화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
가의 의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안’(2005.5.20)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본계획안은 “특별자치도란 일반
적인 도(道)에 부여된 권한과는 달리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도, 선도적
인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특
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본계
획안의 이 같은 정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특별한 실험으
로 평가되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상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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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국가는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지
방자치에 있어서 특별한 입법으로 평가되는 제주특별법은 그 이전에 제
정되었던 「제주도개발특별법」 (1991.12.31 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2002.1.26 제정)이 확대·발전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특별법
의 역사적 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있으며, 현재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상당한 내용과 근간은 「제주도개발
특별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중앙
정부 주도의 개발전략에서 벗어나 ‘도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개발 이
익이 도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육성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종합
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의 개방화와 세계
화에 대비하여 제주도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발전의 전략적 거
점도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대체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
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
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제주국제
자유도시특별법」 제 2조 1호)고 정의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 관점에서는 개방화 등 세계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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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지역적 관점에서는
감귤 중심의 1차 산업과 내국인 위주의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중앙부처 관료들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라
는 논리와 지금까지 시행해 본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확신의 부
족 등으로 개별적 특례를 부여하는 제한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우리사회의 중앙집권 및 수도권 중심
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비효율 타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및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모색, 개방사회로 진행되는 과도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분권정책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제시하
였다. 이 같은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제주도를 분권
과 자율을 통하여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았다.
당시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제주도를 국가발전전략의 거
점도시로 구상하게 된 것은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
도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
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특례적 지위(Special Status)를 갖추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판단에 덧붙여 참여정부가 제주도를 특
별자치도로 발전시키려는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배경은 지식정보사회의 세계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선진적인 분권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시대
적 인식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분권 모델을 전국적 차원에서 일시에 도
입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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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환경이 우호한 제주도가 선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배경은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제주의 지경학적(Geoeconomics) 위치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의 정책 노력이 국제자유도시에서 특별자치
도로 확대 발전된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의 제한적인 행·재정 지원에 의한 지역발전의 한
계를 지역이 주체가 되어 개방과 수용을 통하여 극복하려는 제주도민의
도전정신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3. 제주특별법의 성격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도개발특별법」(1991.12.31 제
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1.26 제정)이 확대·발전된 것이
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특정지역(제주도)의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한 절차와 지원체계를 규정한 지역법이며 동시에 개발법적 성격
을 가지고 있다. 개발법적 성격의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바탕으로 제정
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국제화, 개방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특
정한 지역 단위에 적용하려는 계획법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취지
와 달리 정부차원의 국정과제로 발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
부가 국가권력을 지방정부와 실질적으로 나누고자 한 분권에 대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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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여정부와 제주도는 이 같은 법의 한계
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의 4대 국정원리 중 하나인 ‘분권과 자
율’이 포함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제주특별법
은 기존의 지역법, 개발법 및 계획법적 성격에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
별한 법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제주특별법」은 지방자치의 비전과 지향을 밝힌 ‘선언적
(declaratory) 성격’을 가진 법이다. 우리 「헌법」은 제117조(자치권 및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제118조(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4 등에 지방자
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규정한 헌법과
이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5과 「제주특별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제주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
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
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제1조)하는데 있다고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조의 핵심적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행
정규제의 완화’이다.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기
본 구상안(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5.20)에서 제시된 “제주도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파
격적인 자치권을 갖게 되는 ‘자치 파라다이스(Paradise)’로 육성된다”는
이상을 법 규정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구상은 「제주특별법」 제
20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있어서 외교, 국
4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5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2006년 7월 1일 현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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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
도에 이양…”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통해 명문화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에 대한 열거적 규정6을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
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20조는 현행 시점에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제도적 진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지
방자치에 대한 비전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
법」 제20조(외교, 국방, 사업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지방
자치법」 제12조의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사무
중 하나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에서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제주특별법의 ‘고도의 자치권’은 선언적
성격을 강하게 포함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언적 규정이 「제주특별법」에 들어간 배경에는 “…제주
도를 미국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자치에 대한 의지와 “…홍콩과 같은 1국 2체제…”를 계획했던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상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구상은 단기적인 실천을 전
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상을 밝힌 것이다.
‘고도의 자치권’과 관련한 규정이 선언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
으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도 「제주특별법」에서 찾을 수
6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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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법 제20조 제1항(“지원위원회는…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
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
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과 제2항
(이양계획)에는 정부의 구체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은 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규제완화를 규정하고 있
다. 이 법은 제주도에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이 적용되는 시스템
을 만들어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
대한 보장되는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적인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의 규제
를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제345조)하도록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둘째, 「제주특별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범적·
실험적(model & experimental) 성격을 가진 법이다. 제주도를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로 육성하겠다는 노무현 전(前)대통령의 의
지는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의 많은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정책들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
치·사회 등 분야에서 저성장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분권 모델의 구축
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보지 않았던 각종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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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 관련 제도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
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혼선 등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주도를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경제·문화적 특수성과 독창성
이 가장 강한 제주도에 새로운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본 후, 전국
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정책추진방안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부작용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
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제주특별법」 제정 시 도입된 주요 시범적·
실험적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 자치조직권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법」
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
성을 달리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제주도의 정치·행
정의 환경에 맞는 제도의 선택권을 제주도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획일적으로 ‘기관대립형’(기관독립형)으
로 구성되었던 자치조직권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주도민이 원할 경우, 현행 제도 이외에 ‘기관통합형’ 또는
‘제3의 절충형’ 등을 선택하여 시행해 볼 수 있는 제도 형성의 자유권을
제주도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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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권한의 제주이양 현황과 형태
이와 같은 시범적 특례이외에 법률안 제출요구권, 자치인사에 있어서 자
율성 강화,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 운영 및 조직의 자율성 확
대, 주민참여의 확대, 재정자주권 강화,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도입, 자치
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등 많은 특례들이 도입·시행되
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제주도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후, 제도의 효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다른 자치단체로의 확산 여부가 결정된다. 일례로 ‘단
일광역체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주민소환 제도의 전국 확산’ 등
다수의 사례가 제주도에서 도입된 후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셋째,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례적 지위
(Special Status)의 성격을 가진 법이다. 제주특별법에 포함된 특례적 지
위는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부여된 개별 특례
들이 확대·강화된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성이 높은 특
례적 지위는 지방자치분야 보다는 산업분야에 주로 부여되었다. 최소한
의 규제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대표적인 휴양관광지와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외
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사증면제(No Visa)를 확대·시행하고, 외국인
체류 상한 기간, 내국인 대상 면세점(지정면세점) 개설 등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는 부여하지 않은 특례는 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다. 전국의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제주도
에만 부여하고 있는 특례 중에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외국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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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특례, 영리 및 비영리
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투자진흥지구
의 조세특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이 있다. 이 같은 특례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선도적·시범적 특례와 달리 제주도에
한해서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특권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만 부여된 특례 중 일부의 사항이 제한적으로 다
른 지역에도 확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 2월 「제
주특별법」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5억원
(미화 50만불) 이상의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구입한 경우 체류자격(F-2)
을 부여하는 특례를 실시하였다. 제주도는 일명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 이후 2013년 4월까지 383건, 약 2497억원의 계약 실적을 거두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에 대해 초기에 반대했던 법무부는 제주도에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좋은 성과가 나오자 강원도 알펜시아콘도(2011.2), 전
남 여수경호동·대경도 해양관광단지(2011.8),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
구 미단시티 및 영종하늘지구 복합리조트(2011.8), 해운대의 동부산관광
단지(2013.5~2018.5 한시)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확대하였다. 제주도
에 적용되는 이 같은 특례가 일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 할지라도 전
국적으로 일반화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제주특별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상 시도하지 않았던 권한이양형태와 특례가 다섯 차례의 「제주특별법」
개정 속에 나타나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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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4537건의 권한이양, 특례신설 등
의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적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로 한다)로 이양하거나 특례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특별자치도 출범(제1단계)과 함께 자치분권 확대 등 자치모범도
시 기반 구축을 위해 1062건(2006.2.21), 제2단계(2007.8.3) 핵심산업 중
심 규제완화 및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를 위해 278건의 중앙행정권한
이 제주자치도로 이양되었거나 새로운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후 제3단
계(2009.3.25)에서는 관광관련 3개 법률7의 일괄이양을 포함하여 영어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365건
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었다. 제4단계(2011.5.23)
에서는 119개 법률의 중앙행정권한 일괄이양과 특례 2134건의 제도개선
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제5단계(2011.5.23)에서는 698건의 중앙행정권
한의 제주자치도로의 이양이 이루어졌다.
표 2. 제주특별법 권한이양 및 특례 규정 현황
구분
(일자)

제1단계
(2006.2.21.)

제2단계
(2007.8.3.)

제3단계
(2009.3.25.)

제4단계
(2011.5.23.)

제5단계
(2015.7.24.)

추진
주체

정부혁신위원회
구상안

제주도
요구

권한이양 및 규제
개선 기본 계획

정부주도 법률단위
일괄이양

제주도
요구

제도
개선
방향

- 자치분권체계 정립
- 핵심산업 관련 기본
규제 완화

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 부여

분야·기능별
일괄 이양 도입

법률단위
일괄이양방식
도입

권한 추가이양 및
전부개정
(연관법령 정비)

건수

1,062건

278건

365건

2,134건

698건

평가
의견

- 자치모범도시의 틀
마련
- 경제자유구역 수준
경쟁기반 마련

교육·의료·투자
진흥 등 국제자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 정비

권한 추가 이양,
미비점 보완 및
법률 장·절 체계
전부 개정

7

- 교육·교육·개발
경제자유구역
분야
수준 이상의
- 자율권 획기적
제도 여건 조성
확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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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시도해 보지 않았던 권한이
양 방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과 특례성을 강화하였다. 제주특
별법에서 나타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권한이양 및 특례의 유형을 살펴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협의의 ‘권한이양’ 유형이다. 이는 “일반법인 ‘□□□법’제
○○조 규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 방법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자치도지사
의 권한으로 바꾸어 권한행사의 주체가 변경되는 규정방법이다. 가장 대
표적인 권한이양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법」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
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
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업장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조례에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주특별법은 권한행사의 주체를 제주자치도지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대
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자치법규인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권한이양 방식이 주는 가장 큰 이점은 중앙행
정기관이 정한 획일적인 시행령 대신 권한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사무이양’ 유형이다.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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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법」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는 “① 「지방세
기본법」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2조 제2항 후단, 제65조
제1항·제2항, 제81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4호, 제111조 제1항 본문, 같
은 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제3호, 제140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세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 대신 제주도의 지역환경에 맞도록 자치입법인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상, 법령의 위계 순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
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정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의 위계질서의 관점에서는
시행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으나, 조례 또한 시행령처럼 지방정부의 행
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명령이며,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이라는 점
에서 행정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무이양을 통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입법배경은 시행령과 제
주자치도의 조례를 동일한 법 질서와 법 기반 위에 두고, 전국적으로 통
일적·일반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한 다원적이고 특수한 사항은 제주자치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하도록 하는 사무이양을 단순 사무의 지방이양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
라 자치입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형
성권의 확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법률에서 도 조례로 사무를 이양한 경우에도 법률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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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법률의 규정을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는 한계는 존재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 단위사무 위주로 이루어지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실효
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이양이 지방
분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입법 수요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와 제주자치도로 이양된 이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무에
는 업무의 내용 또는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조례특례’ 유형이다. 조례특례는 지금까지 일괄이양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형태이다. 그
이유는 조례특례 형식이 일반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주도가 조례로서
특정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조례특례는 “일반
법인 ‘□□□법’에 불구하고 ○○○ 사항은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는 규정 방법이다.
제주특별법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보면, “① 다
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
다. (중략).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의 세율(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법인 「지방세법」의 제11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율을 배제하고 제주자치
도는 일반법 내용과 다른 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조
례입법권을 법률적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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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결정권을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법적특례’ 유형이다. 법적특례는 일반법의 규정을 배제하
고 제주특별법에 특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예들 들면, 법적특례
는 “일반법 ‘□□□법’에 불구하고 ○○○ 사항을 「제주특별법」에 직접
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제주특별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
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군
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
로 부과·징수한다”라는 규정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적특례는 유형
은 일반법에 규정한 내용과 차별화된 내용을 일반법과 다른 법(예, 제주
특별법, 지방일괄이양법 등)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
는 것이다.
조례특례와 법적특례의 가장 큰 차이는 입법형성권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는가에 있다. 조례특례는 법에 포함될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반면, 법적특례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조례특례는 주민의 재정관련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할 수 있
는 법 규정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조례특례와 법적특례는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일반
적이고 보편적인 권한이양에 사용될 수는 없다. 이 특례들의 가장 큰 장
점은 특별한 권한을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적으
로 부여하거나 중앙행정권한을 차등적으로 이양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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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또는 지방분권의 강화와 관련된
사례로써 「제주특별법」에서만 나타나는 특례유형이 있다. 이는 다른 일
반법에 없는 사항을 제주특별법에 규정하여 제주자치도에만 특정한 권
한을 부여하거나 창설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법」 제39조
(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
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
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
명한다”라는 규정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정책자문위원을 신
설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자치경찰제 창설, 국가균
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신설 등 다른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제도 또는 기관 창설이나 권능을 제주자치도
에 부여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제주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정말 특별한 권한을 가
지고 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는 특별자치도라고 말하지만 다른 자
치단체는 모두 제주도 정도의 권한만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면 지방자치
를 제대로 해 볼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제주
의 문제는 특별자치도민이 가져야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의 빈곤함
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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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의 상상력과 제주의 미래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定義), 형태와 기원은 매우 다양하다. 다만,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의 사무를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제도라는 데에는 큰 개념의 범주 내
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지방자치의 형태와 기원이 다양한 것은 각 국가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국가나 지역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정체성(local identity)을 형성하
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분권화의 이론에서처럼 사회구성원의 각각 다양
한 선호(preferences)에 따라 동일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
역이 설정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 또한 각자 동일 또는 유사한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를 중심으로 구역(jurisdiction)을 구성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각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제도적 과정이라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역사성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제도를 창안해 내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지역구성원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상상력이 없다면 다양성의 특징을 가진 지방자
치가 획일화되고 정치철학적 논의가 빈약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제도의 답습이나 다른 사례를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
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상상력이란 실제로 경험하
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 속으로 그려 보는 힘이다. 밀즈
(Charles Wright Mills)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하나의 사회를 연구할
때, 개인의 생활사(biography), 역사(history) 그리고 사회구조(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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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이 세 가지를 동시적으
로 고려함으로써 사회 총체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연구할 수 있다는 주장
을 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의 상상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의 역사성과 당대를 살았던 시대 구성원이 가졌던 시대정신을 이해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사성과 시대정신은 유기적으로 지역구성원의 삶
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현
상 하나가 개별적이고 우연하게 나타났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그것이
발생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맥락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일 때가 있었다. 지금은 공
해배출의 주범이 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공장이 70년대에는 번영의
상징이자 모든 지역이 시커먼 연기가 나는 공장을 서로 유치하려는 노력
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 5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 와서 왜 이런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공기가 혼탁한 지역으로 우리 지역을 만들었느냐
고 그 당시의 사람들을 탓할 것인가? 환경마인드가 없었느냐고 그들을
질책할 것인가?
시대정신이란 어떤 시대의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
배하고 특징짓는 정신을 말하며, 그 시대의 일반적 지성인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을 내포한다. 물론, 시대정신은 당연히 변한다. 그 변화는 일반적
으로 진보를 향하지만 그것은 매끄러운 비탈길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울퉁불퉁한 길이다.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고 진보하기도 한다. 시대정신
은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樣式)
또는 이념이다.8
8

이 말은 1769년 독일 헤르더가 처음 사용한 이래 괴테를 거쳐 헤겔에 이르러 역사적 과정과 결합한 보편적 정서,
민족정신과 결부된 현대적인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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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의 우리가 현재적인 관점에서 과거 시대정신의 잘잘못을 따
지는 것은 옳지 않다. 시대를 앞서 갔던 링컨(Abraham Lincoln)이 1858
년 스티븐 더글러스와 벌인 논쟁을 들어보면 링컨의 인종에 대한 견해는
오늘 우리에게는 인종차별주의자의 말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도 백인종과 흑인종의 사회적, 정치
적 평등을 도모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한 적도 없었다고 말하겠습
니다. 또 흑인에게 투표권이나 배심원 자격을 주자고 한 적도, 공무원 임
용 자격을 주자고 한 적도, 백인과의 혼인을 허용하자고 한 적도 없었으
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백인종과 흑인종
사이에는 신체적 차이가 있으며 그 때문에 두 인종이 사회적으로나 정치
적으로 평등하게 사는 것은 영구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살 수 없지만 함께 지내야 하므로 분명 우열 관계가 있을 것이
고, 나 역시 남들과 마찬가지로 백인종이 우월한 지위에 놓여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에도 외부자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제주도민의 자본만으로
도내의 필요한 투자를 하고 그 과실이 투자한 도민에게 귀속될 수 있다
면 매우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도내 자본은 없고 국내 자본
도 제주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30여 년 전 미국 유학시절
정부주도의 한국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미국 교수들 100명이면 100명
모두 시장에 맡기라는 말을 하곤 하였다. 이들은 미국이나 서유럽의 선
진국들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에게도 “leave it to
market forces”(시장에 맡겨라)라는 말을 하곤 하였다. 시장(market) 또
는 자본(capital)이 없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그들의 경제개발 모델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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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면 정부주도로 경제개발을 이룩한 오늘의 일본, 한국, 싱가포
르, 중국, 타이완 같은 나라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외부 자본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개발이 필요
할 때도 있다. 40년 전에 내생자본의 중요성이나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
기가 우려된다면 우리는 내생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자본가적 노력과 부
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토지거래규제를 시도하는 정책적 역량을 갖
추었어야 한다. 제주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변수(variable)임에도
불구하고 상수(constant)로 인식했던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
한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대정신을 찾아내
는 지혜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름대로의 시대정신을 안
고서 살아간다. 어느 누구도 그 시대의 바람직한 시대정신과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을 판정하는 재판관이 될 수는 없다. 단지 그 방향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키고 평등과 정의를 지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원칙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세세한 규칙들은 경험과 역사와 이
성적이고 합리적인 상호비판을 통한 공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
다. 그 결정이 후대에 가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정될지라도 때로는 당
대에 사는 사람들의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주지역의 역
사성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주민의 복리와 인류 보편적 가치
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지방자치의 상상력이 필
요하다. 이러한 상상력의 빈곤은 과거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기껏
해야 다른 지방이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모방하는 정도에 머물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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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맞는 지방자치를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사회가 가져야 할
핵심적 가치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사회적 형평, 복지사
회, 공동체 이익, 소수의 존중, 관용 등과 같이 시대를 초월하여도 지역사
회의 근본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들이다. 절대적이고 본질적
인 가치와 함께 시대적으로 제주사회가 우선해야 할 도구적 가치들도 있
다. 예를 들면, 낙후된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이 환경보전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기도 있다. 반대로 개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수단적 가치가 개발보다 우선해야 할 때도 있
을 것이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단적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지난 몇 년 동안 제주사회가 경험했던 사회변화로 인하여
나타난 부정적인 현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디
킨스의 서문에 나오는 최고와 최악, 지혜와 어리석음, 믿음과 의심, 빛과
어두움, 희망과 절망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
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성찰과 집단적 숙의를 통하
여 앞으로 100년 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제주 성찰

163

제2장

제주 미래담론

제주특별자치
시즌2의 핵심 과제:
읍·면·동을
시민공화정치의 산실로
안성호  	 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전)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전) 대전대학교 교수

166

1.

머리말

2.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성북구의 시민의회

3.

정책논리는 가설, 정책집행은 정책실험

4.

풀뿌리자치의 모범사례

5.

읍·면·동을 시민공화정치의 산실로

6.

제주특별자치의 성과와 반성

7.

제주특별자치 시즌2의 개혁방향

8.

제주 풀뿌리자치의 현실과 제도설계안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과세권 없는 정부권력은 없다. 자신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지방정부
는 진정한 자치권을 갖지 못한 것이다.”
로버트 네프(Robert Nef)

“시민의 자유는 오직 자치공동체에서만 형성되고 번성한다.”
벤자민 바버(Benjamin R. Barber)

1. 머리말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저성장빈곤화, 10%에 달하는 청년실업, 세
계 최악의 초저출산율, 10여 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의 자살률, 한 해
수백조 원의 비용을 치르는 극심한 사회갈등, 그리고 미세먼지와 지구온
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등 온갖 위기적 증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며, 이 정치혁명은 읍·면·동 수준의 풀뿌리자
치 혁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2년 실효민주주의지수(EDI)로 계산된 한국의 민주주의 품질
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80개국 중 53위에 불과했다. OECD 베텔스
만(Bertelsmann)연구센터는 2017년도 한국의 민주주의 품질을 10점 만
점에 5.57점으로 41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로 평가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는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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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인의 이전투구 정글
정치를 공동체의 삶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시민의 숙의정치로 전환하
는 시민공화정치가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동네이어야 한다. 인간은 이
야기로 실존하는 존재이다. 이야기 능력의 상실은 곧 주체성의 상실을
뜻한다. 진정한 정치이야기는 엘리트 정치인의 무용담이 아니라 공동체
를 만들어가는 시민 자신의 결사체험담이다. 시민은 인간적 규모의 자치
공동체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구경꾼-주민에
서 주권자-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힘은 민주주의에서 나와야 한다. 한반도를 에워싼
4대 강국과 북한이 한국을 얕볼 수 없게 만드는 길은 주권자-시민의 강
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다.

2.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성북구의 시민의회
지난 해 정부가 경제적 양극화 심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을 인상하자 한국의 최고 부자동네인 압구정동에서는 아파트경비원 94
명을 집단 해고했다. 그러나 성북구는 전혀 다르게 대처했다. 2017년 12
월 16일 주민대표와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85명의 시민의회는 주민자치
회의실에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경비원 고용문제’에 관해
상의했다. 입주자·경비원·경비소장 대표의 입장과 소견을 듣고 7시간의
논의 끝에 “경비원 업무조정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최종안을
채택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인상에 따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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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경감하면서 경비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지혜가 도출된 것이
다. 성북 시민의회 실험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첨예한 이익갈등
을 야기하는 중대한 정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분
명히 보여주었다.
한국 최고의 부자동네인 압구정동 주민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
상에 대해 즉각적으로 아파트경비원 해고로 반응한 것을 보고 부자들의
인색함을 탓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는 빈곤계층에 대한 부자들의 공감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부자들이 사악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 여유 있게 부자로 살다보면 가난한 사람의 사정
에 무지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부를 특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필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은 동네 수준의 풀뿌리자치를 활성
화하여 ‘시민정치토크(civic political talk)’를 촉진함으로써 무뎌진 공감
능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3. 정책논리는 가설, 정책집행은 정책실험
공공문제는 흔히 그 해결방안이 명확치 않은 ‘사악한 문제’이다. 이 사악
한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근거하는 논리, 즉 정책논리는 그것이
거의 확립된 이론일지라도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설일 뿐이다. 정
책논리는 정책이 실행되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와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하는 가설이라는 말이다. 정책논리가 가설이라면, 정책집행은 그 가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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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여부를 검증하는 일종의 정책실험이다. 정책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문지식은 엄격한 경험적 증명을 통해 확립된 경성과학(hard science)
의 지식이 아니라 그보다 엄격성이 덜한 연성과학(soft science)의 지식
이다. 더욱이 오늘날 공공문제의 복잡성·상호의존성·역동성·불확실성
증대는 정책오류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드 불딩(Kenneth E. Boulding)은 사
회발전이 ‘실망의 제도화’ 수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사회발전은 시행
착오를 효과적 학습기회로 삼는 체제능력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정책
오류가 거의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정책오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
고 정책오류를 학습기회로 삼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상
책이다. 그 제도는 바로 다중심거버넌스체제(polycentric governance
system)이다.
요즘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전형적인 다중심
거버넌스체제인 스위스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까? 스위스에
서 최저임금정책은 연방과 캔톤 수준에서 주로 직접민주제를 통해 결정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중대한 이슈는 단기간 시민의회의 패널로
선발된 극소수 시민이 아니라 적어도 2년 동안 18세(일부 캔톤은 16세)
이상의 유권자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
정된다.
2014년 5월 스위스연방 수준에서 스위스노총(SGB)이 유권자 10
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세계 최고의 최저임금(시간 당 22프랑)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국민투표 결과, 이 국민발안은 76%의 압도
적 다수(투표율 53%)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투표운동과정에서 찬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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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형평보수를 보장하고 취리히·제네바와 같은 도시의 높은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스위스경영자연맹 등 반대 측은 이 국민발안이 채택될 경우 스위스의 국
제경쟁력이 저하되며 서비스업과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소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
위스 연방정부는 투표자들에게 이 국민발안에 반대해줄 것을 권고했다.
국민투표가 끝난 후 연방정부의 경제장관 요한 슈나이더 암만(Johann
Schneider-Ammann)씨는 기자회견에서 “만일 이 국민발안이 채택되
었다면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오지에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스위스 국민발안의 약 90%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다. 이 사실만 보고 국민발안투표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
민발안투표의 진정한 효과는 직접민주제의 숙의과정을 통해 중대한 공
공문제에 대한 시민교육과 자발적 사회개혁 유도에 있다. 실제로 앞 사
례의 국민발안투표과정에서 할인도매업계의 리들(Lidl)과 소매업계의
H&M 등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국민발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몇 년 간 스위스국민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국민발안투표 외에도 2013년 3
월과 11월 각각 상장기업 임원의 연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제
하는 국민발안투표(투표결과 채택)와 CEO의 임금을 직원 최저임금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국민발안투표(투표결과 부결)를 실시했
다. 이어 2016년 6월에는 매월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프랑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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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와 청소년에게 500프랑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국민발안국민투표
(투표결과 부결)를 실시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직접민주
주의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자발적 사회개혁을 유도하
는 스위스의 1인당 GDP가 8만 6835달러로 세계최고 수준을 유지하면
서도 빈곤율(7.6%)은 미국·독일·일본·영국 등 여느 선진국과 한국의 절
반 미만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2014년 5월 연방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좌절은 스위스 최저임
금제 도입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방국가 스위스에서 준주권적 자
치권을 누리는 캔톤들은 연방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이 시도되기 전부
터 최저임금제 도입의 다른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미 2011년 네샤텔
캔톤주민은 주민발의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제 도입을 확정한 데 이어 네
샤텔 캔톤정부가 시간당 20프랑의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에 반대자들의 위헌소송 제기로 네사텔 캔톤의 최저임금제 시행
은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7년 8월 연방대법원은 시간당 20프
랑 최저임금이 경제자유의 연방헌법원리와 연방법에 부합한다는 판결
을 내려 캔톤의 최저임금정책에 관한 자치권을 인정했다. 이로써 네사텔
은 스위스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최초의 캔톤이 되었다.
네사텔 캔톤주민에 이어 주라 캔톤주민은 2013년 주민발안투표
로 최저임금제 채택을 승인했다. 그러나 주라 캔톤의회는 2017년 8월 연
방대법원이 캔톤의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할 때까지 최저
임금 수준의 결정을 미루다 2017년 11월 마침내 시간당 20프랑의 최저임
금을 결정했다.
티치노 캔톤주민은 이미 주민발안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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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도입을 미루고 있다. 제네바 캔톤에서는
2018년 6월 7700명의 서명을 받은 시간당 22프랑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위한 주민발안이 제기되었다. 향후 이 주민발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채택
된다면 제네바는 현재 세계최고 수준의 네사텔과 주라보다 17%나 높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될 것이다. 근래 프랑스어권 중심으로 최저임금제 도
입을 시도하는 캔톤들이 늘고 있다.
요컨대 인구 840만 명의 소국 스위스에서는 논란이 많은 최저임
금정책을 일거에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평균인구 32만 3000명에
불과한 캔톤들부터 사정에 따라 제각기 실시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을 결
정하는 포용국가 시민공화정치의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4. 풀뿌리자치의 모범사례
스위스 번영을 견인한 코뮌자치

취리히 자유연구소(Leberales Institute)를 창립한 로버트 네프(Robert
Nef)는 스위스 미러클의 비밀이 “과세권을 갖는 경쟁력 있는 코뮌의 활
약”에 있다고 역설한다. 실로 스위스는 코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이다.
스위스 전체 세입의 약 30%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징수해서 사용하
는 코뮌정부는 상위정부가 남겨준 보충적 권한과 공적 자금을 운영하는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원초적’ 자치정부로서 스위스의 번영을 이끌었
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코뮌이 스위스 번영과 경쟁력의 근원인 까닭은
코뮌의 막강한 과세권과 재정주민투표제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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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 스위스의 글로벌 향토기업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스위스가 이룩한 놀라운 성취 중 가장 소중한 부분은 비교적 고
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것이다. 스위스의 빈곤선 이하 인구 백분비는
7.6%로 행복도와 삶의 질 등에서 스위스와 우열을 다투는 덴마크의 빈
곤율 13.4%보다 5.8%나 낮고, 미국·독일·일본·영국·한국의 빈곤율 15.116.5%의 절반 수준이다.
스위스의 소 도읍이 이런 매력을 갖추게 된 것은 무엇보다 코뮌의
건강한 경제생활을 뒷받침하는 건실한 기업 덕분이다. 이를테면 레만호
수 동편에 자리 잡은 인구 1만 5000명의 뷔베 코뮌에는 197개국에 447
개 사업장을 가진 제약식품업계의 초국적기업 네슬레(Nestlé) 본사가
있다. 인구 1만 6000명의 솔로돈 코뮌에는 세계 도처에 11,430명의 직
원을 둔 세계 1위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진테스(Syntes)의 본사가 입지한
다. 인구 1만 8000명의 요나 코뮌에는 70개 국가에서 7만 1000명의 직
원이 일하는 건축자재회사인 홀심(Holcim)의 본사가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크고 작은 기업들은 곧바로 코뮌
재정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 코뮌정부의 조세수입 몫이 적지 않은 데다
그 대부분이 코뮌정부가 부과해 징수하는 개인소득세와 기업이윤세이
기 때문이다. 스위스 코뮌재정의 윤택함은 크고 작은 견실한 기업과 지
방의 막강한 과세권이 뒷받침한다.
2324개 코뮌의 평균인구가 3500여 명에 불과하고, 총인구 830만
명의 4분의 3이 인구 2만 미만의 작은 도읍 코뮌에 사는 스위스 지방자
치는 동네 코뮌자치가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도시
화가 진행되면서 동네의 대면접촉 친밀성이 다소 희석된 것은 사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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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소도시라고 해서 코뮌 동네 주민자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
다. 베른의 연방대통령을 비롯해 중소도시 시장들이 친근한 이웃집 아저
씨의 모습으로 전차를 타고 출근하는 정경, 허세와 과장을 혐오하고 실
질과 실용을 애호하는 행정문화는 코뮌자치의 문화적 연장이다.

미국 뉴잉글랜드의 타운미팅

동네 수준 풀뿌리자치의 가치는 구소련의 노벨상 수상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에 의해서도 감명 깊게 증언된 바 있다.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은 미국 버몬트주(Vermont) 캐번디시(Cavendish) 타운
에서 18년 망명생활을 마치고 고국 러시아로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참
석한 1994년 12월 타운미팅에서 다음과 같은 송별사를 남겼다.

“지금 러시아는 빈곤이 만연하고 인간존엄성 기준이 무너져 무
법과 경제적 혼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곤경은 체제의 유지를 위해
6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70년 공산주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고통스런 대가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곳과 주변 타운에서 주민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
제를 상위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분별력 있고
안전한 풀뿌리민주주의 과정을 생생히 관찰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러
시아는 아직 이런 풀뿌리민주주의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뉴잉글랜드의 타운미팅에서 미국의 잠재력을 엿본 또 한 명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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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인물은 1831년 미국을 방문해 9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관찰한 후
귀국해 불후의 고전 『미국의 민주주의』(1835, 1840)를 저술한 알렉시
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다. 뉴잉글랜드 타운(평균 인구
2000~3000명)의 타운미팅민주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은 토크빌은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국이 강성한 나라로 발전할 것을 예견하면서 타운미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타운미팅과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학문의 관계와 같다. 타
운미팅에서 자유는 주민의 손이 닿는 범위에 있다. 타운미팅은 사람들에
게 자유를 사용하고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국가는 자유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지만 지방자치제도 없이 자유의 정신을 가질 수 없다.”

뉴잉글랜드 타운미팅을 반세기 동안 연구한 프랑크 브라이언
(Frank M. Bryan) 교수는 “나는 뉴잉글랜드 타운미팅보다 겸손―따라서
용서―의 시민미덕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확신한다. 내가
거의 반세기 동안 타운미팅의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을 두루 관찰하고
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기회가 주어지면 자치할 수 있
는 존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날 뉴잉글랜드 6개 주 중 5개 주가 미국의 ‘사회적 자본 10대
주’에 포함되고, 뉴잉글랜드가 미국에서 가구당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
임이 밝혀졌다. 더욱이 근래 대도시 기초정부로서 타운미팅의 가치가 재
평가되면서 도시 내 분권의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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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읍·면·동을 시민공화정치의 산실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남부 선진국의 기초정부 평균인구는 1만 명 미만
이다. 그동안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기초정부 합병을 추진해 기초정부
의 평균 인구규모가 늘어나 1~7만 명 수준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풀뿌
리자치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선진국 중 가장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 변모한 영국은 자치계층 단층화에 집착해 많은 지역에
서 기초정부(districts)가 폐지되어 기초정부의 평균인구가 무려 약 13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보통 기초정부 산하에 약 1만 2000
개의 준자치계층(parish council 또는 community council)이 있어 대규
모 기초정부의 풀뿌리자치 기능장애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1961년 5·16군사정부에 의해 읍·면
자치제가 폐지된 이후 줄곧 합병 위주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져
기초정부 수가 1960년 1465개에서 2017년 현재 226개로 격감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시·군·구 평균 인구 22만 7000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기
초정부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게다가 기초정부 산하 읍·면·동은 자치적
권능이 전혀 없는 천덕꾸러기 말단 행정계층에 불과하다. 이런 단일중심
주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제주지역에 2006년 특별자치 실
시와 동시에 시·군자치제가 폐지된 이후 11년째 풀뿌리자치를 결여한 기
형적 특별자치제가 시행되어왔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읍·면·동 수준에 대의민주제적 성격을 띤
‘주민자치회’ 모형을 시범실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마련하는 등 오랜 세월 고질화된 읍·면·동 천시정책에서 벗어나려는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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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조짐이 엿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지침을 검토해보면 아직도 단
일중심주의적 세계관에 얽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행정
자치부는 한때 서울시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읍·면·
동 정책을 펼치려 하자 강한 거부감을 들어내며 서울시의 동네자치 실험
을 가로막았다.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정
부가 들어서면서 풀뿌리자치제도 도입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세종시 주민자치 혁신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18년 7월부터 세
종시는 조치원읍장을 후보자 공모 → 주민총회 개최 → 후보자 소견발표
→ 시민의견 수렴 → 적임자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당분간 공무원 대상으로 후보자를 공모하되 점차 개방형
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마
을계획, 지역개발, 안전·복지·주민화합 등에 대한 협의·심의기능을 수
행하도록 강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시민 주도의 마을계획 수립을 지
원하고, 읍·면·동 자치사업의 10% 이상을 마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리 단위 마을회의를 신설하고, 마을회의와 읍·면·동장 시민추천에 참여
하는 연령을 16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며,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시의
조례와 규칙 제안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민세 전액과 이에 상응하는
시비 및 자치분권 관련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읍·면·동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주민총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에 적용되는 주민세율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풀뿌리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무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치분권대학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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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자신의 저서마다 앞머리에 자신이 제네바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코르시카인들에게 헌법안을 제안하면서 스위스를 벤치마킹하
라고 권고했던 민권사상가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는 능
동적 시민 창출의 중요성을 『정치경제론』(1758)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
했다.

“자유 없는 애국심, 미덕 없는 자유, 시민 없는 미덕은 있을 수 없
다. 시민을 창출하라. 그러면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
다. 시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신은 오직 국가지배자로부터 아래로 온
통 비열한 노예들만 갖게 될 것이다.”

시민교육만으로 능동적 시민이 길러지지 않는다. 능동적 시민은
풀뿌리자치공동체에서 자율과 책임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
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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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의 성과와 반성
2013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팀(이호준·최석준·최용석)에 의
해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분
석」 보고서는 지난 7년 동안 인구증가율과 고용률, 지역총생산(GRDP)
등 총괄지표 측면에서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이 국세의 세목이양과
자치도세 신설 등의 재정특례를 비롯한 중앙정부 권한이양을 통한 핵심
산업 육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부터 연평균 9.7%
수준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했고, 교육산업도 3개 국제학교 개교로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총 1조 5000억원의 내국인투자와 3000억원의 외
국인 투자를 유치했으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기업 33개가 이
전해 15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
인 비자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이 제주도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일괄적 재정보조보다 지방자
치단체 주도의 규제완화정책이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규제정책의 지
방분권화를 제안했다.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 11년의 긍정적 효과는 가파른 인구증가에
서 확인된다. 2006년 56만 명에서 2016년 12월 현재 66만 명을 넘어섰
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4%로 전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 0.4%의 무려 6배에 달했다. 아울러 동일 기간에 제

180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주의 GRDP와 경제성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5.6%와 5.1%로 전국의 연평
균 증가율 3.7%와 3.0%보다 각각 2%가량 높았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 12년 동안 부동산경기의 과열로 인한 부동
산가격 폭등, 난개발과 환경훼손의 우려,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으로 인
한 외국인(특히 중국인) 범죄자 급증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부작용도 있었다. 제주도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의 재정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
이 기관을 도로 환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에 이관된 다른 특별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협조적 태도와 홀대에 대한 제주특
별자치도의 불만도 제기되었다.
제주도에 도입된 감사위원회의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기
구의 독립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테면 제주주민자치연대
는 감사위원회가 인사·조직·예산의 독립성 결여로 도청의 보조기관처
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주민과 밀착된 자치경찰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
지 못하고 제주국가경찰의 단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주에 부여된 특별자치권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집행
되거나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스위스와 미국의 재정주민투표제를 벤치마
킹했다. 그 결과 특별법 제28조에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데 성공했
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주특별자치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재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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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특별법에 규정된 재정주민투표제를 못마땅하
게 여긴 제주도의회의원들이 재정주민투표에 회부될 1회 지방비 투자사
업의 규모를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제주특별자치의 궁극적 발전목표가 되어야 할 주민의 ‘자유확
장’1과 품격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대다수 제
주도민은 특별자치 시행 이후 시·군자치 폐지로 지역정부가 더 멀어졌
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더 힘들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제주특별자
치가 도민을 ‘시민적 개명(civic enlightenment)’으로 참여의 자유를 향
유하며 고도의 시민성과 공공혁신가정신을 발휘하는 단계에 이르게 하
지 못하고 여전히 관청의 시혜적 ‘관리소우주(managerial microcosm)’
에 갇힌 방관자나 구경꾼 처지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이다.

7. 제주특별자치 시즌2의 개혁방향
라틴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식민지역사는 상식과 다르게 전개되었
다. 변변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황량한 북아메리카에 세워진 식민지는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전한 반면, 마야·잉카·아스텍·안데스문명 등 화려
한 문명을 꽃피운 라틴아메리카에 세워진 식민지는 저개발국가로 전락
했다.
이처럼 북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현격한 발전격차를 초래
1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자유로서의 발전」 (2009)에서 발전은 ‘자유의 확장’, 곧
사람들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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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은 무엇인가? 북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는 자원의 풍
요가 나라발전의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오
히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바로 그
것 때문에 가난과 분란을 면키 어렵다는 사실을 자원부국의 사례를 통
해 잘 알 수 있다. 잉글랜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했
다는 점은 포르투갈과 스페인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식민
지에는 착취할 원주민과 자연자원이 별로 없었다. 게다가 광범위한 지역
에 퍼져 사는 이주민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여의치 못했다. 이런 상황
에서 잉글랜드가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경영하는 유일한 길은 이주민에
게 일정한 자치권을 주고 느슨하게 통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북아메리
카에 정착한 이주민의 일차적 목적은 경제적 이익추구가 아니었다. 물론
신대륙의 더 나은 경제적 기회가 이주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의 첫 이주민이 종교의 자유를 희
구하던 퓨리턴이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620년대 초부터 뉴
잉글랜드에 이주한 청교도는 영국 식민지배의 ‘유익한 무관심(salutary
neglect)’ 속에서 타운미팅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이후 뉴잉글랜드는 독
립운동과 건국을 이끌었고, 노예해방을 비롯해 인권·환경·반핵운동을
선도하면서 미국에서 사회적 자본과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발
전했다. 요컨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착취적’ 정치제도가 구성원의 창
의력과 발전역량을 억압한 반면, 북아메리카에서는 ‘포용적’ 정치제도
가 구성원의 자치역량 계발을 촉진시켜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제주특별자치의 미래도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아니라 바로
제주의 자치역량에 달려 있다. 제주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제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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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자치 시즌2의 개혁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제주도에 주어진 4537건의 특별자치권을 충실히 활용
해야 한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재정주민투표를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게 단위사업의 규모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할 필요가 있다.
(2)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동안 적잖은 특
별자치권이 주어졌지만, 제주도가 지방분권의 장점을 살리고 자치역량
을 강화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3) 지방분권 개헌운동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특
별자치권을 인정받는 방식으로는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제주자치도에 이양’하려는 특별법 제12조의 획기적 지
방분권이 어렵다.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근거와 감사위원의 임기 3년
보장 등 세세한 내부조직관리 사항까지 일일이 특별자치권으로 이양 받
아야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의 현실이다.
(4) 과세자치권을 강화하고 조세수입과 세출수요를 직접 연결시
키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자치권의 핵심은 세목과 세율에 대한 과세자
치권에 있으며, 지방분권의 장점은 조세경쟁과 정책경쟁을 통해 실현되
기 때문이다.
(5)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권한을 대폭 제주도에 이양하여 제주주
민이 규제완화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6)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 세금과
같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이보다 덜 중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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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회가 결정하도록 직접민주제를 확충해야 한다.
(7) 풀뿌리자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 2개 행정시체제는
행정시장을 직선할지라도 제주주민의 자치역량 계발과 발휘에 적절치
않다.
(8) 제주특별자치의 성공은 적어도 20~30년 긴 안목의 헌정리더
십을 발휘하는 리더와 능동적 시민정신을 실천하는 제주도민의 끈기와
헌신을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은 구성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
고 발현하는 긴 사회적 학습과정의 결과다.

8. 제주 풀뿌리자치의 현실과 제도설계안
참여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2개 하급행정기관으로 강등시켜 단층자치제로 전환한 것은
2005년 이후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려고 시도해온 지방자치제제 개편
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 제주도청은 중앙정부에 특별자치제 도입을 요구
하면서 도정의 일사불란함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군자치의 폐지를
주장했다. 당시 행정자치부와 청와대는 이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시·군
자치 폐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정부혁신지
방분권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지역의 시·군자치제 폐지
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시·군자치제 폐지의 폐단을 지적
했지만 결국 주민투표로 시·군자치제 폐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타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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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주민투표 결과 전체 제주지역에서는 폐지찬성이 57%로 높았지만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는 폐지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청은 투표결과를 4개 시·군자치제 폐지요구로 해석했다. 이에 대
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주민이 대법원에 시·군자치제 폐지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사들은 정부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박탈사태
가 발생한 것이다.
제주지역 시·군자치제의 폐지는 단순히 주민투표 결과해석의 법
리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자치제가 폐지
되면서 주민참여 제약, 도지사 업무부담 가중, 과소지역의 발전활력 저
하, 기존 제주시의 집중심화 등으로 주민의 불만의 고조되었다. 이에 따
라 시·군자치제 부활이 2010년 6·2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
다. 여러 도지사 후보들이 그동안 시·군자치제 폐지로 인한 주민참여 제
약과 불편, 제주시지역의 집중 심화, 특히 과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
역의 발전활력 상실과 차별에 대한 주민불만 고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
한 풀뿌리자치제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선거가 끝난 후 공약이행을 위해 도지사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제
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
원회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결과에 제시된 개편안을 중심으로 정
책토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용역팀은 시장직선-기초의회 구성안을 포함한 8가지 개편안
을 도출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는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위원장은 논의과
2

참여정부 시절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필자와 일부 전문가들은 제주의 시 군자치제 폐지에 반대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로 시 군자치제의 존폐를 결정하자는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의 제안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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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시장직선-의회 구성안’의 선택도 고려했지만 정치권과 중앙정
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합병 위주의 방향을 감안해 ‘시장직선-의회 미
구성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최종안에 따라 선출될 시장은 자치시
의 시장이 아니라 도지사 산하 종래 행정시의 시장이다. 자치권이 없는
민선 시장이라는 말이다. 이런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민선 시
장에게 조직·인사권과 사무배분 및 재정배분에서 부분적으로 준자치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2016년 총선에서도 후보들이 기초자
치제 부활공약을 제시할 정도로 다수의 제주도민의 풀뿌리자치 파괴에
대한 불만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선택하면 어떤 자치
제도라도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차제에 제주의 43개 읍·면·동을 시
민공화정치의 산실로 만들 읍·면·동 분권개혁에 관한 필자의 구상을 약
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헌법에 제주특별자치와 읍·면·동 수준의 풀뿌리자치의 근거
를 규정하는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에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하는 읍·면·동 자치헌장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총의로 다
양한 창의적 자치제도의 채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보충성원칙에 입각해 제주의 특별자치권을 강화하고 이에 상
응하는 읍·면·동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사무 재배분
을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읍·면·동은 생활자치의 거점으로서 중앙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임을 받아 집행하는 위임사무와 함께 스스
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유사무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수질보호,
식품경찰, 민방위, 사회보험,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노인복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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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주택, 교통, 지역사회계획, 건축경찰, 소방경찰, 교통경찰, 환경, 문화,
스포츠, 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 토지이용계획, 읍·면·동발전계획 등
의 생활자치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읍·면·동은 예산과 결산, 세율을 결정하는 광범위한 자치재정
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읍·면·동 간 정책과 조세의 적정
경쟁을 유도하도록 읍·면·동 주민의 과세자치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첫 출발로 주민세를 읍·면·동세로 전환하고 주
민총의로 주민세 성격의 회비를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부가하여 걷어주
는 Precept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재배분에 상응해 읍·면·동에 인력과
예산의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읍·면·동 자치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정수(41명) 및 사무처 직원정수(151명)와 예산을 조
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본청과 2개 행정시의 인력과 예산을 재정비하
여 읍·면·동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한다. 특히 읍·면·동의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체제를 단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에서 대의민주제의 결점을 교정·보완하는 직접
민주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민이 직접 결정하
고, 중요한 사안은 의회가 대신 결정하며, 일상적인 사안은 선출된 집행
부가 결정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주민투표의 유권자 3분의 1 유효투표
율제도를 폐지하고, 주민투표의 대상과 청구요건 등 직접민주적 개방성
을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사문화(死文化)된 재정주민투표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고, 읍·면·동 수준의 재정주민투표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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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서 주민의 조례발의 요건을 완화
하고, 주민발의 조례안의 최종 결정권을 주민이 투표로 행사하도록 개정
하면 좋을 것이다.
(6) 인구 1만 2000명 이하의 25개 읍·면·동에는 최고 입법기관으
로 주민총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인구 6000명 이상 1만
2000명 이하의 12개 읍·면·동은 유권자 전원의 주민총회를 대신해 통·
리 별로 선거·추천·추첨으로 선발된 3~5명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대표
주민총회를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주민총회에는 주민총의로 해당 읍·
면·동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사업장을 갖는 기관의 대표나 사업자에게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7) 인구 1만 2000명 이상의 18개 읍·면·동은 주민총의로 주민총
회 대신 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동 의회의원 중 일부
몫을 주민총의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사업장을 갖는 기
관과 사업자를 대표하는 인사들에게 할당할 수 있다.
(8) 읍·면·동 주민총회와 의회를 구성할 때는 기존의 아파트자치
회와 리자치회 등의 자치적 요소를 존중하여 유기적 결합을 도모해야 한
다. 아울러 기존의 통·리장(통장 530명+이장 172명)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면 좋을 것이다.
(9) 읍·면·동에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주민총회 또는 주민투표
를 통해 선출된 3~5명의 행정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를 두면 좋을
것이다. 행정위원 중 득표순에 따라 1년씩 읍·면·동장의 직무를 수행하
고, 읍·면·동장은 동료 중 수석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적으로 의
전역할을 수행하는 이외에 다른 행정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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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좋을 것이다.
(10) 읍·면·동에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선
출직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의 선임권은 행정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
(11) 읍·면·동에는 읍·면·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삼아 주민총회 또
는 주민투표로 선출된 5~7명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감사위원으로 구성
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독립성
을 유지하며 사후감사뿐 아니라 정책형성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책제
안과 조언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사전감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감사
위원회는 의회가 설치된 읍·면·동의 경우 의회와 경쟁관계를 유지하면
서 의회를 견제하도록 할 수 있다.
(12) 읍·면·동 선출직 공무원(의원, 행정위원, 감사위원 등) 후보
의 정당공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3) 읍·면·동의 선출직 공무원은 회의수당과 직무수행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지 않는 공직자원봉사(Milizver
waltung)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전일제로 근무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주민총의에 따라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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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 위기의 실상과 원인
한국의 5대 위기의 실상

한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상태에 직면해 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된 이후 세계에서 인정할만큼 경제발전의 성과를 이루어 1995년 OECD
회원국이 되고, GDP 총규모나 무역규모에 있어 세계 10위권을 기록하
고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ODA 공여
국 위상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
내면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노정하였으며, 이후의 회복과정에서 선택
한 신자유주의 노선은 그로부터 20여년이 흐른 2017년 현재시점에서 볼
때 더욱 심각한 위기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것을 바로 아래의 그림처
럼 ‘한국의 5대 위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사회의 5대 위기
생활의 위기
•생계불안
(빈곤/사각)
•주거불안
•육아불안
•교육불안
•건강불안
•노후불안 등
6대 불안

5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

노동의 위기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양산
및 비애
•영세자영업자의
위기
•청년실업
•노동의 가치
추락

경제의 위기
•성장률 둔화
•창의성과
역동성 둔화
•노동/자본
균형 파괴
•경제 비민주화

사회지속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안전불감
•부패사회
•비민주적
조직문화
•범죄 창궐

정부의 위기
•정부신뢰의
위기
•조세 부정의
•재정의 위기

복지의 저발전
그림 1. 한국의 5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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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활의 위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 핵심적인 코드는 ‘불안(不安)’
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빈곤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나마 최
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하지만, 부양의무자나 까다로운 소득인정액 기
준으로 인해 실제 빈곤하지만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위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생계의 막막함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 2012년 국책연구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그 규모가 4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였고, 특히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실제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
곤층만도 60만 가구 1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부양의무자기준을 낮추어 나가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철폐되어 개별 가구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거나 수급자 선정을 위
한 적정한 소득기준이 책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
제는 ‘생계불안’으로 이어진다. 비록 이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이어도 갑
작스런 부도나 폐업, 질병으로 인해 소득의 격감이 이루어진다거나 장기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취업을 아직 하지도 못하고 소위 취준생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청년층의 경우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면 국민들 중 가장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의식하고 있는 이들의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생계불안은 특히 노인층에 가중된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부양의 책임감이 희
박해지는 세태, 실질적으로 부모의 부양능력이 상실되어가는 상태에서
노인들의 소득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것이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들이 공식 은퇴연령과 유효 은퇴연령 간 차이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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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록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70대 이상 일하는 비율 역
시 최고 수준에 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림 2. OECD 회원국 유효·공식 은퇴연력 격차(2012년 기준)
남성

여성
공식은퇴

① 한국

60세

격차

유효은퇴

11.1세

71.1세

② 멕시코

65

③ 칠레

65

4.4

69.4

④ 일본

65

4.1

69.1

65

3.4

68.4

⑤ 포르투갈
⑥ 터키

60

2.8

⑦ 뉴질랜드

격차
60

65
60

58

⑨ 스위스
⑩ 스웨덴
50세

55

60

1.1 66.1

65

1.1 66.1

65

70

70.4
1.7 66.7

65

1.4 66.4

5.6

63.6
65

1.3 66.3
67

64
64

50

55

68.7

65

1.2 68.2

65

69.8
3.7

10.4

65 1.7 66.7
67

유효은퇴

9.8

72.3

62.8

⑧ 아이슬란드

자료 : OECD

7.3

공식은퇴

60

-0.1

0.2 67.2
63.9

-0.8 64.2

65

70

유효 은퇴연령 :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

그 외에도 일반 국민들이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수행
할 수 있는 지, 그리고 질병 시 안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 자신의 주
거공간을 확보하고 살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갖는 현실적 내지 막연한 불
안감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써 생계불안, 양육불안, 교육불안, 주거불안, 건강불안, 노후
불안 등 소위 ‘6대 생활불안’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매우 불안정하게
느끼게 만들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
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좌절하며 사는 양극단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사
회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로 불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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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의 위기

대한민국은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하고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국가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장시간
을 일하지만 저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전
체 노동자 가운데 1/4이 이에 해당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
고 있다. 아울러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이 평균 1/2에 해당하는 비정규
직 노동자가 전체의 30%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숫자만해도 600
만 명을 넘어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남-여 간의 임금 비중
도 양극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저임금 노동자의 국제간 비교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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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청년들의 실업률은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
률로 28%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나 남성과 여성 간의 절대적인 임금격차
와 고용률의 차이 등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가계가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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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로써 노동은 삶의 유지해
주는 근간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기 보다는 가정과 자존심, 자기의 전문
성과 유리된 채 수행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작업인 경우가 많
다. 여기서 창의적 노동이나 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
회 전반에 ‘노동의 위기’가 존재한다.

③ 경제의 위기

한국경제는 이제 고도성장기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그 경제성장률 추세선을 보면 단순히 저성장 기조에 머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최근 40년간에 걸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 5년 재임기간별로 연평균 성장률을 도
출해 보면, 노태우 대통령 기간 중 9.1%, 김영삼 7.7%, 김대중 5.3%, 노무
현 4.5%, 이명박 3.2%, 박근혜 2.8%를 보여준다.
그림 4.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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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조적인 특징으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심
화되고 있어, GDP 대비 자산의 비중에서 삼성그룹만 보아도 그 수치가
20%에 해당하고 있고, 4대 재벌 65%, 30대 재벌 92% 등 실로 높은 수치
를 보인다. 여기에 대-중소기업간, 그리고 산업간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영세화 현상은 경제의 구조를 매우 취약한 상태
로 내몰고 있다.
금까지 대기업 중심 수출형 산업 중심, 제조업의 비중 감소와 서
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 저하 등을 볼 때 경제구조의 취약성은 ‘경제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④ 사회지속의 위기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
해 심각한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현상이 인구의 격감이다.
2017년 35만 명 대의 출생아수를 기록하여 전 해의 40만 6000명에 비
해 5만 여명이 급감하였고 합계출산율도 1.1명대로 떨어졌다.
그림 5. 출생아수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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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출생아 수의 극감은 소위 ‘인구절벽’을 낳게 되고 우리 사
회의 미래에 각종 충격을 주리라 예상된다. 먼저 경제성장에 필요한 생
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잠재성장률이 2020년 하반기엔 1.8%까지
하락하리라 예견되며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연결되어 경제성장의 결정
적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전반에 경험해 보지 못한 충
격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병역자원의 부족은 물론이고 당장 30년 후 현
재 학생 수의 절반으로 학령기인구가 줄어들어 학교와 교원의 구조조정
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향후 30년 내 전체 읍·면·동의 40%가 더 이상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소멸될 것이란 예상이다. 즉 사회시스템
에 혼란과 충격이 일어 이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반면에 국가재정의 수입은 줄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출은 늘어 국가채
무비율이 2016년 39.3%에서 2060년 62.4%로 올라간다는 추계치가 나
와있다.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2장 제주 미래담론

199

저출산은 당연히 고령사회를 가속화시킨다. 초고속으로 고령화
가 진행되고 있던 한국사회는 향후 더욱 더 고령화될 수밖에 없다. 2015
년 12.8%였던 65세 이상의 인구는 현재 상태라면 2060년 41.0%까지 올
라간다. 특히 초고령 인구인 80세 이상의 인구도 25%를 웃돌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후진국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라기 보다는 임기응변적인 대
처와 전문가의 도덕적 해이, 여전히 존재하는 부패의 먹이사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선진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면모들이 등장한다. 기업조직을
비롯하여 심지어 공공조직까지 민주적인 조직문화 하에 개인의 창의성
과 열의가 존중되기 보다는 뚜렷한 상하관계 속에서 조직의 논리를 무비
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만을 강요하는 현상이 강고하게 남아있다. 이는 전
문적인 역량이 축적되지 못하고 이직을 빈번히 하며 일정기간 이후 조직
을 떠나 자영업의 세계로 내모는 결과를 낳게 한다.

⑤ 정부의 위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28%에 불
과하여 가장 높은 스위스 77%, OECD 국가 평균 46%에 한참 뒤진다. 전
체 34개국 중 31위에 해당한다. 정부 신뢰도가 바닥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양할 것이지만,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며,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써의 복지지출이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도가 낮고 최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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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율이 낮아, 조세탈루와 고소득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이는 보편적인 과세를 통해 적극적인 복지지출로 사용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어 정부를 통해 직접적인 생활상의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다시 증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연결되어 악순환의 고리를 만
들어 낸다. 이것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도 연결된다.
결국 정부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은 현대국가가 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됨은 물론, 국민 통합과 국
가 혁신을 통한 미래사회 대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5대 위기의 원인

이러한 치명적인 한국사회 5대 위기는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에 대해
답을 찾을 차례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
한 각종 위기를 유발하는 데에 여전히 한국의 복지가 저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는 점이다. 즉 한국사회의 발전 과정에 걸맞
는 복지국가의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이러한 위기가 유발되거나 더욱 증
폭되거나, 심지어 그 위기로 인한 충격이 완화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복지국가란 브릭스(A. Birggs)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힘과 기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시스
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초적인 모습은 사회구성원은 시장을 통해 그
스스로의 경제적 행위에 대해 평가받아 그 결과로서 경제적 보상이 주어
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때 그 경제적 보상이 사람들이 자신의 능
력을 개발하고 분발하도록 하여 끝내는 모두의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결
과를 낳는다는 전제였다. 그러나 현대 국가로 와서 이런 원리는 하나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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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불과하고 각종 시장실패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적절히 방지하거나
그 폐해를 사후 보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각성이 복지국가를 탄생시켰다.
물론 복지국가 자체가 절대선은 아니며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정부실패
와 비능률이 복지국가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였지만 그렇다고 아직은 복
지국가를 부정하고 이를 대처할 새로운 대응체제가 등장한 것도 아니다.
소위 선진복지국가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5대 위기 발발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복지국가는 한국사회에서 유효
한 대응책임을 알 수 있다. 먼저 복지국가에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
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고 있
다.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수당, 장애수당 등의 보편적 수당은 특정 연
령대나 인구사회학적 계층에게 공통으로 처할 수 있는 위험이나 추가적
인 가계지출에 따른 생계 위험이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전 역할
을 수행한다. 더군다나 이런 수당은 실업수당으로까지 이어져 장기적 실
업상태가 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급적 원천적으로 방지
케 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정부가 조세를 통해서든,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든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나 치료에 필요한 추가비용 지출로부
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30~50%까지
이르러 굳이 자신의 집을 갖도록 노력할 이유가 없다. 노후의 충실한 연
금제도는 노후불안을 없애준다. 스웨덴의 경우 20%에 육박하는 연금보
험료를 납부한 결과 노후에는 매우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장받는다. 이러
한 복지국가 하에서 생계불안은 좀처럼 한 개인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로
작동하기 어렵고 설사 그런 위기에 처한다해도 국가사회의 지지대가 그
런 위기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허용치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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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복지국가는 장시간 노동이나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경
향이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조 하에 동일직종
이나 동일업무 종사자는 임금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성별 간,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이다. 복지국가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이 결코 저하되지 않음은 거의
100여년 간 복지국가의 역사를 밟아온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입증된
다. 물론 경기의 부침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높은 경제수준
을 보이고 있다. 결국 복지국가 하에서 인적 자본이 충실히 육성되고 경
제성장의 또 다른 핵심인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
이는 일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의 수준이 출산율 수준과 일정 정도 조응하고 있다
는 점 또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를 단
적으로 말해 준다. 실제로 2010년 통계를 기초로 할 때, 북구 복지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86, 대륙유럽 복지국가는 1.65, 남부유럽 복지국가 1.38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사회지출비 수준과 출산율과의 관계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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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2010), OECD Factboo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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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수준이 높은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울러 높다.
그만큼 정부의 존재가 국민 개개인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가능케 해준
다는 인식이 오랫동안의 체험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복지
국가가 대처 이후 아무리 후진적인 길을 걸어왔다해도 국민건강서비스
(NHS)에 대한 영국국민의 자부심이 충만하고 실제 복지지출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아님도 이를 웅변으로 증명한다.
이렇듯 5대 위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거나 이 위기로부터의 불안
정성과 고통을 해소하는 복지국가가 한국사회에선 유독 낮은 수준을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지
출비 수준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10.1%에 도달해 있어 OECD 국가
평균인 21.0%의 절반 수준이며 EU 21개국이 평균 수준인 24.1%엔 한참
미달한다. 더군다나 현재 10%대의 사회지출비 수준은 OECD 국가들은
1965년 정도에 경과한 수준이며, 미국은 1970년대, 일본은 1980년대에
이미 경과했다는 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7. 공공 복지지출비의 GDP 비중에 대한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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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지지출의 저수준은 결국 우리 사회에 소득 양극화를
동반하고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8년 0.311에
서 2016년 0.416으로 월등히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원천적인 불평등
이 본래는 사회보장정책과 조세정책에 의해 개선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성명재
(2014)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소득에서 최종소득으로 귀착되는 과정에
서 공적인 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13.6%정도만 작동하였
다. 이는 북구의 복지국가가 50%정도에 달하는 효과를 갖는 것에 비하
면 매우 작은 수준에 그친다.
그림 8. 공적 ·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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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총소득 1 = 민간소득 + 공적 연금, 가처분소득 = 총소득 -소득세
2) 소득재분배효과는 민간소득 지니를 분모로 하여 단계별로 측정한 지니계수 변화율로 계산
3) 소비세는 누적효과(부가가치세)를 반영하고 개별소비세제는 실제세수를 기준으로 계수조정한 값 기준으로 추정함.
자료 : 성명재(2014)

제2장 제주 미래담론

205

그러나 우리의 복지국가가 저수준에 머무는 것 이상으로 주목되
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 몫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듯 노동자 가운데 25% 가량이 저임금 노동자에
속한다는 사실 외에도 전체 국민 소득 가운데 노동분배몫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IMF 이전에는 75%에 달했던 것이 현재에는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노동자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과 내수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이 임금격차가 거의 2대
1수준으로 벌어져 있어 노동자집단 내에서 임금 수준의 상이함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전반에 노동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만
한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는 가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1차적인 배분의 장에서 노동시장이 갖고있는 불평들이 가장 근본적
인 원인이 되며, 이어 이를 보전하는 소득재분배 과정인 복지정책이 부
실하여 1차 배분과정의 불평등이 진화되지 못하는 것이며, 한편에서 자
산불평등까지 겹쳐지면서 소득불평등은 확대되며 다른 한편으로 ‘개천
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교육불평등이 이러한 소득불평등 구도를 세
대를 넘어서서 지속되는 대물림 구도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
절한 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라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그간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현대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퍼즐에 해당한다 하겠다.

206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2. 문재인정부 하 복지환경의 변화
문재인정부의 국가 비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국정농단과 촛불혁명, 그리고 이어 전개된 대통
령 탄핵과 갑작스런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국정과제
의 발표.... 등 지난 10개월 정도 대한민국을 달굴 일련의 기록들이다.
시민혁명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내세우며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
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천명하였다. 지난해 7월 중순 5대 국정목표와 20
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의 정책추진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림 9.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가비전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20대
국정전략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00대
국정과제

15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26개

- 노동존중 ·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사람이 들어오는
농산어촌

-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1개

16개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32개

자료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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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설계도를 관통하는 것은 더 좋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과 민생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 이 두가지 기조이
다. 전자는 촛불혁명으로 확인된 살아있는 국민들의 주권의식을 참다운
민주주의의 구현으로 향후 일상에서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를 구현
하도록 정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며, 후자는 경제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고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국민경제를 만드는 한편 복지국
가의 확립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풀
이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경제사회민주화를 통해 담대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국가운영의 기조로 분명히 확립되어 있다.
더구나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걸며
향후 사회정책을 더 강력하게 수행할 것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 석상에서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합니
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포용국가에 걸맞는 구체적인 정책 비전
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혁신능력 배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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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등 3가지를 제시하고 각 비전마다 소득보장제도 개혁,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등
각기 3개씩의 전략을 갖추어 모두 9개의 전략이 수립되었다.
그림 10. 문재인정부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

비전

전략
전략 1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산업, 고용, 인구변화에 대응한 2차 분배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사회통합
강화
포용
Inclusiveness

전략 2 :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 노동시장, 젠더, 교육, 주거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

전략 3 :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재분배 강화, 격차 완화,
계층 이동 증대는
사회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 4 : 저출산 ·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저출산 정책 방향 전환 및 고령사회 대비 사회재정의 합리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5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 개선 및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6 :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 예방적 환경정책, 여성 안전사회, 재해 등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전략 7 : 인적 자본의 창의성 · 다양성 추진

혁신
Innovation
충실한 사회정책은
개인·기업혁신,
사회제도 혁신의 기반

- 초중등·고등교육 혁신, 문화를 통한 혁신 능력 고양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전략 8 :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 평생학습, 직업능력개발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

전략 9 :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산
 업변화에 따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 시 소득보장 강화

자료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2018).

2019년 포용국가의 세부 정책들이 공개되면 문재인정부가 어떤
복지국가를,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이나, 현재로선 문재인정부가 혁신과 포용이 모두 발달된
북구 국가와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현재의 한국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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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지닌 특수한 기반과 조건을 고려한 이행 전략을 제시하리라 본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과제

① 포용적 복지국가의 함의

특히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복지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움으로써 향후 문재인정부의 복지국가 상은 ‘포
용적 복지국가(Inclusive Welfare State)’임을 널리 알린 바 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개념일까? 향후 좀 더 공식적인 정부의 개념
정의가 기대되지만 필자가 해석하는 바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포용(inclusion)’이란 용어는 달리 말하면, 포섭, 포괄 정도
의 용어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영어의 inclusion을 표현하는 한국말을 뜻
한다. 사실 OECD에선 2000년대부터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라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에 있어 좀 더 포용적일 필요가 있음을 촉구하기
도 했다. 그러나 이 포용적이란 개념을 복지국가에 적용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
결국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의 구축 방향을 생각할 때
‘포용적’이란 말의 함의는 네 가지 차원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대상계층에 있어서의 포용이다. 이는 한국 복지국가에
서 더 많은 계층들이 복지국가 안으로 들어와 복지급여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두가 누리는’이란 수식어가 붙은 의미가 이를 입증한다. 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어도 100만 명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존재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보험료 체납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당장의 시급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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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많은 중산층에 있어 불식되지 않는 생활 상의 위기와 미래의 위험
을 생각할 때 중산층 역시 복지국가의 틀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포용적이란 표현은 ‘보편적(universal)’이란 용어와 동의
어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두 번째는 제도에 있어서의 포용이다. 현재 한국의 복지제도는 도
입되어 있지 않거나 개혁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 우선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각종 수당제도가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야 하며 당
장은 아동수당제나 청년수당제, 실업부조제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요구
된다. 또한 영유아보육,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서비스제를 비롯하여
각종 제도들의 전면적인 개혁도 함께 요구된다. 이런 점들을 총칭하여
제도 상의 포용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급여 상의 포용이다. 현재의 개별 제도 상 책정된 급여
수준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원래 제도의 목적에 부
합되도록 급여의 조정이 필요한 제도가 많다. 당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 그렇고, 건강보험제도가 그러하며,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수준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영역의 포용이다. 이미 새 정부는 복지-경제-고용이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루어 선순환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간 복지국가의 포괄 범주를 복지로만 한정지었던 경향성이 정책
현장과 학계에 노골적으로 존재하여 왔고 각기 분절적으로 이해되어 왔
다. 따라서 노동, 교육, 주거, 보건의료는 물론이요, 경제와 정치, 안보, 재
정분야까지 포괄하여 복지국가체제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복지국가 상
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도 포용은 유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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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1.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본 구도

포
용
적
복
지
국
가

계층의 포용

비수급빈곤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산층 등 제도의 사각지대 포괄

제도의 포용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부조제 등
누락된 제도의 포괄 및 기존제도의 개혁

급여의 포용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등의 저수준 극복

영역의 포용

노동, 교육, 주거, 보건의료는 무루론,
경제, 정치, 안보, 재정 등에 대한
포섭을 통해 복지국가체제로 접근

이제 한국의 복지국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다. 그러나 복지국
가는 결국 집권세력의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 복지국가의 주체
세력들이 얼마나 정치사회에 형성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시민들
이 복지국가의 기본 가치인 자유, 평등, 사회연대를 얼마나 수용하고 참
여와 자치의 행동양식들을 일상에서 얼마나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②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할 복지정책 과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하면,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복지정책 내지 복지국가 추진과제가 집중되
어 있는 곳이다. 특히 이 아래에 있는 5개의 국정전략이 복지국가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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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복지, 성평등, 교육, 노동, 보건의료, 생활안전, 생태환경, 문화
등의 영역이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복지정책과제들만을 요약하여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보장정책
: 아동수당제 신설, 기초연금 인상, 청년고용촉진수당제 도입, 부
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인상,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각지
대 완화,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육
아휴직 급여의 급여액 인상 등

▷ 서비스보장
•영유아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표준보육
비용 현실화 및 맞춤형 보육 폐지
•아동청소년 : 퇴소아동 자립 강화,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시설보호에서 가족중심 보호, 온종일 돌봄서비스(방과후 보육서비
스) 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청소년 방
과후 아카데미 확충,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접근 등
•어르신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확대, 치매노인에 대한 본
인부담 경감, 경증치매 급여 제공, 노인일자리 80만개로 확충 및 급
여 40만원 인상, 경로당 기능 강화 등
•장애인 :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최중
증장애인 상시돌봄체계 구축,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지역사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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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등
•정신건강 :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운영, 전문인력의 대대적 확충
및 처우개선
•가족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및 학습
권 보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센터화 및 사업 확대 등
•자활 : 자활대상자 확대 등

▷ 복지인프라
: 국공립시설의 확대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대대적인 공공복지
서비스인력 확충,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격차 해소, 시설평가제의 개혁 등

3. 제주형 복지모형의 구축 방안
지방자치의 이중성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도시로 설계되어 있다. 이
는 법률에 의해서 그 기반을 지니고 있는데, ‘고도의 자치권’(「제주 특별
법」 제1조)으로 표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국정과제 77번으로 천
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 2019년 법 개정
▷ 특별자치모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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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 재정, 세제의 자
치권 강화 등

그러나 제주도 자치의 핵심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것
또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향점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
니고 있는 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를 지
향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상품과 자본, 노동의 국제
적 이동을 위한 규제 철폐 등을 추진한다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불평
등, 양극화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 하에
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데 자치권을 고도로 강화한다
는 지향 하에 국제자유도시를 그 핵심 골격으로 채운다면 제주는 중앙정
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복지국가 구축이란 우산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욱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예외적인 지역으로 잔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즉, 제주 지방자치의 역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로에 서 있다. 즉, 국제자유도시를 수
정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의 담대한 복지모형을 실현하여 불평등과 양극
화의 지역적 폐해를 적극 해소해 나가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있는 것
이다.

제주 복지의 현실

문재인정부 하에서 복지정책에 획기적인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도가 특별자치도로서 더욱 위상을 높여 중앙정부보다는 제주도의 정책
의지가 더 중요한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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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로 지방자치의 역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제주도의 복지정책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때 제주도의 복지정책의 현주소는 어떠한
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현재 7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 5조원에 이르는 재정규
모를 갖고 있다.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재정자립도는 33.8%, 재
정자주도는 60.5%를 보이고 있어 재정여건은 취약한 상태이다. 이런 가
운데 보건복지분야에는 20%정도의 예산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처한 지방자치의 역설이란 측면에서
좀 더 특화된 자체사업의 구현이란 측면에선 그리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
기 쉽지 않다. 예산서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제주도 자체사업의 예를 보
면 아래와 같다.

▷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

11억 2700만원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3억 2800만원

▷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운영

2억 6900만원

▷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

4억 5000만원

▷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1억 500만원

이들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을 볼 때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위기 완화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특단의
접근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금번 민선 7기 도지사 선거에서 현 지사인
원희룡 후보는 복지분야에 주요한 공약들을 발표한 바 있음은 향후 제주
의 복지발전에 일정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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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정책 대상과
급여 수준이나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로 과감하게 책정될 것인지가 관건
이다.
나아가 이런 정책들이 제주형 복지모형의 틀로 묶여, 어떤 철학과
기조 하에 정책들이 입안되어 배치되고 이를 통해 제주 전체 도민, 구체
적으로는 제주에서 태어나거나 제주에 살기 시작하여 노년기에 접어들
기까지 생애에 걸쳐 어떤 인간다운 생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분
명한 희망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정책 내용들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원희룡 도지사의 주요 복지공약
번호

영역

주요 공약 내용

1

영유아보육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거점별 설치, 제주형 공동육아 확산 등

2

아동청소년

어린이 놀이공간, 어린이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아지트 등 확대

3

공공주택 공급

4

노인정책

5

장애인정책

행복주택 7000호, 어르신을 위한 주택 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치매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어르신 건강지원센터
건립, 경로당 활성화, 돌봄프로그램 활성화, 어르신 이송
교통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장애인 이동 교통수단 운영 확대,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완공 등

제주형 복지모형 구축의 기본전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에 좀 더 담대한 복지모형이 구현될 필
요성과 아직은 그러한 정책 비전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제주형 복지모형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행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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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주도에 담대한 복지모형을 구현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전
략은 이중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즉 첫째는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로서의 복지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둘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도만의 복지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강화에 따른 각종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여 그 효과를 제주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도록 선도적이고 효
과적인 정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가 제주형 복지모형
에 더욱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때 제주의 특수성이란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심각한 역작용으로써의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다. 지금도 비교적 여유있는 타지역 주민이 제주도로 유입되고
있으며, 향후 자유도시를 추진할수록 필연적으로 제주도에 양극화 현상
이 일어날 것이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둘째, 도농복합도시의 면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는 전형적으
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을 중심으로 한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보이
고 있다. 두 개로 나뉜 도농복합도시에 거주하는 도시생활인과 농어촌생
활인 사이의 생활 패턴이 잘 융합되고 생산과 소비까지도 연결되는 공동
의 생활권으로써 가능토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원주민과 이주민의 이원화 경향을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원래의 토착제주도민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내륙으로부터의
유입인구 사이에 소득과 문화, 생활양식의 이원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상호 간의 교류와 소통, 공동체의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접근이 필
요하다.

218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넷째, 씨족사회적인 공동체성의 보존이 필요하다. 제주도민이 아
직도 유지하고 있는 강한 공동체의식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서울 등
많은 지자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복원하려는 공동체성이 제주에
선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폐쇄적인 지연이나 혈연으
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자치와 협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제주형 복지모형에 걸맞는 정책

제주형 복지모형을 설계한다면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들이 그 기반이 되
어야 하며, 각 정책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소득보장 영역

▷ 부양의무제의 완전철폐를 통한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의 실현
: 현재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철폐를 시도하고 있으
나 제주도민의 안정적 생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제주도
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완전 철폐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추가 학보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분리되어 운영되지만 공공부조제도의 유
연한 적용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인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갖는 의의
가 크다. 따라서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견하는 위기가정의 일시적 생활안
정을 위한 긴급지원예산이 좀 더 충분히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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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형 자살이나 가계파탄에 따른 가정해체 등의 개인적 고통을 줄이는 데
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② 돌봄영역

▷ 영유아보육 및 방과후아동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돌봄책임제
완성
: 1등보육·1등돌봄을 천명한 제주 도정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핵
심적인 것은 현재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야간보육과 방과후보육
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립 보육시설을 획기적
으로 늘려 6시 이후의 연장보육에 대한 촘촘한 망을 조성해야 하며, 절
대적으로 부족한 초등방과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늘려 학교의 초등돌
봄교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 방과후에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적용되도
록 해야 한다.

▷ 노인 및 장애인의 돌봄 해소를 위한 지역내 돌봄(community care)
체계 구축
: 더 이상 가족 내에서, 특히 여성들에 의해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
봄이 맡겨질 수 없을 정도록 이들의 돌봄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최근 중앙정부가 지역내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도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나, 제주도의 노령화 추이를 보면 중앙정부 정책이 실현될 때까
지 기다리기 어렵다. 이를 위한 제주도 자체의 설계가 요구되며 필요한
행정인력과 민간돌봄 인프라의 확대를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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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도입
: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공간
과 서비스지원이 결합된 복합주거공간(지원주택, supportive service)을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위의 지역내 돌봄체계와 연결된 정책으로써 노인
과 장애인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완전 분리되지도 않으면서 독립된 공
간에서 전문적·준전문적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다.

▷ 1인가구 및 정착가구의 방문지원 서비스
: 최근 들어 여성, 청년, 노인 등의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거나 단독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지에서 이주하여 정착하는 가구의 경우도 초기 생활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자녀들의 적응에 대한 고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1인 가구의 안심서비스를 연결하거나
정착가구의 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③ 도농복합형인 특수성을 고려한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 ‘찾동의 전국화’ 모델의 제주도 방식의 수용
: 제주형 복지모형의 핵심은 ‘제주형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저소득계층 지원에서 보편적 서비
스로 확대하고 community care를 실행할 수 있는 부서조직을 두어 사회
복지직과 방문간호사의 적정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서울의 ‘찾
동사업’과는 달리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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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지 기본 인프라

▷ 제주도민 복지기준선 설정
: 제주도민이라면 권리로서 누려야할 인간다운 생활조건이 무엇
이며 제주도는 이를 어디까지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정
확한 공감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종합적인 접근으로 제주도민 복
지기준선 설정이 필요하다. 이미 서울, 부산, 세종, 광주 등에서 구현한
바있는 복지기준선 설정작업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교육, 주
거, 고용 영역 등의 정책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또한
어떤 정책들이 새로이 요구되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 제주사회서비스원의 설치
: 제주도의 복지서비스 일반, 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등을 망라
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립시설들이 공공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탁방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공공운영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선도적 실행이 요구된다.

▷ 복지인프라의 적정규모 및 적정분포 도출
: 앞의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와 연결된 정책으로써 향후 제주도민
의 복지욕구의 증가속도와 유형을 예측하고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 복지시설 및 기관을 추출하여 적절한 공급 및 지역별분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때 사회서비스원은 지대한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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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영역의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 사회서비스 인력의 질이 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 자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재 사회서비스 인력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어
야 한다. 예컨대 단일 임금체계의 시행, 주 52시간제의 적용, 적정 인력규
모의 산출 및 이에 따른 인력의 확충, 종사자 치유 및 권리확보를 위한 센
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

⑤ 복지의 주민자치 기반 구축

▷ 주민자치회의 혁신적 운영
: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주민자
치회로 바꾸며 대폭적인 자치권한의 부여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통로
의 확보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의식을 더욱 함양하고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공무원들로부터 독립되어 마
을계획 수립, 마을사업의 진행 등을 행하도록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공
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 주민세의 참여예산제로의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세에 해당되는 재원만
큼을 주민의 참여 내지 주민의 숙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설
정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효과가 발휘되도록 한다.

▷ 협치를 통한 의사결정 등
: 협치가 시정의 중요한 원리가 되도록 각종 위원회를 협치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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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도록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별, 연령
별 적절한 구성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실질적 의사결정 역할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복지거버넌스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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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청년층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10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월의 10.0%에 비해
1.6%p 하락하여 8.4%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3.5%)의 2.4
배 수준이다.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포괄
하는 확장실업률은 22.5%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이 실업상
태에 놓여 있다. 노동력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04년 청년층 고용률은 45.1%였으나 2018년 10월 기준 42.9%를 보이
고 있다. 국제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보다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국
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다. 제주도의 청년층 고용사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2018년 들어 고
용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1/4분기와
2/4분기 제주도 청년층 고용률은 각각 46.7%이며 3/4분기는 4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7년 1/4분기 48.7%, 2/4분기 50.0% 그리고 3/4
분기 48.0%에 비해 다소 하락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추
세적 특징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
입에 따른 청년층 노동공급의 확대 등으로 향후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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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문제와 제주도가 안고 있는 청
년층 고용문제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제주도 청년층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제주지역 노동시장구조와 청년층 고용실태
제주지역의 산업과 고용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에 따른 고용탄
력성도 양호하여 높은 일자리 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고용
탄력성은 2014년 이후 전국을 상회하고 있어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율도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제주지역과 전국의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도의 취업자 증가율은 2014년 이후 4%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평균의 취업자 증가율이 2%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제주도의 고용성과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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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주도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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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국민계정·지역계정

그림 2.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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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국민계정·지역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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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8년 들어 제주도의 고용사정은 그 다지 밝지 않다. 제주
도의 총취업자수는 2015년 33만 9000명에서 2016년에 35만 5000명으
로 그리고 2017년에는 37만 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 들
어와서 취업자수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2017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가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제주도 취업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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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이에 따라 2018년 제주도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제주도 취업자 증가율
을 전국과 비교하면 2017년도에는 제주지역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국 평
균 취업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2018년에 들어와서는 전국의 취
업자 증가율인 1% 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나
빠진 가운데 제주도는 음(-)의 취업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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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주지역의 취업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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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제주도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전국 평균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제조업 비중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농림어업이나 건
설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5)
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산업별 부가가치 분포를 보면 공공행정 부문이
1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립어업 11.7%, 건설업 11.4%의 순이며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3.4%로 낮다. 전국 기준으로 전 산업에서 산업
별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29.5%로 매우 높고, 그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8.4%), 부동산 및 임대업(7.9%)등의 순이다. 이
에 따라 제주도의 산업별 종사자수를 보면 제조업 비중이 낮고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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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주도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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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전국사업체조사(2016)

그림 6. 제주도의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5.2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6
2.3

금융 및 보험업

3.3
1.8

숙박 및 음식점업

19.6
5.5

도매 및 소매업

16.2
8.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4
0.4

제조업

4.3
0.1

농림어업

1.2
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탈, 전국사업체조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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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노동시장 구조

① 제주지역의 고용구조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분
야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2017년 기준 제주도의 산업별 고
용구조를 보면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
(24.9%)이 높다. 이에 비해 광공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5%에 그쳐 전국
평균 17.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1.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2015년

전국

2016년

2017년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계

26,178

100.0

26,409

100.0

26,725

100.0

농림어업

1,337

5.1

1,273

4.8

1,279

4.8

광공업

4,618

17.6

4,603

17.4

4,589

17.2

건설업

1,854

7.1

1,869

7.1

1,988

7.4

도소매음식숙박업

6,011

23.0

6,045

22.9

6,083

22.8

사업/개인/공공/기타

9,278

35.4

9,532

36.1

9,734

36.4

전기운수통신금융

3,079

11.8

3,088

11.7

3,053

11.4

계

339

100.0

355

100.0

374

100.0

농림어업

55

16.2

57

16.1

55

14.7

광공업

14

4.1

14

3.9

13

3.5

제주도 건설업

29

8.6

31

8.7

37

9.9

도소매음식숙박업

95

28.0

93

26.2

93

24.9

사업/개인/공공/기타

109

32.2

120

33.8

136

36.4

전기운수통신금융

38

11.2

39

11.0

41

1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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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직업별 고용구조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생산직
취업자 비중이 3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 취업자가
25.9%, 관리·전문가 취업자가 14.7%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지역
적 특성으로 인해 농림어업 숙련직 취업자가 약 4만 6000명 규모로 전
체 취업자의 12.3%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 농림어업 취업
자 비중(4.5%) 기준으로 3배 가량 많은 점이 특징이다.
표 2. 직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2015년

전국

2017년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계

26,178

100.0

26,409

100.0

26,725

100.0

관리/전문가

5,547

21.2

5,625

21.3

5,739

21.5

사무직

4,446

17.0

4,558

17.3

4,663

17.4

서비스/판매

5,942

22.7

6,010

22.8

6,037

22.6

농림어업

1,243

4.7

1,186

4.5

1,198

4.5

기능기계조립단순노무

9,000

34.4

9,031

34.2

9,088

34.0

339

100.0

355

100.0

374

100.0

관리/전문가

53

15.6

57

16.1

55

14.7

사무직

40

11.8

50

14.1

62

16.6

서비스/판매

94

27.7

93

26.2

97

25.9

농림어업

45

13.3

47

13.2

46

12.3

기능기계조립단순노무

108

31.9

109

30.7

114

30.5

계

제주도

2016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제주지역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자영업 및 임시 일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고용구조의 취약성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
어지는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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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2015년

전국

제주도

2016년

2017년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계

26,178

100.0

26,409

100.0

26,725

100.0

자영업

5,622

21.5

5,614

21.3

5,682

21.3

무급가족종사자

1,153

4.4

1,126

4.3

1,110

4.2

상용

12,716

48.6

13,062

49.5

13,428

50.2

임시

5,114

19.5

5,124

19.4

4,992

18.7

일용

1,572

6.0

1,483

5.6

1,514

5.7

계

339

100.0

355

100.0

374

100.0

자영업

97

28.6

100

28.2

100

26.7

무급가족종사자

24

7.1

24

6.8

19

5.1

상용

121

35.7

137

38.6

155

41.4

임시

67

19.8

66

18.6

71

19.0

일용

31

9.1

29

8.2

30

8.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7. 제주지역의 임시 일용직 비율 추이

(단위 : %)

42.0
제주

전국

40.0
38.0
36.0
34.0
32.0

2018. 08

2018. 07

2018. 06

2018. 05

2018. 04

2018. 03

2018. 02

2018. 01

2017. 12

2017. 11

2017. 10

2017. 09

2017. 08

2017. 07

2017. 06

2017. 05

2017. 04

2017. 03

2017. 02

2017. 01

30.0

전국 32.2 31.8 32.2 32.9 33.3 33.4 33.2 32.4 32.7 32.7 32.8 32.1 30.8 30.2 31.3 31.8 31.9 32.0 32.0 31.2
제주 39.3 37.9 37.2 38.7 39.7 38.2 39.7 39.5 40.7 40.5 41.0 40.0 39.0 35.7 39.0 38.9 38.7 38.9 37.1 36.9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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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제주도의 비정규직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이다. 제주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를 보면 2003년 6만 900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여 2006년에는 8만 1000명으로 증가한 후
2008년까지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여 2016년
10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에는 9만 500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최근 들어 감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
120

45.9
43.6

50.0

47.6
43.9

43.6

41.0

100

38.5

80

60

(단위 : 천 명, %)

39.8

41.9

83

80
68

68

68

67

42.2

41.8

67

70

72

86

45.0

39.1
40.3
89

39.5

101

38.9

92
95

40.0
35.0
30.0

76

25.0
20.0

40

15.0
10.0

20

5.0

비정규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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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제활동 참가율

제주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2012년 이후 제주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추이를 보여 2017년에는 72.3%를 기록하여 같은 해 전국 평균에 비
해 9.1%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18년에는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경제활
동 참가율이 하락하여 9월에는 69.1%의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증
가세를 보여 2018년 11월 71.1%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제주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

74.0
72.3

72.0
70.0
68.0

71.1

70.8

70.2

69.8

69.7

70.0

68.7
67.7

69.6 69.6 69.4 69.5
69.3 69.1

70.2

67.7

66.0
64.0

63.2
62.7 62.8 62.9

62.0 61.6 61.7

63.1

63.5

63.9 63.8
63.6 63.4 63.5 63.4 63.4

61.8 62.0

60.0
58.0

제주

2018. 11

2018. 10

2018. 09

2018. 08

2018. 07

2018. 06

2018. 05

2018. 04

2018. 03

2018. 02

2018. 01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56.0

전국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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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률

제주지역 고용률은 2007~2010년 기간 중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2017년 제주도 고용률은
70.9%로 전국 60.8%에 비해 10.1%p 높으며 갈수록 전국 평균과의 격차
가 커졌다(그림 10). 그러나 2018년 들어 제주도의 고용사정이 다소 나
빠지면서 고용률이 다소 하락함에 따라 전국과의 고용률 격차가 줄어들
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주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1).
그림 10. 제주지역 고용률 추이

(단위 : %p)

75.0
70.0

68.2

68.0

67.1

65.2

66.0

66.7

66.4

67.3

68.5

69.3

70.9

65.0
60.0

60.1

59.8

58.8

58.9

59.3

59.6

59.8

60.5

60.5

60.6

60.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5.0
50.0
제주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

그림 11. 제주-전국 고용률 격차 추이(제주-전국 평균)
10.5
10.0
9.5
9.0
8.5
8.0
7.5
7.0
6.5
6.0

(단위 : %)

10.1
9.3
8.7
8.0
7.1
6.6

6.8

8.1

8.4

8.2
7.6

7.3

7.0

6.9

7.2

7.0

7.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2018.2018.2018.2018.2018.2018.2018.2018.2018.201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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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업률

제주지역의 실업률 추이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및 하
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국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크지
않다. 제주지역 실업률은 2007년 2.1%, 2010년 1.8%, 2014년 2.0%, 2016
년 2.2%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전국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제주지역의 실업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나 2015년 소폭 하락하여 전국 실업률 상승폭에 비해 적다.
그림 12. 제주지역 실업률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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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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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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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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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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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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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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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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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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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2.2

1.9

1.5

1.0

1.9
2.0

2.0

1.5

1.4

2.0
1.7

1.4
1.2

0.5
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2018.2018.2018.2018.2018.2018.2018.2018.2018.201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제주

전국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제2장 제주 미래담론

239

⑤ 임금구조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
금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270만 6000원으로 전국 남
성(305만 6000원)에 비해 약 3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177
만 2000원으로 전국 여성(191만 2000원)에 비해 약 14만원 적다. 연령
대별로는 전국의 경우 40대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반면, 제주지역
은 50대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과 임금 격차
가 가장 큰 연령대는 40대로 동일 연령대 전국 평균에 비해 46만 7000
원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별로는 전국과 제주
지역 모두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전국과 제주지역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년 이상 3년 미만 근
속기간에서 34만 3000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종사상지위
별로는 전국과 제주지역 모두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고, 전
국과 제주지역의 임금격차 또한 상용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약
30만 1000원), 임시직의 임금격차가 약 5만 6000원으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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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 만원, 시간)

제주도
전국
구 분

근
로
기
간

종
사
상
지
위

제주시

임금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남성

305.6

45.0

270.6

45.3

여성

191.2

39.7

177.2

39.3

15~19세

90.4

28.7

97.5

31.9

20~29세

191.9

41.8

182.7

30~39세

274.8

44.1

40~49세

302.3

50~59세

임금

서귀포시

근로시간

임금

277.3

45.1

250.7

45.9

180.4

38.7

167.7

40.9

94.5

31.8

104.8

32.3

41.6

179.6

40.7

192.7

44.6

245.9

43.7

251.8

43.6

227.0

44.1

43.7

255.6

44.1

260.4

43.6

241.2

45.6

284.8

43.5

257.1

43.9

267.0

43.4

229.2

45.3

60세 이상

164.0

38.1

140.0

36.1

145.0

36.3

127.3

35.5

6개월 미만

197.4

42.2

173.1

41.4

169.7

40.0

181.9

44.8

6개월~1년 미만

205.2

42.7

191.8

43.4

185.8

42.6

206.7

45.4

1년~2년 미만

220.8

43.3

222.4

42.7

226.0

41.5

211.0

46.4

2년~3년 미만

234.2

43.5

199.9

44.2

205.8

44.1

184.1

44.6

3년 이상

325.2

44.2

295.1

44.8

302.0

44.7

272.1

45.2

상용직

295.3

44.8

267.1

45.1

274.0

45.0

246.5

45.4

임시직

144.2

36.8

138.6

35.6

137.9

34.6

140.9

39.1

일용직

145.6

36.9

139.7

39.2

143.8

39.0

130.3

39.8

성

연
령

전체

근로시간

주 : 1. 임금은 조사대상주간 기준 최근 3개월 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를 의미함
2. 근로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일한 시간
3.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분석함
4. 지역별고용조사는 조사대상기간 기준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군단위의 세분
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
자료 : 통계청, 2017, 『지역별 고용조사』

제2장 제주 미래담론

241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약 360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약 344만 3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약 332만
3000원, ‘정보통신업’이 약 322만 7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이 약 400만 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약 363만 4000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약 355만 9000원,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약 354만 5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제주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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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주지역 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근로시간

전산업

제주도

전국

구분

(단위 : 만원, 시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임금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임금

근로시간

257.1

42.7

225.6

42.4

230.8

42.1

210.3

43.4

농업, 임업 및 어업

148.7

41.4

114.7

43.0

113.1

40.6

116.9

46.0

광업

323.7

45.2

360.8

41.9

410.0

40.0

200.0

48.0

제조업

289.7

45.6

207.7

43.1

204.4

43.2

222.9

4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00.3

42.2

332.3

41.7

332.5

41.5

330.0

44.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79.4

44.3

239.0

53.6

236.2

53.3

249.1

54.7

건설업

264.4

44.4

240.1

44.2

244.3

44.6

225.1

43.0

도매 및 소매업

224.1

43.4

207.7

43.8

212.8

43.8

189.9

44.2

운수 및 창고업

271.5

47.1

268.5

50.6

273.4

50.3

249.3

51.9

숙박 및 음식점업

152.4

42.5

166.4

41.4

159.5

38.8

179.2

45.9

정보통신업

337.4

43.0

322.7

43.4

331.2

42.7

256.5

48.9

금융 및 보험업

363.4

42.5

344.3

43.5

367.7

43.5

291.8

43.7

부동산업

217.3

44.7

265.9

47.9

257.6

48.9

309.6

4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5.9

43.1

280.7

41.5

279.2

41.0

294.7

46.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93.2

43.7

188.6

45.1

191.8

45.2

175.6

4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7.8

38.9

285.5

40.2

296.5

40.1

259.6

40.5

교육 서비스업

268.9

37.2

267.2

36.8

269.1

36.1

260.9

39.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6.9

38.7

193.3

39.5

197.9

39.0

178.9

4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8.5

39.2

203.2

39.5

185.5

37.8

229.7

42.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7.6

42.5

175.3

44.3

172.8

44.4

185.1

44.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6.4

35.9

78.5

43.8

100.0

60.0

45.0

18.5

주 : 1. 임금은 조사대상주간 기준 최근 3개월 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를 의미함
2. 근로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일한 시간
3.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분석함
4. 지역별고용조사는 조사대상기간 기준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군단위의 세분
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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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청년고용 실태

이상으로 제주지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청년층 고용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제주지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구조
를 살펴본 이유는 제주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
로 청년층 고용실태에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의 2011년 대비 2017년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를 살펴보면, 10대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특히, 20~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1%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50~5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9%p 증가하였으
며 60세 이상은 6.4%p 증가하였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고령층일수
록 제주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와 격차
구분

제
주
도

제
주
전
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7.1

67.7

67.7

68.7

69.8

70.8

72.3

5.2

15~19세

9.7

9.9

9.2

12.2

12.0

11.2

8.1

-1.6

증감

20~29세

65.6

68.3

66.5

64.6

65.3

71.1

74.7

9.1

30~39세

80.8

80.6

78.1

80.9

82.6

82.4

86.4

5.6

40~49세

86.7

86.3

86.4

88.8

87.6

88.1

87.1

0.4

50~59세

82.2

83.4

83.9

83.6

84.3

83.3

88.1

5.9

60세이상

48.7

49.1

50.9

50.4

54.3

55.7

55.1

6.4

계

5.8

6.1

6

6

7

7.9

9.1

3.3

15~19세

2.1

2.2

1.5

3.7

3.2

2.4

- 1.1

-3.2
8.3

20~29세

2.5

5.5

4.8

1.5

1.7

6.6

10.8

30~39세

6.1

5.5

2.6

4.5

5.9

5.3

8.6

2.5

40~49세

6.6

6.3

6.4

7.9

6.6

7.1

6

-0.6

50~59세

9.1

9.6

9.3

7.7

8.1

7.2

11.1

2.0

60세이상

11

10.5

11.7

10.4

14.2

15.2

14

3.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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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추세를 감안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경제활
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격차를 살펴보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
이 2018년 들어 제주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전국과의 격차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15~29세의 경우 2018년 3/4분기는 격차가
거의 없다.
그림 13. 제주-전국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추이

(단위 : %p)

14.0
12.0

12.0

12.2

10.5

10.3

10.0
8.3

8.1

8.0

8.4

5.0
5.8

6.0
4.5

4.3

4.5
3.8

4.0
2.0

8.5

1.7

4.1

2.5

3.3

1.7

1.4
0.0

0.9

0.0
2016
1/4

2016
2/4

2016
3/4

2016
4/4

2017
1/4

2017
2/4

2017
3/4

2017
4/4

경제활동 참가율 15-29세

2018
1/4

2018
2/4

2018
3/4

경제활동 참가율 20-29세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다음으로 제주지역의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국과 제주지
역 모두 40대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5~19세를 제외하
면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 구간의
제주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0.8%p 낮은 점이 특징이나 핵심 청년
연령계층인 20~29세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12.7%p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2012년 대비 2017년 제주지역의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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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20대의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대의 고용률은 증가하
였다. 한편, 2018년 들어 제주 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은 다소 하락하여 전
국 평균과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다(그림 14).
표 7. 제주지역 연령별 고용률 추이
구분

제
주
도

제
주
전
국

(단위 : %, %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계

59.6

59.8

60.5

60.5

60.6

60.8

1.2

15~19세

7.0

6.9

7.7

7.8

8.0

8.4

1.4

20~29세

58.2

56.8

57.4

57.9

58.2

57.6

-0.6
2.5

30~39세

72.8

73.3

74.1

74.4

74.7

75.3

40~49세

78.3

78.4

79.1

79.1

79.3

79.4

1.1

50~59세

72.3

73.2

74.2

74.4

74.3

75.3

3.0

60세이상

37.7

38.4

39.0

39.0

39.5

39.9

2.2

계

7.1

6.6

6.8

8.0

8.7

10.1

3.0

15~19세

2.1

1.8

4.0

3.4

2.7

-0.8

-2.9

20~29세

6.5

5.9

3.0

4.2

9.0

12.7

6.2

30~39세

6.5

2.5

4.3

7.0

5.9

9.8

3.3

40~49세

7.2

7.2

8.8

7.8

7.4

6.7

-0.5

50~59세

10.7

10.5

8.7

8.8

8.2

12.1

1.4

60세이상

11.1

12.3

11.0

14.1

15.2

14.2

3.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4. 제주지역 청년층 고용률 추이(15~29세)

(단위 : %)

49.0
47.0
45.0
43.0
41.0
39.0
2014 2014 2014 2014 2015 2015 2015 2015 2016 2016 2016 2016 2017 2017 2017 2017 2018 2018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제주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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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그림 15)에
서 보듯이 15~29세의 경우 2018년 들어 3~4%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
에 비해 20~29세의 고용률은 2018년 3/4분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
3/4분기 이후 10%p 수준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여 제주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제주-전국 청년층 고용률 격차 추이

(단위 : %p)

18.0
15~29세
16.0

20~29세

15.3
13.9

14.0

13.1
11.8

12.0

10.7

11.6

11.9

10.2

10.0
8.0

7.4

7.4
6.2

6.0
4.0

4.1

7.6

7.4

6.6
5.2

4.5

4.6

4.2

3.0

2.5

2.1

2.0
0.0
2016
1/4

2016
2/4

2016
3/4

2016
4/4

2017
1/4

2017
2/4

2017
3/4

2017
4/4

2018
1/4

2018
2/4

2018
3/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제주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격차를 유
지하여 왔으나 2018년 들어 격차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8년 3/4분기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 2.5%p 높은 수준이나 인천, 경기,
충북, 충남에 비해서는 오히려 제주의 청년층 고용률이 약간 더 낮은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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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주지역과 타지역간 청년층(15~29세) 고용률 격차 비교

(단위 : %, %p)

2017
1/4
제주도(고용률)

48.7

2018

2/4

3/4

4/4

1/4

2/4

3/4

50.0

48.0

44.7

46.7

46.7

45.6

제주-전국 고용률 격차
전국

7.4

7.4

5.2

3.0

4.6

4.2

2.5

서울특별시

4.3

4.2

2.0

-0.4

0.7

0.5

-0.3
5.9

부산광역시

8.1

8.2

6.5

3.9

5.8

7.1

대구광역시

10.7

14.0

13.8

12.0

13.7

9.9

7.6

인천광역시

5.3

4.2

2.4

-1.0

-0.2

-0.6

-2.9

광주광역시

13.0

13.7

10.4

8.9

8.2

5.9

5.6

대전광역시

7.1

9.7

8.0

5.8

8.5

9.7

6.8
6.6

울산광역시

8.1

8.6

7.5

3.4

3.4

6.9

세종시

11.2

11.8

10.0

8.6

9.8

7.4

5.7

경기도

5.6

5.1

1.8

-0.2

1.7

1.2

-0.3

강원도

9.8

7.7

5.7

3.4

3.4

3.4

2.7

충청북도

8.7

5.1

3.1

0.7

2.7

1.7

-1.5

충청남도

8.0

9.0

7.1

5.7

4.2

4.5

-0.1

전라북도

16.8

16.0

15.0

13.1

13.5

15.5

14.9

전라남도

12.7

13.6

11.9

10.0

11.7

12.0

8.4

경상북도

9.7

9.8

7.9

6.3

11.3

10.2

7.3

경상남도

9.5

10.5

8.6

6.7

9.6

7.8

5.6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제주지역의 청년층 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8년 들어 4~5%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실업률이 1~2% 수준임을 감안하면 청년
층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데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시 유사
한 특징이다. 전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10% 전후를 보여 전연령층의 실
업률 3~4% 수준에 비해 2~3배 높으며 이는 제주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지역과 전국평균 실업률 격차를 (그림 16)에서 보면 제주지역의 실
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4~6% 낮은 수준이어서 고용률 격차에 비해 실
업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 청년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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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상태에 머무르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유
입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제주지역 연령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전국
전체

제주도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전체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2016 1/4

4.3

11.3

2.7

4.2

2.2

5.8

1.4

2.6

2016 2/4

3.7

10.3

2.5

2.3

2.2

7.6

1.5

0.6
2.1

2016 3/4

3.5

9.3

2.5

2.3

2.4

4.7

2.0

2016 4/4

3.2

8.3

2.3

2.1

1.8

3.4

1.5

1.3

2017 1/4

4.3

10.7

2.7

4.8

2.0

6.5

0.9

2.3

2017 2/4

3.8

10.3

2.7

2.3

1.9

4.8

1.4

1.5

2017 3/4

3.4

9.3

2.4

2.2

2.2

6.1

1.6

1.6

2017 4/4

3.2

9.0

2.2

2.2

1.7

5.7

0.9

1.7

2018 1/4

4.3

10.0

2.8

5.4

2.5

5.3

1.3

4.8

2018 2/4

3.9

10.1

2.9

2.5

1.4

4.0

0.9

1.3

2018 3/4

3.8

9.4

2.9

2.3

1.6

4.4

1.1

1.3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6. 제주-전국 청년층 실업률 격차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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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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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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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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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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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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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제2장 제주 미래담론

249

끝으로 제주지역 청년층 임금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주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197만 9000원으로 전국 청년층 월평균 임금
216만 4000원에 비해 약 18만 5000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
역의 경우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
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국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
다. 성별로는 남성의 임금격차가 22만 2000원으로 여성(12만 3000원)
에 비해 큰 편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의 경우 전국에 비해 약
7만 1000원가량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34세의 경우 전
국에 비해 약 29만 2000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국 평균 임금과 제주지역 평균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청년층 임금수준을 타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
강원, 광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제주지역 청년층의 산업별 임금분포를 보면 제조업, 숙박음
식점 및 도소매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저임금근
로자의 비중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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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전국 제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임금

246.1 178.2 245.1 225.9 211.9 221.8 220.8 252.3 277.7 254.9 254.1 205.2 248.4 263.7 237.7 264 244

216.4 197.9 228 202.3 197.4 205.7 188.9 206.2 237.3 228 220.4 195.8 214.7 225.2 198.1 205.9 213.1 209.6

제조업

192 181.3 212.6 187.1 192.9 172.2 167.5 190.7 188.4 167.2 189.1 163.3 178

235.3 210.2 255.5 224.7 230 255.5 205.5 229.7 256.7 257.5 234.9 224.1 232.9 244 197.3 225 226.8 205.7

241

건설업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점업

192.4 211.8 191.9 183.8 211.1 190.2 172 188.6 216.4 201.2 187.5 203.4 198.4 184.1 193.8 194.4 192

283.1 265.3 312.5 255.3 263.8 262.8 259.7 248.1 277.5 262.4 282.9 258.6 230 274.6 221.3 239.5 273 254.6

133.8 139.4 149.5 123.1 135.4 125.4 111.5 123.1 160.3 99.7 130.1 127.4 107.7 144.9 112.9 127.9 107 129.4

162 150.3 134 144.5 105.9 122.5 129.5 206 157.7 198.9 171.5 147.5 144.1 171 205.3 168.6

237.4 215.2 248.1 224.2 217.7 225.5 208.9 226.9 268.2 244.4 243.5 215.4 233.4 244.6 220.5 227.9 233.1 230.8

90.6

남성

94

90.4 97.5 91.9 80.4 101.2 94

192.5 180.2 210.5 180.3 176.3 183.5 168.5 183.9 192.8 209.3 190.1 173.4 189.7 195.5 172.2 172.3 183.3 178

191.9 182.7 198.4 178.2 173.9 184.6 168.7 179.2 207.7 202.8 196.4 175.1 196.2 204.7 175.5 189.4 194.6 189.2

88.5 79.4 88.7 93.7 98.3 97.2

여성
30세 미만

170.2 152.7 157.2 158.9 166 166.2 151.1 149 208.8 155.2 174.3 151.2 183.2 194.6 166.7 185.3 188.3 180.9

152.1 151.6 157.6 131.4 124.4 145.4 130.9 135.7 185.2 152.2 158.8 123.3 151.3 186.5 159.5 141 145.1 125.7

240.8 218.7 251.1 223.6 213.2 233.1 212.5 238.1 252.8 253.5 250.1 223.2 236.2 249.7 219.9 223.5 230.5 229

260.4 231.2 276.6 250.8 239.2 247.1 229.9 261.9 283.5 276.7 265 236.2 254.3 263 236.6 236.8 247.6 244.3

고졸

30~34세

전문대졸이상

중졸이하

49.2 102.6 108.2 113

20세 미만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159.3 180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216.6 208.6 239.4 222.8 191.3 240.4 202.1 214.1 218.2 207.8 206.5 212 200.5 205 205 190.3 206.8 200.9

206

교육 서비스업

173 170.8 164.2 158.1 173.7

도매/소매업

전체

표 10. 제주지역 청년층(15～34세) 임금 수준

산
업

성
연
령

학
력

주 : 1. 임금은 조사대상주간 기준 최근 3개월 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를 의미함
2. 근로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일한 시간
3.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분석함
4. 지역별고용조사는 조사대상기간 기준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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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주지역과 타지역간 청년층(15~34세) 임금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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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7년

표 11. 제주지역 청년층(15～34세) 임금 분포

전체
제조업

(단위 : 명, %)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만원 이상

22,311

39.3

26,092 46.0

6,835

12.1

1,466

2.6

1,965

64.8

210

6.9

0

0.0

857

28.3

건설업

1,399

31.4

2,372

53.3

678

15.2

0

0.0

도매/소매업

2,936

34.5

4,969

58.4

602

7.1

0

0.0

2,704

52.1

1,745

33.6

738

14.2

0

0.0

662

19.2

1,661

48.2

748

21.7

374

10.9

산 숙박/음식점업
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1,523

25.5

2,772

46.5

1,569

26.3

96

1.6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3,561

43.6

4,074

49.9

164

2.0

367

4.5
0.0

515

25.2

1,317

64.3

217

10.6

0

남성

9,421

31.9

14,428

48.8

4,397

14.9

1,309

4.4

여성

12,890

47.5

11,664

43.0

2,438

9.0

158

0.6

20세 미만
연
30세 미만
령
30~34세

1,168

100.0

0

0.0

0

0.0

0

0.0

14,254

44.3

15,216

47.3

2,565

8.0

164

0.5

6,890

29.5

10,875

46.6

4,270

18.3

1,302

5.6

1,331

66.5

669

33.5

0

0.0

0

0.0

6,946

53.8

4,896

37.9

1,071

8.3

0

0.0

14,035

33.6

20,527

49.1

5,763

13.8

1,466

3.5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성

중졸이하

학
고졸
력
전문대졸이상

주 : 1. 임금은 조사대상주간 기준 최근 3개월 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를 의미함
2. 근로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일한 시간
3.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분석함
4. 지역별고용조사는 조사대상기간 기준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군단위의 세분
화된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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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 일자리 대책 성과와 한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형식으로 청년층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중앙
정부와 궤를 같이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청
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정책처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
진되어 온 청년고용대책은 2000년 이후부터는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여 왔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2004년에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2009
년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2010년 이후 청년고용
대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0년 4월에 제1차 청년고용
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발표한 후 2011년 10월과 2012년 9
월에 2차 및 3차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 4월과 2015년 7월 그리고
2016년 4월에도 범정부 차원의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
대책은 청년층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보조금 제도의 도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갖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라고 볼 수 있다. 청
년추가 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장려금을 3
년간 2700만원까지 지급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는 정책으로 기업
의 노동수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용보조금
을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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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고용보조금이 채용된 청년의 임금 인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면, 양적인 창출에 치중한 고용보조금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청
년 내일 채움공제제도는 중소기업 생애 최초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해서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간 근속하
면 1600만원의 목돈을,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근속하면 3000만원
의 목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다. 이는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장기근속 유도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주도 청년일자리 대책도 중앙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유사한 틀
을 갖추고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가 발간한
「2018 함께하는 일자리 지원정책 및 지원서비스」 자료는 2018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 기관을 모
두 망라해서 제시하고 있다.
사업은 모두 57개이며, 사업 유형은 크게 창업 지원(5개 사업), 고
용서비스 지원(6개 사업), 근로자 자립 지원(2개 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3개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13개 사업), 장려금 지원(11개 사업),
취업 지원(7개 사업), 청년역량개발 지원(6개 사업),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4개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능력개발과
관련된 세부사업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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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제주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청년
자기개발
지원금

미취업 도내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
역량강화 교육 참여기회 제공으로
제주의 부족한 교육인프라를 타지에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추진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나 제주의
산업 구조 ·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부족한 체험 기회 제공으로
지역 구성원 성장 도모

청
년
역
량

운영기관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
평생교육과
진흥원

청년
취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도 ·내외 저명인사를 활용하여 취업을
앞둔 도내 대학생들에게 인문학, 경영학,
기업현장 실무 등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제주대학교
(사단법인
위즈덤시티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
정책과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학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었던
취업관련 강의, 이력서 작성 등
취업준비 실무 과정을 지원하여
재학생들의 조속한 취업 지원

도내 대학,
도내 특성화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
정책과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문 · 사회 ·예체능계열 대학의
2~3 학년 대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직무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조기 진로 준비 지원

해외 취업지원
(K-Move 스쿨)

양질의 해외일자리를 발굴,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어학 및
직무 교육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개
발
지
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한국산업
인력공단

자료 : 제주도, 「2018 함께하는 일자리 지원정책 및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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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청년과 관련되어 있으나 특히 청년
특화형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자 자립지원정책으로 제
주 청년내일 채움공제,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사업이 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사업이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으로는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근로자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십 사
업, 일학습 병행제 사업 등이 있다.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일하는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등이 있다. 취업 지원사업으로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
다. 청년 역량개발 지원사업으로 청년자기개발 지원금, 청년 일성장 프
로그램, 청년 취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재
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외 취업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현재의 정책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내재해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정책처방의 유효성을 제
고하기 위한 실행전략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 아울러 청년층 대책과 관
련하여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모
색해 볼 수 있는 대안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러한 대안들
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탓도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일
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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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교육과 노동시장 간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개혁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들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의 제주지역 노동시장 구조에서 살펴 보았듯이 제주도 청
년일자리 정책 문제는 산업 및 임금구조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문제
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실업해
소 및 일자리 지원으로 한정할 경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일자
리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층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러한 역량이 제주도의
산업 혁신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제주지역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층 문제를 넘어 일자리 정책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도 하며,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대책이 요구되고 있
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
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정책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프
로그램의 한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의 진단
에 대한 논의 중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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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졸 고학력 인력의 저활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
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양
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청년
층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춘 노동공급 중심의 예산투입은 결
과적으로 청년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는 데 한계가 있으
며 예산의 사중손실 우려도 있다.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기여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인턴과 같
은 사업주 지원방식의 일자리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자리매
김하고 있어 청년층의 일자리 유인효과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
가 있다. 인력양성이나 훈련정책 또한 투입된 인적자본의 성과를 확대하
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효과성을 기대하
기가 쉽지 않다.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취업자의 직무 능력과 상
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업 현장 수요 간에 괴리현상이 지
속되는 현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의 근본 원인인 임금·복지·장래성 등 3저 문제의 적극적 개선이 미흡하
여 미스매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중소기업으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다양한 훈련정책
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촉진 및
경력형성과 노동시장에서 상향이동이라는 취업성과의 지속성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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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적 사업추진을 통해서는 일자리 성과를 제고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층 고용
대책의 상당 부분은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기
노동시장 취업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이러한 일자리에서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야만 효과를
갖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의 방향은 노동시장 진입촉진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층 일자리의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 미래 비전이 보인다면 초기 노동시장 진입도 활발해 질 수 있
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 경험이 좀 더 나
은 일자리로의 디딤돌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정책도 여
기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
운 이야기는 아니며 기존에 많이 지적되어 온 이행노동시장 관점과 맥
을 같이한다.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일자리 사업들을 정비하고 수요자
맞춤형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 방향은 매우 유효하며, 이를
위한 사업의 전달체계와 성과관리의 재구축 및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함
은 주지의 사실이나,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에 부
합하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화된 정책처방
을 벗어나 목표 집단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정
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체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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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함에 있어 청년니트, 신규학졸자, 청년층 취업취약계층, 초기 노동
시장 진입 후 이탈자 등 청년층 내 다양한 정책대상이 존재하며, 이들의
정책수요는 각각 차별성을 갖고 있는 만큼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
다.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계층에 비해 보다 다양한 정책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실천 가능
한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청년층의 의중임금이나 취업희망 분야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본질적
으로 존재한다. 노동수요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공급중
심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
제는 경제성장이나 산업정책이 주된 해법이지만 성장률 제고를 통해 양
질의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
존의 일자리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
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의 개편
과 같은 방안 이외에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모델을 연계한 협약을 체결하
거나 지역단위의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 일부를 추가적인 일자리에 할애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
서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는 공생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일부 계층의 양보가 아닌 세대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공생에 대한 논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층의 경력형성 지원과 이에 부합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
고 저숙련 및 저고용 함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이중구

260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조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학력 인력의 저활용이 나타나고 있
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인력수급 미스매
치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정책 및 산업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을 통해 격차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시장
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력부족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하거나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는 기업
등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에 취업을 유도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노력과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해법으로 노동시장 이행촉진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진입촉진지원뿐만 아니라 경력관리를 강화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 비전이 보인다면 초기 노동시장 진입
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경력형성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노동시장 이행촉진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청년대책이 취업지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접
근이 필요하며 고용·교육·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청년 고용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경제정책), 교육제도 개선(교
육정책),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노동시장 정책),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산업정책), 지역차원의 고용전략(지역고용정책) 등 복합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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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주거문제나 복지문제 등이 결합되었을 때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정책처방에 대해서는 종종 논의가 되어
왔었다. 다만 문제의 인식강도와 정책접근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그리
고 예산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정책의 연계성을 통한 실효
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특화적
인 청년고용대책의 마련이다.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부합
하는 핵심역할을 청년층이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초
석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청년
일자리의 개발과 청년의 지역정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
재와 같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훈련이나 일자리 제공과 같은 부문적인
접근으로는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현재 지자
체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는 보다 확장성을 갖
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의 청년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대상과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노동시장 권역 및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청년대책을 일자리 문제를 벗어나 청
년 대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는 지역내 청년의 정착과 연계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지
역에서의 다양한 연령계층의 일자리 문제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내 계층 간 상생의 모델이 필요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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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넷째, 정책 추진 체계의 효율성이다. 지자체, 학교, 청년단체, 기업
체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해
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청년 니트, 지역내 취약 청년 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실천 모델로 나타나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체
감성을 높이는 실행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형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제주도는 산업구조의 특성상 타 지역에 비해 당장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또한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 지원 보조금 지원정책의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가 추구해야 할 청년층
일자리 창출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기존의
일자리를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우수한 청년층의 유입을 통한 기
업생산성 제고와 청년층 경력형성 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층 유출현상도 함께 이루
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지역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제주형 청년보장
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주도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방향을 검토해보자.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개념적인 관점
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주창한 Decent Work(이
하 양질의 일자리)라는 개념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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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 평등, 안전, 인권이라
는 보편적 조건하에서 보다 온전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Decent Work’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의 질을 측
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후 ILO에서는 개념의 확립, 구체적 지표개발, 국제비교를 통
한 실증연구들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패러다임과 관련된 연구들을 발전
시켜 나갔다. ILO는 양질의 일자리 개념을 지난 20~30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되어온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계층 간의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기
회, 고용선택의 자유, 생산적인 노동, 노동에서의 평등, 고용안정, 노동에
서의 존엄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내 양질의 일자리 달성
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그리고 노동성과의 제고 등을 이룩할 수
있는 거시적인 함의 또한 강조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개념에는 노동
시간, 고용안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평등, 안전한 작업환경, 고용에
따른 소득과 혜택, 사회적 보호나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술개발 및 교육
훈련, 직장 내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격차해
소와 같은 거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단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의 특성과 이를 둘러싼 고용관계를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전략은 단기간에 쉽게 해
결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정책과의 조응, 경제산업발전 및 노동시장 구
조개혁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 단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은 지자체 단위에서 비교적 검토가 용이하다. 무엇보다 개별 기업이
나 사업장 단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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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인책 그리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중소기업이 높
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양질
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관계법」 준수, 차별해소 및
격차완화, 작업환경 개선, 인적자원 투자 기회 확대, 일의 만족도, 우호적
인 동료 및 상하 유대관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은 임금이나 복리후생과
같은 보상적 지표 외에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지원정책과
연계하고 고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체계를 강
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병행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형 양질의 일자리 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에 부
합하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각종 지원정책을 연계하도록 함
으로써 사업장내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모델을 확산해 나가
도록 하고 이들 기업에 우수한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공
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고
용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재구축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
일 것이다.
둘째,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도입이다. 청년 고용대책은 당장의 실
업문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1)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청년들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 준
비를 강화하여 중도탈락 방지, 노동시장 적합도가 높은 숙련을 형성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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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원한다. 2) 일터를 통한 학습 강화,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
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직업교육훈련의 역할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3) 청년들의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
해 학교교육 완료 이전에 질 높은 현장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고용 기회 확대와 사회적 고립
을 타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를 재설계하여 정규 및 임시
근로자 간의 고용보호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 청년층을 위한 집중프로
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파트너십의 심화
및 확대를 통한 총체적 접근이 요구된다.
청년보장제도 시행은 폭넓은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며, 단발식의
정책 보다는 총체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청년층에게 교육, 직업 훈
련, 일자리 찾기, 일자리 유지 등 교육에서부터 안정적 일자리 정착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지원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경로지원방식(pathways)’은 학교, 직업훈련기관, 공공 고용서비스센터,
고용주 등 청년 고용 관련 이해기관들 간의 탄탄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
요하다. 관련 서비스들이 제대로 조정되고 있는지, 청년층이 한 단계에
서 다음 단계로 잘 안내되고 있는 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력관
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충분한 인
적,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는 단순한 서비
스로는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청년층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고용지원센터 등 관
련 담당자들이 이들 청년층과 보다 긴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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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인원을 배정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
상을 선정하여 정책대상별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책대상으로는 청년 니트족,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신규 진
입자,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신규학교 졸업자 등
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갖는 정책지향점은 다음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층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성 강화이다.
둘째, 청년의 생존권, 일할 권리, 행복추구권 정립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
자립지원 센터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거나 현재 논의 중인 청년뱅크재단
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정착을 통한 지
역 내 고령화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이다. 넷째, 학교 재학단계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노동시장 초기 진입단계 등 경력형성단계별 청
년지원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금전적, 비금전적인 재원을 투입할 필
요가 있다.
청년 고용문제는 지역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아닌 지역전체가 안고가야 할 과제이다. 지금부터
논의의 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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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귀포를 아시나요’
아직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나면 제주로’라는 말이 농담삼아 종종
쓰인다. 조선시대만하더라도 제주는 사람살기가 힘들어서 유배를 보내
고 외면하던 절해고도의 섬이었다. 당시 말이나 소를 키우며 살던 제주
인의 삶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1950년대까지도
그 어려운 삶은 계속되어 왔다. 그러던 제주도가 일주도로와 횡단도로를
뚫고 육지와 물자를 교류하며 관광산업에 눈을 뜨고 감귤농업을 확산시
키면서 제주의 삶은 반전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50분이 채 안 걸리지만 1963년 한라산 횡단도로가 뚫리
기 전까지만 해도 서귀포와 제주시는 일주도로를 우회하느라 5시간이
나 걸리는 먼 거리였다. 육지에서 당시 서귀포는 아마도 지금의 하와이
정도 먼 곳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1970년대 초반에 크게 히트를 쳤던 가
수 조미미의 ‘칠백리 바다건너 서귀포를 아시나요’라는 노래 가사가 말
해주듯이 이때만 해도 서귀포의 존재는 생소한 곳이었다. 동서고금을 막
론하고 지역발전에 있어서 교통의 역할은 중요하다. 서귀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점차 항공교통이 대중화되고 도내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서귀포
는 인기 관광지가 되었다. 이제 ‘서귀포를 아시나요‘라는 가요는 ‘서귀포
를 모르시나요’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라산 횡단도로를 건설하고 일주도로를 확·포장하고 지금의 평
화로와 번영로 등 산남북간 주요 도로를 개통하면서부터 제주도는 사람
과 물류의 이동이 점차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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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와 말을 방목하던 시절 제주의 풍경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I』, 2009. 마소 돌보는 소녀(좌, 1920~30년대), 방목장으로 가는 조랑
말(우, 1969)

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농업과 목축업이 고도화되고 관련 산업활동이 다
변화되면서 지역경제가 기지개를 켜게 되었다.
사실,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나라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역사는 제
주의 성장과 변화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대한민국이 개도국 대열에서 벗
어나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 역시 국내 유명 관광지를 넘
어서서 이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나아가고 있다.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
가 민감해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급증하는 중국관광객은 기존의 제주관
광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격동의 시기를 겪기도 하였다.
제주의 개발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최근 하수
도 시설과 쓰레기 처리 등 일부 도시기반시설은 최근의 인구증가와 도
시개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교통체증과 혼잡도 역시 미래의 제주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동차 증가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빠르다. 한가롭고 여유롭던 제주의
교통환경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핵심 연륙교통인 항공교통은 공항
시설의 용량한계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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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 역시 일부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적어도 제주에서는 교통체증을
해소한다고 무작정 도로시설을 늘리는 공급확대정책은 바람직하지 않
다. 그렇다고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도 변화하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제주인의 삶의 질과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통시스템은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 것인가.
제주의 발전사는 교통의 역사라 할 정도로 육지와의 연륙교통과
도내 교통망 체계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
통시스템을 어떤 모양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도 제주의 미래를
위한 근간이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제주발전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2. 오늘의 제주교통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은 파라다이스이지만 교통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면 큰일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자동차 증가율이 가장 높고 대
중교통이용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렌터카를 이용
하고 있고 교통사고비율도 가장 높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통이 제주 발
전의 발목을 잡게 생겼다.
최근 제주도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
년간 제주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기
간 전국 평균이 연평균 3% 남짓이다. 그중에서도 승용차 증가가 특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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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문제이다. 승용차는 1년에 3~4만대씩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내 일부 도로의 차
량속도는 출퇴근 시간대에 시속 15km 이하로 떨어진다. 서울시내 보다
도 교통체증이 심하다. 최근 교통혼잡비용은 점차 증가하면서 최근 연간
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승용차 위주이다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적다. 총통행의 버스분담
률은 10%정도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평균인 26%에 비하여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아무리 제주도의 자
동차가 100%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도로 혼잡과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증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미래 제주의 매
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교통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지표로 보면
지난 5년 평균 17.8명이 사망하였다. 전국적으로는 10.5명임에 비하면 역
시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도는 글로벌 관점에서도 매우 심각
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도내 교통사고는 렌터카 비중이 높다. 차량등록대수는 렌터카
비중이 6.7%이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3%이다. 관광객들의 대략
65%가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의 높은 사고율은 결국 관
광객의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즐거워야 할
관광이 교통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비극이 제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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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일을 바라보는 제주의 미래
제주도는 아직 문명의 때가 덜 묻고 태고의 신비를 지닌 섬이다. 제주의
자연은 장한 기상의 한라산과 곳곳의 오름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태
평양이 감돌아드는 깨끗한 제주바다가 에워싸고 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내려준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주도
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가적 보물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으
니 국제적인 보물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그리고 제주도는 ‘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인류
의 희망을 위해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동아시아의 중심지가 되고자 한다.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000만 도시가 5개, 500만 이상 도시가 13
개에 이르고 있는 제주도의 지리적 조건은 동북아시아에서 대륙과 대양
세력의 만남의 장소로서 최적지이다. 1991년 페레스트로이카의 주역인
고르바초프와의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필두로 해서 한·미, 한·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굵직한 각종 국제행사들이 바로 제주에서 개최
되면서 평화 메신저로서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제주도에는 기회로 다가
올 수 있다. 북극만년빙의 소멸로 북극항로의 개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기존 싱가포르 경유항로보다 10일 이상 단축되어 장래에는 아시
아와 유럽 간 해운화물의 70%가 북극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이 항로의 길목에 있는 제주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지경학적 위상
이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인구 65만을 넘어선 현재의 제주는 미래 100년 후에는 어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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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일까. 아직까지 50년 또는 100년 후 제주의 먼 미래에 대한 논의는 별
로 없었지만 일부 제주의 장기계획관련 보고서를 보면 대체로 20년 후
에 인구 100만 정도의 제주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때는 제주의 장래
모델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는 ‘홍가포르’형 개발이 거론되
던 적도 있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해왔지만 지금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과밀 대도시 형태의 미래를 선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구 100만 정도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세계적
유명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춘 미래의 제주가 가장 편한 모습일 수 있
겠다. 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인구 200만 명 정도로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면서 적당한 글로벌 경제동력을 살릴 수 있는 수
준의 제주라면 공감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제주자
연과 제주환경의 가치, 제주사람과 제주문화의 가치, 제주경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미래의 제주를 디자인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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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으로 제주를 바꾼다
교통으로 세상을 바꾸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있다. 그중 세
도시만 소개를 해보자. 우선 세계의 환경수도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쿠리
티바이다. 대중교통중심의 세계도시개발 역사를 바꾼 주인공은 바로 레
르네르(Jaime Lerner)라는 인물이다. 그는 30여년에 걸쳐서 쿠리티바
시장과 주지사를 역임하면서 확고한 철학과 창의적인 리더십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을 완성하였다. 지하철을 건설하
지 않고 도시철도기능을 하는 BRT 버스교통네트워크로 기본 틀을 구축
했고, 자전거와 보행환경이 우수한 전체 교통시스템은 지금도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정평이 나 있다. 교통뿐만 아니라 주택, 공원, 레져, 문화관련
각종 시설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등에 이르는 도시인프라와
행정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 오레건주 포틀랜드의 친환경적 대중교통시
스템이다. 과거부터 자동차 왕국이라는 미국의 많은 도시들은 도로교통
위주의 도시구조로 출발하다보니 대중교통시스템이 뒤쳐진 사례들이
많다. 포틀랜드는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1970년대 초 30대 젊은
나이에 시장으로 당선된 골드슈미트(Neil Goldschmidt) 시장은 기존의
도시고속도로망(Freeway Network) 구축 마스터플랜을 백지화하고 환
경친화적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교통체제로 전면 개편하였다. 예를 들면,
계획하였던 8차로 도로를 대폭 줄여서 경전철과 트램노선으로 대체하고
버스노선을 재편하였으며, 자전거와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교통체제로 변혁시킴으로써 오늘날 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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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힐 만큼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세 번째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사례도 유명하다. 이 도시는 교
통체증을 우려하던 1990년대 초반에 트로트만(Catherine Trautmann)
이라는 여자 시장의 리더십이 발휘되었다. 도심주요도로에 차량진입을
전면 금지시키고 트램전차만 통행토록 하는 신노면전차 건설계획을 추
진하였다. 초기에는 일부 도심지역 상인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어
려움도 겪었으나, 실제 도로상에서 노면전차 건설효과를 보여주는 시뮬
레이션을 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계획은 중단없이 추진이 되었다. 결
국 개통이후 도시전체가 친환경적으로 변화했고 도심지역은 시민과 관
광객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상가매출이 급증하자
도심상인의 반응이 반전되었고 시민들은 성공한 프로젝트로 호평을 하
게 되었다. 스트라스부르는 역사적인 관광도시의 명성에다가 잘 정비된
교통시스템으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이상의 세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우선, 미래를 내다
보고 대중교통과 친환경적 철학을 가진 지도자의 일관된 리더십과 이
에 대한 주민들의 성숙된 인식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국내에서도 쿠리티바를 벤치마킹하여 2004년에 서울시가 대중교통
개혁을 시행했다. BRT 버스전용도로를 설치하였고 IT기술을 활용한 환
승할인요금제와 실시간 교통정보안내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이
또한 우수사례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 역시 2017년에 버스교통개혁을 단행하였다. 제주도는 과
거와 달리 단일 광역도시생활권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외·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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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원화된 버스교통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불합리한 요금
구조와 과다한 통행시간 등의 비효율성으로 도민들의 불편은 계속되어
왔으나 기존 운수업계의 저항으로 손을 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제주의 대중교통체제는 점차 열악해지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이 급증하
면서 도내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과
감하게 버스노선체제와 요금체계를 중심으로 대중교통개혁을 단행하여
성공시킨 점은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속적인 대중교통육성시
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다운 교통’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5. 제주교통의 비전, ‘제주다운 교통’
교통이란 것은 본래 사람과 화물이 필요한 목적에 따라 장소를 이동시키
는 활동이므로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교통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모
습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꾼 도시들의 이야기에서처럼 교통
체계를 위한 기본철학과 비전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어떠한 교통수단 위
주로 할 것인가와 교통시설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교
통의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이미지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미래교통을 위해서는 어떤 비전과 철학이 밑바
탕에 깔려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위한 길인가. 포괄적이고 함축적 의미로 ‘제주다운 교통’이
란 화두로 논의를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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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운 교통’이란 어떤 것일까. 여기서 당장 뚜렷한 해답을 제
시할 수 있는 간단한 주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제주도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기반으로서의
교통시스템이 ‘제주다운 교통’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본다. 깊은 성찰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큰 그림을 위한 단편적인 생각들이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제주도에서의 도로는 교통시설이라
는 기능적 개념보다는 제주의 아름다움이 흐르는 서정적 개념으로 생각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도로이든지 건설이나 유지관리의 자세가 달라
질 것이다. 지나가는 어떤 길이든지 가로수 한 그루에서부터 한라산과
오름, 깨끗한 하늘과 푸른 바다의 경관과 제주인의 삶의 흔적들이 낭만
으로 어우러지게 세심한 길 가꾸기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다. 곧게 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보다는 다소 느린 속도이지만 구불거리
는 휘어지는 곡선의 미를 살린 운치있는 길이 제주다운 길일 것이다. 자
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주의 자연이 듬뿍 묻은 아름다움을 느
끼는 올레길처럼 가꾸어나가는 것이다.
둘째, ‘탄소제로섬’이라는 제주의 비전은 제주의 관광콘셉트에 잘
어울린다.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라는 모토는 그 비전에 딱 들어맞는다.
제주의 바람이 풍력발전을 하고 그것이 자동차의 동력원이 됨으로써 전
기자동차 세상을 이룬다는 것은 ‘제주다운 교통’의 하나로써 제주의 가
치를 한층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걷기가 즐거운 보행환경과 타기가 편한 자전거 역시 ‘제주
다운 교통’ 시스템이다. 웰빙시대에 필수요소인 건강한 삶은 앞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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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각광을 받을 것이므로 제주의 교통시스템에 있어서 보행과 자전거 타
기는 제주도민이든 외래 관광객이든 관심이 높은 요소이다. 올레길은 이
미 제주도를 걷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성공한 ‘제주다운 교통’을 대표하
는 사례이다.
결국 ‘제주다운 교통’이란 제주 고유의 아름다운 관광지적 특성
을 살리는 교통시스템을 뜻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제주다운
교통’으로 잘 접목시켜나가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6. 관광제주를 위한 교통
앞에서 제주도의 장래 목표인구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상주인구 못지않
게 중요한 미래 변수는 외래 관광객의 규모이다. 현재 연간 1500만 명 수
준이라면 제주의 미래 인구가 100만 명 또는 200만 명 시대에는 어느 정
도의 관광수요가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에 따른 제주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제주도내 총통행은 관광객보다 도민의 통행이 많다.
그렇다면 장래 도내 관광통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외래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서 2030년에 이르는 언제인가
연간 2000만 명에 도달한다면 관광통행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
가. ‘통행·km’라는 지표로 도민과 관광객의 하루 통행거리를 개략적으
로 추산해보면, 각각 하루에 1000만 명 통행·km 정도로 도내 총통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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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과 관광객이 거의 반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통행 비중의 개략 추산
(대략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 제주도 인구 약 100만 명, 연간관광객 약 2000만 명,
평균체류기간 3박4일 정도, 제주도민 일평균 2통행이고 5km/통행,
관광객 일평균 5통행이고 10km/통행으로 가정할 때
•도민통행 : 1000만 명 통행·km (인구 100만 명 x 2통행/일 x 5km/통행)
•관광통행 : 1000만 명 통행·km (1일관광체류인구 20만 명 x 5통행/일 x 10km/통행)

다시 말하면, 관광객의 통행은 앞으로 제주도내 교통체계에 미치
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그 비중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활동 못지않게 도내에 유입한 관광객의 교통흐름 관리가 앞
으로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 도내의 외래 관광객은 70% 이상이 렌터카를 포함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왜 이렇게 렌터카 이
용을 선호하는가. 관광의 자유로움을 즐기려면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통행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교통수단이
대중교통보다 편하다. 사실 관광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정보체
계가 쉽지 않아 익숙하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고 갈아타는 귀찮음과 시
간이 많이 걸린다. 비용이 문제이지만 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 차량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여 대중교통대비 가성비가 우수한 편
이다. 그러다보니 제주관광은 렌터카 관광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도로교
통 혼잡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제주의 관
광교통을 방치한다면 ‘제주다운 교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만일, ICT기술이 더욱 진보하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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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중교통과 자율주행차 카쉐어링이나 공용자전거 이용 등이 효율
적으로 연계되는 복합통행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도내 주
요 거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은 고속으로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
다. 렌터카나 승용차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연계통행체계가 효율화되어
통행시간도 차이가 없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마치 AI비서나 여행가이드
처럼 개인의 통행일정을 세심하게 안내해주고 요금정산 등을 실시간으
로 처리해준다. 관광객의 교통편의성 증진으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올
라간다. 바야흐로 스마트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굳이 개인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게 오히려 불편해
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제주다운 교통’의 한 단면이다. 이런 날
이 빨리 오도록 어느 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제주형 스마트모빌리
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

7. 걸어서 여유롭고 자전거가 즐거운 제주
버스나 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없어서 멀고 먼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는 보행은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지금 올레길을 걷는 사람은
보행이 피로할지언정 고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걷기자체가 여유를 즐
기는 것인데 올레길 코스를 걸으면서 한라산과 푸른 바다와 섬의 아름다
움 속에서 레저활동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또한 어떠한가. 일주도로를 따라 자전거 길을 마련해놓
았다. 자전거를 타는 관광객들은 자전거로 제주일주를 하는 그 매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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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빠진다. 올레길 여행과는 또 다른 맛이 있다.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 해
안도로를 걷고 자전거를 타며 자그마한 어촌 마을을 지나고 나지막한 오
름을 끼고 돌면서 청정한 남국의 태양아래 특유의 제주 바람을 맞이하며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렇듯이 비동력교통수단(NMT: Non-motorized Transport)이
라고 하는 보행이나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은 탄소제로형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더구나 NMT는 인간의 생체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건강교통수단이라고도 한다. 현대생활에서 부족한 신체운동을 이동하
는 교통시간에 병행하여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
제주섬의 올레길과 자전거 길은 아직은 주로 관광레저용이다. 이
제 ‘제주다운 교통’ 시스템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교통유형이 바로
생활 속의 보행과 자전거 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레저용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과 자전거의 교통을 도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끌
어와야 한다. 동네마다 돌담과 구불구불한 진짜 올레길이 아직도 곳곳에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옛날이야기를 그대로 품은 듯하다. 올
레길 코스는 이제 생활 속 보행교통수단으로 끌어들여서 제주의 일상의
삶 속에 관광형 마을 올레길 코스와 연계시켜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을 길 모두가 올레길처럼 걷기 좋은 보행환경 만들기에 공을 들
이고 공용자전거를 동네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주차장 등 교통결
절점마다 배치하여 언제든지 도민과 관광객을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편
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보행과 자전거를 위해 무엇보다 중
시해야 할 요소로서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어야 함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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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주 올레길과 10코스 풍경

자료 : https://pds.joins.com/news/component/newsis/201709/07/NISI20170907_0000040038_web.jpg (좌),
http://www.jnuri.net/news/photo/201407/19570_25816_412.jpg (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용자전거 이용을 허용하여 어
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도내 곳곳에 널려
있다면 대중교통의 연계성을 높여주는 보조 수단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자전거 이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탄소제로
섬 제주의 비전 달성을 위해 곳곳에 공용자전거의 무료이용시설을 설치
할 경우 대중교통환승이 편리하여 대중교통이용 촉진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개인 승용차이용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면 무료이용은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연계지선 버스나 마
을버스, 관광지 순환버스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또는 도내 대중교
통이용을 전면적으로 무료화하는 방안이 ‘제주다운 교통’을 위해 바람
직하다면 재원확보방안과 더불어 그 사회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시도해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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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빠름의 기능과 느림의 미학을 갖춘 제주교통
제주에 자동차전용 고속도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길어야
동서방향으로 100km에 못 미치는 섬에 고속도로가 과연 ‘제주다운 교
통’이 될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 현재 산남북간 주요 도로인 평화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다. 이 속도는 소통이 원활하면 서귀포와
제주시 도심간 차량으로 40～50분이면 연결될 수 있지만, 제주시내의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1시간반까지 지체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다
고 제주시가지 구간에 고가 또는 지하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망을 구축
한다는 것도 ‘제주다운 교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전용도로보
다는 병목현상을 완화하여 막히는 구간을 없애고 도로망체계의 효율적
관리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방안을 찾는 것이 ‘제주다운 교통’의
해법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능적으로 도로를 보는 시각을 ‘길’이라는
서정적 개념으로 제주의 길을 닦고 가꾸자는 것이다. 오히려 ‘슬로우 시
티’다운 관광제주의 환경이 적합할 것이다. 제주를 찾아 관광하는 사람
들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육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이국적이고 일상을 잊어버리는 세상을 기대한다. 제주에서조차 교통
체증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아무리 시간여유가 많은 관광객들이라 할
지라도 제주에 대한 실망감이 클 것이다. 그래서 ‘서서히 이동하더라도
막히지 않는 길’의 개념은 관광객에게 중요하다. 어떠한 도로에서도 교
통체증을 최소화하여 막힘없이 흐르는 길은 제주에 어울리는 ‘제주다운
교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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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앞으로 더욱 고민해보아야 할 것은 일정한 속도가 보장되
고 정시성을 유지하는 전철이나 궤도교통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지금까지 종종 거론되고 있는 궤도교통시스템은 크게 세가지 부
류이다. 주요 거점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광역급행궤도시스템을 비롯하
여, 일주도로를 순환하는 경전철이나 자기부상열차 등의 신교통시스템,
또는 제주시내 간선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램과 같은 신노면전차 등이다.
‘제주다운 교통’ 시스템의 관점에서 친환경 궤도교통시스템을 활용한
대안발굴을 계속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요컨대, ‘제주다운 교통’으로 빠름의 기능성과 느림의 미학을 둘
다 갖춘 교통 네트워크를 생각해본다면 빠름의 기능을 위해서는 거점간
고속의 광역급행궤도시스템으로 주요 인프라의 골격을 잡고, 느림의 미
학을 위해서는 막힘없이 흐르는 기능체계적인 도로망이나 신교통시스
템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거점으로는 제주시, 제2공항, 서귀포, 대정지역
그림 3. 빠름의 기능과 느림의 미학을 갖춘 ‘제주다운 교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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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대 거점과 필요시 약간의 중간 보조거점을 중심으로 하되 주요 거점
간 20분 내외로 주파하는 고속시스템을 구상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들 거점별 권역내부에서는 공유형 자율주행전기차, 공용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접근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Door
to Door 기능의 편리성과 장거리 고속이동성을 살리고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로 통행자 개인별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자율주행과 공유경제시대의 장점을 살린 스마트모빌
리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로
도민과 관광객의 통행편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광역급행시스템은
주요 거점을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주요 거점에서는 해당 권역내 보조
연계시스템들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복합적인 통행체계가 연결되도
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제주를 위한 교통시스템으로, 빠름과 느림의 조화
를 이루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는 최첨단 교통기술들을 모두
활용하는 ‘제주다운 교통’을 완성해나가자는 것이다.

9.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제주교통
인류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준 발명품인 자동차와 항공기 같은 교통수단
은 아직까지는 사람 손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인 기계들이다. 그러나 4
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자율주행차나 드론과 같은 무인교통수단이 인공
지능에 의해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교통수단으로 바뀌게 된다. 애초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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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의 발명으로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자
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되면 다시 한 번 인류생활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
이다. 그 시점이 언제쯤일까. 늦어도 2050년경이면 완전 자율주행자동
차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실용화될 것이
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완전자율주행시스템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
율주행 레벨이 점진적으로 고도화되면서 머지않아 우리 일상생활에 속
속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2018년 12월 초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자율주
행택시가 상업운행을 개시했다. 아직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엔지니어가
동승하고 있긴 하다. 일본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자율주행택시 상용
화를 개시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5년쯤만 지나더라도 우리
는 자동차를 바꿀 때 자율주행기능의 수준과 가격을 놓고 고민하게 되리
라 본다. 아니면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의 카
쉐어링이 고도로 발달하여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굳이 내 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교통수단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변하고, 전
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교통수단으로 대체되며,
빅데이터의 발달과 더불어 카쉐어링이 보편화됨으로써 사람과 화물의
통행이 고도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모빌리티 시스템이 발
달하게 될 전망이다.
즉, 통행자가 목적지 도착시간과 희망하는 비용 조건만 입력시키
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스마트폰의 인공지능비서가 맞춤형 통행예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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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친절한 통행안내, 일체의 비용정산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모빌리티시스템이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림 4.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통의 핵심기술 부문

그렇다면 자율주행시대의 미래 제주교통과 제주인의 삶은 어떠
할까. 우선 개인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차량을 선호할 가능
성이 높다.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변에서 값싸고 편한 자율주행전
기차의 공유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과연 장래에 도
로혼잡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시대가 되면 고령자나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에게
도 어려움 없이 통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차량통행수요가 증가할 가
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도로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 전체의 교
통운영시스템이 가동될 것이고, 또한 시간과 비용효율이 높고 편리한 대
중교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이를 중심으로 스마트모빌리티서비스가 원활
하게 제공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도로 혼잡을 크게 완화시킬 가능성은 높
다고 본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교통사고는 어떠할까. 우리나라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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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99%가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 운
전자의 인적요인이 주요 원인이다. 자율주행차는 이러한 사람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프로그램화된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최소한
90% 이상의 교통사고를 당장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완벽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교통사고가 거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제주다운 교통’은 바로 교통사고 제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완전
한 자율주행시대가 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도 제주지역내 교통사고
를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하지만, 교통사고 제로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기는 선도적인 전
략이 시급하다. 자율주행 기술혁신 정도에 맞추어서 제주의 교통환경을
선제적으로 대응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시대는 자동차기술진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차량과 도로 인프라(V2I: Vehicle to Infrastructure)뿐만이 아니
라 모바일 기기, 인접 차량, 주변 도로시설과 모든 사물(V2X: Vehicle to
Everything)과의 실시간 통신정보연계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자율주행
기능이 완벽해진다. 차량들은 주변의 모든 정보에 대한 능동적 처리를
함으로써 주변 교통상황에 선제 대응을 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교통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투자의 방향이 앞으로 토목공사 위주인 물리적인 도
로망 구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기존 도로의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스마트도로환경 구축을 위한 질적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것은 자율주행과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시스템의 조기구축을 가능하
게 하여 미래 제주의 관광매력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제2장 제주 미래담론

291

10. 한라의 하얀 세상을 오르는 교통
백록이 뛰논다는 겨울 한라산의 하얀 세상은 신비하고 가히 경이롭고 영
험하다. 이제껏 제주관광은 한라산 등산을 제외한다면 일주도로를 중심
으로 해안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겨울철의 한라산은
저멀리 쳐다보는 즐거움이 전부이다. 겨울 한라산이 하얀 눈으로 덮여
연출되는 장관이야말로 훌륭한 관광상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겨울철
강설과 결빙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자동차 접근이 불안하여 하얀
세상의 절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관광은 미미한 실정이다. 수시 제설
작업으로도 겨울철 도로교통의 안전성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절기 한라산 상고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설이나 도로 결빙에 무관하게 전천후 접근이 가능한 교통시스템의 도
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1100고
지를 모노레일이나 전철궤도교통으로 연결을 하고 윗세오름이나 어떤
지점까지 케이블카를 운영하게 된다면 신비스런 한라의 겨울 매력을 만
끽하는 유명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이와 관련되는 몇몇 사업들이 일부 제안된 적은 있었다.
예를 들면, 1100도로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이 자체 개발하는 산악열차시스템의 제안도 있었다. 이들은 기
존의 횡단도로 선형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자동차의 통행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 이외에도 번번이 한라산의 환경훼손 우려를
내세우는 반대주장이 강하게 작용하여 아직까지는 심층적인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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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극적인 추진 노력은 미약하였다.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때 케이블카
가 한라산 자연환경을 심하게 해친다는 반대 의견과, 현행대로 갈 경우
급증하는 등산객들에 의한 환경훼손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므로 케이블
카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으로 뜨거운 논쟁만이 있었을 뿐이다.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진정한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겨울철 한라산
의 신비스런 하얀 세상을 관광명품으로 추가할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심
층적인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제주를 위한 사회적 논의
를 재개해볼만하다.

11. 사람이 모여드는 거리와 광장
제주관광은 주로 자연을 보러오는 관광이다. 조용한 휴식과 사색을 즐기
는 자연 위주의 관광을 선호한다. 그러나 모여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람
구경을 하는 광장이나 거리가 있다면 제주관광의 다채로움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제주에는 그러한 공간이 거의 없다. 사람이 모여
들어 북적거리며 여유를 부릴만한 걷고 싶은 거리나 인상적인 광장이 없
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가 다르고 인문환경이 다른 세계의 관광지들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특히 도심지에 위치하는 역사적인 대성당이나 철도
역을 중심으로 광장이나 큰 거리가 발달해 있는 유럽의 관광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제주에도 걷고 싶은 거리와 사람이 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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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라산의 설경과 1100도로전망대 모노레일카 구상도

자료 : 「제주여행이야기-티스토리」 http://jeju-tourstory.tistory.com (좌),
「제주의 소리」 (2004.11.17) http://ph.jejusori.net/news/photo/200602/4903-2-4780.jpg (우)

광장을 조성해준다면 관광매력은 배가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 구경거리가 있다‘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게 하는 것이다. 때로는, 제주에 관광차 온 각계의 유명
인사나 대중에 널리 알려진 문학가, 예술인, 스포츠맨, 연예인 등이 이 광
장이나 거리에서 대중들을 자연스레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면
서로 즐길 수도 있다. 사람이 모여드는 곳은 자연스레 상업시설이 집적
하고 관광객의 쇼핑편의도 증진되며 곳곳에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성숙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제주다운 교통‘의 하나로
대중교통전용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무가선이나 바이모달 트램 등 친
환경 신교통시스템을 운행하여 보행자와 대중교통 천국으로 세상을 바
꾸어보는 것이다.
여기서 돌이켜보건대, 제주시 탑동매립지를 제주의 상징적인 광
장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현재
는 호텔 숙박시설과 대형마켓 상업시설이나 주차장과 차량통과가 우선
인 도로 위주의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개선의 기회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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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이제부터라도 서부두, 동문로터리, 탑동, 관덕로, 서문교, 중앙
로 등 제주시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면서 제주다운 광장과 걷고 싶은 거
리의 개념을 살려내는 재정비를 해나갈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뉴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탑동을 중심으로 한 제주시 구도
심으로 눈을 돌려 사람이 모여들 광장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나가
는 방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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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생태학 개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생태도시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이 글을 시작했
다. 먼저 생태도시를 정의하는 것부터 아리송했다. ‘생태도시(ecocity)’
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한 책에서 리지스터(Resister 1987)는 "생태적으
로 건강한 도시"라고 짧게 정의하면서 그런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경기도 과천시 조례에는 학술적인 정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
로 길고 중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도시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
로 보고 자연생태계가 가진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에 가
깝도록 계획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서 미래 세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한 마디로 자연생태계를 닮아 지속가능한 도시
라는 뜻이다. 사실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제기한 생태도시의 쓰임새는 환경도시나 환경공생도시, 녹색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와 그다지 구별되지 않는다. 모두가 동의하는 생
태도시에 대한 정의는 없는 셈이다. 그래서 먼저 생태와 도시의 두 낱말
에서 생태도시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했다.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연구하는 학문
으로 정의된다(이도원 등 2001 참고). 생물의 분포와 수도(abundance)
에 대한 연구로 생태학을 정의하는 학자도 있지만(Krebs 2009), 그것은
상호작용의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상호작용
은 생물이 환경에 대응하고 그에 따라 환경이 바뀌는 과정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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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나타나는 일면이 생물의 분포와 수도라는 현상이다. 따라서
생태학은 엄밀히 말하면 가치중립적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공생이
라는 아름다운 상호작용도,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 피 튀기는 싸움(경
쟁)의 세계도, 타자를 먹잇감으로 삼는 잔인한 생존방식(포식)도 모두 생
태학의 내용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연생태계가 그렇듯 잔혹한 상호
작용을 도시 안에서 그냥 두고 보자는 뜻으로 생태도시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2018년 9월 대전의 한 동물원을 뛰쳐나온 퓨마는 그저 자신의 생
리에 어긋나는 환경을 벗어나는 생태적 반응을 드러내었을 뿐이었건만
사살되었다. 만약 생포되었다면 동물원으로 이송되어 다시 속박의 생활
을 감내하는 처지로 돌아갔을 것이 자명하다. 이 소동은 사람들이 특히
도시에서 생물의 생태를 엄격한 제약으로 다스리며 활용하는 태도를 보
여준다.
마찬가지로 생태도시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편의를 위
해 도시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갈등을 최소화 하는 제한된 관계를 지향한
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생태도시를 “생태학적 원리를 응용
하여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를 이룬 이상적인 도시”로 한정한다. 자칫 넓
은 의미로 생태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아름답
고 인간친화적인 도시계획과 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은 유보한다. 따
라서 특히 제주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에너지 소비 부분의 비중이 높
고, 에너지는 수송 분야에서 소비하는 양이 특별히 많은 부분을 고려하
면 다른 연구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참고로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을 구축하고 친환경적 하천과 공원, 녹지를 가꾸어 국내
에 널리 알려진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사람에 따라 생태도시 또는 창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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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부르기도 한다(박용남 2011).
따라서 생태도시를 구축하자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생태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태도시는 도시생태학에 대한 자
료와 원리를 충분히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발전시
켜나갈 때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목표가 된다 - 생태도시 용어를 처음
제안한 리지스터는 실현하기 어렵지만 지향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런 도
시는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먼저 간단하게나마 도시생
태학에 대한 내용과 현황 검토가 필요하다.
일찍이 도시생태학은 도시생태계 안에 있는 생물적·비생물적 구
성요소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되기도 했다(Sukopp 등 1990). 이는 (아마
도 전세계적으로 최초의) 도시생태학 교과서를 집필한 독일학자의 말이
다. 어떤 학자는 도시의 환경변화가 생물과 서식지 보존에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하려는 전문화된 분야로 정의하기도 한다(Cooper 등 2012). 그
러나 이 정의들은 확장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도시생태학이 도시의
생태적 면모를 연구하고, 건강성을 진단하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학문이 되려면 도시가 놓여 있는 시공간적 맥락도 함께 살펴야 한
다. 도시생태계의 특성도 도시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 환경들과 이루는 관계를 보아야 제대로 파악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사람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할 때 몸 안에서 일어나
는 과정뿐만 아니라 먹고, 배설하며, 숨 쉬는 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주
는 요소들과 공간을 함께 고려해야 실수가 적은 까닭과 비슷하다. 나아
가 도시생태학이 다루어야 할 내용은 자연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인간이
조성한 맥락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생태계와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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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시생태계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특별히 크게 받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의 생태학적 과정과 맥락은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
예술 등 모든 분야의 학문과 연결되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기도 하다.
1990년 이전에 유네스코의 ‘사람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프로그램 안에서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있는 11개의 도시생태
계에 대한 대략 70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다(Sukopp 1990). 이
연구는 도시와 경관 계획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럽의 생태학자들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Sukopp 1998). 이들 연구는 기후와 토양, 물 등 생물의
환경요인과 함께 식물과 동물 분포와 같은 요소들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
하여 지도로 표현하는 비오톱 지도 작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 무
렵 이 접근은 숲이나 하천 등의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 중심으로 연구하던 미국이나 우리나라 생태학계에서는 주목
을 받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비오톱 지도를 연구
과제의 최종결과물로 제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나 그들이 한국생
태학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독일의 도시생태학이 우
리 학계의 생태학자들이 흔히 다루는 개념 및 연구방법과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괴리는 학문발전 초기에 흔히 나타지만 이제 두
가지 다른 접근이 손을 잡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도시생태학
을 변모시킬 날이 하루 빨리 와야 하겠다.
(그림 1)에서 보듯 현재 미국과 중국에는 각각 28곳과 40곳의 장
기생태연구지가 있는데 대부분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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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태학적 관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국제학술지 『도시생태계
(Urban Ecosystems)』가 창간된 1997년에 미국 장기생태연구망에는 메
릴랜드 주의 볼티모어와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라는 두 도시가 연구지로
추가되었다(그림 1). 2003년에는 중국도 북경을 그들이 운용하는 장기
생태연구망(CERN: Chines Ecological Research Network)에 포함시켰
다(Fu 등 2010). 이들 연구는 도시 계획과 관리에 응용하기 이전에 도시
라는 생태계가 운용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찰을 진행하
고 있다. 식물생태학자와 동물생태학자들도 참여하지만 에너지 흐름 및
물질 순환과 사회경제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이 연
구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미국과 중국의 장기생태 연구지 분포도

자료 : http://lternet.edu/network/sites/와 Fu 등 2010.

이를테면 미국 볼티모어 연구지의 주요 주제는 (1) 대도시 지역의
사회적·생물적·수문학적 인공요소들로 이루어진 경관 조각들의 역동성
(dynamics)과 (2) 도시생태계에서 사회·경제·생태적 구성요소들 사이
의 되먹임작용(feedbacks), (3) 도시기간시설과 발달이 고지대와 하천,
해안지역의 에너지와 물, 영양소 흐름에 주는 영향에 대한 탐구라고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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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1 비슷하게 피닉스 연구지에서는 (1) 도시환경
에서 생태적·사회경제적 체계들의 상호작용과 (2) 토지이용 변화가 생
태적 유형과 과정에 일으키는 영향 (3) 고밀도 인구가 있는 도시지역에
서 영양물질의 이동 (4) 도시환경에서 도입종과 토착종의 상호작용, (5)
백 년 또는 천 년 이상의 기간에 나타나는 지형 변화와 인조 경관과 관계
를 주요 연구주제로 다룬다.
요컨대 독일의 도시생태학이 도시 안에 자리 잡은 생물서식지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시작된 반면에 미국의 도시생태
연구는 처음부터 전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생태계 과정에 주목했다
(Pickett 등 2001). 이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결과들은 도시생태계
국제학술지(Urban Ecosystems)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도
시생태학 분야는 안타깝지만 여기서 언급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이다. 서
울을 포함하는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독일식 비오톱 지도 작성을 시도
했을 뿐 생태계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런 까닭에 우리 자료를 근거로 지금 바로 제주도의 생태도시 방향을 찾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현실은 제주도가 생태도시의 방향을 찾고
자 한다면 과연 도시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의 선두 주자가 될 의지가 있
을지 묻게 한다.
지금부터는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고 제주도 생태계 연구
방향과 생태도시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것은 생태도시를 위한 사
업을 도모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수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생태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기엔 매달릴만한 동아줄이
거의 없는 현실이다.
1

http://lternet.edu/network/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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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의 생태학적 특성
자연의 관찰에서 비롯된 생태학은 1866년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하던 독
일의 생물학자 헤켈(Ernst Haeckel, 1834~1919)에 의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처음 지명되었다. 그러나 21세기가 가까워질 때까지 도시를 연구
하고 논문을 발표한 이 분야의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 늦게나마
도시생태학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도시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을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연을 보던 시각으로 도시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
다. 다행히 도시는 자연과 나란히 놓을 때 조금이나마 드러나는 속성들
이 있다. 아래 내용은 도시와 자연의 생태적 특성을 대비하는 다른 책(이
도원 등 2001)에서 발췌하고 새롭게 개인적인 발상들을 보태는 방식으
로 정리한 것이다.

에너지 소비에 따른 생태계 구분

20세기 말 경관생태학의 활동(이도원 2004 참고)에 자극을 받은 미국
의 생태학자 유진 오덤(Eugene Odum)은 지구 표면에 나타나는 경관을
개발환경과 경작환경, 자연환경 세 가지로 나누었다. 도시는 개발환경에
속한다. 경작환경은 농경이나 양어와 같이 자연자원을 가꾸어 삶을 꾸려
가는 농어촌 공간을 말한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벌채하는 숲도 여기에
포함된다. 자연환경은 천연림이나 하천, 호수, 바다와 같이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지역이다. 3가지 다른 경관에 작용하는 에너지원의 차이
를 고려하여 이들을 각각 연료동력, 보조 태양동력, 기본 태양동력 환경
으로 부르기도 한다. 3가지 경관에 포함된 4가지 생태계 유형을 1㎡당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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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소비되는 에너지 양(Kcal)을 기준으로 나눈다(표 1). 이 때 기본 태양
동력 생태계를 “자연 보조 에너지 공급이 없는 것(범주 1)”과 “있는 것(범
주 2)”으로 구분했다.
해양이나 삼림과 같이 거의 전적으로 태양 에너지로 운행되
는 생태계는 범주 1인 순수자연 태양동력 생태계(unsubsidized solarpowered ecosystems)이다. 단위면적당 적은 양의 동력 공급이라 할지
라도 이 생태계는 지구 표면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의 생명부
양 환경의 주요 부분을 이룬다. 이 계에 사는 유기체들은 희소한 에너지
와 기타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특별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 또는 인공보조 태양동력 생태계(naturally subsidized or
human-subsidized solar-powered ecosystems, 표 1에서 범주 2와 3은
지구상에서 1의 경우보다 면적이 훨씬 좁지만 약 10배의 높은 에너지 소
비를 보여준다. 조류의 영향을 받는 하구와 약간의 열대우림들과 같은
자연보조 태양동력 생태계(표 1의 범주 2)는 높은 생명부양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계로 유출되거나 저장될 수 있는 잉여 유기물을 생산
하는 자연적 생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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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너지의 공급원과 수준에 따라 분류한 생태계
생태계

연간 에너지 흐름(kcal/㎡/yr)

순수자연 태양동력 생태계

1,000~10,000

자연보조 태양동력 생태계

10,000~40,000

인공보조 태양동력 생태계

10,000~40,000

연료동력 도시공업 생태계

100,000~3,000,000

자료 : Odum 1997(이도원 등 2001 번역).

인공보조 태양동력 생태계(표 1의 범주 3)에는 농경지와 양식장
이 포함된다. 식량과 직물 등 일차산업의 생산품을 얻기 위해 연료와 인
력 등의 형태로 사람이 에너지를 지원한다. 이들 생태계는 일차생산성이
높고 우리의 식량자원 대부분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Diaz
등 2011). 비행기나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 보조동력을 공급받는 생태
계들은 밝은 초록빛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풍부한 엽록소 때문이다.
범주 4인 연료동력 도시공업 생태계(fuel-powered urbanindustrial ecosystems)는 지표를 차지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좁
지만 지구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빠
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대도시 지구(metropolitan districts)
와 교외지역을 야금야금 잠식해 가는 개발지역은 에너지 밀도가 태양동
력계보다 수십 배 높다. 뉴욕과 런던, 동경과 같은 도시들을 흐르는 연간
에너지 양을 측정하면 1㎡당 수백만 Kcal에 이르기도 한다. 이 생태계가
작동하는 데 태양 에너지의 역할은 매우 낮다. 농축된 연료(석유와 석탄,
전력)가 지배적인 동력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시에서 태양 에너지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데우고 스모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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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구분의 기반이 되는 개념은 참고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량적인 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다. 지역에
따라 우세하게 이용하는 에너지원과 소비효율이 다른 만큼 연간 에너지
흐름 또는 소비량(동력 수준, kcal/㎡/yr)이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
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을 터이다. 이를테면 제주도는 어느 범주에 속하
는지 따지기보다 섬이라는 특이성을 고려하고 정량적인 현장 자료를 기
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지역에너지통계연보』자료를
환산하여 제주도와 서울의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제주도 전체는 평균적으로 (표 1)의 (범주 1)의 수준에 있고, (범주
4)의 수준인 서울에 비해서 월등하게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부분을 고려
하면 상대적으로 생태도시의 면모가 보인다.
표 2. 2016년 제주도의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kcal/㎡/yr)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서울

소비량

5,238

?

?

255,023

생산량

2,311

?

?

5,238

자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근거로 환산.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지역의 자료를 찾아 보았으나 구하지 못했다.

이 구분과 미래의 현장 측정자료는 도시와 시골의 비교를 넘어 도
시와 도시의 에너지 효율 또는 지속가능발전지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
다. 아래에서 소개하겠지만 우선 정보 창출을 도시의 주요 기능으로 보
자. 도시를 유지하고 정보 창출을 위해서는 에너지나 물을 소비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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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자원들의 단위소비량당 정보생산량은 도시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수가 된다. 그러나 현재 정보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측정
방식이 없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정보의 가치와 도시의 생산성이 비례한
다고 가정하면 (총생산성 또는 일인당 소득량)/(연간 에너지 또는 물 소
비량)이라는 대안 지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값은 도시의 효율성 또는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지표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도시는 월등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이다. 그러
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의 주요 기능은 무엇일까? 아래에서
소개하는 ‘도시의 주요 기능과 에너지’ 그리고 ‘도시와 시골의 관계’는
필자의 다른 자료(이도원 2004)를 참고로 정리한 내용이다.

도시의 주요 기능과 부작용

도시란 무엇인가? 언뜻 보면 시골에 비해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높은 건물과 교통 및 통신 시설을 포함하는 문화적인 공간이 풍부하다.
그러면 도시의 사람 활동과 문화 공간이 어우러져 낳는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개인 수준에서 보면 도시는 시민들이 행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대체로 그 기회를 얻겠다는 기대로 사람들은 도시
로 몰려들고 쉽게 떠나지 못한다. 그렇게 모인 도시인들의 집합적인 활
동은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낳는다. 정보를 수집하
고 가공하여 집적하는 것은 도시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도시와 책
이 닮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책은 갖가지 생각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데 모아 놓
는 것이 더 이롭다고 하여 만들어진 문화이다. 마찬가지로 도시(都市)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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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자 또한 뜯어보면 그와 같은 뜻이니, 사람들이 뿔뿔이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한데 모여 사는 것이 더 이롭다고 하여 만들어진 문화인 것이
다. 그러므로 함께 산다는 것과 서로 나눈다는 것은 책과 도시가 존재하
는 목적이고 이유이다(황기원 1995).”
그러면 도시와 대비되는 시골은 무엇일까? 시골을 대표하는 것은
광합성을 하는 풀과 나무, 수생 조류가 우세한 공간, 곧 자연이다.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본 (표 1)의 (범주 1)과 (2, 3)은 시골에 해당한다. 에너
지를 소비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건물과 통신, 교통수단이 적은 점에서 시골은 도시와 차이를 보인다. 시
골은 도시에 비해 정보 흐름의 절대적인 양이 매우 적다. 따라서 집적하
고 가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은 도시와 시골을 나눌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다. 사람과 건물, 통신과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정보를 농축시키기 위
해서는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다. 그런 까닭에 시골에서 생산되고 농축된
형태의 에너지가 도시로 공급된다. 그 농축된 에너지가 도시의 정보를
가공하고 문화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모두 물질을 매개로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활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의 소비가 생산
보다 많은 곳을 도시로 볼 수도 있다.2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 과정은 도시
와 시골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다. 다만 시골에서는 유기물 생산량이, 도
시에서는 그것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대조적으로 시골은 생
산된 에너지를 쓰고도 남아 축적하거나 도시에 제공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도시의 면적이 너무 넓을 터이라 단위 면적에서
에너지의 소비/생산의 비가 어느 정도 되면 도시라고 할 것인지 인위적
2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지질학적 시대에 광합성으로 생산된 유기물이 농축된 형태로 변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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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정이 필요하다. (표 1)은 그런 점을 고려하고 에너지 소비 부분을 기
준으로 생태계를 구분한 셈이다.
대량의 에너지 소비와 관련이 있는 도시의 여러 가지 특징은 시
골과 대비된다(Adams 1994). 이 대비는 대부분 에너지를 얻고 소비하
는 과정이 야기하는 결과들이다. (1) 먼저 고밀도의 인구는 도시를 시골
과 다른 생태적 특성을 가지게 하는 요소이다. (2) 또한 도시에는 콘크리
트나 아스팔트로 덮인 주차장과 차도, 보도 그리고 빌딩이 차지하는 면
적이 넓다. (3) 결과적으로 식물로 덮여 그늘을 제공하는 공간이 좁기 때
문에 미기후가 달라져서 주변지역보다 온도가 높다. (4) 대도시 지역에
는 소음이 많다. (5) 대도시 지역은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와 물질이 지
나치거나 많고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
이 불거진다. 이런 요소들은 도시 하천과 호수, 연못을 오염시키는 원인
이며 생물서식공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2008년 세계보건기구는 최초로 시골보다 도시에 더 많은 인구
가 살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도시 인구 밀집은 도시생태계의 모든 과정
을 유발하는 원동력이다. 개인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지
만, 그 과정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알게 모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
는 역할에 참여한다. 원활한 정보 수집과 가공을 위해 사람과 사람의 소
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정보의 저장고이며 동시에 가공자이기도 한
사람들이 밀집함으로써 더욱 많은 에너지와 공간이 필요하다. 통신과 회
의 등을 위한 건물과 도로는 정보 수집과 가공을 위한 기간시설이지만
때로 생물과 공간의 생태적 과정을 지배함으로써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를테면 건물지붕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주차장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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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도로, 보도 면적이 넓은 도시에서는 눈이나 비로 내린 물이 이동하
는 과정이 시골지역과 판이하게 다르다. 도시에서는 지하로 스며드는 물
의 양이 줄고, 대신에 지표를 따라 흐르는 물의 양이 짧은 순간에 증가한
다. 이는 하류지역으로 홍수를 불러오고, 분해될 때 산소를 소비하는 물
질(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질소, 인, 중금속,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오
염물질을 도시하천으로 유입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홍수피해를 줄이
기 위해 도시하천은 직선화되고, 콘크리트로 덮이거나 복개되는 모습으
로 발전되었다. 아울러 빗물은 도시의 열을 씻어 내리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하천의 수목들은 제거되어 하천수온은 만성적으로 높아진다.
도시로 공급된 에너지는 사용되는 과정에 열로 전환된다. 열은 대
기로 흩어져 가거나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든다. 그렇게 방출되는
열이 도시로 유입되어 소비되는 에너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의 기온은 주변보다 높다. 이 차이는 도시 오염물질과 관련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사람과 다른 동물, 그리고 식물과 토양의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유발한다. 이를테면 높은 온도는 도시녹지의 생장
기간을 늘이고, 호수나 연못, 하천의 결빙기간을 줄인다. 대기오염은 햇
빛의 공급능력을 바꿈으로써 야생동물과 물고기, 무척추동물, 미생물의
서식공간을 변화시킨다.
에너지는 또한 소리의 원천이기도 하다. 교통수단과 건설현장, 공
장, 상가 호객행위는 도시의 에너지 소비가 낳는 소음이다. 이러한 소음
은 사람들의 감정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동물을 위협하기
도 하다.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되는 한편 방음벽과 식생 완충공간이 소
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된다(Anderson 등 1984). 이러한 완충녹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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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화학적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지하로 침투되
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여지도 있다.
인간세상에서 에너지 자체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시설은 물
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를 담은 물질이나 이용 효율을 높이
는 기간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로 많은 물질이 유입된다. 이런 물질
들이 사용된 다음 생기는 부산물이 흔히 오염물질로 둔갑한다. 고형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물에 녹아서 하천으로 나가는 물질, 연소되어 이산화
탄소나 산화질소, 이산화황, 스모그 등 여러 가지 대기 오염물질은 그러
한 도시생태계의 특징을 기술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이산화
탄소의 발생량은 에너지 소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다(Lee 등 2002, 제주특별자치도 2014).

3. 도시와 시골의 관계
(그림 2)는 원래 현대사회와 전통농경사회의 물질 흐름을 비교하기 그렸
으나 이 글의 논의에 맞게 수정한 자료다(이도원 등 2012). 왼쪽과 오른
쪽 그림이 각각 오늘날의 도시와 시골에서 일어나는 물질흐름의 일반적
인 특징으로 도시의 부작용을 보여준다. 두 그림의 기본적인 차이는 시
골에 비해 도시가 물질 흐름에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도시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내부에서 생산하기보다 시골이라는 외부공
급에 크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현상을 표현했다. 생산하거나 가공한 산물은 상품 형식으로 바깥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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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한다. 소비한 다음에 생성되는 부산물들은 공기와 물의 흐름을 매개
로 하는 자연 이동이나 인공운반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 양
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과 제주시의 물질 흐름은 이 경우에 속한다.
오늘날 시골도 자급자족의 전통농경사회에 비해서는 외부의존도가 높
아지긴 했지만 역시 현대 도시에 비해서는 자원의 외부의존도는 낮고 내
부순환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다.
그림 2. 도시와 시골의 물질 흐름 비교

내부의 재활용과 재순환 과정으로 필요한 자원을 구하고 소비하는 상대적인 양을 선의 굵기로 비교했다.
여기서 시골은 자연환경과 경작환경을 가리킨다.

(그림 2)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많은 양의 자원을
외부에서 공급하고, 폐기물을 외부로 보내야 하는 사회는 평소에 엄청
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
나 핵폐기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운반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뿐
만 아니라 외부의존성이 높은 시스템인 도시는 필수품 공급이 단절되거
나 가격이 상승하면 심각한 타격을 받기 쉽다. 이러한 특성을 근래에 사
회-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외부 교란에 대응하
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낮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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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er & Salt. 2006, Krasny & Tidball 2015.) 반면에 자급자족으로 유
지되는 시골은 외부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아울러 (그림 2 )시골의 특성은 과천 조례에서 생태도시 특성으로
언급한 순환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생태도시를 지향
한다면 적어도 순환성은 시골을 닮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자
연의 다양성은 그림의 시골 부분에 숨어 있는 덕목이다.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에서 다양성은 자립성과 안정성의 필요조건이고 순환성 또한 다
양성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Diaz 등 2006, 2011). 따라서 자연생태
계의 덕목을 본받아 문화다양성을 창출하고 관리할 때 생태도시가 가능
하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만유인력과 블랙홀 같이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는 경
우도 있지만 에너지와 물질은 강도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를테면 태양 표면의 온도는 지구보
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지구로 방사되는 덕분에 지구에서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오염물질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낮
은 곳으로 확산된다. ‘닫힌계에서 물질 엔트로피는 결국 최대에 이르게
된다’는 조르제스크쿠-뢰겐의 말은 가두어진 공간에서는 확산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Georgescu-Roegen 1977).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모인 인구와 정보도 농도가 낮은 곳으로 확
산되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요소들이 도시로부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지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
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전기와 식량 등의 형태로 시골에서 생성되어 지원되는 에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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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유지에너지의 거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골이 제공하는 일차산업
의 산물은 도시에서 에너지와 물질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와 물, 폐기
물로 바뀐다. 이와 같이 일차생산물을 소비하는 과정에 생기는 에너지와
물질을 기반으로 도시의 정보는 가공된다. 그렇게 가공된 정보는 시골로
운반되거나 확산된다.
다른 한편 적절한 양의 도시 쓰레기와 이산화탄소, 물은 시골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원료가 된다(그림 3). 그런 까닭에 전통적으로 도
시와 시골은 오래 동안 공생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주고받는 관계가 지
나치면 서로가 부담스러워진다. 이를테면 필자의 어린 시절 읍 소재지의
인분을 사서 논밭에 뿌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느 시골도 막대해진 도시
의 인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도시의 똥이라 할 만한 생활쓰
레기와 방사능 폐기물을 받아 재활용하기엔 시골은 너무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문제는 대부분 도시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먹이를 공급하고 똥을 받아 가는 시골과 함께 공
생하지 않으면 도시는 존립할 수 없다. 형성된 역사를 보면 대체로 도시
는 시골이라는 본가에서 작은아들이 분가하듯이 나누어져 왔다. 행정구
역 면(面)에서 읍으로 그 다음 시로 승격된 것은 비대해지는 사회체계의
원만한 경영을 기대한 분가의 방식을 선택한 결과이다. 그러나 분가는 본
가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대립보다는 협력을 전제로 할 때 아름답다.
분가하여 잘 사는 작은아들은 부모를 모시며 허덕이는 큰아들과 나누는
모습이 아름답듯이 도시는 시골과 공생관계를 되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는 시골과 서로 끌어안고 한 곳에 오순도순 어우러져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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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일까 아니면 분가하여 밖에서 본가를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일
까? 지금의 도시는 이미 대부분 분가해버린 상황이다. 그렇다고 분가한
도시가 시골의 살림살이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이것은 생태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도시 안으로 시골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입하고 동시에
시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
한다.
도시와 시골의 공생 관계는 그들을 이어주는 필수 원소에 초점을
맞추면 물질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진다(그림 3). 순환과정의 일부를 도
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시골은 식탁과 폐기물 처리장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문제는 도시가 자기의 기능수행에 필요
한 음식물(에너지원)을 공급하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배설물을 처리
해 주는 시골의 고마움을 모르고, 그에 걸맞은 보살핌을 베풀지 않을 때
생긴다.
그림 3. 도시와 시골의 관계

산업화 이전의 공생관계는 무너지고 이제 시골이 도시를 버거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존속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얻는 혜택으로 정의되는 생태계 서비스는 네모 안과 같이 4
가지 범주(공급, 조절, 지원, 문화)로 묶을 수 있다. Odum & Odum(1981)과 Diaz 등(2006, 2011)의 자료를 참고
하여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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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식탁과 화장실을 돌보아야 생활이 영위되듯이 도시가 시
골을 돌보지 않으면 공생관계는 무너지고 자신도 병들 수밖에 없으며,
거꾸로 시골이 도시와 손잡지 않으면 누추한 삶을 각오해야 한다. 결론
적으로 생물권은 도시와 시골이 가지는 기능의 알맞은 안배로, 그들의
공생관계가 유지된다. 그런 관계의 유지가 엄밀한 의미의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질
자원이 필요하고, 외부로부터 이 물질들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정보 수집
과 가공이라는 도시의 본질적인 기능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생
태도시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길을 찾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와 도시를 지원하는 시골(여기서는 숲)의
특이성을 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그 까닭은 제주도에서는 수자
원 이용도가 도시운영의 제한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다른 주제
발표(전경수 2018)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바다의 생산성 또한 숲과 밀접
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수원을 포함하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 의존도가 유난히 높고, 다른 보고서 「제주특별자
치도 수자원종합계획(2013~2022)」에서는 “신규 수원 개발과 기존 수원
시설 개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장차 지하수와
용천수의 저장량 감소 또는 수질 오염으로 수자원 부족이 예상된다. 이
렇게 되면 육지와 떨어져 있고 외지에서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여건으
로 자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
하기 전에 제주도는 한라산이 중앙에 솟아 있는 지형과 토지이용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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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 지면 상태(피복)를 고려하여 고지대 숲의 수문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 관리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
겠다.

6. 토지피복과 수문 특성
물은 거의 모든 생태학적 과정을 조절하는 주요한 환경요소다. 우리나라
와 같이 6~9월에 강수량이 집중되고 농경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녹지가
경사지에 자리 잡은 토지에서 생물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확
보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남사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태양에너
지를 받기 때문에 겨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반면에
높은 증발산으로 토양 수분이 쉽게 손실된다(Kang 등 2004). 이런 조건
에서는 숲과 농경지의 일차생산성이 낮은 수분 이용도에 의해 제한된다.
아울러 생태계에서 영양소 흐름이 물의 거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
문에 유역의 수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Ohte 등 2003).
유역에서 물의 경로는 다양하고 그것들을 포함하는 전체 과정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문 과
정에서 식물과 토양, 인공 구조물의 표면 특성은 땅에 내린 비와 눈의 운
명, 대기로 되돌아가는 경로와 시간, 지표면의 열 수지에 작용하는 인자
로서 물의 순환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땅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바꾸는 토지 이용은 증발산과 침투, 토양의 수
분보유능력을 포함하는 수문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Rip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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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 1998, 이도원 2001). 그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피는 것은 많은 지
면을 요구하는 만큼 여기서는 생태도시 논의와 관련되는 토지 이용과 수
문과정의 관계를 간단히 소개한 다음 숲의 특성에 따른 하천 유량의 변
화를 살펴보자.
강수로부터 계류수까지 흐르는 물의 양적·질적 특성은 유역을 그
릇으로 비유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릇 바닥에서 물이 새면 저
장량이 줄어들고, 그릇이 지저분하면 거기에 담긴 물 또한 오염된다. 같
은 이유로 유역의 토양 수분보유능력(water retention capacity)이 낮으
면 넉넉한 물을 간직하기 어렵고, 지상과 지표, 지하에 쉽게 씻겨가는(용
해성이 높은) 물질이 많으면 물이 오염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해 1960년대부터 유역 내부의 수질에 관여하는 수문학적 단위를 하나의
블랙박스로 간주하고 흘러나가는 물과 물질의 흐름을 연구했다(Swank
& Douglas 1975, Likens 등 1977). 이 접근은 1990년대 이후에 유역 내부
기작에 대한 해석과 그에 의한 계류수의 수질형성 현상을 해석하는 수준
으로 발전했다(Neal 등 1990a, b).
도시가 대표적인 불투성 지면을 늘리는 토지이용 형태는 증발산
량과 지하로 침투되는 빗물의 양을 감소시키고 대신에 지표를 통해서 하
천으로 바로 흘러드는 물의 양을 증가시킨다(그림 4). 이를테면 폴란드
의 농경지 부근에서는 숲, 초원, 경작지, 맨땅, 마을 순으로 토지 단위 면
적에서 발생하는 증발산이 감소하고, 지표유출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
인했다(Ryszkowski 등 1999, 이도원 2001 재인용). 숲에서는 낙엽과 뿌
리가 공급하는 유기물이 토양 입단(aggregate)을 형성하여 침투량과 토
양의 수분보유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표유출수 발생량이 적다.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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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쌓인 습지는 바닥이 조밀하여 침투가 적은 대신에 수면에서 증발되는
물의 양이 많다. 목초지나 밭에서는 숲이나 습지보다 증발산과 침투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지표유출수가 발생한다. 도시 토양은 불투성
물질로 덮여 있거나 인간 활동으로 다져지고 또한 상대적으로 유기물함
량이 적기 때문에 땅 속으로 물이 침투하기 어렵고 수분보유능력이 낮아
비가 올 때 지표유출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유량
증가는 육상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수계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
서 대체로 숲에 비해 습지, 목초지, 밭, 도시로 갈수록 많은 양의 지표유
출수와 물질이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홍수와 수자원 오염 피해를 야기
한다.
그림 4. 토지 이용에 따른 물의 증발산과 침투, 지표유출수의 변화 특성

위쪽, 아래쪽, 아래쪽 화살표는 각각 증발산과 지하 침투, 지표유출 과정을 나타내고, 화살표 굵기는 물과 영양소
유실량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숫자는 강우량에 대한 상대적인 백분율을 가리키지만 곳에 따라 변이가
심하고, 적당한 자료를 찾지 못한 경우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도원 2001). 침투된 물은 육지 토양과 대수층에 저
장되거나 경사지 아래에서 솟아올라 하천으로 합류하거나 바다에서 복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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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를 중심으로 이웃의 와이오밍주와 네브래
스카주 일부를 포함하는 6만 2900㎢ 면적의 유역(South Platte River
basin)에서는 도시와 농경지 개발에 따른 토지피복 변화로 증발산에 의
한 수분 손실이 연간 11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Baron 등
1998). 같은 지역에서 토지 이용이 지역의 기후와 식생, 하천 유량 변화
에 초래한 영향은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기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지구
규모의 온난화 효과를 압도했다(Stohlgren 등 1998).
숲은 다른 토지이용 형태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분보유량이 높지
만 벌목되는 숲 면적의 상대적인 정도뿐만 아니라 식생과 토양 상태에
따라 수문 과정이 크게 달라진다(Hobbs 1993, Johnson 1998). 인도에
서는 1970년대 큰 홍수가 났을 때 벌목과 산사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는 사실을 주민들이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이들은 추가적인 벌목을 막
기 위해 나무를 껴안는 운동(The Chipko movement, “chipko”는 껴안
다는 뜻)을 시작했다(유강은 2016). 미국 로키산맥에서 아고산대 유역의
40% 가량에서 성숙한 숲을 벌목했을 때 총유출량은 25% 이상 늘어났다
(Leaf, 1975, Romme, 1982 재인용). 숲의 벌목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최
고유출량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유역이 100% 벌목된 토지에
서는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를테면 미국 동북부 뉴햄프셔주 허
바드브룩실험삼림에서 1965년 나무모두베기를 하고 3년 동안 제초제를
뿌려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한 경우 하천유량이 32%(288㎜), 1983~1984
년에 나무모두베기만을 했을 경우 23%(152㎜), 1970~1974년에 줄을 지
어 점진적으로 일부를 베어냈을 때는 8%(114㎜) 증가되었다(Hornbeck
등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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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벌목은 지상과 지표, 지하에서 일어나는 수문과정을 바
꾼다. 삼림이 경작지나 목초지로 바뀌게 되면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가 감소됨으로써 지상에서 차단 및 보유되는 물의 양이 감소
되고, 유기물 분해로 토양 입단이 훼손되어 토양 공극이 감소되며, 그에
따라 침투되는 물의 양과 토양 수분보유능력도 줄어든다. 따라서 비가
올 때 지표 유출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서 홍수를 초래하거나 침식을 유발
하고, 땅에 저장되어 서서히 스며 나오는 물이 부족하여 건조기에 동물
과 식물,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감소한다.
숲의 수문현상은 또한 수종과 식생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1950
년대 후반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넓은잎나무 숲을 베어내고 바
늘잎나무 유목을 심은 다음 매년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비교했
다. 15년이 지난 1970년대 초 강물의 양이 200㎜(하천유량의 20%) 가량
줄어들었다(Swank & Douglas, 1974). 잎의 면적(leaf area)이 늘어나 비
와 눈을 차단(interception)하는 양과 함께 증발산이 증가한 탓이다. 많
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는 바와 달리 바늘잎나무 숲은 넓은잎나무 숲보
다 엽면적지수가 대체로 높다.3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내린 비와 눈이 나
뭇잎에 차단되는 양이 많아지며 숲 바닥에 이르는 물이 적어진다. 차단
되어 나뭇잎에 붙어 있던 많은 양의 빗물은 증발된다. 특히 늘푸른 바늘
잎나무는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어 많은 양의 눈이 나무 위에 쌓인다. 그
눈들은 대부분 바닥에 이르기 전에 기화된다. 결과적으로는 낙엽이 지는
3

엽면적지수(leaf area index)는 넓은잎나무의 숲에서는 토지 단위 면적(보통 1㎡) 위에 있는 잎의 한쪽 면적을 모두
합친 값(또는 전체 면적의 반)에 해당하고, 바늘잎 숲의 경우는 잎 각각을 수평으로 놓고 빛을 투사하여 생기는 그림
자 면적을 모두 합친 값과 같다(Waring & Running 1998). 녹지에서 광합성을 하는 양은 잎이 빛을 흡수하는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엽면적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한 비가 올 때 식물 잎에 차단되는 물의 양도 엽면적지수에
비례한다. 잎에 의해 차단되는 빗물의 양과 증발산량도 옆면적지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지표 유출수량과
하천유량도 적어진다. 따라서 엽면적지수는 숲의 연간 광합성량과 지표유출수량을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
이다. 이 변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최근에는 인공위성 영상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역의 공간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Kang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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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잎나무 숲보다 늘푸른 바늘잎나무 숲에서는 토양에 공급되는 수분
과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적은 것이다.
지역 기후 조건에 적응하여 오랫동안 유지되던 자연 초지에 나무
를 심어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면 오히려 물의 손실이 일어나기도 한
다. 이를테면 중국 내몽골의 반건조지에 포플러를 심었을 때 증발산이
늘어나고 지하수위가 내려갔다(Wilske 등 2009, Q. Chen 개인 정보),
1982년 뉴질랜드의 고산초지에 ha 당 1250주의 라디아타소나무(Pinus

radiata)를 심은 다음 하천 유량을 관찰하는 동안 2004년에는 하천 유량
이 41%나 감소했다(Mark and Dickinson 2008).
수문현상과 아울러 민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도 유역의 토지이
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Baron 등 2002). 일반적으로 자연하천의 너
비가 넓어지면 웅덩이 숫자는 줄어드는데, 유역에서 성숙한 숲보다 벌채
지역이 넓으지면 특히 급격하게 감소한다(Bilby & Ward 1991). 반면에
유역에서 삼림의 면적이 커질수록 하천 수로에 죽은 나무가 많이 보유되
고 그에 비례하여 물고기 서식처를 제공하는 하천의 웅덩이 수가 늘어난
다(이도원 2004 참고).

7. 제주도 생태도시를 위한 시사점
이 글에서 생태도시를 “생태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사람들과 우호적 관
계를 이룬 이상적인 도시”로 정의했다. 도시의 생태학적 특성을 살펴보
고 인간을 위한 정보 수집과 가공을 도시의 주요 기능으로 보았다.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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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에너지와 물을 포함하는 물질 자원
이 필요하다. 이 모두를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가꾸는 것이 생
태도시의 목표이겠지만 필자의 학문적 한계와 구체적인 자료 부족으로
논의를 에너지와 물에 한정했다.
무엇보다 제주도가 생태도시를 지향한다면 먼저 도시와 함께 이
웃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시스템학적 연구의 유리한 조건인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 규모라는 점에서 육지의 도시들에 비해 생태
계 과정에 대한 연구 수행의 장점을 지닌 곳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
원 공급을 받는 대부분의 육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제주도
의 도시와 시골을 연구하고 그들 사이의 물질적·문화적 관계에 대한 연
구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에너지와 물질을 매개로 한 육
지와 바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유리한 입지를 가진다. 따라서 제
주도가 이런 장점을 연구하고 활용하여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생
태도시를 추구하기를 기대해본다.
제주도 생태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민
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이라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효과를 지닌 연구방법이
다(Dickinson & Bonney 2012).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조사방법을 지역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하거나 접근성이 쉬운 주민들
에게 소개한 다음, 현장을 관찰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주민들이 관찰
한 자료를 전문가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와 장기적인 기간에 일어나는 생태적 변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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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문가와 다른 주민
구성원, 가족과 협력하며 사회적 학습의 기회를 얻는다. 또한 참여자들
은 숲과 하천, 새와 바다생물, 공기와 토양, 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생
태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함께 재
난에 대한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asny &
Tidball 2015). 결과적으로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제주의 풀뿌
리자치를 살리는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도 얻을 것이다(안성호 2018 발
표자료).
시골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도시의 물질 순환은 열리고 그
에 따라 자원 공급과 폐기물 처리에 에너지와 비용은 많이 낭비될 수밖
에 없다. (그림 2)에서 보여준 시골의 내부순환은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끈끈한 연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생태도시
의 순환성은 시골처럼 물질자원의 높은 자급과 선택적 외부의존을 유지
하는 수준으로 적당하게 닫힐 때 확보된다. 그것은 도시를 지원하는 시골
의 기능이 공간적으로 근접할 때 가능하다. 이 원리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쿠바의 아바나를 비롯한 남미와 중앙아메리카의 생태도시들은 대표적
인 보기가 된다(안철환 2004, FAO. 2014). 그들은 시골의 주요 특성인 농
업 활동을 도시 안으로 끌어와서 도시 안의 순환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특성은 제주미래성찰포럼에서 사회적 관계를 논
의하는 주장과 닮았다. 제주의 풀뿌리자치를 살리자는 주장(안성호
2018 발표자료)은 중앙집권적인 종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내부구
성원들의 원만한 소통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자원의 자급과 내부의
존이 자연에서는 물질을 매개로 일어나는 반면에 인간세상에서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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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물질을 매개로 일어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내부순환의 증
대는 엄밀한 의미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다. 그런 조건에서 외부의 교란(예를 들면 에너지나 식량자원 가격상승
등 사회적 파국과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흔들리지 않는
회복탄력성이 갖추어진다. 도시 안으로 시골의 특성을 충분히 도입할 수
없다면 공간적으로 가깝고 선택의 여지가 넉넉하도록 다양한 시골과 긴
밀한 공생 관계를 확보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그림 3). 그렇지 않으면 제
한된 숫자의 공급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토지피복과 수문현상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제주미래성찰포럼에
서 제기했던 다른 지적을 곱씹어보게 한다(전경수 2018). 이것은 고려시
대에 제주도 원시림을 목장 초지로 바꾸었을 때 수문 현상 변화가 따랐
을 것이라는 추론을 말한다. 그 과정에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장 관찰로 검정해야 할 가설이다. 왜냐하
면 시내와 강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은 토양 수분보유능력뿐만 아니라 숲
과 초지가 증발산으로 소비하는 물을 포함하는 수문과정의 균형에 의해
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내몽골 사막과 뉴질랜
드 고산에서 초지에 나무를 심었을 때 각각 지하수와 하천유량이 줄어든
현상은 가설과 다른 양상이다. 각각 반건조지와 고산의 건조와 낮은 온
도에 적응한 초지를 증발산이 우세한 숲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제주도
와 다른 생태와 수문 현상이 작동하는 경우로 추측되기는 한다.
한편 숲이 목장으로 바뀐 다음 나뭇가지나 낙엽, 액체 행태로 하
천과 바다로 이동하던 유기물의 양이 감소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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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을 이루는 식물 특성에 따라 수문현상이 바뀐다면 추론에 의한 결과
도 여전히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추론 결과는 현장관찰이 뒷받침
할 때 확고해지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사업이
바람직하다. 언젠가 제주도 초지를 숲으로 되돌릴 계획을 고려한다면 물
소비가 과도하지 않은 수종을 선택하고, 기후와 토양, 수문현상의 관계
를 현장에서 관찰한 다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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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UN 및 IPCC 등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참여한 각종보고서1에서, 산업혁
명 이후 과도한 개발 및 자원이용과 적절한 환경관리 부재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세기 말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 원인으로 도시인구 집중에 따
른 생활환경 질 저하와 함께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주변 산림을 무분별하
게 벌채하여 생태계서비스 기능 중 하나인 조절기능을 파괴한 것을 언급
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 이후 16세기 말 영국에서는 역병 확산 방지를 위
해 일정 폭의 벨트를 형성했다는 기록도 있으나, 이미 훼손된 조절기능
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고 한다. 같은 시행착오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발생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과도한 인구집중이 무분별
한 도시개발을 야기시켰고, 1952년 런던스모그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도
시환경 질 악화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같은 문제의 심
각성을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현대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이 1938년 영
국에서 그린벨트 액트(Green Belt Act)에 의해 런던시와 쉐필드시 외곽
에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 의해 지자체에 토지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1955년 지방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때도 그린벨트로 인해 도시용지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주변지역과 연담화되지 않도록 그린벨
트로 분리되는 전원도시 개념이 제시되었다. 영국은 이 같은 쓰라린 경
1

IPCC, 2018, Global Warming of 1.5℃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Impact,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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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바탕으로 지난 80년간 다양한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
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토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로 유지되
고 있다.2 이 그린벨트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깨끗한 공기공급, 오염물질
정화, 생태계순환 및 문화휴양과 같은 공급·조절·지원·문화 생태계서비
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해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후 영국과 같이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구
의 도시집중과 연담화 개발로 도시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영국
그린벨트제도를 참고하여 1971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
권에 국토면적의 약 5.4%인 5397.110㎢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하였다.
처음 도입당시부터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
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제한 및 연담화 방지를 위해 도시외곽으로부터
일정 폭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한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간 원
형을 유지하던 개발제한구역이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와 개발압력을 견
디지 못하고, 1999년 7개의 광역도시권 일부와 중소도시권 전체가 해제
되었다. 이 과정 중 최종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영국의 도시 및 농촌계획
학회(TCPA)에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해결방안을 의뢰
했다. TCPA는 해결방안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
민들의 삶의 질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은 필요하나, 해제만을 위한 조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조
정 후에는 향후 추가조정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셋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마지막
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이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
2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green-belt-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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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협력 속에서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
나 1999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사용한 기준은 무분별한 도시개발, 연
담화 방지에 필요한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
치가 낮은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을 어기고 훼손시켜 환경보
전가치가 낮아진 지역은 해제되고, 법을 잘 지키고 보호한 보전가치가
높아진 지역은 존치되는 형평성 문제도 일으켰다.3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한 환경자원의 특성을 인정받아 유네스
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적 보전지역인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세계자
연유산(2007년), 세계지질공원(2010년)이 모두 지정되어 있으며,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이미 각종 시설용량을 넘어서는 관광객 입도로 인
해, 개발압력 증대와 생활의 질 저하 문제가 부작용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중산간지역 종합조
사를 바탕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관리
하고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급격한 개발압력 및 관광객
증가를 관리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2011년부터 환경용량의 개념
을 고려한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사유재산권 제
한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기존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방향과의 차이
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들어 동북아 환경수도를 넘어서 세계적인 환경수도가 되기
위한 도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 및 환경용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
야기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
3

전성우 외, 2018, 개발제한구역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성 강화방안 연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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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제주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를 입법화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
건을 갖추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2000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함께 도입·
시행하고자 하는 환경자원총량제의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제도가 가
지는 의의를 살펴보고, 도입을 위한 기본방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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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현황 및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경과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① 인구변화 및 입도 관광객 수 변화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도민은 약 25%증가하였으며, 등
록외국인은 약 21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거주 외국인의 점유
비율 역시 2000년 0.2%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3.2%로 증가하였
다.(표1 참조)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입도관광객수의 증가 경향에서
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입도 관광객 수
는 내국인의 경우 약 29.4%증가하였으며, 외국인은 약 1150% 증가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 관광객수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
년 7.0%에서 2016년 22.7%로 증가하였다.(표2 참조)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변화(2006~2017)
2000
명

2005

비율(%)

명

2010

비율(%)

명

2017

비율(%)

명

비율(%)

합계

543,323

100.0

559,747

100.0

577,187

100.0

678,772

100.0

한국인

542,368

99.8

557,569

99.6

571,255

99.0

657,083

96.8

외국인

955

0.2

2,178

0.4

5,932

1.0

21,689

3.2

자료 : 제주시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입도 관광객 수
2000
명

2005

비율(%)

명

합계

4,110,934

100.0 5,020,275

한국인

3,822,509

93.0 4,641,552

외국인

288,425

7.0

2010

비율(%)

378,323

100.0

명

2017

비율(%)

명

비율(%)

7,578,301

100.0 15,852,980

100.0

99.6 6,801,301

99.0 12,249,959

96.8

1.0 3,603,021

22.7

0.4

777,0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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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 및 주택수 변화

토지이용 용도간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할 수는 없으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지역과 반자연지역은 감소하고 있으며, 생태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역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목별 토지이용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8월 개발제한구역 해
제이후 개발수요에 따라 2000년 대비 2017년 12월 31일 기준, 체육용
지 약 27.69㎢ 608% 증가로 가장 많은 면적과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대
지는 약 27.05㎢, 60.2%, 도로 약 19.34㎢, 28.2%가 증가하였다. 가장 넓
은 면적이 감소한 지목은 임야로 55.58㎢, 6.0%, 다음으로는 목장용지
약 26.32㎢ 14.5%, 과수원 약 24.85㎢, 13.3%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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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주특별자치도 지목별 통계
2000

2010

2017

지목명
면적(㎡)
합계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846,289,152.30 100.0 1,848,848,979.90 100.0 1,850,159,945.90

100.0

전

346,169,202.4

18.7

368,473,292.5

19.9

358,798,246.10

답

8,257,831

0.4

7,272,591

0.4

6,581,531.60

0.4

186,784,181.0

10.1

164,827,016.0

8.9

161,929,517.70

8.8

과수원

19.4

목장용지

181,232,961

9.8

163,580,316

8.8

154,909,511.50

8.4

임야

925,584,365

50.1

887,528,119

48.0

870,001,466.70

47.0

0.0

24.00

0.0

0.0

광천지

0.0

0.0

0.00

0.0

2.4

56,072,154.7

3.0

72,001,246.40

3.9

2,169,860.400

0.1

2,988,494.100

0.2

3,477,386.90

0.2

5,378,666.3

0.3

5,998,656.3

0.3

6,815,544.30

0.4

주차장

0.0

643,562.4

0.0

1,418,784.40

0.1

주유소용지

0.0

355,054.4

0.0

397,023.70

0.0

창고용지

0.0

1,907,974.4

0.1

3,236,600.10

0.2

3.7

79,938,185.2

4.3

87,953,040.30

4.8

염전
대

44,952,288.9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68,608,699.1

0.0

0.00

0.0

제방

203,032.0

0.0
0.0

271,931.8

0.0

406,763.80

0.0

하천

23,265,925.8

1.3

24,034,581.4

1.3

24,381,340.30

1.3

구거

3,050,661.2

0.2

3,380,296.4

0.2

3,669,964.40

0.2

유지

2,793,249.6

0.2

2,485,575.3

0.1

3,510,411.50

0.2
0.1

철도용지

0.0

1,990,298

0.1

2,547,973.00

수도용지

750,407.4

0.0

961,874.4

0.1

1,303,862.40

0.1

공원

560,303.7

0.0

1,621,859.0

0.1

3,878,794.30

0.2

체육용지

4,551,672

0.2

30,557,055

1.7

32,241,652.80

1.7

유원지

959,659

0.1

1,496,279

0.1

3,248,769.80

0.2

종교용지

585,373.1

0.0

949,500.3

0.1

1,175,515.70

0.1

양어장

63,537

0.0

64,479

0.0

577,849.00

0.0

묘지

16,497,881.0

0.9

16,806,246.0

0.9

16,599,465.80

0.9

잡종지

23,869,395.4

1.3

24,643,588.3

1.3

29,097,659.40

1.6

사적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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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주택수도 2000년 대비 2016년
82.8%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주택보급률이 다시 100%를 넘었
다. 종류별 주택수의 경우도 아파트의 경우 2000년 22.7%에서 2016년
27.7%로 다른 주택종류들에 비해 전체 주택종류 대비 점유율이 증가하
고 있는 반면, 단독주택의 점유율은 2000년 64.9%에서 2016년 49.3%로
감소하여 주거용 주택의 유형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제주형 주거단지의 특성이 점차로 없어지며, 내륙의 다른 도시들
과 같이 아파트 중심의 경관으로 변경되는 중임을 의미하고, 저밀도 개
발에서 점차 고밀도 개발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 제주특별자치도 종류별 주택수 및 주택보급률
2,000

2005

2,010

2015

2016

총 가구수

133,265

138,055

187,323

220,369

229,337

종류별 주택수 합계

129,369

153406

182,501

221889

236,430

주택보급율

97.08%

111.12%

97.40%

100.69%

103.09%

주택수

84,015

85,724

103,335

110,273

116,512

점유율

64.9%

55.9%

56.6%

49.7%

49.3%

주택수

29,384

37,222

46,239

62,532

65,567

점유율

22.7%

24.3%

25.3%

28.2%

27.7%

주택수

12,414

12,164

11,137

18,825

21,181

점유율

9.6%

7.9%

6.1%

8.5%

9.0%

주택수

9,465

18,296

18,802

25,506

28,282

점유율

7.3%

11.9%

10.3%

11.5%

12.0%

주택수

-

-

2,988

4,753

4,888

점유율

0.0%

0.0%

1.6%

2.1%

2.1%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자료 : 제주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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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환경 변화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 및 도의 경우 2008년부터 2014년 1인
당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민 및 2010년 이후
급격한 관광객 증가에 의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8년 대비 70% 가
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재활용률 증대 및 도내 거주민과
함께 관광객들에 대한 폐기물 발생 감소 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
다.(표 5 참조)
표 5.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현황(가정부분배출량)

(단위 : kg)

년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4

0.93

0.96

1.15

0.59

0.88

0.94

1.22

0.75

0.83

2013

0.84

0.89

1.10

0.82

0.89

0.96

1.05

5.81

0.79

2012

0.88

0.89

1.06

0.73

0.9

0.96

1.11

0.65

0.84

2011

0.90

0.89

1.04

0.78

0.89

1.00

1.03

-

0.88

2010

0.97

0.89

1.02

0.84

0.95

1.03

0.96

-

0.86

2009

1.13

0.93

1.02

0.82

0.99

1.01

0.99

-

0.87

2008

1.09

0.94

1.05

1.33

1.03

1.07

0.99

-

0.88

년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입도
관광객수

1.81

13,664,395

2014

0.83

1.21

1.18

0.9

1.05

1.02

1.01

1.57

12,273,917

2013

0.79

1.12

1.24

0.88

1.07

1.02

0.95

1.63

10,851,265

2012

0.84

1.12

1.17

0.96

1.14

0.96

1.02

1.47

10,851,265

2011

0.88

1.12

1.12

0.97

0.95

0.96

0.98

1.32

9,691,703

2015

2010

0.86

1.14

1.17

0.85

0.95

1.00

0.99

1.11

8,740,976

2009

0.87

1.18

1.28

0.88

0.99

0.99

1.02

1.10

6,523,938

2008

0.88

1.08

1.27

0.90

1.07

0.98

0.98

1.07

5,822,017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 포털, 제주도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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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일 급수량을 분석한 것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과 다르지
않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감소하는 반면,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특별자
치도의 경우는 2000년 319ℓ에서 2014년 653ℓ로 2배 이상 증가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제주의 경우 지질적인 특성상 상수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 사용량 감소를 위한 절수방안이 다각도로 도
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표 6 참조)

340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표 6. 1인 1일 급수량(수돗물 사용량) 현황

(단위 : 리터)

년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4

298

279

301

330

317

327

286

365

318
318

2013

301

281

304

332

319

332

286

433

2012

302

278

299

338

315

332

283

426

2011

304

283

307

345

323

329

283

319

2010

304

280

310

344

319

340

286

316

2009

307

287

317

347

319

320

294

314

317

2008

311

295

323

355

321

334

305

319

2007

315

300

324

371

323

341

320

324

2006

324

306

329

390

310

346

322

331

2005

341

334

394

404

310

362

323

349

2004

343

336

410

408

275

275

327

349

2003

356

327

406

417

299

369

327

346

2002

370

332

430

418

298

391

315

346

2001

390

329

378

428

297

377

317

333

2000

402

369

449

438

308

406

321

354

년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450

421

404

381

358

442

335

653

2013

457

419

415

401

369

453

342

373

2012

464

406

370

387

357

443

342

359

2011

463

396

370

436

355

449

344

357

2010

454

384

359

435

349

436

351

347

2009

441

361

335

430

348

427

351

345

2008

448

371

362

429

359

438

357

337
338

2007

444

367

371

398

353

434

358

2006

442

361

387

412

369

436

368

338

2005

451

361

343

418

366

414

371

340

2004

437

363

401

417

370

397

370

336

2003

402

349

368

398

336

382

345

328

2002

388

347

352

393

334

379

343

319

2001

392

314

349

379

345

374

335

318

2000

370

346

322

487

365

354

328

319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 포털, 제주도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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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연환경 현황
가. 보전지역 현황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Jeju Island Biosphere Reserve)은
2002년 12월 16일 제주도 면적의 약 44%(830.94㎢)가 지정되었으며,
핵심구역, 완충구역, 협력(전이)지역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 (표 7,
그림 1 참조)
표 7.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구분

지정면적

핵심지역

151.58㎢

완충지역

146.01㎢

전이(협력)지역

533.35㎢

지정지역
육상

한라산국립공원, 영천·효돈천 천연보호구역

해상

섶섬,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육상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국유림 및 국립공원 북측 일부

해상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일부지역

육상

중산간 지역(해발고도 200~600m, 도시계획구역 제외),
영천·효돈천 양측 500m 지역

해상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및 효돈천 하구 앞 해상

자료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그림 1.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용도지역구분도

자료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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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습지보전법」이 제정 시행(1999.8.7)된 후 전국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
리 소재 물영아리 오름(산정 화구호)을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고시(2000.12.11.)하였다. 물영아리 습지 이외에 중요한
자연습지로는 물장오리, 물찻(거문)오름 등 산정화구호, 1100고지 습원
등의 고산 습지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창흥동 철새도래지 및 종달리
해안 조간대, 성산읍 오조리 및 시흥리 갈대밭과 해안 조간대 등 연안습
지가 있다.4(그림 2 참조)
제주도 내륙습지는 제주시에 177개소, 서귀포시에 145개소 등 총
322개소의 습지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도로 개설,
택지 분양 등 개발압력에 농어촌 습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 지역별로
습지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5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습지 분포위치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4
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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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 및 철새도래지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현재 60개의 지방2급하천과 83개의 소하
천이 분포되어 있다. 이 중 60개의 준용하천은 지류하천을 포함한 숫자
이며 하류에서 하나의 하천으로 만나는 독립된 하천은 34개로 파악된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천은 평상 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
dry stream)이다. 이는 제주화산도의 지형지질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현무암과 기생화산인 오
름의 스코리아(송이)는 투수력이 매우 좋아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는 능
력은 뛰어난 반면, 지표수를 차집하여 강으로 표면유출시킬 수 있는 능
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특징이 있다.6 제주도의 하천 수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발산하는 방사상 하계모양을 보이나 비교적 평탄한 용암대지
로 이루어진 동부와 서부지역에는 하천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제주시
와 서귀포시의 동지역에 해당하는 남부와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수계
가 분포하고 있다. 하천의 총길이는 833.45㎞이므로 제주도의 하계밀도
는 0.45㎞/㎢이다. 도내 모든 하천은 대부분 깊이가 40~50m이고 하천
의 폭이 20~30m의 계곡을 형성하여 V자 형태의 건천이며, 긴 하천이라
고 해도 그 길이는 겨우 30km에 불과하고, 대부분 15km 내외이다. 하천
의 근원지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대부분 중산간(해발 200∼600m) 지대
로서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부존되어 있다.7(그림 3 참조)

6
7

http://nature.jeju.go.kr/ecology/nature_map.asp?code1=A01&code2=02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세부 계획(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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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분포현황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성산일출봉 근처 구좌읍 종달리 해안과 하도리 양어장, 그리고 용
수저수지가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제주특별자치도 철새도래지 현황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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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름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총 368개의 오름이 있으며 주로 한라산 산
록인 중산간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시별로는 제주시 210개, 서귀포
시 158개 순이며, 읍면별로는 애월읍이 50개로 가장 많은 오름을 갖고
있고 그다음으로 구좌읍이 40개, 표선면 31개, 안덕면 31개, 조천읍 30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위치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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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곶자왈 8

곶자왈이란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분출되어 요철(凹凸)지형을 이루며 쌓여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은 물론, 보온·보습효과를 일으켜 열대식물이 북쪽 한계지점에 자
라는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식물이 남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남방한계 식
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을 말한다.
곶자왈 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 있어 아무리 많은 비가 올 지라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
입되어 맑고 깨끗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한다는 점에서 마치
‘스펀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유
입될 경우 지하수 오염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곶자왈은 자연림과 가
시덩굴이 혼합 식생하고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모지로 인식
돼 왔으나 최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록수들이 주로 분포함으로써 한
겨울에도 푸른 숲을 자랑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소
비해주는 장소,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곶자왈은
한라산에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선까지 분포함으로써 동식물들이 살아
가는데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
곶자왈에는 제주에서 최초로 발견된 제주산 양치식물인 제주고
사리삼, 한국미기록종인 창일엽과 제주암고사리(디플라지움 니포니쿰),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인 개가시나무, 미기록 목본식물인 천량금, 환
경부 희귀식물인 붓순나무, 환경부 보호식물 지정이 필요한 개톱날고사
리 등 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이다.

8

(사)곶자왈지킴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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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곶자왈 분포 위치도

자료 : https://www.visitjeju.net/kr/detail/view?contentsid=CNTS_000000000021368

마. 야생생물서식 현황

(재)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국립생물자원관에
서 발간(2016)한 『제주지역 생물종목록집』 <척추동물편>, <관속식물
편>, <해조류편>에는 제주도에는 어류를 포함하는 척추동물, 곤충, 관
속식물 및 해조류 등을 포함하여 9787종이 제주도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라는 이유 때문
에 동일한 종이라도 지리적 격리로 인한 지역 고유종이나 아종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형적 요소 및 기후 조건으로 동일 면적의 다
른 지역과 비교하여 종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에 따른 서식환경의 변화와 서식면적의 감소 및
가후변화의 영향으로 도내 생물다양성은 감소 추세이다.10
9 http://www.jejutp.or.kr/index.htm
10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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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제 추진 경과 및 내용

① 추진경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한 추진경과를 정리하면, 1997년 환경
지표설정 연구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제를 통해 관리되
어야 할 환경지표를 설정하였다. 국토연구원에서 1997년부터 수행한 제
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설정
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절대·상대보전지
역 설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급증하며, 환경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용량,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환경자원을 정하
고, 이를 용량의 범위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결과, 2009년 12월 24일 ~ 2011년 6월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
도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환경
자원 평가항목 설정 및 조사, 국내·외 환경자원 관리 사례 및 주민 환경자
산 인식 조사·분석, 환경자원의 분석 및 여건 전망, 환경자원총량모형 구
축 및 총량산정, 제주형 평가지표 개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 환경자원총량관리 방안을 수행하여 제시하였다.

② 환경자원총량관리제
가. 환경자원 평가항목 설정 및 조사

환경은 인간의 삶과 관계가 있는 모든 객체를 포함하며, 자원은
생명유지 및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물질,
자산 자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제주는 자연생태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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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가 육지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인문·사
회 환경요소들은 별도로 분리시켜 지역환경으로 범주화가 필요하다. 또
한 모든 정보는 공간정보화가 정량적으로 객관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
런 관점에서 자연환경은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기상, 경관의 5개 항
목을 포함하였다. 생활환경은 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의 5
개 항목, 인문·사회환경은 인구, 산업, 교통의 3개 항목, 지역환경자원은
습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의 8개 항목으로 총 21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중 기상, 대기질, 토양오
염은 자료가 점 형태의 자료로 공간화에 많은 제약이 있어 자료만 구축
하고 평가 시 미반영하였고, 천연기념물 및 국내외적 위상은 법적평가항
목과 중복되므로 법적평가항목으로 적용하였다. 이 결과 총 16개의 평가
항목이 평가에 활용되었다. 지역주민, 관광객 및 도내·외 환경전문가들
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환경자원조사는 기존의 전국자연환경조사결과 및 제주자원조사
결과들을 총 집대성하고, 식생과 지형·지질은 직접조사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DB를 구축하였다.

나. 환경자원 분석 및 목표 총량 설정

환경자원총량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편익이전법을 활용하여
직접적 사용가치와 간접적 사용가치를 합산한 정량적 경제적 가치를 평
가한 결과 제주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자연환경자원과 8개의 환경자원의
가치는 매년 8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2차종합계획에서 계획한 상주인구 70만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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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수 1200만 명,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활용하는 도시적
용도비율 66% 증가를 기준으로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개발영향을 상쇄
할 수 있는 보전지역의 기대치를 1.5로 설정한 결과, 2020년까지 제주면
적의 42.06%를 보전지역으로 관리하여야 함을 도출하였다.

다. 환경자원총량관리등급도 구축 및 총량관리방안 수립

16개 항목에 대한 가중치들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등급(핵심환경자원지역), 2등급(환경자원지역)을 환경자
원총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3등급(자원관리지역)은 관리를 통해 환
경자원의 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4등급(계획관리지역), 5등급
(개발관리지역) 대상지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설정하였
다.(그림 7 참조)

그림 7. 제주환경자원총량관리 등급 및 면적 비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등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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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지역으로 지정된 1, 2 등급지역중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크게 3가지 위계에 따라 1순위지역으로는 법적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우선적인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였
으며, 2순위지역으로는 법적으로 보전되는 지역이 아니나 1, 2등급에 해
당되는 지역으로 훼손된 지역을, 3등급으로는 추후 환경자원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지역중 훼손된 지역을 설정하고 제시하였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개발계획 협의 시 총량관리 대상지역의 포함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참조정보로 활용되도록 기반 확보 및 인
식공유단계를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면적으로 활용되도
록 제시되었다.

3. 국내외 총량관리 사례
자연자원 총량제 해외사례

① 독일 자연침해조정 제도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는 환경영향의 완화와 자연자원 총량의
보전을 위해 1976년부터 「자연보전법」의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자연
과 경관의 침해는 토양형상 또는 토양이용의 변화를 통하여 자연생태계
의 능력 또는 경관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자연생태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입증될 경우, 침해 행위 후 균형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사업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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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연 및 경관의 이해관계에 우선할 경우 허가가능 자연침해에 의한
후속조치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균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
다. 균형될 수 있는 자연침해의 인허가에 관한 결정은 형량절차에 따르
며,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는 공공성의 이해관계와 비교되어 결정된다. 훼
손된 공간 크기만큼 다른 곳에 복원토록 구체화하고 있으며, 시행 대상
은 식물, 동물, 토양, 물, 기후, 대기, 경관미, 토양의 생산성, 미기후 조절
등과 같은 자연자원의 기능이다. 이는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도 총량의 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호주: 환경총량제(Environmental offset)

1999년에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EPBC)의 제정을 통해
환경총량제의 설정 기반을 구축하였다. 멸종위기종, 중요 생태군집, 철
새, 세계문화유산, 습지 등 보전이 필요한 종 및 생태계를 명시하고 본 자
연자원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다. 본 정책 목표는 ‘순 증가 (net gain)’를 이루는데 있다. ‘환경 상쇄’의
개념을 기반으로 환경적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잔여영향(단기 혹은 영
원히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환경총량제 정책을 기반으로 잔여영
향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제시하여 도입한 바
있다. 1차적으로는 복원, 복구, 재조성, 배출량의 흡수, 금융보상방안이
며, 2차적으로 교육, 연구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점
은 의미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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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행위의 적용 전후를 비교하여 환경상쇄비율에 따라 총량의
보상조치를 결정하며, 위기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훼손량보
다 더 큰 비율의 보상조치가 되도록 규정하여 훼손 활동이 벌어지더라도
자연자원의 순증가를 유도한다.

③ EU: Natura 2000

‘조류 지침 (Birds Directive)’ 및 ‘서식처 지침 (Habitats
Directive)’을 기반으로 자연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목표로 한다. 두 지
침에 따라 보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역들을 SPA (Special Protection
Area), SAC (Special Areas of Conservation)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대상
으로 설정하고, 각 자원의 총량관리 최종 목표는 ‘총량 저하 방지 (no net
loss)’로 설정하였다.
서식처 지침의 6조에 따라 유지 및 복원을 통한 적절한 보전조치
와 지정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적정 평가’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훼손된 서식처 또는 서식종의 총량과 관
련된 대안의 해법11, 공공 이익의 무시 이유12, 보상조치13 등의 내용을 명
시하고 있다.
보상조치 적용에 있어 서식처 지침과 조류 지침은 차이를 보인다.
서식처 지침은 지정지역에 상응하는 서식처를 재조성할 것을 명시하는
반면, 조류 지침은 어떤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을 때 SPA의 생태적 가치
를 높여 그 부정적 영향만큼의 수용능력 또는 식량가용성을 높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11 개발지역의 변경대안, 다른 개발 스케일, 개발 철회 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
12 공익 무시 이유를 뒷받침하는 긴급 사유의 유무 설명이 필요하며 공익은 장기적인 공공의 이익을 의미
13 보상조치의 정의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완화조치와 같이 지정지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취
소하는 조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정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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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브라질 – 보호지역-산림 총량제

2002년부터 시행된 「보호지역 법령」(Protected Area Laws)과
2001년에 시행된 「산림정책」(Forestry Provisional Measures)’이 지정
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개발사업 등 산업에 의한 보호지역의 총량 관리
방안과 사유지에서의 자연식생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
으며, 최종 목표는 ‘순 훼손 방지’이다. 보호지역 법령에 따른 보호지역,
자연식생 보전을 위한 사유지 등을 총량관리의 대상으로 지정하며 각 산
림유형별로 유지되어야 할 자연식생지역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였다. 개
발사업에 따른 보호지역 영향의 상쇄 조처를 적용하며 자연식생지 및 산
림 총량의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산업 개발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산업 개발에 따른 영향을 상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발자는 국가보호지역시스템에 복원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최초 조치로 개발사업 자본비용의 0.5% 지불을 명시하
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지불 비용의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자연식생 훼손량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각 산림유형별로 최소
유지 면적비율14을 명시하였으며, 훼손되는 자연식생의 복원 시, 같은 유
역이나 가장 가까운 유역의 생태계를 고려하여 보전조치를 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습지은행제도 및 보전은행제도 같은 ‘은행’
의 개념을 도입 검토 중이다.

14 대서양림은 100%, 아마존림은 80%, 아마존 사바나는 35% 및 기타 모든 지역은 20%로 명시되어 있으며 각 산림
유형의 자연식생지 비율의 유지를 위해 개발자는 개발지역 외부에서의 보전 조치를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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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국: 습지 총량제(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

1980년대 이후 습지총량제(No Net Loss of Wetlands Policy)라
는 강력한 습지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습지의 순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습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습지보다는 동
일 지역 내의 습지로, 이종의 습지 보다는 동종의 습지로 완화조치 하는
것을 우선시 하며, 대체습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보존하는 것보다는 대
체습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더욱 우선시한다.
순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습지훼손에 대한 보상·완화조치
(Compensatory Mitigation)가 「습지관련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미국 습지총량제의 기본원칙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단계는 인간의 행위에 의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는 그에 따른
영향을 회피하도록 하여 어떤 행위나 행위의 일부를 일체 취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다.
2 단계는 불가피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는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
화(Minimize)하도록 하여 어떤 행위와 이행의 정도 및 규모를 제한하도
록 하고 있다.
3 단계는 불가피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 영향 받은 환경을 수리
하거나, 회복시키거나 복원함으로써 영향을 수정(Rectify)하도록 하고
있다.
4 단계는 행위기간 동안에 보전과 관리 작업을 일정기간 시행함으로써
영향을 감소(Reduce) 또는 제거(Eliminate)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위의 4 단계로 상실되는 습지에 대한 영향을 상쇄할 수 없다
면, 최후의 수단으로 대체자원 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습지의
15 전성우 외, 2018,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환경부
16 관리해야할 목표총량을 설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시행 단계에서 총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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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에 대한 보상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자연자원총량제

우리나라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설정하고 시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연구15 및 시범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동연구를 통해 자연자원의 개념을 “보전해야 할 생태계의 구성요
소로 환경적 특성에 반영하는 요소들”로 규정하고, 자연자원총량은 “보
전해야 할 생태계 구성요소가 분포하고 있는 공간가치의 총합”이라 설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총량제도로 계획 자연자원총량제16와 목
표 자연자원총량제17를 명시하였다.
총량제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설정하며,
적용원칙으로는 단순한 면적 외에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고 개발로 인
한 자연자원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예방 또는 향상되어야 함을 명시
하였다.
자연자원총량 관리대상은 도입 초기에 자연자원의 적용범위를
필요항목으로만 설정하고 향후 정보 확보 및 평가방법들의 개선과 함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산전방법으로는 사업시행
자가 환경공간정보를 수집·검토하고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에 따라
자연자원정보를 1/5000 수준으로 조사한 후 관리대상 자연자원 범위에
따라 총량과 영향으로 인해 감소 또는 영향받는 총량을 산정하여 제시하
도록 하였다.
보상총량을 산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환경민감지역이 포함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 하게 포함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개발
17 관리해야 할 목표총량을 설정하고, 모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 총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입지 적절성 여부
부터 적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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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서 제외되도록 하거나, 불가피 하게 훼손으로 감소될 경우, 사업
대상지역 내 또는 인접지역에서 동일 기능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복원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안 도입이 불가한 경우에 금전적으로 훼손부담금
을 지불하도록 하여, 국가가 복원을 시행하도록 한다.(그림 8 참조)
그림 8. 우리나라 환경부 자연자원총량제 적용원칙, 총량산정 및 보상 방안

자연자원총량 제도 도입

보상총량

회피
상쇄/대체
보상금

회피
상쇄/대체

회피

보상총량=0
No Net Loss

보상금 산정 기준
운영기관

대 상

기 준

최대 지역구분

최대 가치구분

대한민국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300 ₩/m2

4배

-

82,000 ₩/m2

-

-

600 ₩

175배

대한민국 국토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독일 베를린

자연침해조정

2

1,600 ₩/m

1,218€/1,000m2
1€ = 1,300₩

450€/1,000m2

자료 : 전성우 외(2018), 「자연자원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발표자료」, 환경부

자연자원총량제의 도입을 통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
기반으로 확고히 자림매김되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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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 국토-환경계
획의 연동을 위한 기반으로서 자연자원총량제의 활용을 제도화하고, 하
위계획에서도 자연자원의 총량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환경보전계획
과 도시기본·관리계획에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지자체
는 자연자원을 조사하여 공간화하고, 자연자원총량을 설정하여 자연자
원의 양과 질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한다. 자연자원의 목표총
량은 자연자원의 분포 상황 및 개발여건 등 지자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설정하도록 한다.

4. 제주환경자원총량제 도입방안
도입 전략 및 방향

제주환경자원총량제의 경우 2011년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
구를 추진한 이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제도활용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제도기반연계, 지자체차원의 국토-환경계획 갈등으로 인해 적용이 불가
하였다. 그러나, 본 정부에서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환경부의 2대 국
정과제 중 하나로 표명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4기 지방정부도
환경자원총량제의 전면도입을 표명하여 정책 도입을 위한 확고한 의지
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함께 제주형 자연자
원총량제인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을 긴밀히 협의하며, 도입 전략
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부의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연자연총량제 도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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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자연자원총량제와 계획자연자원총량제를 명시하고, 단기적, 개별
사업별로는 계획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장기적 계획수립단계에서는
목표자연자원총량제의 도입을 설정하였다.
현시점에서 제주에는 추진하는 환경자원총량제는 환경부의 목표
자연자원총량제와 계획자연자원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두가지 기반
을 다 갖추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첫째, 절대·상대보전지역과 환경자원총량관리의 두 가지 개념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두 개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절대·상대보전지역을 평가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과
환경자원총량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항목 및 기준들 간의 비교 분석
및 융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시 사용되는 지적개념은 실선기반의 자료이나 환경자
원총량관리 정보들은 격자기반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경계선 확정
과 조정 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1년 환
경자원총량제 도입방안 연구이후 개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최신성이
부족한 정보들을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생태
현황도 작성 의무화와 함께 정보 최신화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야 한다.
셋째,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를 거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자원총량제 대상사업과 기본적으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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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방향에서 추진하며, 제주의 지역특산자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관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적용원칙

제주에서 초기에 제시한 환경자원총량관리등급은 환경부의 목표자연
자원총량제와 같은 개념이나 총량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적용원칙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서 관리등급지역을 원천적으로 제
외할 수 없으므로 감소 시 어떻게 상쇄(현위치내 보전), 대체(현 위치위
복원,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적용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단순한 총량면적과 함께 향후 상쇄 대체를 위한 생태계 기능
을 고려한 총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생태계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정량화하
여 도입하기 불가능하므로 환경자원과 생태계기능의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부분으로 최소화하여 도입하고 향후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셋째, 감소되는 환경자원총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를 환경관
리 권역별, 복원필요 유형별로 확보하고 공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넷째, 감소되는 환경자원총량의 확보를 위한 마지막 선택수단인
보상금 산정 및 운영은 훼손된 환경자원총량이 합의된 복원기간 내에 대
체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산정하고,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복원시행 및
관리에 100% 투입되도록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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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산정 및 평가

제주환경자원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이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공간화 방안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제주환경자
원총량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 기능-서비스-가치 평
가체계 중 어느 부분을 환경자원총량제에 도입할 것인지 기본적인 방향
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자원총량 및 훼손총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체계를
최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정량화 불가한 항목에 대한 평가방안은 도입가
능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상쇄·대체를 위한 대체지 확보 및 적정 복원모델 제시

훼손되는 자원총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원 및 복구를
통해 확도할 수 있는 방안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훼손유형별
대체후보지들을 파악하고, 총량제 적용단계에서 적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복원이 필요한 훼손지
현황을 최우선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대체를 위한 대상지역을 어떤 권역단위까지 인정할 것인
지에 대한 환경관리권역 설정 및 적용방안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내륙부와 다른 생태계 유형 및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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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복구 및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
다. 따라서 제주특성을 고려한 적정 복원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부분별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자원총량제도가 국토계획-환경계획의 큰 틀내
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간의 기반정비 및 지역특
성을 고려한 적용방안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자원조사, 환
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통합, 제주환경자원총량제 지원연구의 관점에서
세부추진사항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제시하였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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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도 세부추진방안
구

분

2019

2020

20201~

환경자원조사
자연환경자원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기상, 경관조사
기상, 경관 조사

지역환경자원

습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조사

습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조사

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 조사

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 조사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인구, 산업, 교통 조사
환경자원
DB구축

-환경자원총량
DB구축(지적기준)
-환경자원조사 지원

인구, 산업, 교통 조사
-환경자원총량
DB구축(지적기준)
-환경자원조사 지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ISP

ISP

시스템 구축

절대·상대보전
지역관리시스템과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통합구축 방안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총량 지원 연구
환경자원총량 환경자원총량정보 표준화 환경자원총량
산정모형 개발
산정방안
방안

환경자원총량과
생태계서비스 연계산정
방안

환경자원총량 생태계서비스 가치산정을 환경자원총량에 따른
가지 산정
위한 환경자원 연계방안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부담금 산정 및
적용방안

환경자원총량관리를 위한 사유지 매수 및
주민지원방안
통합환경자원 정책개발
총량제
추진방안
훼손지 및 복원을 위한
생태계좌 운영방안
대체지 선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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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복원모델개발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
운영방안

5. 결론
지난 50여년 간 쉼없이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경제개
발을 추진하며, 환경관리는 개발의 발목을 잡는 반경제적 정책으로 취
급받아왔다. 그러나 선진국 및 경제대국들의 발전 경향을 보면 환경을
무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1980년대의 경제개발 최우선에서 1990
년대 들어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였으나, 사적
재산권 제한 및 피해가 발생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초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이후, 신도심
이 개발되어 원도심 쇠퇴를 불러오고, 광역권에서는 올해와 같은 최악의
도심열섬악화 환경재난을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
하다. 만일 20여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보전하는 방향에서 해
제 및 복원을 추진했다면, 지금의 모습일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
피하게 필요하다면 지정목적과 선진외국에서의 검증된 관리원칙에 부
합되어야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정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와 제주의 환경
자원총량제는 현재와 같은 환경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이 개발될 경우 개발대상지에서 회피, 보전용도지
역으로 유지, 불가피한 경우 대체지역 복원 및 보상을 하도록 구상된 정
책방안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현대 기술로 영원히 원상복원 불가능하
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하
게 관리하며 필요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자원총량제의 도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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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다. 눈 앞에 시급하게 닥
친 여러 현황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세대들을 위해 남겨두어
야 할 자원을 낭비하는 정책결정을 당장 내려야 할 만큼 우린 여유가 없
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의 도입 중 한정된 토지와 생
태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자원총량제의 도입을 이제
부터라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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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환경수도 용어의 대두 배경과 개념
세계환경수도 용어의 대두 배경

환경도시(세계의 환경도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용어
이지만 세계환경수도 용어는 제주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2008년 스페
인 바르셀로나시에서 제4차 세계자연보전총회(이하 WCC 총회)가 개최
될 때 제주는 제5회 WCC 총회 제주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2002년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으로 지정되면서, 제주 자연의 우수성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수준
이라는 자신감에 고무되어 있던 시기였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에서 대
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제주에 어떤 이익을 남겼는지, 국제회
의 개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러
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고려되면서 제5회 WCC 총회를 유치하는 제주
의 내부 전략 차원에서 세계환경수도 용어가 처음 제기되었다. 즉, 제5회
WCC 총회를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제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유네
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환경수도로 발전하겠다
는 비전 발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WCC 총회 유치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한다. WCC 총회
제주 유치는 다른 경쟁 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였다.
2008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가 IUCN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WCC 총
회 유치 의사를 처음 밝힌다. 2008년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 개
최된 제4회 WCC 총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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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 제주대표단이 총회에 공식 참가하였고, WCC 총회 제주 개최 의
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개최된 람사
르 총회에서 환경부장관이 IUCN 사무총장에게 WCC 총회를 대한민국
에서 개최하겠다는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1 WCC 총회 개
최지 결정은 IUCN이 국가 회원을 상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제주의 입장
에서 환경부의 유치 결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때부터 환경부와 제주특
별자치도는 WCC 범국가추진위원회 및 범도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WCC 제주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과 130만 명이 서명하는 국민적 유치 의지가 결집되어 제주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환경수도의 전개 과정

제주특별자치도는 WCC 제주총회를 계기로 ‘명품 환경도시로서의 이미
지를 구축하고,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WCC 총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도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겠다는 제주
비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
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세계환경수도 비전에 대해 논란도 많았다. 왜냐하면, 세계환경수
도 조성보다 선결해야 할 환경 현안에 대한 과제들이 많았으며, 국제적
인 인증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 비전은 비현실
적이라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제주가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의 실체
가 무엇인지, 성공 가능성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던 시기로 당
1

WCC 총회 개최지 결정은 IUCN이 국가회원을 대상으로 유치 신청을 받은 후 IUCN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WCC 총회 유치 및 개최 업무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와 IUCN간에 이루어진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별도로 개최도시를 정하여 IUCN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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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우려와 비판이었다.
하지만, 세계환경수도 비전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
립하면서 제주도가 스스로 세계환경수도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이
루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위 국가 계획인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명
문화하였다.2 본 계획의 제7장 제주권 계획에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 목표를 ① 국제교류・관광・문
화 중심의 관광휴양 지역화 ② 국제자유도시 전략산업 및 성장동력 산
업 확보 지역 ③ 청정 환경, 세계자연유산 및 녹색 성장의 모범지역을 기
본 목표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주권 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청정 환
경 보전 및 녹색성장 도시 실현을 제시하면서, 차별화된 세계환경수도
조성3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의 국제화 과정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173개 국 1만 6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역대 최다 발의안(186개)이 채택되는 등 총회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하
고 있다. WCC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환경 분야에서 글
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IUCN 총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지 이름이 들어간 <제
주 선언문>을 채택(IUCN 총재, 조직위원장, 환경부장관, 제주도지사 서
명)함으로써 지구적 환경이슈 해결책과 향후 국제사회의 환경정책 비전
2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하였으며, 제주연구원에서 제주권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p176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별화된 세계환경수도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환경자산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으로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선보전-후개발 원칙 준수
-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41% 달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실현
- 자원순환형 환경관리 체계 구축,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과 모범적인 환경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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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제주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
한 제주형 5대 의제(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도 용암숲 곶자왈의 보전・활
용을 위한 지원,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
주해녀의 지속가능성)가 모두 결의안・권고안으로 채택됨으로써 ‘제주
글로벌 환경브랜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4 뿐만 아니라 생태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 제일의 생태명품코스 개발(51개소) 및 모
바일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생태문화해설사(172명)도 양성하였다.
더욱이 2013년 6월 14일 스위스 글랑에 있는 IUCN 본부에 2012
WCC에서 최초로 채택된 <제주선언문>을 기념물로 제작・설치함으로
써 제주선언문 채택의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 2020년 제주 세계환경
수도 인증을 위한 세계인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여 왔다.

세계환경수도와 세계환경허브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개념은 이때까지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세계
환경수도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환경수도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즉, 환경수도
는 ‘한 나라에 있는 환경도시 중 으뜸인 도시 또는 환경에 대해는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도시’라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이 사용된 것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가 1991년 독일 환경지원재단
이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경연대회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함에
따라, 그 해의 ‘자연환경 보전 부문 연방수도’로 선정되면서부터 환경수
도 개념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4

2012 WCC에서 결의된 제주형 5대 의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별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는 이를
IUCN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기 MOU를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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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수도 개념을 환경수도 개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정리하
면, 전 세계의 유명한 환경도시 중 가장 모범이거나 으뜸이 되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오직 하나의 도시만을 연상하
게 하는 용어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환경허브는 제5회 WCC 총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대두되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가 총회 의제로 준비하
고 있는 세계환경수도는 수도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로 볼 때 전 세계에
서 어느 한 도시만을 지정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었다. 따라서 세계환경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세계자연보전연
맹(IUCN) 회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세계환경수도를 ‘세계
환경허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도입된 용어가 바로
세계환경허브이다.
여기서, 수도와 허브의 개념, 세계환경수도와 세계환경허브의 개
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도와 허브의 개념

수도의 개념은 정치적・법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
다. 정치적・법적 의미의 수도5는 한 나라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도시를
말하며, 기능적 의미6의 수도는 특수 활동이나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한
나라의 중심 도시를 지칭한다. 기능적 의미의 수도는 특수 활동이나 기
능과 연계하여 환경수도, 정치수도, 행정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등으
5

6

정치적·법적 의미의 수도를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네덜란드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기 다른 도시에 있음
• 호주, 미국 : 정치기능만 있고, 다른 기능들은 각 도시에 분산
• 대부분의 나라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기능들이 집중
기능적 의미의 수도를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인천 → 경제수도, 뉴욕 → 경제수도, 부산 → 해양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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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일 수 있다.
한편, 허브의 개념은 특정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지로, 기능
적 의미의 수도와 같은 의미를 갖지만 특정 지역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

② 환경수도 개념

환경수도는 기능적 개념으로 환경 분야 활동이나 기능이 집중되
어 있는 도시를 말하며, 기능적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수의 도시도
가능한 개념으로 다음의 도시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해당 도시가 환경정책을 우선 순위에 두고, 도시 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자체적인 발전 전략으로 추
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
본계획 수립, 경상남도 창원시 2006년 11월 2일 환경수도 선포 사례 등
을 들 수 있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유럽이
나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라
는 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탄소중립도
시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탄소중립도시 등과 같은 환경도시들은 도시환경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으며, 타 도시와 비교하
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프
라이부르크, 브라질의 꾸리찌바, 일본의 키타큐슈 등과 같은 도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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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도시화로 나타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생태
도시를 표방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친
환경적인 대체 수단 도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도시 또는 환경 친화적 요소가 많
은 환경도시를 추구하였다.
둘째, UN 기구 등이 수여하는 환경관련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하
여, 환경도시로 통칭되는 도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 꾸리찌바
시는 1990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으로부터 ‘글로벌 500상’을 수
상하였으며, 1992년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지방자치단체상’
을 수상받았기 때문에 꾸리찌바시를 환경도시라 부른다. 덴마크 코펜
하겐시는 2009년 유럽 최고의 그린시티로 선정되었으며, 일본 키타큐
슈: 1990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글로벌 500상’ 수상,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이
들 도시를 환경도시라 한다. 수상제도는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
가지표를 제시하여 환경모델도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European Green Capital, 일본의 환경수도 콘테스트, 한국의 그린시티,
생생 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들은 환경관리 기반과 환
경정책이 우수한 도시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도시 간 협력을 주도하는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환경단체 등에서 우수한 환경정책을 추진한 도시를 선정하
여 발표함에 따라 환경도시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독일 프라
이부르크시는 독일 자연보호연맹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독일의 환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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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선정(1992)되었기 때문에 환경수도로 불린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 개념7
환경수도는 도시의 비전, 특화된 전략, 추진사업 등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의하는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서 세계환경
수도를 전 세계의 유명한 환경도시 중 가장 으뜸이거나 모범이 되는 도
시라고 정의하였고, 「제2차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국제
적으로 인증된 제주의 독특한 환경가치 제고를 통한 표준 모델로 정의
하였다.
또한 2013년에 수립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에서는
환경수도를 국제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일정한 평가 인증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세계 환경도시 중 모범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연구」
제2조 제2항에서는 환경수도를 환경용량, 환경질, 환경시책, 주민환경의
식, 지속가능성 및 환경관리역량 등의 여러 면에서 다른 도시들이나 지
역들의 모범의 되는 곳을 말하며, 제2조 제3항에서 세계환경수도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도시 패러다임의 변
화와 시상제도에 의한 개념, 그리고 기존의 제주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7

제주가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 개념은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발췌
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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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환경수도를 제주 글로벌 환경브랜드 구축을 위한 국
제표준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나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로운 발전을 실
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
서, 세계환경수도를 정의하는데 있어 수도란 특정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
는 중심지로의 기능적 의미를 가지며 허브(Hub)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
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연구는 제주가 추구하
는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보고서에 따르
면 세계환경수도를 제주의 우수한 환경과 사회·경제가 통합적 차원에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자연환경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
하여 사회·경제적 요소와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글로벌
우수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요소란 편리성, 풍요성, 안전성을 의미하며, 제주도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와 풍요, 안전보다는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을 통하여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원과 에너지
절약 등의 친환경 생활양식이 정착된 사회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제적 요소란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을 의미하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훼손을 줄이고 소비자는 친환경소비를 통하여 생
태효율성 향상에 기초한 경제체제를 조성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욕구 충족을 위한 환
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하여, 생태효율성 극대화에 기
초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물질적 풍요성과 생활
의 편리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발전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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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환경수도 개념 재정립

지속가능한 도시

EU Green Capital

지속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도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 중심 도시

환경수도
유사개념

생태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

에코시티
생태적으로 건강한 주거지역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

정의
목표

저탄소 녹색도시

그린시티

계획

탄소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의 친환경 도시

환경적으로 우수하여 타도시의
역할 모델을 수행하는 도시

탄소중립도시

생생도시

탄소배출량의 중립 또는
제로화를 지향하는 도시

세계환경수도
개념 재정립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2010)

(가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
•제2조2항 ‘환경수도’는 환경용량, 환경질, 환경시
책, 주민환경의식, 지속가능성 및 환경관리 역량
등의 여러 면에서 다른 도시들이나 지역들의 모
범이 되는 곳
•제2조3항 ‘세계환경수도’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
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

제주선언문
•Nature+(자연+) : 자연에 기반을 둔 경제성
장, 공평한 사회발전,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생동하는 생태’를 의미, 통합적
도시평가모델을 지향하는 도시

전 세계의 유명한 환경도시 중 가장 으뜸이거나 모
범이 되는 도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
국제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일정한 평가·인증·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도시로 전세계의 환경도시 중 모범이 되는 도시

Capital

라우환경회의

= Hubs

•2012 리우+20회의 : 녹색경제, 지속 가능
한 발전(자연자원 보호·관리 → 경제적·사회
적 발전)

(기능적의미)

늘 푸른 제주21

국가차원 비전

•지속가능한 사회 :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
루어,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인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

•희망의 새시대 :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경제부
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세계환경수도

우수한 자연환경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하여 사회·경제적 요소와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글로벌 우수도시

자료 :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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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CC 제주총회의 제주형 의제
2012 제주 WCC 총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두 5개의 의제를 발의하
여, 총회투표를 통해 모두 채택되었다.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
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지원 등 4개의 의
제는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은 권고안으
로 채택되었다. 제주형 5대 의제별 결의・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에 대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IUCN 사무총장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인증시스템
개발 전문 조직과 IUCN 멤버, 위원회와 사무국의 협력하여 세계환경허
브 평가 인증 시스템 개발, 운영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이를 위해서 IUCN,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함께 구성된 실
무 환경허브 프로젝트 실무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IUCN 사무총장은 세계환경허브 조성 및 평가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과 실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대한민
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하는 위킹그룹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제주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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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은 세계환경수도 조성이
라는 제주의 비전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할 경우 전 세계 환경보전 활동
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 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의제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인 IUCN 등과의 협력과 국제적인 세계환경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환경수도 제주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환경수도 비전에 대한 도민
적 공감대를 토대로 주민 주도형 환경보전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세계환경수도는 제주의 자연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
금까지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보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며,
보전을 통한 자연자산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을 상위 개념에 두고, 이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사
회와 경제를 두는 기본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
경을 최상위 개념으로 하는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UCN 사무총장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지역 공동체와 협
력하여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
도록 통합된 체크 리스트를 포함한 IUCN 주도형 보전관리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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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 주기의 통일 등 보호지역의 관리시스템을 발굴하여 표준화하고
그 모델을 보급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IUCN 사무총장은 전 세계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상호간의 협력프로그
램 구축 이행을 촉구한다.
셋째, UN 기구, 국가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
공원 등의 자연자원이 잘 보전되고 체계적으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법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는 제주가 갖고 있는 유네스코 3관왕으로
지정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제이며, 제주가 선행적
으로 추진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제주는 지금까지 유네스코 3관
왕이라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왔을 뿐, 유네스코 3관왕으로 지정된 이
후 관리시스템에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즉 유네스코 3관왕으로 지정됨
으로써 새로운 관리 방식의 도입이나 그것으로 인한 효과를 창출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반면에 유네스코 3관왕 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관리상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도 사실이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으
로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브랜드를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골격은 제주 사례를 기준으
로 하여 수립된다. 제주 사례를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
역에 대한 관리모델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은 반드시 국내법에 반영될 때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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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담보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관리는 자국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가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제주의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세계환경수도
조성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에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
합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2016년 제6차 WCC 총회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어 국제적인 표
준 모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 보전・활용을 위한 지원에 대한 결의안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UCN사무총장은 곶자왈의 높은 생물다양성, 지질다양성,
전통지식을 포함한 토착민의 문화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IUCN의 이
념에 부합한다. 또한 토착민의 지속가능한 곶자왈 이용 형태는 인간과
생물의 공동 번영을 이념으로 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정신에 부합하
므로 이를 위해 곶자왈을 활용한 다양한 자연자산 보전프로그램을 지원
해야 한다. 그리고 곶자왈과 연계된 지역의 삶의 모습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곶자왈 개발을 주도한 기업들은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과 곶자왈 장기 보전계획 등 보전
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지를 수립・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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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분포하는 곶자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골프장 건
설 등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촉발되었지만 도민적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
한 것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
고 곶자왈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 등으로 인하여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
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그 결과 WCC 총회 의제로까지 발의하여 채
택되었다. 그러나 곶자왈에 대한 도민적 관심도에 비해 그동안 곶자왈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산림과학원에서 장기과제로
곶자왈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곶자왈공유화재단에
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유 곶자왈의 공유화
및 전체 곶자왈을 대상으로 하는 보전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곶자왈을 제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곶자왈에 대한 개
념적 정의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두 것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곶자왈 중에도 보전해야 할 곶자왈과 보전과 이용을 겸할
수 있는 곶자왈, 이용하더라도 친환경적 개발의 경우 허용할 수 있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곶자왈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함으로써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곶자왈 경계구역 설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및 조
세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추
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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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제주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에 대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UCN 사무총장은 우리 주변에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중요
한 생태계에 대한 복원사업이 자연과 자연자원 보전의 핵심 사업이 되
고, 이러한 생태계 복원사업이 여러 국가,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
어 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6개 IUCN 위원회(Commisions)들의 활
동과 연계하여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에게 자연환경복원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
고, 보전 대상지가 더 이상 훼손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며, 시민환경단
체, 지역주민, 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보호
관리 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등 친환경적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하논과 유사한 기후권의 마르 분화구가 분포하고 있는 한
국, 중국 및 일본의 중앙 정부, 연구기관 및 환경단체는 동북아시아 지역
몬순기후의 변화 과정을 구명함으로써 미래 기후변화 예측에 기여하기
위한 학술 및 교육 활동에서 상호 협조와 교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활동은 당초 제주형 5대 의제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012 WCC 총회 개최 이전부터 하논분화구 복원
범국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하논분화구에 대
한 조사・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국제세미나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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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논분화구 복원・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관련 사업을 국
정과제로 정하여 추진하는 일이다. 2012 WCC 총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
통령도 특별히 하논분화구 복원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하논분
화구 복원・보전 사업은 세계환경수도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기대하였다.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을
통하여 생태계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마인드를 획기적으
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귀포시의 도시 모습 전체를 생태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생태관
광 등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에 봉
착하고 있다. 하나는 대상구역의 사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하
나는 복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을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
을 수립하여 토지매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사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법정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는 하논분화구를 습지보전법 등에 의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해당 지역의 사유지 매입과 주민 동의 절차 등이 필
요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독특한 해양생태계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독특한 해양생태계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결의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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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UCN의 모든 회원과 동반자들 그리고 더 광역의 자연보존
을 위한 단체들이 제주해녀와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는 해녀들에 대한 실
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만들어 낸 독특한 해녀문화의 세계적인 가치 조
명, 학술적 가치 정립 등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보존할 수 있는 방
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IUCN 회원들과 동반자들에게 국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
라 지방정부 차원과 한국정부 차원에서 해녀 공동체를 보호하고 고양시
킬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실행을 승인하고 해녀가 국제
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참여하여 옹호할 것을 촉구한다.
WCC 제주 총회에서 제주해녀가 의제로 채택된 것은 제주해녀
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제
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지속가능성에는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제주문화의 지속가
능성, 제주 연안역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보전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연안역의 지속가능성은 제주 연안이 지닌 경관미 등 자연성,
제주 연안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해산물의 생산성 등이 지
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하고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2016년에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으므
로, 앞으로 해녀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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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환경수도 추진 로드맵
WCC 제주 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인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2013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로드맵에
기초하여 IUCN, 대한민국 환경부와 함께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과 방안을 마련하였다.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을 첫째,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 둘
째,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은 국제 수준의 평가지표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인증시스템으로 개발하며, 셋째, 세계환경허브 평
가 및 인증시스템에 따라 제주를 세계환경허브로 인증받도록 하고 있다.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마련을 위한 추진 방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을 구성한다. 여기에는 IUCN,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참여로 구성
하고, IUCN의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워킹그룹 구성을 제주도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을 개발한다. 평가시스템
은 국제수준의 평가지표로 개발하며, 인증시스템은 ISO 인증과 같이 국
제인증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기구 등과 협력하여 개발함으로써 제3자
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에 제주가 주도적으
로 참여한다. 즉,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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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주관하고, 시스템 개발에 제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주가
평가 및 인증시스템 초안을 마련하며, 워킹그룹 제주회의 및 국제세미나
를 개최하는 등 제주가 선제적・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2016년 제6회 WCC 총회에서 평가 및 인증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하며, 2020년 제7회 WCC 총회에서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2020년에 세계환경수도로 인증받기 위해 제
주특별자치도, 환경부, IUCN이 공동 MOU를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
이 역할을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제주 WC C에서 채택한 「M162: T h 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World
Environmental Hubs」 내용에 따라 세계환경허브 대상지역으로서의 지
위뿐만 아니라 워킹그룹에 지방 정부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IUCN 사무
총장이 추진하는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
인 장기 로드맵과 실천 프로그램 마련’에 참여한다.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에 따
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집행자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워킹그룹 본회의 이전에 작성하여 워킹그룹에 제시함으로써 한
국과 제주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IUCN 주관 하에 구성되는 워킹그룹 위원의 추천 등 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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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에 따른 전체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IUCN과 협의하
여 추진한다.

환경부의 역할

환경부는 2012 제주 WCC에서 채택한 「M162: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World Environmental Hubs」
내용에 따라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에 중앙 정부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IUCN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개
발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과 실천 프로그램 마련’에 참여한다.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에 따른 재정적・행
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의 기
본 방향과 내용을 워킹그룹 본회의 이전에 작성하여 워킹그룹에 제시함
으로써 한국과 제주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IUCN의 역할

IUCN은 2012 제주 WCC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된 「M162: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World
Environmental Hubs」에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에 따른
IUCN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UCN 사무총장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인증시스템개발 전
문조직 등의 지원을 받아 IUCN회원, 위원회 및 사무국의 협력 하에 세
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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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사무총장은 IUCN 회원, 해당 위원회 위원,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조직체 및 대표자로 구성하는 세계환경허브 워킹그룹을 구성・운
영한다.
IUCN 사무총장은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 로드맵과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재정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제주에서 개최한다.
IUCN의 역할은 「장기 로드맵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환경
허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세계환경허브 추진 과
정에서 필요한 실천적 기술 제공까지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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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환경수도 추진 성과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① 추진 경위 및 세계환경허브 추진 방향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3월에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을 개발하여, IUCN 워킹그룹에서 초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WCC 결의안 M126 이행을 위해 제주특
별자치도는 IUCN에 환경협력관 파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
원 등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 및 중
장기 로드맵 수립 등 공동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IUCN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1월 27일 세계환경허브 평가
・인증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장기 MOU 체결, 2014년 10월 10일 세계환
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에 관한 추가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추가 합의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허브 평가・인
증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초안을 워킹그룹에 보고하고, 워킹그룹은 그 초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을 제주
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IUCN과 제주특별자치도간 체결된
합의에 따라 보고서를 IUCN에 제출하였다.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세계
환경허브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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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허브란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UN기구(UNEP,
UNESCO, UNHABITAT, WB 등)와 지방정부간협의체(IUCN, ICLEI,
UCLG 등), 국가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여 다
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세계환경허브
는 세계의 모든 지역(도시)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을 평가
할 수 있는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평가지표 체계를 만들고, 이들 기구
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세계환경허브로 공식 지정된 지역
을 말한다.
세계환경허브가 지향하는 비전은 전 세계의 모든 도시와 지역이
환경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하여 환경과 사회・경제가 조화와 균형을 이
루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보장하는 글로벌 환경우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세계환경보전의 방향과 목
표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여 환경・경제・사회를 아우
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환경허브로 인증된 주변 지역까
지 세계환경허브의 비전과 목표를 확산하는 노력을 전개하도록 한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과 도시가 세계환경허브 프로그램에 참여함
으로써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국가,
UN과의 협력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계환경허브는 도시와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단순한 평가・인증제도라기보다 국가 단위, 전 세계
단위 생태주의화를 추진함으로써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지구환경문제

392

제주성찰과 미래전략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환경허브는 지구환경과 지역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쾌
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실현, 문화
창출 등 인류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이다.
세계환경허브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
은 아니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결과들을 토대로 개별
도시(지역)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환경허브는 세계환경허브 프로그램에 전 세계의 많은 도시
(지역)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의 물리적 하드웨어와 사회・경제・환경
시스템의 통합 등 소프트웨어가 조화로움을 이루는 도시(지역)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세계환경허브는 시민이 모든 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전제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 세대의 개발욕구가 미래
세대의 개발욕구를 위협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환경허브는 전 세계 공통의 하나의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니다. 해당 도시(지역)가 지니고 있는 고유성을 토대로 환경적으로 건
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친환경산업 육성 및
확대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환경허브는 국제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일정한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도시로, 전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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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 중 모범이 되는 도시(지역)를 의미한다.
세계환경허브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 초기에는 대륙별
로 세계환경허브를 지정하고, 점차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도시(지역)가
세계환경허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제보호지역의 지정 관리는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성공 프
로그램 사례를 토대로 세계환경허브 프로그램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② 평가지표 개발

세계환경허브 평가지표, 평가·인증시스템은 국제사회의 합의과
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 평가지표,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 워킹그룹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들 구성원에는 세계환경허브 프로젝트가 「2012 WC C
Resolution M126」에 의해 시작된 것이므로, IUCN, 대한민국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 밖에 UNEP, ICLEI, UCLG,
UNHABITAT, UNESCO, WB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들 국제기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제 기
구간 공동 브랜드를 활용할 경우 전 세계의 국가 및 지자체의 참여를 촉
진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은 국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된 후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 WCC 결의에 따라 세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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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인증시스템 개
발 결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인준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지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및 지자체가 세계환경허브가 지
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기존에 추진하여 왔던 환경정책을 세계
환경허브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해당 도시(지역)의 실질
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그 영향을 주변 지역으로 파급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6개 대륙별로 한 곳씩을 세계환경허브로 선정
하고, 점차 권역 단위, 국가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모든 도
시(지역)가 세계환경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도시(지역)는 다른
도시(지역)와는 다른 특성과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므로, 해당 도시(지
역)다움을 보전하고 해당 도시(지역)다운 개발을 실현하는 등 도시(지
역)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공통지표와 함께 지역특성에 해당하는 환경정책
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지표 개발은 세계환경허브를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을 평가
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환경허브가 지향하는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과평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성
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세계환경허브를 지
향하는 모든 국가와 지자체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정평가는 일정 기간8 동안에 충분한 성과를 달
성하고 있는지 여부 및 세계환경허브가 지향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목표
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8

과정평가를 위해 평가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4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증, 재인증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워킹그룹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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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허브 평가지표 체계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 환경시상 제
도, 국제환경협약, 국제환경기구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평가지표는 사회분야, 경제분야, 환경분야로 구
분하여 개발하였다.

③ 평가・인증시스템

세계환경허브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평가
와 인증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평가・인증 절차는 다음에
제시하는 (그림 2)와 같다.
세계환경허브는 평가와 인증 절차를 크게 예비 평가인증, 본 평가
인증, 사후관리 평가인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예비 평가인증 단계의 주요 절차와 평가・인증과 관련된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환경허브를 인증받고자 하는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 서류(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국제공통지표와 세계환경허브계획)
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접수하면서부터 평가인증 업무가 시작된다.
둘째, 인증신청서를 접수받은 인증기관은 1차적으로 국제공통지
표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으로 하여금 평가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2차 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국가・지자체에
통보한다.
셋째, 전문가 자문단에서 1차 평가는 서류 심사 중심으로 평가하
며, 필요시 신청 국가・지자체의 관계자로부터 계획서 발표회를 개최하
거나 설명 등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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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운영 절차
인증신청서 작성ㆍ제출
(국가ㆍ지자체)

・국제공통지표 / 지역특성지표 작성

전문가 자문단
-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 계획서 발표회 등의 방법을 병행
- 서류심사

1차 국제공통지표(인증기관)
예비 평가인증

Yes

1차 국제공통지표 인증
(인정기관)
전문가 자문단
-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 발표회,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병행

세계환경허브 종합평가
(인증기관)
Yes

2차 세계환경허브계획
예비인증 (인정기관)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발표: 1, 2차 예비인증 통과(국가・지자체)

본 평가인증

심사보고서 제출(전문가 자문단)

세계환경허브 종합평가

평가인증위원회
- 전문가 자문단 심사결과보고서 의결
- 필요시 현장심사

(인증기관)
Yes

세계환경허브 인증
(인정기관)

사후관리 평가인증

세계환경허브 사업추진
(국가ㆍ지자체)

・세계환경허브 인증서 수여

・추진성과보고서 작성

추진성과보고서 제출(국가・지자체)

재인증 여부평가
(인증기관)

전문가자문단 평가
평가인증위원회 의결

Yes

세계환경허브 재인증
(인정기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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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1차 평가에서 국제공통지표로 제한한 것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서 지켜야 할 공동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1차 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2차 세
계환경허브 계획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 자문단에서 실시한다.
여섯째, 전문가 자문단은 세계환경허브 계획에 대한 심사를 수행
하고, 서류심사와 병행하여 현장심사를 할 수 있다.
일곱째, 세계환경허브 계획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지역의 정체성
과 특성에 기반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계획
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본 평가인증 단계의 주요 절차와 평가인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평가인증 단계인 1, 2차 평가에 통과된 국가・지자체는
본 평가인증 절차에 따른 심사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본 평가인증은 예비 평가인증 단계에서 수정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안에 대해 제주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에서 공개발표를 하여
야 한다.
셋째, 공개발표에 대한 심사는 전문가 자문단과 제주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의 주요 멤버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심사한 후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인증기관으로 제출한다.
넷째, 인증기관에서는 1, 2차 심사결과 보고서와 제주 세계 리더
스 보전 포럼에서 발표한 발표 심사결과 보고서를 평가・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데, 제주 세계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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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보전 포럼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인증기관은 평가・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사항을 인정 기
관에 보고하여 인정 여부를 확정하고, 제주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 폐막
식 자리에서 세계환경허브 인증서를 수여한다.
사후관리 평가・인증단계를 운영함으로써 세계환경허브로 인정
받은 도시(지역)는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이차적으로 주변지역으로 확
산하는데 기여하는 성과를 담은 세계환경허브 추진성과 보고서를 작성
하여 인증 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세계환경허브로 인증된 도시(지역)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에 4년 등의 주기로 운영함으로써 제주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과의 연계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재인증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 평가 후 평가・인증 위
원회에서 의결한 후 인정기관의 최종 재가를 받고 재인증하도록 한다.
사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환경허브 인
증 지역과 전문가 자문단간 MOU를 체결하여 계획의 실현과 파급 효과
를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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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허브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증과 관련된 조
직 체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며, 인증과 관련된 주요 조직은 인정기관,
인증운영위원회, 인증기관, 전문가 자문단, 평가인증위원회, 제주 세계
리더스 보전 포럼 등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세계환경허브 인증시스템의 운영 체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세계환경허브 인증시스템 운영 체계

세계환경허브
인증운영위원회

세계환경허브
인증기관

・인증관련 주요사항 심의
・인증심사기준 재개정 심의

인증
보고

인증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위원회

인증
보고

전문가 자문단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1,2차 평가
발표 평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5),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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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제주세계리더스
보전포럼

인증

국가・지자체
(도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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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1, 2차 평가 및 발표 평가결과)

인증

세계환경허브
인증기관

인증
보고

・세계환경허브 운영 총괄
・인증기관 지정 및 관리

・인증신청서 작성
・인증 홍보

④ IUCN 제안 및 성과

이 제안은 세계환경허브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14년부
터 2016년까지 프로젝트 구현의 단계 A+B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계
C(2017-2020)의 개발을 위한 준비는 세계환경허브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한다.

가. 프로젝트 조직도

▷준비위원회 : IUCN회원과 위원회의 전문가, UN, CBD, 그리고,
ICLEI,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의 대표자들과 과학기관의 대표들
로 구성되며, IUCN 사무국의 조율을 받게 된다. 「2012 세계자연보전 총
회 결의안 M126」을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환경부 또한 일
원이 된다. 본 위원회는 세계환경허브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
한 비전, 전략 및 접근 방법을 규정할 것이며 프로젝트의 운영위원회로
볼 수 있다.
▷실무그룹 : IUCN이 주도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
된다. IUCN 사무국 직원, IUCN 회원, IUCN 위원회, UN, CBD, ICLEI,
스톡홀름회복위원회(Stockholm Resilience Center), ISO, WWF, 지방
당국 및 중앙정부, 도시, 재계로 구성되어 과학적으로 건전한 평가인증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지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프로젝트의 전문
가 자문 패널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환경부 또
한 본 실무그룹의 일원이 된다.
▷IUCN 실무팀 : IUCN 직원들과 제주-IUCN 협력관으로 구성되
며, 프로젝트 조율 및 이행, 준비 위원회와 실무그룹 지원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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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일정

세계 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은 2016년까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따를 것이며, 많은 단계들과 성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단
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A : 세계환경허브 평가시스템 및 조직도 개발, 2014년
B : 세계환경허브 인증 시스템 개발, 2015~2016
A

세계환경수도 인증시스템 및 기구 조직 개발

기간

1

세계환경허브 준비위원회, 실무그룹, IUCN 실무 팀의 업무와 책임 규명
IUCN은 세계환경허브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될 (위에 나열된) 기구들의
업무와 책임을 규정한다. 프랑스 부르즈 시장이자 재정경제부의 경제금융 총괄담당관
인 Mr.세르즈 르펠티에르가 준비위원회와 실무그룹을 이끌 것이고, IUCN EU 대표 사무
소의 유럽 프로그램 담당자이자 지방과 지역 당국의 중심점인 Ms.찬탈 반 함이 IUCN 사
무국을 대신하여 조정관(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것이다.

2014.
5~6

2

세계환경허브 준비위원회 및 실무진 후보자 목록 작성, 세계환경허브 구축 과정 참여 초청
IUCN은 내외부 당사자들을 모두 대표하는 준비위원회와 실무그룹의 후보자 명부를 작
성할 것이다: UNEP, ISO, ICLEI, NRG4SD, IUCN 환경법 세계 위원회, IUCN 보호지역 위
원회, 도시와 보호지역 전문가 그룹, IUCN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WCC 결의안
을 제안했던 IUCN 회원들, 지방·지역·국가 당국의 대표자들, 재계와 IUCN 사무총장 및
IUCN 사무국 소속 직원

2014. 7

3

세계환경허브 준비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공식적인 구성
각 후보자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확인을 받은 후, IUCN은 IUCN사무총장과
각 후보 회원들이 서명한 공식 동의서를 갖고, 이들을 준비위원회와 실무그룹에 각각 공
식적으로 배정할 것이다.

2014. 8

4

세계환경수도 준비위원회 및 실무그룹 첫 회의
IUCN은 세계환경수도 평가 시스템의 계획과 개발에 대해 합의하고, 성공적인 이니셔티브의
구축과 이행을 위한 절차와 필요사항들에 대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목적으로 IUCN글
로벌 본부에서 세계환경수도 준비위원회와 실무그룹 간의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2014. 9

5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전략개발에 있어서 세계환경허브의 틈새 분석
이 분석은 도시와 지역 당국이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방의 개발
을 위해 환경보전의 혜택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이니셔티브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특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토대이다. 이 시스템은 인증 이후 모
니터링과 교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스템들과는 다르다.

2014.
9~10

6

세계환경허브 평가 시스템 개발
실무그룹은 인증을 위해 규정된 기준들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평가 시스템과 양적이
고 질적인 전문가 및 동료의 평가를 토대로 최고의 신청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선정을
보장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제안할 것이다. 평가 절차는 전 세계의 도시와 지역들의 참여
를 촉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권고와 제주도의 환경 사업 평가 경험을 따른다. IUCN
은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승인을 위하여 이것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
기 위하여 2014년 말쯤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2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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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세계환경허브 인증 시스템 개발

기간

7

세계환경허브 인증 기준 개발
실무그룹은 구체적인 환경적 성과에 대한 진척도와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규정하
면서, 기존 제도의 기준들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그들의 네트워크 내의 지식과 경험을 바
탕으로 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다양한 크기와 부분의 도
시와 지역들의 요건들을 고려하고 UNEP과 ICLEI와 같은 네트워크들의 기존 이니셔티
브와 지식, 경험 등을 토대로 할 것이다
IUCN은 인증 시스템에 대한 합의하고 승인을 위해 준비위원회에 그것을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6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2015.
1~6

8

세계환경허브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및 이행
이니셔티브를 홍보하는 것은 도시와 지역들이 세계환경허브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과 지역을 위한 진행사항과 행동들
을 확인하는 첫 단계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이니셔티브가 행동을 촉구하며 자연 기반 해
결책들을 위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의 모든
대륙에 있는 도시들과 지역들을 연결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세계환경허브 인증 도시
와 지역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개발은 이
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설립과 지속성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도시와 지역,
국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평가인증 시스템 준비에 관
계된 모든 파트너들은 이런 과정을 위해 자신들의 의견들을 제공할 것이며, 2015년 말
까지 세계환경허브 이니셔티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이해 전략에 대한 합의가 이루
어질 것이다.

2015.
7~12

9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의 통합과 지침 매뉴얼 준비
실무그룹은 세계환경허브 이니셔티브를 운영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통합할 것이며, 이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시될
것이다. 실무그룹은 신청 지역들을 위한 지침 매뉴얼 개발을 시작할 것이며, 이는 승인
을 위해 2016년 7월 회의에서 준비위원회에 제시될 것이다.

2016.
1~7

10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세계자연보전 총회 발의 준비 지원
실무진은 IUCN 회원국들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IUCN의 법령에 따르면, 이 이니
셔티브는 IUCN 회원의 필요한 수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 2016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
에 제출하기 위한 WEH 시스템 구현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발의안 준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정부와 비 정부 기구들에 의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식 제
고와 지원을 이끌어내게 된다

2016.
3~9

11

세계환경허브를 위한 신청 절차 개발
규정된 통합 시스템을 토대로, 인증・평가 과정은 실무그룹에 의해 만들어 지고 신청 절
차가 개발될 것이다. 실무그룹은 신청을 받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자신들의 기술적인
전문성에 근거하여 신청지역들의 제시된 성과와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환경 변화를 위
한 노력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후보 도시와 지역의 인증을 결
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2016.
7~12

12

세계환경허브 선정위원회 설립
선정위원회 전문가들은 준비위원회 권고에 의해 선정되고, IUCN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이들의 전문 분야는 인증을 위해 규정된 범주와 상통한다.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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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성과

IUCN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한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
템 개발(초안)을 토대로 환경지표 개발, 평가 및 인증시스템을 개발하였
으며, 2016년 WCC 총회에서 상정할 계획으로 착실하게 준비하였다. 그
러나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UNEP,
UNDP, CBD 등 국제기구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결국 세계환
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시
(지역)가 참여해야 하므로, WCC 총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차원
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세계환경수도특별법 연구 및 법제화 노력

① 세계환경수도특별법 연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행・재정적으
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기반 조성, 법리
연구, 법안 연구, 입법 지원사항 등을 연구하여, 2013년 10월에 「(가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첫째, 입법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2012 WCC 총회 성과를 계승하
고,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2년 9월 제주
에서 개최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WCC 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 결의・권고안(5개)의 이행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2012 WCC 총회
성과를 반영하여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제주를 세계적 수준
의 환경수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여견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입법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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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인 지지여론을 확산시키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
한 대중 인식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법리 연구와 관련하여 관련 규범 및 법제 분석, 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정립, 주요 입법 항목들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관련 규범 및 법
제 분석과 관련하여 2012 WCC 총회 제주선언문 및 제주형 5대 의제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국토・환경 계획 관련 현행 법제 연관분석을 실시하
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분석
하였다.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 정립을 위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청정환경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국가비전에 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한다. 그리고 어느
중앙행정기관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 선정
하는 것이 업무 적합성 및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가를 검토한다.
주요 입법항목과 관련하여 총칙(법의 위계 및 다른 법률・계획과
의 관계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체계(중앙단위 추진조직 및 제주특
별자치도 단위 실행조직),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 추진 및 정부의 행・재
정적 지원(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세계환경수
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등), 세계환경수도센터(공기
업) 설립 방안, 국가 차원의 탄소세제가 도입되지 아니할 경우 환경비용
회복방안, 절차규정 및 보칙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안연구와 관련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하는데 필요한 법안
전문, 조문별 해설, 입법이유서 등을 작성하였고, 현행 세계환경수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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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진 관련 조례 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안의 제정 곤란에 대비한 대안으로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체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넷째, 입법 지원과 관련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홍보(대중 인식 증진)를 전개하였다.

② 법제화 노력

환경부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제주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 곤란하며, 특별법 제정은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인정받은 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차별화된 특성이 있어야만 가능한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최상위 가치로 설정, 사회·경제
적 요소와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실현코자 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적 수준을 갖
춘 환경모델 도시로 조성키 위해서는 법정계획으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왔다. 이를 위해 세계환경수도
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9, 생태계 보전・복원, 지속가능한 도
시 공간 조성 등 제주자치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대
한 국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현행 제주자치도 조례로 수립된 「세
9

국가적 지원의 특례를 통해 제주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1)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세계환경수도’란 자연환경자산을 인
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
는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이 최대한 유지되는 환경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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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격상하여 제주의 자연환경
의 질적 수준유지 및 환경관리 역량강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
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의 중심역할 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종합적 업무수행을 위한 세계환경수도지원센터(공기업) 설치・운영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
성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제주자치도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

과 각호와 같다.

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
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1.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
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세계환경수도’란 자연환경자산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체
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이 최대
한 유지되는 환경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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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제35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생

제35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② <삭 제>

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
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
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 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복원 계획 등
4.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
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

③ --------------------------------------

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

(이하 ‘생물권보전지역등’이라 한다)의 --- 생물권

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보전지역등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⑤ ----------제351조의2 제5항에 -- 세계환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수도 조성 기본계획의 -------------------------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 ------

설치할 수 있다.

---------.

⑥ ～ ⑦ (생 략)
<신 설>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351조의2(세계환경수도 조성) ① 국가와 제주
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자연환경수준을 유지하
고 환경관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국제자유도
시에 어울리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도시로 조성하
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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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세계환경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의 특성분석 및 모니터링, 미래 전망
예측 등
2.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3.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의 조성
5. 생물권보전지역 등의 보전 및 관리
6. 세계환경수도조성지원센터(이하 ‘환경수도
센터’라 한다)의 설립·운영
7. 국제환경 협력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
계환경수도 조성과 사업의 시행,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환
경수도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환경수도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⑥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수도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제주자치도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환경
수도센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⑧ 제주자치도는 환경수도센터의 설치 ·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5항부터 제8항에까지의 규정에 의한 환경
수도계획의 수립·시행, 환경수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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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계환경수도조성지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2 제
8항에 따라 세계환경수도조성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센터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전액 출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센터의 정관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설립등기) ①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센터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센터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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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③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관련부서 실
국장, 환경 및 세무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
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
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센터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센터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센터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 ①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 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
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센터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센터를 대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센터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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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제1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센터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직원의 임명과 해임)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과 해임한다
제17조(임원·직원의 겸직제한) ① 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사장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장 사업
제18조(사업) 센터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위탁하는 사업
2. 세계환경수도 브랜드 개발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3. 국제기구・단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국제환경대학원 설립 및 운영
4. 국제기구・단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환경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환경정책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5.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기관의 유치 및 운영
6. 국제환경회의 유치 및 개최
7. 세계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센터는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탁 및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
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2. 국가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출연금
3. 제18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
터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센터의 사업연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센터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
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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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센터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
11조에 따라 회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3조(예산과 결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
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 확정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보전
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제25조(경비의 부담) 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센터가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으로 소요되는 경비
3.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센터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센터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자금차입) ① 센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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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독
제28조(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센터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 보수(연봉제ㆍ복리후생 포함), 퇴직금(명예퇴직 포함), 복무, 임원추
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0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센터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
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
항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에 따라
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평정·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제33조(공인의 비치) 센터는 위탁·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금) 센터의 설립 당시 제주자치도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제3조(센터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따라 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자치도
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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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례에 걸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다.

①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환경정책에 대한 세계적 흐름인 환경·경제·사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핵심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는 2010년에 「생명의 섬, 세계환경수도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 차원의 비전도 ‘저탄소 녹색성장’으
로 설정하여, 환경과 경제의 선 순환구조와 환경브랜드 향상을 위해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지구 환경보전과 행복한 삶이 직접적으로 이
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였다.
특히, 제주는 2012년 WCC 총회 개최지로 결정됨으로써 향후 제
주를 선진 환경도시로 조성하고, 세계 환경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좋
은 기회를 얻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지구촌의 바람직한 환경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동안 제주가
쌓아온 여러 가지 환경·생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명품 환경도시
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단기적으로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장기적으로 “환경적으
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자산의 가치가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 미래 세대의 환경을 배려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
태도시”로서 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로 발전
시켜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적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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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제고로 새로운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의 비전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의 비전 체계도

생명의 섬, 세계 환경수도 제주

비전

목표

녹색 자치
(사회적 측면)

청정 환경
(환경적 측면)

녹색 성장
(경제적 측면)

추진
원칙

참여

보전

조화

추진
전략
(12개)

•세계 최고의 환경
교육 시스템 구축

•생태환경 보존과
탄소 흡수원 확충

•환경친화적 생활
양식 정착

•저탄소, 순환형
물질대사 지역으로
전환

•친환경 1차산업
진흥, 로컬푸드 확대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

•치유와 생태, MICE
관광의 메카로 조성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유지

•녹색경영,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

•모범적인 환경
거버넌스 구축
•지구촌 환경협력
선도

•에너지 자립강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0), 「생명의 섬, 세계환경수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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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과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조화와 상호 보완을 통해 환경·사회·경제적 요소가 조화된 환경 허브로
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2014년에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호 세계환경수도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 제주의 일반현황과 국내외 우수 선진사례 고찰 등을 반영하여 분야
별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별 세부과제 및 부문별 사업계획을 도출하고,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
안을 제시하였다.
세계환경수도 추진상황의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추
진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진 전
략 및 전략사업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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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전략 및 전략 사업
분야

추진전략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실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
•제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탄소흡수원 조성사업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사업
•온실가스 감축 평가 모니터링 사업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보호지역 확대·지정사업
•서식처 복원사업
•친환경 도시재생사업
•생물다양성 보전 관리 사업
•도시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해 없는 청정 아일랜드

•환경오염관리사업

환경

폐기물 관리를 통한
자원순환사회의 실현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

경제

전략사업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친환경 협력 및 교육을
통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
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환경
거버넌스 구축

•폐기물 발생 저감 사업
•폐기물 자원순환체계구축사업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물 재이용 사업
•물 수요 관리사업
•지하수 관리 및 보존사업

•친환경 유기농 섬 구현사업
•친환경 관광산업 육성사업
•친환경 산업 지원
•MICE 산업 육성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UN 환경대학원 유치·운영사업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센터 설립·운영사업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설립·운영사업
•국제환경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및 추진
•도민친환경실천운동 확대사업
•제주형 친환경기업 가이드라인 수립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4),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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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계환경수도 추진 사항 평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
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세계환경수도 기본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친환경사회체제 구축 방안 수립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의 환경보전 의식과 실천역량
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사회체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자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민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민실천 프로
그램은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이 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의 환경 브랜드가치를 높임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먼저, 친환경사회체제에 대한 개념10을 정립하였다. 아울러 친환
경사회체제와 유사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사회, 생태적 근대
화를 정립함으로써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실천하기 위한 친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친환경사회
체제 구축은 궁극적으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것이며, 도민이 공감
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10 친환경사회체제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자연이 오염되거나 파괴되어도 자연의 자정력에 의해 회복이 가능하
고, 생태계가 인간의 간섭을 받더라도 자연의 자기조절체계의 복원력에 의해 유지·가능한 사회체제를 의미한
다. 사회체제에는 해당지역 사회 전체를 운영하는 체제를 의미하며, 전체 사회는 정치적(political) 요소, 경제적
(economic) 요소, 교육적(educational) 요소, 종교적(religious) 요소, 문화적(cultural) 요소, 사회적(social) 요
소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의존관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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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친환경사회체제 구축 분야는 폐기물관리, 교통, 에너
지, 기업의 녹색경영에 한정하여 추진하였다. 각각에 대해 분야별 기본
현황, 연구동향,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기본과제를 도출한 후
에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및 기본과제별 주
요 내용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기본과제는 인프라 구축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
어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 단계에
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 과제는 도민을 비롯한 각 주체별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과제명, 추진 목표, 추진 배경, 추진 방향, 실천 사항, 주체별 역
할, 기대 효과 등을 작성한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행계획에서
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교육 및 홍보 활
동, 소요예산, 추진계획 및 일정 등 제시하였다.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전 도민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민주도형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기
관·단체(사업체) 주도형 실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범도민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
가 및 환류체계를 통하여 실현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세부실천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마을단
위, 공동체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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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
세계환경수도의 특별함

1963년부터 시작된 자유항 설정 구상에서부터 오늘날 추진되고 있는 제
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주도형 개발 구상과 계획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이후에 중앙정
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왔지만, 아직까지 제주를 무대로 추진하
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실험의 장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다.
세계환경수도는 용어의 탄생에서부터 전개되는 과정에 제주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에 중심
을 두고 추진하는 계획이다. 세계환경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면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대
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제주는 그 예인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리라 믿는다.
세계환경수도는 개발을 부정하는 계획이 아니다. 대신에 개발 방
식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제주의 환경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
한 개발 모델들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발전의 구성 요
소 중 환경을 최상위 수준으로 정하여 사회시스템도 환경을 고려한 사회
시스템으로, 그리고 경제시스템도 환경을 고려한 경제시스템 등으로 패
러다임을 변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사회에는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세계환경수도 등의
비전이나 방향성에 상호 모순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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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혹자는 어느 하나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국제사회가 새천년 프로젝트,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 등 지구촌의 환경문제와 지역주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
다. 공통의 결론은 사회・경제・환경이 조화로울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
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경제・환경의 조화
로운 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3대 비전을 이미 갖추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는 제주지역의 경제적 측면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세계환경수도는 환
경보전을 위한 것이고, 세계평화의 섬은 제주가 지향하는 광의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비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대 비전은 서로 분리
되어 있는 영역보다 공통적인 영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며, 다른 도시
와 차별화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지역 공약으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제
시하였다. 동북아 환경수도는 지금까지 제주가 추진하여 왔던 세계환경
수도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동북아
환경수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는 단계별 추
진 전략이라 생각한다.

도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2013년 1월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수도 비전 선포식을 가졌으며,
각종 단체와 기업과의 협약, 도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이후
현재의 활동사항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세계환경수도는 형식적 논의로는 결코 추진할 수 없는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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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모두의 실천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다.
도민들이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세계환경수도가 무엇인지, 추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추진할 만한 가
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는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히 알아야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조
성사업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왜냐하면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하여 일본의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아이치 목표
에는 2020년까지 육상 면적의 17% 이상을 국제수준의 보호지역으로 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
제협약 이행이 중요하며, 제주국립공원 조성 추진사업은 환경의 가치를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지만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중요한 면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
한 노력을 전개해야 하며, 협치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정책개발, 정책 추
진 등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행 ・ 재정적 지원은 국가의 책무

세계환경수도는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추진하는 것
이다. 제주는 이미 국제적인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
서 자연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은 단순한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차
원을 넘어 지구환경보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가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주의 미래를 우려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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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많다. 현재와 같은 발전 방향과 속도가 계속된다면 제주의 미래
모습을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제주
를 보전하고 지키는 일은 지금까지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는 일이
다. 환경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세계환경수도 제주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환경수도가 범 도민 운동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를 찾는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국민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 및 가
치 증진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

세계환경수도는 누가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제주의 미래전략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환경수도 추진은
유네스코 3관왕 지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국제사회로부터
또 다른 환경 타이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감당하면서
세계환경수도를 이루려는 본질적인 발전 목표를 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주사회를 친환경 사회체제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
제 부문을 아우르며, 이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
산학의 모든 주체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의 실천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쓰레기, 하수처리, 교통문제 등 제주가 안고 있는 3대 도
시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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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 없다.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요일별 재활용품 배출제는 자원순환형
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며,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이다. 여기에 수반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가치를 현세대와 후세대가 공
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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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농촌의 미래와 발전 전략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의 등장은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요소이며,
귀농·귀촌의 확대와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도 당분간 농촌의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농업·농촌을 둘러싼 위험 요인도 만만
치 않다.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최근의 화두로 대두되
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등의 여건 변화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미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변화상 몇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1 우선, 첨단과학기술과 융·복합된 농업기
술의 발전으로 스마트농업이 획기적으로 확산되고, 효율적인 기술이 개
발되고 확산될 것이다. 지능형 전용로봇, 시비로봇, 환경 제어형 기능성
로봇 등이 실용화되면 노동집약적인 농업이 수월한 농업으로 변모될 것
이다.
더 먼 미래에는 인공강우 실용화와 기후변화 대응 종자 및 품종도
널리 보편화되어 적용됨으로써 농업생산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킬 것으
로 예측된다. 농작물 생육환경을 인공적으로 자동제어하여 공산품처럼
사계절 전천후 농산물의 계획생산이 가능한 식물공장도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식물공장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
로 향상시킨 작물육종기술과 IT기술이 결합된 주문형 맞춤 농산물 생산
기술과 연계하여 미래농산물 생산의 중요한 분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1

여기서 농업·농촌의 미래상 변화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김정호·김창길·송
미령·한석호·장도환(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
원(2018), 「국가미래전략 수립 중 농업·농촌의 미래 발전 전략」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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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도심에 수십 층의 고층빌딩을 지어 각 층을 농경지로 활용하
는 이른바 수직농장(vertical farm)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식물공장이 보편화됨으로써 미래에는 한국형 수직농장 플랜트의 해외
진출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농업생산구조의 경우는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확립될 가능
성이 높다. 전업농의 규모화·전문화가 진전될 뿐만 아니라 청장년 경영
주의 전업농 및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중심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더
불어 그들이 농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것이다. 조직화·법인
화에 의한 대규모 농업회사가 형성되어 농업생산의 핵심으로 부상하여
운영될 것이다. 특히 논 농업은 상대적으로 자급적 농가가 병존하지만,
원예·축산 분야는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농업·농촌·식품 관련 서비스산업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도시민 대상의 다양한 서비스산업이 출현하
여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농업관광, 농촌체험 및 휴양
과 건강, 치유와 힐링, 귀농·귀촌(알선, 정보제공, 교육), 사이버교육, 농
업금융, 보험, 농업정보화, 농업관측, 외식서비스, 광고 등의 대단히 다양
한 비즈니스가 1차 산업인 농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식품산업은 국내 농업 성장을 견인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이다.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는 2020년 26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며
식품시장이 국내를 넘어 동북아 지역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크다. 국내에
서도 네슬레와 같은 글로벌 농식품기업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
식은 한류의 트렌드와 함께 글로벌 웰빙식품으로서 완전히 정착되면서
농촌지역의 음식산업과 미식관광(culinary tourism)이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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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인 동시에 농·식물자원 이용
산업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농·식물자원을 이용한 그린바이오(농생명)
산업은 IT, BT, NT와 융·복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생명산업으
로 발전할 것이다. 국내 식물자원을 활용한 식물종자(형질전환), 바이오
에너지, 기능성제품(천연화장품, 향료, 의약품), 동물자원을 활용한 가축
개량, 동물제품(이종장기, 줄기세포), 동물의약품, 천적곤충 등, 미생물자
원으로 발효, 미세조류 등이 산업화될 것이다. 사람들의 건강·생명연장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농업BT와 의료기술이 융·복합 발전함으
로써 농생명자원 소재의 발굴 및 관련 제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6차 산업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다. 현재까지
의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었다면, 미래에는 식품가공 등
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 산업 요소와 아름다운 농촌 공간을 활
용한 서비스 산업이라는 3차 산업 요소가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1차×2차×3차 산업이 결합된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농
촌지역의 6차 산업화가 활성화되면, 농업과 연계된 가공, 마케팅 및 농촌
관광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이 발달하고 부가가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특히 지역 전체가 박물관인 전원박물관 내지 전원갤러리가 다양
한 형태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함으로써 농촌은 문화콘텐츠 산업
의 주요 무대로도 성장할 것이다. 나아가 농촌에는 농업인 이외에도 경
관관리사, 귀농 컨설턴트, 문화해설사, 바이럴마케터 등 다양한 신직종
이 출현할 것이다.
끝으로, 반농반X(半農半X)의 라이프스타일 확대와 창조계층
(creative class)의 농촌 유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절반은 농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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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일을 하거나 농촌에 살면서 절반은 저술, 사진, 마을만들기, 지역사
회 봉사활동 등 본인의 취향이나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형태의 라
이프스타일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리틀 포레스트 등의 영화가 보여주는
일상을 꿈꾸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리처드 플로리다
가 이야기했던 창조계층의 농촌 유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농촌
발전의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변화 속에서 농업·농촌의 발전 전략으로써 지향해야
할 과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팜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
신기술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ICT 기반 최첨단 농업모델인 스마트팜
은 센서, 정보통신, 제어기술 등을 갖추고 네트워크화된 시설농업이다.
스마트팜에서는 농장의 데이터 네트워크, 통신 센서 및 제어 시스템 등
을 활용하여 각종 작물에 맞는 일조량, 환기, 온도 등의 조절과 더불어 출
하시기의 조정까지 가능하게 된다.
2016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220조 원 수준의 시장으
로 크게 확대(2012년 134조 원 수준)되었으며, 관련 설비시장은 22조 원
(2015년)에 달하고 2020년에는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축사 5750호를 농가에 보급할 것이라 밝
히고 있으며, 스마트팜의 혁신거점으로서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
리 4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2 그러나 스마트팜의 획기적 발전 속에서
가치사슬이 충돌하는 농민들의 반발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2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mafra/1280/subview.do)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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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을 최소화하는 제도 및 규제의 정비와 농민들을 위한 틈새시장 개척
(경작 농민들의 농업지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스마트팜 제공, 관련 농
민 및 기업들의 공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자료로 활용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의 경쟁력 강화
가 필요하다. 단지 비용중심의 가격경쟁력에서 이제는 품질 및 가치경쟁
력으로 확대 전환될 필요가 있다. 품질 및 가치경쟁력은 수요자가 원하
는 기능의 제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의 양면적인 전략을 필요
로 한다. 농업의 지속적 발전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
된다. 농식품의 먹거리 안전과 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시장수요에 부
응하는 품질혁신으로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새로운 수요개발로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편 경영조직화와 투입
감량화의 결합을 통한 비용절감 전략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전통농업에 IT, BT, NT 등의 첨단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미
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인 종자산업, 식품산업, 천
연물 화장품과 의약품 분야, 곤충 및 애완·관상용 동식물 활용분야 등을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공간의 휴양, 관광 및 문화
산업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에 51만 7000 명으
로 증가했다. 더욱이 귀농·귀촌 인구 중 50% 이상이 30대 이하이다. 이
는 농촌에 살면서 반(半)은 자급적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반은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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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자원봉사, 예술창작활동, 향토음식 개발, 지역자원 보전활
동 등과 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X]를 병행하는 반농반X의 라이프스
타일과 궤를 같이 한다. 나아가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최소한 두
군데 이상에서 거주하는 ‘5도(都)2촌(村)’ 혹은 ‘4도(都)3촌(村)’ 현상으
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농촌으로의 귀농·귀촌, 도농교류
활성화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
시키는 동시에 생활서비스 접근성도 향상시켜 국민 전체에게 열린 삶터
로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 역사문화자원 보전,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촌다움(rurality)을 가꾸어야 한다.
이러한 농촌다움을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자연, 경관, 문화를 보전하여 농촌발전
의 잠재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을 매개로 장애인, 고령자, 취약계층 등에게 교육, 돌봄,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도 농업·농촌의 사회
적 가치를 확대시키는 영역으로서 더욱 관심을 갖고 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 9개소 대상의 사회적 농업 시범사
업을 2019년에는 18개소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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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의 농업 현황과 과제
먼저 제주의 농업에 대한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제주도의 농림어
업 비중은 11.7%로 전국 도 평균(2.1%)의 약 5.6배에 달한다. 농도(農道)
라 할만하다. 농업생산액은 약 2조 6870억원으로 2016년의 2조 7070억
원 대비 0.7%가 감소했다. 재배업의 경우는 1조 6945억원으로 2016년의
1조 7621억원 대비 3.8% 감소한 반면, 축산업은 9925억원으로 2016년의
9449억원 대비 5%나 증가했다.
한편 2017년 기준의 경지면적은 6만1088ha로 전국 경지면적(162
만796ha)의 약 3.8%를 차지한다. 논 17ha, 밭 6만1071ha로 압도적으로
밭의 비중이 높다.
그림 1. 제주 농림어업 생산액과 경지면적 변화 추이
수산업
1조 732억원

경지면적

전국 경지면적(HA)

28.5%

제주도 경지면적(HA)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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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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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농림수산업
생산업

58,000
1,000,000
56,000

축산업
9925억원

재배업
1조 6945억원

26.4%

45.1%

500,000
전국

54,000

제주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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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평균 농가소득은 5292만 2000원으로 전국 평균(3823만
9000원)보다 약 1468만 3000원(38.4%)이나 높다. 농가소득의 구성 요
소별로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1330만 2000원으로 전국 평균 1004만
7000원의 약 1.3배이다. 농업총수입 5565만 3000원은 전국 30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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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1.8배이다. 농업경영비는 4235만 1000원으로 전국 2053만 3000
원의 약 2.0배이다. 농업수입도 높지만 경영비도 높은 편이다. 농외소득
은 2879만원으로 전국 1626만 9000원의 약 1.8배이다. 이전소득과 비경
상소득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이전소득은 765만 1000원으로 전
국의 890만 2000원의 약 0.9배이며, 비경상소득은 317만 9000원으로
전국 302만 2000원의 약 1.05배이다.
그림 2. 농가소득의 구성별 전국과 제주 비교
비경상소득
302만 2000원

농업소득
1004만 7000원

7.9%

26.3%

이전소득
890만 2000원

23.3%

비경상소득
317만 9000원

6.0%
이전소득
765만 1000원

전국
농가소득

농업소득
1330만 2000원

14.5%

25.1%
제주도
농가소득

농외소득
1626만 9000원

농외소득
2879만원

42.5%

54.4%

제주의 농업하면, 주 작목은 감귤을 비롯하여 무(월동무), 마늘,
양배추, 양파, 당근, 감자, 콩 등이 많으며, 축산업은 돼지, 한육우 중심이
다. 2017년 감귤 생산액은 9458억원이며, 2016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감귤은 제주 농업생산액의 약 55.8%를 차지하며, 전국 감귤 생산액의
93.7%를 차지한다.
2017년 식량작물 생산액은 952억원이며, 2016년 대비 13.3% 증
가하였다. 콩의 생산액은 314억원으로 2016년 대비 74.4%가 증가하였
고, 감자의 생산액은 358억원으로 2016년 대비 5.3% 감소하였다. 제주
식량작물 생산액은 제주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3.5%, 전국 식량작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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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액의 1%이다.
채소류 생산액은 2017년 기준으로 5414억원이며, 2016년 대비
20.0% 감소하였다. 폭설 및 한파 등 냉해피해에 따른 지역 생산량 감
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채소류 조
수입이 감소하였다. 제주 채소류 생산액은 제주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20.1%, 전국 채소류 생산액의 6.0%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무는 1863
억 원으로 2016년 대비 30.5% 감소, 마늘은 358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 감소, 양배추는 636억원으로 2016년 대비 44.8% 감소, 양파는 498
억원으로 2016년 대비 28.4% 증가, 당근은 478억원으로 2016년 대비
33.7% 감소하였다.
한편 축산업 생산액은 2017년 기준 9924억원이며, 2016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제주 축산업 생산액은 제주 농업생산액의 약 36.9%,
전국 축산업 생산액의 4.9%를 차지한다. 돼지는 4218억원으로 2016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한육우는 733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 증가
하였다.
제주의 농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과 경관, 4도3촌형 거주시대의 새로운 정주지이자 관광 및 휴양산
업의 발전과 함께 농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모색
이 시급하다. 지력유지와 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등의 종자를 공급하거나
제주 방식의 친환경농업 확충을 위한 직불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만하다.
또한, 재배업의 친환경농업 확대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축산
업으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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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자 동물복지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야말로 제주
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동력이다.
셋째, 농업·농촌의 미래 변화 모습을 통해서 예측되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스마트농업은 가까운 장래에 제주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의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R&D와 실험 재배, 보급 등의 선
도가 필요하다. 압도적으로 감귤 중심인 농업은 기후변화의 진전에 따라
생산지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으로서 미래형 신품목과
신품종 발굴하는 일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스마트농업의
제주형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농가 보급형 지원사업뿐만 아
니라 제주의 여건에 맞는 스마트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넷째, 지역 단위 6차 산업화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제주야말로 6
차 산업화 성공의 교두보가 될 만한 가장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별 농가 단위의 6차 산업화를 넘어서 지역 단위
로 친환경적인 1차 산업 확대와 함께 1.5차 및 2차 가공의 다양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제주 관광 휴양의 상품에 농업의 과정과 생산
품, 가공품 그리고 농업경관 등을 녹여냄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휴양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끝으로 농업인들의 학습과 조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
이나 친환경 축산 등의 기반은 물론이고, 스마트농업이나 6차 산업화 등
은 모두 농업인 스스로의 자율적 의식 전환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따라
서 품목별로, 지역별로 농업인들이 학습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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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발전지수로 본 제주의 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시·군의 삶의 질 여건 및 발전
정도 진단, 계획 목표 정립, 목표에 따른 정책 구상, 목표 대비 성과 측정
등을 위해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를 측정
발표하고 있다. 지역발전지수는 각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
의 터’로써 개념화하고 각 영역별 발전정도를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
로 지수를 구성해 지역별 진단, 상호 비교를 시도하는 지수이다.
그림 3. 지역발전지수의 개념과 영역
- 지역(시·군)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써 개념화하고 각 영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주민 삶의 질에 영향
미친다고 가정
- 각 영역별 발전정도를 객관적 통계자료를 토대로 지수를 구성해 지역별 진단, 상호 비교 시도

삶터
시설, 서비스
수준

공동체의 터
공동체적 유대
참여기회
일터

쉼터

경제적 기회와
고용 수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자료 : 송미령 외(2007),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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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발전지수의 영역별 구성 지표
영역별 지수

부문
기초생활
여건

삶터:
생활 서비스

(-)
+

- 공교육 기반: 1㎢당 학교 수(초·중·고)
- 사교육 기반: 인구 1000명 당 사설학원 수

+
+

보건·복지
여건

- 의료서비스 질: 인구 1000명 당 의료인 수
- 의료시설기반: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
- 아동복지기반: 영유아(6세 미만)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노인복지기반: 1㎢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
+
+

산업기반

- 사업체 기반: 총 사업체 수
- 경제활동력: 지난 5년간 연평균 사업체 증감률
- 고용기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총 일자리 수 비율
(사업체 종사자 수 + 농업종사자 수)

+
+
+

주민소득수준

- 소득수준: 1인당 지방소득세

+

지자체 재정력

- 재정기반: 재정자립도

+

녹색 휴양
기반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

녹지 기반

- 녹지확보율: 녹지율
(녹지: 임야, 염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

- 문화시설: 문화기반시설 수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 체육시설: 인구 1000명 당 마을체육시설 수
(마을체육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 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

인구변화

-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2006-2013년)

+

인구구조

- 고령화율: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인구활력

- 조출생률: 연앙인구 천 명 대비 출생자 비율

+

교육
여건

문화휴양기반

공동체의 터:
주민 활력

부호

- 노후주택비율: 준공 30년 초과 주택 비율
- 식수보급 및 하수처리 현대화: 상하수도 보급률

일터:
지역 경제력

쉼터:
삶의 여유
공간

지표

2016년 기준 지역발전지수로 보면 제주도는 생활서비스, 지역경
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부문 등 전 부문에서 전국 평균보다 우위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삶의 여유 공간 부문에서는 타 시·도보다
지수 값이 월등히 높으며, 대부분 경기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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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6 지역발전지수의 시·도별 분포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60.00
53.08

50.00

41.41
전국평균

40.00
35.37

34.52

전국평균

30.00

전국평균
전국평균

20.00

10.00

0.00
생활서비스지수

지역경제력지수

삶의여유공간지수

주민활력지수

주) RDI는 특·광역시의 ‘구’ 지역을 포함하여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별 분석에서는 특·광역시가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지역발전지수를 시·군별로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59개 시·군 중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2010년 이후 2016년까지는
지역발전지수의 순위가 하락하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민활력 부
문(인구증가에 따른 효과)이 상승하여 지역발전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생활
서비스 부문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삶의 여유공간
부문도 최상위권에서 밀려나고 있는 추세임을 주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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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발전지수 시계열 변화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단위 : 순위)

구분

2012

2014

2016

추세

생활서비스

26

37

44



지역경제력

34

44

32



삶의 여유공간

9

19

25



주민활력

45

32

21



종합

20

28

24



생활서비스

58

70

73



지역경제력

52

52

50



삶의 여유공간

2

6

8



주민활력

81

60

64



종합

45

46

55



다만, 다행히도 최근 발표된 2018 지역발전지수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그 순위가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합지수에서
제주시는 2016년에 24위에서 2018년에 14위로, 서귀포시는 2016년에
55위에서 2018년에 44위로 이전 수준을 회복 중이다.3 그런데 여기서도
읽을 수 있는 제주지역 발전의 지향 과제가 하나 있다. 2018년 부문별 지
수에서 제주시는 생활서비스 40, 지역경제력 16, 삶의 여유공간 16, 주민
활력 16위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 환경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여 생활
서비스 부문은 아예 50위권 바깥에 위치한다. 삶의 여유공간 부문에서
는 두드러지는 반면 생활서비스 부문이 뒤쳐진다는 것이다.

3

이는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미령 외(2018), 「2018 지역발전지수」,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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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질 만족도와 제주의 미래 지향 과제
통계자료만을 활용한 객관적인 제주의 위치를 살펴본데 이어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는 어떠할까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수행한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도민은 “현재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전국 시·도 중 가운데 쯤에 속하며,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한다는 것에서는 전남에 이어 2위로 조사되었다.
표 3. 시·도별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재 행복하다는 느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

100점 척도

100점 척도

55.5

60.7

부산 (100)

55.2

57.8

대구 (100)

52.8

57.8

광주 (100)

63.0

64.8

대전 (100)

56.2

61.0

구분
(응답수)
서울 (100)

세종 (30)

62.8

63.3

인천 (100)

55.7

55.5

울산 (100)

56.5

58.2

경기 (947)

57.8

61.1

강원 (567)

63.1

64.9

충북 (337)

59.8

60.8

충남 (481)

62.6

61.9

전북 (413)

64.0

64.0

전남 (657)

65.0

65.0

경북 (668)

59.7

61.2

경남 (568)

63.3

63.9

제주 (66)

61.9

64.9

자료 : 송미령 외(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이 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국민 5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의 보고서를 중
심으로 한다. 송미령 외(2017),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정책 수요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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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여건의 차이 탓인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삶의 질 만족도에
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는 현재 행복하다는
물음에 63.3점을, 서귀포시는 60.65를 제시했고,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주시는 67.2점, 서귀포시는 63.0점을 제시하였
다. 부문별로는 제주시의 경우는 소득수준에서의 만족도만이 전국평균
보다 낮은 상황이나, 서귀포시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
우가 많았다.
각 부문별 상위 10% 지역의 만족도 평균과 비교해 10점 이상 차
이나는 부문을 보면, 제주시의 경우는 소득수준, 야간 보행에 대한 안
전 만족도, 지역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주민 교류, 주민들의 지역발
전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귀포시의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응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공
교육, 사교육 및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 기초생활인프라
에 대한 만족도,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 야간 보행, 자연재해, 안전시설
등 안전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공동체·시민참여 전 부문에 걸쳐 상위
10%보다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단히 제한적인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거친 수
준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상위 10%지역으로 제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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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급격한 외부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약화되
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공동체·시민 참여 부분에 대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농반X의
라이프스타일 확산과 창조계층의 유입은 제주 발전에 동인이 될 수 있음
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새로운 공동체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되,5 기존 제주도민들의 문화와 융화될 수 있는 섬세한 구조가 요구된다.
셋째, 야간 안전 등 치안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
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오히려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
민 입장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닌지도 감안해야 한다.
넷째, 전반적으로 제주의 문화·여가 인프라의 정량적인 수준은
높지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나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
우는 상위 10%지역에 비해 24.04점이나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끝으로, 물리적 정비나 정책 기획 등에 있어 제주다움을 고양할
수 있는 자체 사전영향평가(proofing) 절차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때 제주다움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영
향을 미칠지 동시에 주민 입장에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사전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이다. 이는 제주연구원에서의 중요한
정책 참여가 될 것이다.

5

귀농·귀촌 인구가 2017년에 5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귀농·귀촌 인구 중 50% 이상이 30대 이하이다. 이는
농촌에 살면서 반(半)은 자급적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반은 저술, 마을만들기, 자원봉사, 예술창작활동, 향토음식 개
발, 지역자원 보전활동 등과 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X]를 병행하는 반농반X의 라이프스타일과도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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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분야

소득
소비
자산
(가구)

보건
복지
(지역)

교육
(지역)

정주생활
기반
(지역)

안전
(지역)

444

제주시

나는 현재 우리 가구의 소득수준에 만족한다

40.56

49.54

48.21

59.05

나는 현재 우리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의식주,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만족한다

55.00

56.02

53.71

63.34

우리 동네는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67.22

65.28

60.66

74.54

우리 동네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 취약계층이 살기 좋은 곳이다

57.22

49.54

53.04

62.68

우리 동네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8.89

57.41

58.31

69.46

우리 동네는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6.67

52.78

53.58

67.73

우리 동네는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3.33

50.00

50.36

64.40

우리 동네는 어른들도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다

57.78

48.61

49.24

62.18

우리 동네는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64.44

50.00

57.62

73.74

우리 동네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66.11

52.78

58.78

73.20

우리 동네는 야간에 혼자 보행시 안전하다

57.78

57.41

59.81

70.99

우리 동네는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9.44

67.13

65.98

77.35

우리 동네는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65.56

61.11

62.37

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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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전국평균

상위10%
평균점수

설문 문항

경제활동
일자리
(개인/지역)

문화
여가
(지역)

환경
경관
(지역)

지역사회
공동체
시민참여
(개인/지역)

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51.67

44.91

44.14

56.40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많다

56.11

51.85

44.47

54.30

지역에서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58.33

50.46

47.65

66.26

지역에서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56.11

39.35

44.85

63.39

우리 동네는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비되어 있다

65.00

67.13

62.22

73.39

우리 동네는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대기 및 환경오염이 적다

70.00

66.20

63.68

75.72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하여 만족한다

73.33

68.98

66.23

79.90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

67.22

56.94

61.81

72.13

우리 지역의 행정기관은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다

58.89

53.24

56.75

69.03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57.22

52.31

56.12

69.26

우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56.11

52.78

55.94

69.30

자료 : 송미령 외(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접근이나 지
역의 일방적인 잠재력만으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지속가능성은 확
보되기 어렵다. 제주에서는 농업인만이 아닌 농촌 주민의 역할, 농업 이
외에 다양한 지역경제 다각화 활동,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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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중시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지역 내의 여러 주체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포용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농업·농촌·먹거리 영역의 새로운 변화 요
구에 대응해 다양한 실천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로컬푸드, 학교급식, 먹
거리교육, 도시농업, 사회적 농업 등의 영역에서 대안적 활동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자적 사회 실험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
다. 이에 제주는 제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보다 빠른 미래지향적 실천
을 더하여 농업·농촌의 혁신과 가치 확산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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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관광의 급성장
제주는 자연경관, 음식, 힐링 프로그램, 웰니스 그리고 트레킹 등 친환경
관광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잠재 관광객의 욕구도 점점 친환경 요
소를 중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익형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태국의 치바성 리조트와 필리핀의 너처 웰니스 빌리지
등은 친환경 리조트의 좋은 사례로써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을만하다.
이처럼 제주관광은 자연친화 관광상품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
도로 매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상품은 2007년 이후 10여년 제주관광의 양적 팽
창과 질적 성장에 지대한 공로를 가져왔다. 물론 이외에도 제주관광은
저가항공 노선의 확대, 중국으로부터의 급격한 관광객 유입 그리고 유
네스코 3관왕 등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물론
공항 수용력의 포화와 메르스사태 그리고 쓰레기와 상하수도 문제 등
관광객 급증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객 증가
세는 2017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었는데 인바운드 관광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줬던 내국인 관광객마저 감소세로 돌아
서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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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시장 둔화
제주관광의 현실을 보면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했던 내국인 관광객이 경
기 둔화와 항공슬롯 포화 그리고 항공좌석 감소 등의 여파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반면 외국인 관광객
은 사드 일부 완화 등에 힘입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
관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최된 2018년 제주관광진흥 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별관광객 확대 추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
으며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체험 및 레저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안전한 제주 관광 이미지 강화 그리고 남북
관계 등 국내외 정세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수시장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 관광시장에 대
한 견제가 필요하다. 2017년 방일여행객은 700만 명을 돌파하였는데
2016년 대비 약 40% 가량 폭증한 수치이다. 한일 저비용항공사 신규취
항 증가, 온라인 상의 일본관광 선호 컨텐츠 그리고 각종 미디어를 통한
일본관광 홍보가 주된 요인으로 뽑힌다. 내국인의 관광목적지로서 일본
과 제주가 경쟁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가깝고 싸고
친절한 나라라는 빅데이터 분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미디어에서도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관광을 부
추기는 듯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이라든
가 ‘제주도 머물 돈으로 동남아’ 등을 통해 제주지역 관광비용이 매우 비
싸다는 기사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관광비용을 일본과 동남아와
비교하면 제주지역 관광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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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한반도 생
태평화벨트 조성과 관광센터 건립, 접경지역의 다양한 축제 그리고 비무
장지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이 국제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되
었다. 북한 원산 갈마공항 부근에 대규모 리조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 등도 남쪽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하고 있다. 남북관광 활성화는 큰 틀에서 국가 관광산업 발전과 남북 화
해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을 놓고 보
면 제주관광 입장에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제주관광은 기회와 위협이 혼재하는 상황
을 맞고 있으며,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를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는 선진도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 하면
좋을 것이다. 틈새시장을 공격하는 유연한 홍콩 마케팅 전략과 투자대비
성과를 중요시하는 싱가포르의 마케팅 전략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
점이 크다. 홍콩의 경우 중국본토에서 홍콩으로 야간에 차량으로 도착하
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예산의 24%를 쏟아붇고 있는데 타깃 시장
이 설정되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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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정책 혁신의 필요성
싱가포르의 경우 계획보다는 실행에 중심을 두는 정책집행 방식을 보여
주고 있는데 계획은 짧게 핵심만 설정하고 기획안이 설정되면 빠른 속도
로 집행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빠른 속도로 피드백
을 하고 다시 성과중심의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것이다. 우리 사례는 집
행보다는 계획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고 한번 결정된 계획에 대해서
는 시장 변화가 발생해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든 구조가 있다. 마케팅
예산 투자대비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런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제주지역 역시 마케팅 전략은
표적시장을 설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국내외 관광시장에서 주목받는 세대는 단연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에 태어난 이들 세대는 기존 베이비
붐 및 X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단 관광시장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에서도 이들 세대를 핵심시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상품판매 목표시장의 70%를 밀레니얼 세대로 규정하
고 있고 이들 라이프스타일이 제품 개발 및 기획의 초점이 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들 세대는 스몰럭셔리를 지향하고 흥미와 재미를 가장 중시하
고 있는데 재미있는 경험이 존재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내수 침체로 여행 수요 감소가 예상 수순이지만 이들 밀레니
얼 세대의 여행 수요가 분출되면서 관광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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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이들 밀레니얼 세대를 표적시장으로 공략하는 것이 저비용 고
효율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제주의
강점인 ‘힐링’요소에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펀(fun)’ 이라는 요소를
가미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 밀레니얼 세대와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비슷한 관광
행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광목적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여행후기
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나쁜 내용의 후
기에 매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밀레니얼 세대
를 제주로 유치하려면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선 파워블로거,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
으로 하는 주기적인 협업을 통해 적극적 홍보마케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SNS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밀레니얼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펀(fun)’ 요소
가 가미된 제주관광 리얼리티 체험 스토리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
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는 최근에 전세계 관광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럭셔리 관광상품 구매 패턴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밀레
니얼 세대는 제품구매보다 경험구매 가치를 높게 사는 가치구매를 하고
있는데 럭셔리 상품 최근 흐름이 명품구매 대신 경험구매를 한다는 점에
서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다. 제주는 이러한 럭셔리 상품 판매에 매우 유
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럭셔리 관광상품에 대한 인식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변
화하고 있다. 전에는 럭셔리 관광하면 초호화 관광이라는 인식하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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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명품 쇼핑에 초호화 숙박 및 교통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
근에 이르러서는 소득이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징이 변화하고 있
다. 우선 제품소비형 럭셔리 시장의 성장보다는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소비형 럭셔리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는 체험을 구매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럭셔리 관광시장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관광박람회(ITB)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글로벌 럭셔리 관광객 규모를 약 46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세계 관광시
장의 숫자로 따지면 4.2%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지출비용은 약 224조에
달하면서 전세계 관광시장 지출비용의 약 18.3%를 점유하고 있다.
럭셔리 관광상품의 주요 특징과 흐름을 보면 선호하는 숙박형태
의 경우 특급 호텔을 제치고 규모는 작지만 톡특하고 개성있는 부티크
형태의 소규모 럭셔리 호텔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럭셔리 관광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획일화된 상품보다는
개인의 캐릭터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요인이 핵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품
제작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데 영역별로 특화된 여행 코디
네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전문 코디네이터와 같은 인력 확보
가 시장 진출에 중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고품질의 고가여행상품을 타깃으로 하는 아베크롬비앤켄트사의
회사대표인 죠프리 켄트는 평소 “고객들을 항상 최고의 장소로 모실 것”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럭셔리 관광은 관광일정에 따라 그냥 명
소에 데려다 주기만 하는 일반 패키지 여행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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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는 “럭셔리 상품 기획 당시 상품이 잘 팔릴 지는 확신 못했다”
며 “뚜껑을 열고 보니 소득은 엄청 높은데 시간이 없는 부자들이 무척 많
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에게 이 상품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멋진 여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럭셔리 관광상품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되는 동경에서 설립
된 ‘토키(TOKI)’라는 콘텐츠 제공 여행전문 벤처기업은 외국인 부유층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본의 장인정신인 ‘모노츠쿠리’를 경험하는 럭셔리
관광상품을 내놓았다. 전통다도에서부터 미슐랭가이드에 선정된 가이
세키요리 만들기 그리고 일본의 대표 도예가 겸 미식가였던 ‘로산진(魯
山人)’의 가마에서 도자기 굽기 등의 상품을 내놓았는데 새로운 문화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 개개인이 일본의 장인들과 상호작
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는 데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었다.
금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ILTM (International
Luxury Travel Market)에서는 46개국이 참여하였는데 비즈니스 미팅
횟수만 3만회에 달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ILTM 주최 측
은 행사 말미에 뉴럭셔리 시대를 선언하면서 럭셔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렸는데 특급 호텔과 크루즈 등의 기존 럭셔리 대신 체험을 위
주로 하는 스몰럭셔리 형태의 체험럭셔리가 대세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아직 럭셔리 관광상품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상
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 듯하다. 하지만 질적인 관광을 표방하면서 좀
더 부가가치 높은 관광객 유치를 원한다면 럭셔리 관광시장에 눈길을 돌
리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상품을 기획제작하고 해외시장에 판매를 이루
려면 무엇보다 전문가 육성과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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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럭셔리 관광상품의 영역은 역사, 문화, 건축, 무속신앙, 음
식 등 모든 분야에 걸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럭셔리 관광상품
의 가이드가 되어 관광객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성공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도 빠르게 성장하는 국제 럭
셔리 관광시장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가 갖는 독특한 문
화와 역사, 스몰럭셔리 호텔과 맛집, 스몰럭셔리 파티와 이벤트 등을 전
문가 집단과 조합하면 충분히 상품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밀레니얼 세대 유치를 위한 추가적 제안으로 제주지역에 밀레니
얼 세대 맞춤형 테마거리 조성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도시
재생의 사례로는 일본의 수도 동경의 초고층 복합빌딩 ‘도라노몬 힐스’
가 자리잡고 있다. 민간기업인 모리빌딩에 의해 건립된 도라노몬 힐스는
롯폰기 미드타운타워에 이어 동경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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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다운 테마거리 조성
도라노몬 힐스 개발사업에 주목하는 것은 52총 247m 높이의 화려한 초
고층빌딩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몇가지 긍정적
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본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 도라노몬
지역은 동경의 중심가 치고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 모습을 보이고 있
었다. 저층의 중소빌딩이 밀집해 있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졌던 도라
노몬 일대의 도심 재개발 사업은 도라노몬 힐스 사업으로 인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도라노몬 힐스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약 1조엔을 투입
해 10개의 추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제주지역도 만
약 랜드마크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대형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구도심 지역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
단된다.
둘째, 도라노몬 힐스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동경 지자체와 민
간기업의 협업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동경도청 관계자
에 의하면 본 재개발지역은 지자체 소유 부지 외에도 민간이 소유한 부
지도 많았고 권리관계도 매우 복잡하였지만 낙후된 도심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조합협의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협의회는 중간에 난관이 없었
던 것은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설득하는 수백회의 미팅을 통해
이해관계자간의 이견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
례를 보여주었다. 이해집단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경
험이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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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도라노몬 힐스 프로젝트가 지역 도시관광의 품질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도라노몬 힐스에는 미국계 호텔체인 하얏
트의 고급브랜드인 ‘안다즈’(Andaz)가 일본 최초로 진출하였고 MICE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이벤트를 소화하
면서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형 관광 프로젝트를 보면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을 통한 시티투어의 품격을 끌어올릴 수 있
는 노력이 필요하다.
테마거리와 관련해서는 최근들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관광객 유인을 위한 거리조성에 나서고 있다. 역사문화를 소재로
삼기도 하고 대구 김광석 거리처럼 유명 연예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
제를 가지고 테마거리를 조성하기도 한다. 즉 테마설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제주도가 밀레니얼을 타깃으로 테
마거리를 조성하려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다양한 경험카페와 결합된 혼밥과 혼술 등
나만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에 최적화
된 상품이 넘쳐나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
복을 줄 수 있는 작지만 다양한 콘텐츠의 이벤트, 공연, 전시가 상설적으
로 진행되는 거리이면서 동시에 환경보호와 이웃을 배려하는 ‘착한기
업’ 상품이 판매되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밀레니얼 세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수입의
35% 정도를 해외여행에 지출하고 있는데 쇼핑보다는 레저, 문화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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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관광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중국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유이언
페이 등 선호 결제방식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지역 대중교통망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가 이들 중국 개별
관광객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마케
팅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세대가 관광 이후 여행정보를 공유하
는 마펑워 사이트가 있는데 내국인이 블로그를 주로 여행후기로 활용하
는 것과 비슷한 성격의 플랫폼이다. 이런 마펑워 사이트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긍정 내용의 후기보다 나쁜 내용의 후기에 더욱 민감하
게 반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관광창업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관광 스
타트업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재원조달
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 중인 크라우드 펀딩 프로
젝트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하다. 대중 투자자금을 의미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후원
이나 투자를 받는 방식이 되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중소기업
의 발전이나 창업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이라는 방식으로 주목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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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 틈새시장 공략
체류형 환승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관광객 유치에 따른 시장다변화
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국가 차원의 환승관광객 유치 노력과 프
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인데 인바운드 확대를 위해서는 경유 관광객을 유
치하기 위한 공항공사와 지자체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항공사
의 입장에서는 경유 관광객 보다는 트랜스퍼 고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데 분위기 전환을 통해 유럽처럼 경유 관광객의 증대에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경우 동남아 3개국 단체 관광객 환승 무사증
입국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
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성장 차원에서 제주지역은 복합리조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
는데 흔히 성공사례로 인식되는 싱가포르 복합리조트를 적극적으로 벤
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도시가 카지노
중심의 복합리조트라는 혁신성장 개발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다시 관
광산업과 마이스산업이 부흥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카지
노 산업의 순기능은 확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사
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에 있어서도 카
지노 중심 복합리조트 추진법이 입법화에 성공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복합리조트 개발로 인한 과실
을 가져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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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이스 산업
제주 마이스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제2컨벤션센터로 통용되고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회의 중심의
컨벤션센터는 전시회를 수반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족한
전시공간을 보완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행사도 충족할 수 있는 구조
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컨벤션센터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
고 상호보완적 기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존 계획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좀더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스 행사 참가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보
다 행사 참여로 인한 체류시간을 좀더 연장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해
외에서는 회의 일정이 끝난 이후 참가자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지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마이스 행
사 이후 제주관광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다. 더불어 유니크베뉴 발굴 역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참가
자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색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테마파티 및 공연
장소로 활용하면 추가적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 컨벤션기획회사 운영현황을 보면 규모가 영세하여 영
업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사의 영업이익은 타 서
비스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황인데 마이스 산업의 최소한의 품질관
리와 품위유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정 서비스 투입량과 그에 따른 적
정수준의 수익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이스 행사 개최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불이행이나 유무형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험상

제2장 제주 미래담론

461

품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 매출이 뚜렷하게 차이나는 업
계 현실을 감안하여 어려운 시기에 저리 관광진흥기금을 마이스 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인센티브 투어와 관련해서는 제주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전문가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에 필요한 관광이나 특화
된 프로그램이 현재로써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팀빌딩과 테마파티 그리고 각종 이벤트 상품 개발에 대한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이 기존 다수 개
발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인데 관련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여 재육성하고 이를 인센티브 시장에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면 주변 대도시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히 마케팅 활
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전략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2005년 APEC 정
상회의의 제주 유치를 위해 범도민운동본부가 결성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제주 유치를 지원하는 서명운동에 전국적으로 41만 5000
명이 참여하였고 지역의 대학가에서는 APEC 회원국가 유학생을 대상
으로 APEC 모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쟁 후보지인 부산과의 경쟁
이 과열되자 정부는 조정에 나섰고 결과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
안을 강구하였지만 최종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제주지역의 후유증은
깊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지 20년만인 2025년에 다
시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국내 개최도시는 미결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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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행사 유치를 위한 도시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은
전세계 인구의 40%, 약 30억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협력체인데, 전세계
GDP의 약 57%, 전세계 교역량의 47%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
력체이다.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를 뒤돌아보면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에 와서도 그 성과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200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고위관리회의, 합동각료회의, 정상회의의 순으로 개최
되었고 민간인 행사로써 기업인 자문회의, CEO Summit이 개최되었다.
행사 등록 인원이 2만명을 넘었고 각국 대표단은 3891명, 미디어 관련
참가자는 3602명으로 외국인만 5530명이 참석하였다.
부산 APEC 정상회의는 국내외 언론에서 대성공이라 평가받았
으며 개최지 부산이 얻은 성과는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뿐
만 아니라 도시환경 정비와 도시 브랜드 파워 상승이라는 과실도 거두었
다. 행사를 위해 소요된 예산은 국비 691억, 부산시비 888억, 민자 8억 등
1587억원이었는데 경제적 효과로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특히, 850명이 참석한 CEO Summit과 투자환경 설명회 그리고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아태지역 상공회의소 총회인 ACC 등은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 전후 3개월간
APEC 문화축전기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었고 포스트
APEC 사업으로 동백공원과 평화공원 그리고 APEC 누리마루공원 등 3
대 시민공원이 조성되었다.
또한 APEC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PEC 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제2장 제주 미래담론

463

1200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하였고 손님맞이 시민봉사단에는 20만 명
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다. 도시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결과물
인 ‘부산선언’과 회의 실행계획을 담은 ‘부산로드맵’은 전세계에 문서화
되어 알려졌고 향후 APEC 행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2017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베트남은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황금기회로 삼았고 베트남의 유
력관광지이자 행사 개최지인 다낭시는 전세계에 다낭의 관광매력을 알
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다낭시
는 또한 APEC 행사를 하이테크, IT, 헬스케어, 부동산, 인프라 산업 등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2018년 APEC 정상
회의는 1000개의 부족과 800개 이상의 부족언어로 대표되는 다양성을
자랑하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제주가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의 일체감을 조성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사회발
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공무원의 의식제
고와 행정기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과거 ASEM
과 APEC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제주는 그때마다 도세의 부족을 절
감한 바 있다. 정치경제적 파워가 우리보다 세다고 평가받는 타지역 광
역도시와 동일선상에서 경쟁한다면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미리
움직이고 준비해야 유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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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마트 관광
제주혁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마이스 산업 역시 지역 마이스산업
발전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선 마
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마이스 자원과 관광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이해집단 혹은 전
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 마이스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이어 마이스와
관련된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마이스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통합 마
이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런 시스템 활용은 복합리조트 혹은 혁신도시와 같은 곳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고 최근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과 연계하
여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때문에 관광
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유관기관 간의 범죄 예방을 위
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
축이 필요하다.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방범활
동이 필요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에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사건
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의 확보가 중요한데 취약지역 비상상황 대비시스
템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제주지역 사후면세제도시스템 활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쇼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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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등지에서 택스프리 환급창구를 통해 환급해주고 있으나 절차가 복
잡하여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외
국인 부가세 환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송할 수 있고 관광객이 좀더 수월하게 부가세와 개별소비
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쇼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국세청과 관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블록체인 기술 검증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사안이다.
관광객의 대중교통 개선을 통한 수용태세 개선과 관련해서 교통
체계 개편 후에도 여전히 관광객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
다. 우선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버스정류소 등지에서 외국어 정보가 영어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중국어와 일본어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주요 관광
지의 혼잡 완화를 위한 요금 조절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제주
지역 관광홍보를 교통편에 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가 필요한데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관광코스 개
발 및 관광안내정보시스템 구축이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광 약
자를 위한 열린관광환경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코스에는 야간관
광 상품과 연계되어 야간 관광객의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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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역마을 관광자원화
최근, 마을지역이 관광을 통한 소득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주다움’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지
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마을 여건에 맞는 지역전문가 확보가 필
요하다. 대기업 위주의 관광수익 편중에서 지역주민 이익 우선의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 관광을 선도할 스토리텔러 등 교육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과 공정관광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되어야 한다. 테마별 마을 통합 상품개발을
위해 마을연계 힐링, 웰니스, 문화체험 상품화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마을 소득창출로 관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산자원과 문화 생태 등이 어우러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통
해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개발과 수익창출 그리고 관광 지역 불균형 해
소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농산어촌 자원과 각종 독특
한 비경 그리고 희소가치에 기반한 생태관광 상품개발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자원으로써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면 제주를 넘어 국가차원
의 마을관광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원도심 등 상대적 소외지
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품질높은 문화행사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문화와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사업은 해당지역의 문화·역
사자원 활용이라는 성과 이외에 마을주민의 소득창출로 연결되는 중요
한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지원과 시도
가 진행되었지만 수익형 구조로 사업의 성공사례를 보이는 것은 극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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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문화·역사마을사업의 목적이 경제적 파급효
과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도내 이주민이 급증하는 사례를 볼
때 정주환경 개선과 연결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문화역사마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마을주민의 추진 역량강화가 가장 우선 시 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을주민은 사업참여 의사가 높지만 방법론적으로
사업참여방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마을 사
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리더 발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성공한 마을
관광의 공통사항은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주민간 협력이 잘 된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마을관광사업을 기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
한데 마을 주민 스스로 문제 인식과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하나 현실적
으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조직이나 시민단체 등의 개입
과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마을의 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적 제작과 운영
은 전문적인 영역을 요하는 것으로 내외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
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마을 자원을 관광자원화한
이후 성과를 지속가능하게 이어가기 위한 조직화도 만들어져야하는데
그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철저한 반성이 필
요하다.
관광을 통한 지역마을의 발전의 주요 목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크게 정주환경 개선과 소득창출에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개선할수 있도록 물
리적 현황조사 및 주민의견반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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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인 주민,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에 일정한 책임과 권
한 부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마을 간의 통합적 체계적 협의와 추진을 위한 통합협의체
를 구성하여 상호정보교환, 벤치마킹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하
여야 한다.
마을 관광 살리기와 관련된 전국적인 특징을 보면 대부분 물리적
시설 조성에 주안점을 둠으로 인해 사업 취지인 마을의 특성화를 살리는
데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데 마을사업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
으로 관련된 프로그램과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관광기획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과 스토리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역시
전문가에 의한 운영이 될 것이다.
더불어 피로가 누적된 도시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마을관광자원화 시도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비단 마을
의 고유 콘텐츠가 아닐지라고 휴양과 힐링을 위한 콘텐츠는 외부에서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힐링과 휴양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에 의해 진
행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강사 확보가 필수적이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거나 너무 단순하면 관광객의 외면을 받을 수 있으
므로 비용과 시간 공간적 측면에서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정부는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마을에 대해 기
금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마을의 핵심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슬로
시티 캠페인과 가장 적합한 부문을 찾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일본의 마을가꾸기 사업의 사업구조를 보면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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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조성, 조직만들기, 일 만들기, 사람 만들기, 이벤트 만들기의 다섯가
지 요소를 상호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
한 구성요소를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구
조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마을단위 관광사업과 더불어 지역관광산업에 있어 중요한 한축
을 이루는 것은 중소 관광사업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산업구조상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관
광사업체는 소규모 직원을 포함하는 중소사업체에 속한다. 최근 대부분
의 관광사업체가 공급과잉과 줄어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어
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장 진출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중소관광사업체 마케팅 지원과 원활한 창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년 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 개최된 OTA 중심의
관광트래블마트 행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상품 홍보와 마케팅 그
리고 B2B 비즈니스 상담회 그리고 관광산업 컨퍼런스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 특화형 산업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테마형 산업전은 지역의
영세사업체의 마케팅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있어
야 하고 특히 영세업체가 접근하기 쉽지 않은 OTA 업체와의 연결통로로
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광관련 사업체는 이러한 OTA와의 협력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지만 OTA 바이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상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OTA트래블 마트는 한 장소에서 국내
외 다수의 OTA 사업자와 비즈니스 상담을 벌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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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9. 카지노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카지노산업 발전과 관련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 카지노업계는 다소 음지와 같은 곳에서 활동하면
서 마케팅이나 정책적 배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다.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등과 같이 공동마케팅을 통해 전문모집
인을 통한 VIP 마케팅 일변도에서 벗어나 레저 혹은 매스 마케팅을 전
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어야 할 것이다. 카지노 연장 여건을 반영
한 조례 및 세부규정 개선이 필요한데 필요한 시행규칙 개정이 이어져
야 할 것이고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및 게임기구 검사는 제주도차원에
서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카지노 관리와 감독 역량 강화 역시 카지노 발전과 연계하여 필요
한 사항이 될 것이다.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워크숍과 감독기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해외 카지노 감독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도 필요한데 세계적 컨
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고급정보 확보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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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래 관광전략
미래 제주관광전략은 세계의 관광 흐름과 무관치 않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OECD 관광위원회는 2018년 세계 관광동향과 미래에 대
한 정책을 논하며 메가트렌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메가
트렌드는 종종 새로운 과제와 기회 그리고 때로는 위협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2040년까지의 관광객 흐름 예측을 보면 신흥국에서 소득 및 교
육수준이 증가하면서 잠재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전세계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시니어 관광층이 급증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공
유경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관광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이 지
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구매력은 향후 지
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니어 관광객의 여
행결정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이나 시간의 유무에 따라 여가성 여행을 결정할 확률이 높고 이미 은
퇴를 했다면 건강 상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소비지출을 꺼리는 저비용 관광객이 부상할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학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관광수요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잦은 경기침체와 거시경제의 둔화는 구매력
을 감소시키고 혁신을 억제하는데 관광객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
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급격한 고령화 역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며 관
광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젊은 여행자 또한 업무량의 증가와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소득축소 등의 이유로 인해 관광에 나설 여력이 감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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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관광 수요 증가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의
견도 제시되었는데 시니어 여행자는 프리미엄 경험을 구입할 수 있는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게 예측
되는 시장은 의료관광분야인데 높은 의료수준과 적절한 가격대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의료관광 상품이 개발된다면 부가가치 높은 관
광객을 다수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현재 세계 여행의 20% 정도를 점하고 있고
US 달러기준 약 2300억불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향후 이들이 추가적
인 부를 축적하면서 전체 관광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관광위원회 분석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
여 매년 4회 이상 더 많이 여행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여행기간은
타세대와 비교하여 짧은 편이라 언급하면서 장거리 보다는 근거리 여행
을 선호하고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여행경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였다.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집이나
자동차 구입보다는 여행을 가장 우선시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
유보다는 경험에 더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외 여행비용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
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해외여행
시 수수료을 지불하거나 환전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해외여행에 대한 매
력이 상승하게 된다. 신흥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통화팽창에 대
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이 기술은 여행을 자주하는 고객에게는 로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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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변화시키고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기술은
여권과 여행보안 그리고 비자 인증을 간편화시켜 보안검색대의 긴줄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스마트 목적지(Smart Destinations)가 확산될 것이라 언급했는데 스마트관광지는 여행객과 목적지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 및 통합을 촉진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며 관광의
경험과 질을 끌어 올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적지
적정 수용능력 관리, 성수기와 비수기의 적절한 분산, 지역주민 수익성
증대 그리고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지능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거라 했는
데 지리정보데이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이 관광관련 이
해 당사자의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인공지능이 갖춰진 개인 디지털 비서가 관광객 개개인의 맞춤형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는데 실시간 여행정보와 항공편 그리고 숙박
선택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이는 개별여행객 증가로 이어져 단체관
광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미래 개별관광객은 가격대비 최
고의 관광경험을 이끌 수 있는 플랫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외국어 능력
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메가트렌드는 제주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제주가 선제적으로 스마트관광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첨단 기술과 관광자원이 어우러진 관광상품
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관
광지 성장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힐링과 웰니스가 대세인
헬스투어리즘 시대를 넘어 진정한 메디칼투어리즘 목적지로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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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관광소비집단의 가장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관광상품이 지속적으로 선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개별관광객 유치에 절대적 영향력을 보이는 국내외 온라인 여행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마케팅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관광
을 이끌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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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의 등장배경과 역사
사토시 나카모토의 9쪽짜리 논문

블록체인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 이야
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이 둘은 다른 차원의 개념인데도 불
구하고 태어날 때 샴쌍둥이처럼 붙어서 나왔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트코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대개는 돈으
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몇 가지 있는
데, 동전(coin)이라는 단어, 화폐 이미지의 캐릭터들, 그리고 알트코인들
을 통칭해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 부르다보니 화폐라는 이미
지가 강해진 것이다. 또 가격이 환율이나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비트코인(BTC)을 17세기 튤립 투기 등에 비견하는 것도 올바른 개념 정
립에 혼선을 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본질은 화폐단위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왜 언제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추적해보자.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야 말았다. 올 것이 온 것이
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무너진 도미노는 금융계를 패닉
상태에 빠뜨렸고, 전체 산업계로 확산되면서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 파장은 거미줄(web)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갔다. 분노한 시민들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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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점령운동도 전개됐었다. 많은 사람들의 은행에 대한 불신과 분
노가 터진 것이다. 그때 슬로건이 “We are the 99%”였다.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는 1%가 99% 서민들의 삶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은행, 정부나 대기업 등 제도권과 기득권층에
대한 혐오감이 커졌고, 새로운 시민의식도 싹트게 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해 10월31일 인터넷에 올라온 9쪽짜리 논문 한편이 세
상을 뒤흔들게 된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무명의 프로그래머가 쓴 이
논문의 제목은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번
역하자면 ‘개인 간 직거래 전자화폐시스템’.
흔히 비트코인하면 금이나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자수
단을 떠올리지만, 논문 제목이 암시하듯 사토시가 만들려고 했던 비트코
인의 본질은 화폐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즉, 중간에 권력과 이익을 챙
기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끼리(P2P) 직접 거래
하는 새로운 화폐시스템을 구현하려 했고, 그 시스템을 비트코인이라 명
명했다.
사토시의 논문에서는 암호통화(crypto currency)라는 용어를 사
용한 것이 아니라 전자화폐(electronic cash)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새
로운 통화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보다는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사용되
는 캐시 정도로 고안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크립토 커런시’라는 용어
는 후일 생긴 것이고 아마도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투기의 대상이 되리라
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사토시는 논문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정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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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payment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중간에 어떠한 금융기관도 거치지 않고 직접 P2P방식으로 개인
과 개인이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이것을 비트코인이라고 정
의를 내린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1% 은행 너희 비켜, 이제
99%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어떤 식으로? P2P 직거래 방식으로.” 이것
이 비트코인을 생각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도전장이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데뷔는 화려하지 못했다. 1990년대부터 디지
캐시, 해시캐시, 비머니 등 사이퍼펑크(Cypher-punk) 운동가들의 유사
한 시도들이 있어왔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유명인도 아니었고,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프로그래밍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보려는 개
발자들의 글들이 넘쳤기 때문이다. 할 피니의 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매일 같이 올리는 이상주의적인 것들에 지쳐있었기 때문에
거의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주위의 반응이 없자 사토시는 혼자 프로그래밍 작업에 돌입했
고 논문 속 내용을 직접 구현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였는데,
2009년 1월 9일 비트코인의 최초 블록(genesis block) 채굴이 시작되었
다. 그때부터 10분 간격으로 블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현재 비트코
인 시스템은 중앙 서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드들의 컴퓨터에
서 버그도 없이 10년째 작동 중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은행시스템에 대한 불신, 금융기관이 과거
200~300년 동안 누려왔던 권력과 이익에 대한 반감, 그래서 “은행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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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알아서 할께!” 이것이 비트코인이라는 1% 중심의 기존 은행시
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99%로 분산되는 새로운 전자화폐시스템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출사표였고, 비트코인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이다.

그림 1.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논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2008년 10월 비트코인이라는 시
스템을 만들겠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제너시스 블록을 생성하기까지
약 두 달간 사토시가 한 일은 프로그래밍이었다. 비트코인은 사실 코드
(code)덩어리일 뿐이다.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노드들의 컴퓨
터가 그 코드를 읽어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은 없다. 전체 프
로그램의 콘셉트나 로직을 먼저 구상하고 순서도도 그려본다. 그것이 알
고리즘(algorithm)이다. 건축설계에 비유하자면, 설계도면을 그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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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물의 개요나 적합한 공법, 프로세스 등을 구상하는 것이다.
“은행 비켜,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호기는 좋으나, 어떻게 은행이
담보해주던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서 중개자 없이 직접 거래하겠다는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
어, 로직, 방법론이 블록체인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블록체인은 사
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P2P 전자화폐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쓰
였던 알고리즘의 명칭이다.
사토시의 논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용어가 없다. 블록체인
(block-chain)은 블록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해서 붙여진 명칭인
데, 사토시가 “chain of hash based proof-of-work”라고 표현한 것을 간
단하게 블록체인이라 명명한 것이다. 2013년경부터 쓰이기 시작했고
위키피디아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올라가고 검색되기 시작한 것도
2014년 말이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비트코인
은 시스템의 명칭이고, 블록체인은 그 시스템을 설계한 알고리즘이다.
다시 건축에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설계도면이고, 블록체인은 근저에
깔려있는 공법이다. 코드라도 볼 수 있는 비트코인과 달리 블록체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무형의 이데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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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의 원리
글로벌 온라인 마을회의가 열리다

자, 그러면 사토시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
생각해보자. 여기 100명이 존재하는 하나의 마을공동체가 있다고 가정
을 해보자. 이 마을에서 경제적 거래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A와 B가 금
융거래를 한다. A가 돈을 빌려주고 B는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을 했다.
산업화 이전 옆집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알면서 오순도순 살아가던 마
을공동체였다면 신뢰의 문제가 없었겠지만 산업화 도시화된 환경에서
는 은행이 중간에 있어 A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이 B에게 대출을 해
주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했다.
그런데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A와 B가 직거래하면서도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A와 B가 계약을 할 때 우리 100
명의 사람들이 전부 마을회관에 모이자. 이것이 아이디어의 출발점이다.
전체 마을회의에서 A와 B간의 금융거래 사실을 나머지 98명이 증인이
되어주자는 것이다. A와 B가 몇 월 며칠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빌
려줬다, 이 계약서를 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도 모두 장부에 동일하게 기록을 해놓는다면 나중에 갈등이나 분쟁이 생
겨도 증인들이 있으니까 A와 B가 딴 소리 못할 것이다. 일종의 합의 제도
인데,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다. 블록체인의 핵심원리는 집단지
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다.
회의가 끝나면 100명이 모두 합의한 거래장부에 사인을 하고
100카피를 만들어서 이 장부를 봉인하고 100명 모두 각자 하나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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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놓으면 된다. 이 장부가 블록(block)이고, 새로 봉인된 장부가 이전 장
부들과 체인처럼 연결됐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구조다.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에서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상품판매든 거
래가 일어날 때마다 구성원 전체가 증인이 돼주고 자산의 가치이전을 합
의해주면 은행이 없이도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뢰
를 담보해주던 1% 은행의 역할을 99% 집단지성의 힘으로 대체하는 것
이다. 이것이 사토시가 생각해낸 P2P 네트워크 시스템의 운영방식이었
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마을회의체에, 블록체인은 회의운영 매뉴얼에
비유할 수 있다.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10분마다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10분마다 회의를 한다는 의미다.
그럼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길 것이다. 한두 건도 아니고 거래가
생길 때마다 마을회의에 참석하면 본업은 언제 하라는 것인가? 그렇다.
지금까지는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은행이나 정부 등 중간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산업사회 이전 오순도순 마을공동체 시절에는 쉽
게 모일 수 있었는데, 산업화가 돼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마을회관에 모
이는 게 불가능했었다.
그런데 디지털과 인터넷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스마트폰은 누구나(anybody) 언제(anytime) 어디
서나(anywhere) 무엇이든(anything)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었다.
또 내가 직접 마을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나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마을회
관에는 나의 대리인, 즉 아바타를 보내면 된다.
마을회관은 오프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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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지구 어디에 있든지 연결되어 100명이 아니라 100억 명도 동시
간적으로 전체회의가 가능해졌다. 중간에서 은행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
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조성된 것이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온라인 마을회의시스템이자 일종의 경제공동
체, 즉 커뮤니티다. 비트코인 공동체 구성원들은 네트워크로 실시간 연
결되어 있다. 구성원들은 365일 24시간 네트워크상에 상주한다. 그러나
실제로 비트코인 채굴기 앞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 컴퓨터가 돌아
가고 있을 뿐인데, 이를 노드라 부른다.
노드(node)는 마을회의 참석자인 셈인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
든 거래내역은 전체 노드들과 공유되고 10분 간격으로 거래내역을 암호
화하여 블록(벽돌)을 찍어내서 그것을 각자의 컴퓨터에 분산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블록은 이전 10분마다 만들었던 블록들과
체인처럼 계속 연결시켜 놓는다. 은행의 중앙서버에 기록하지 말고! 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게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사토시 나카모토
가 생각해 낸 블록체인의 개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트코인이라
는 플랫폼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규약이 필요한
데, 그 프로토콜(protocol)이 블록체인인 셈이다.
사토시의 구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을회의에 참석한 사람
들에게 회의참석비를 줘야 할 것 아닌가? 교통비도 들었을 것이고, 다른
일을 못하고 왔으면 보상해줘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회의에 자발
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사토시가 고안한 것이 비트코
인(BTC)이라고 하는 돈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화폐시스템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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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동시에 화폐단위의 명칭이기도 하다. 즉,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인센티브, 쉽게 이해하자면 참여하는 사람
들에게 주는 회의참가비다. 실제로 비트코인(BTC)을 채굴하려면 장비
도 비싸고 전기도 엄청나게 소모되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람들이 너도나도 몰려들어 회의체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니까.
실제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화폐단위의 계층이 있다. 원화에 원
이 있고 전이 있고 달러화에도 달러가 있고 센트라는 하위단위가 있듯
이 비트코인에도 비트코인(BTC)과 사토시(Satoshi)가 있다. 1사토시는
0.00000001 비트코인, 즉 1억 분의 1BTC이다. 예를 들어, 1BTC이 1000
만원이라고 하면 1Satoshi는 0.1원이 되는 셈이다.

집단지성으로 이중지불의 문제를 해결하다

비트코인은 중간에 끼어있는 은행이나 기관들을 제쳐버리자는 데서 시
작되었다. P2P 거래에서는 중간단계들이 모두 생략된다. 이 얼마나 유쾌
한 일인가? 원래 인류는 수렵과 채취 시절부터 떼를 지어 다니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아이디어
는 예전 공동체 시절처럼 면대면(face-to-face)으로 개인들끼리 직거래
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P2P 방식으로 바꾸면 중간에서 1%들이 챙기던 수수료 등의 돈이
99% 피어(peer)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저절로 아프리카나 난민들 문제
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거대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절반의 지구
인들을 구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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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진 꿈에서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꿈이나 아이디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마을회관에 모두 모여 거래를 승인하고 확정이 되면 각자의 장부
에 기록 봉인해 놓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
인 네트워크상에서 이것을 구현하려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벽이 있
다. ‘이중지불의 문제(double spending problem)’다.
이중지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디지털의 특성 때문이
다. 0과 1의 비트로 이루어진 디지털은 변형·복제·확산이 매우 쉽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정보의 이동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반면 위변조가 쉽다는 단점도 생긴다. 생각해보라. 아날로그
인 종이화폐는 웬만해서는 위조지폐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Ctrl+C, Ctrl+V만 누르면 된다.
디지털화폐는 디지털 문서와 마찬가지로 단지 컴퓨터에 존재하
는 파일일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문서를 이메일로 보낼 때 문서를
첨부해서 보내도 원본은 내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다. 더구나 디지털에
서는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없다.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를 송금할
때 이것은 큰 문제다. 친구에게 전자화폐를 보내도 컴퓨터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또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삼중으로 지불이 된다면 금융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인터넷은 정보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지만 가치
의 이동은 불가능했다. 즉, 돈이나 부동산 권리, 지적재산권, 투표권 등과
같은 자산은 보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팅 업계의 오랜 숙제였다.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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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P2P를 구현하려면 ‘이중지불’이라는 난
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사토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 다시 논문으로 돌
아가 보자. 다섯 째 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

“We propose a solution to the double spending problem using
a peer-to-peer network.”

여기서 키워드는 ‘double spending problem’ 즉 이중지불의 문
제다. 사토시는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지불을 막는다고 했는데, 원
리는 분산과 공개다. 매 10분 간격으로 타임스탬프가 찍혀지는 블록(장
부)에는 10분간의 모든 거래내역이 담겨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은
행 중앙서버에 비밀스럽게 보관했어야 할 장부를 시스템 참여자(노드)
들에게 오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확정해서 블록을 그들의 컴퓨터
에 동시에 분산 저장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분산 장부(decentralized
ledger) 기술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디지털화폐를 두 번 보낼 수 없다. 또 속임수나
조작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 참여자들에게 거래내역이 투
명하게 공개되고, 이들이 승인하고 감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한다.
즉, 이중지불의 문제를 컴퓨터공학 기술로 푼 것이 아니라 P2P 네
트워크에서 생성되는 집단지성으로 해결한 것이다. 이것이 “P2P 네트워
크를 이용해 이중지불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토시 논문의 진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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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A가 B에게 비트
코인을 송금할 때 실제 코인이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
이 오해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구름 위 네트워크
상에 떠 있는 가상의 화폐일 뿐이다. A 계정에서 B 계정으로 자산 가치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나머지 노드들이 인증해주고 결과를 합의해주는 것
이다.
이처럼 기존 은행과 정부의 힘을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
gence)의 힘으로 대체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중간개입자 없이도 이중지
불과 사회적 신뢰 문제를 해결한 합의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시스템 참
여자 및 이용자들로 구성된 전 지구적 규모의 P2P 네트워크가 스스로 금
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 수평적 금융네트워크가 비트코인 시스템인 것
이다.
블록체인을 획기적이라 하는 것은 자산과 가치의 이동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정보의 혁명이 일어났
다. 그러나 이중지불 문제라는 장벽 때문에 자산을 디지털화 하고 가치
를 이동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신용을 담보해
주는 은행이나 카드사, 또는 페이팔 등 제3의 중개자에게 장부관리 역할
을 위탁하는 것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이중지
불의 문제는 피할 수 있었던 대신 비효율과 비용이라는 부담을 짊어져야
했지만.
그런데 블록체인이 디지털 자산의 생성과 가치의 이동을 가능하
게 한 것이다.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인터넷을 정보혁명이라 한다면 블록체인은 가치혁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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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자율적 조직을 만드는 알고리즘

이렇듯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자율적 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줄여서 DAO라 부른다)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즉, 중앙
에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 않고 피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인
데, 비트코인이 첫 적용사례였다.
블록체인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산업시대의 관념과 상식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단체
나 기구도 없고 호스트 서버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비트코인 주식회사
도 존재하지 않고 더구나 창업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나타나지도 않고
누군지조차 모른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하
면서 12.5BTC이 채굴되어 나오고 있고 10년째 아무 문제없이 작동되고
있지 않은가? 노드들의 컴퓨터가 분산형 서버이고, 코딩되어 있는 프로
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는 분산원장 시스템이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관계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도 있다. 100
년 전 자동차라는 물체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주면 이해가 쉬웠을까? “자동차 안에는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석
유를 엔진에 넣어주면 폭발하면서 피스톤 운동에너지가 발생해. 이걸 트
랜스미션이라는 것이 바퀴로 전달해서 움직이는 것이 자동차야.” 100년
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면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단순하게 ‘말 없는 마차’라고 해야 쉬웠다.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
에 마차라는 개념은 있었으니까 말과 마차를 연결하는 끈이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마차라고 설명하면 금방 이해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은행
없는 은행’(Unbank the Bank)이다. 즉, 지금까지는 은행이 앞에서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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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는데 끈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움직이는 은행시스템이 비트코인인 것
이다. 비트코인이 자동차라면 블록체인은 엔진이다. 비트코인이라는 몸
체를 스스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에너지가 블록체인에서 나온다.
그런데 엔진을 작동시키려면 가솔린이나 가스(gas)를 넣어줘야 하지 않
겠는가? 가솔린이 화폐단위로서의 비트코인(BTC)이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처음에 한 몸으로 붙어서 태어났
다. 그러다 분리되기 시작한다. 이제 비트코인의 소스코드는 오픈 소스
가 되어 누구나 공짜로 다운로드해서 실행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응용·변
형할 수 있다.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 리눅스(Linux)처럼. 또 금융뿐 아니
라 온라인 거래를 관장하는 새로운 툴을 개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비트
코인이 성공을 거두자 블록체인 기반의 유사 암호화폐들이 쏟아져 나왔
다. 현재 약 1600종의 알트코인이 나와 있다. 특히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당시 19세의 청년이 개발한 이더리움(Ethereum)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
마트계약 플랫폼으로서 비트코인보다 한 단계 진화된 형태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이 발전해서 6기통, 8기통, 또는 DOHC
엔진이 나오고, SUV 차량이나 캠핑카로, 또는 엔진 대신 배터리로 움직
이는 전기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것과 같다. 엔진의 원리는 자동차뿐 다
른 기계제품에도 적용된다. 블록체인이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금융
시스템과 붙어있어 핀테크(fintech)의 하나 정도로 인식되었었지만, 블
록체인의 파괴력은 모든 업종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신뢰기계, 보안기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려고 의도했던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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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었다. 은행과 같은 중간조직을 거치지 않고 개인들끼리 연결되는
P2P 방식의 비트코인 전자화폐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 화폐의 생명
이라 할 수 있는 신뢰(trust)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었고, 해결책으로 고안한 알고리즘을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 명명한 것
이다.
2015년 <이코노미스트>가 블록체인을 특집 기사로 다루었을 때
표지 헤드라인이 ‘신뢰 기계(Trust Machine)’였다. 블록체인이 중앙화
된 은행시스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의 힘으로, 즉 인증과 합의라는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신뢰의 문
제를 해결했다.
그럼 금융의 또 하나의 문제인 보안은 어떤가? 노드들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장부를 해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나의 잔고를 100억원으로 바꿔놓으려면? 10분 내에 모든 노드들
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바꿔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
니다. 이전의 블록해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블록들에 들어
있는 거래내역도 모두 바꿔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블록 안에
들어있는 해시화 되어 있는 암호를 풀려면 엄청난 연산력이 필요한데,
현재 지구상에 있는 1위에서 500위의 슈퍼컴퓨터를 모두 가동해도 부족
하다고 한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노드들이 늘어나고 10분마다 블
록이 생성되고 있지 않은가? 분산되어 있는 블록체인이 은행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블록을 해킹해 봐도 털 것이 없다. 블록
안에는 비트코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비트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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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구름 위 네트워크상에 가상의 형태로 존재한다. 해커 입장에서는 경
제성이 전혀 없는 일이다.
만일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은행 서버가 날아가 버린다
면 어떻게 되겠는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은행이 중앙에서 모든 거
래내역들을 통제하려고 자신들의 서버에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 보관해
놓는 대신 전 지구상 개인(peer)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분산 보관한다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10분마다 블록을 공개적으로 생성하고 분산시켜 체인화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과 중앙기관들이 하던 신뢰성과 안정성을 대
체할 수 있게 한 원리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P2P 네트워크의 집단지성인
블록체인 알고리즘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들어 2009년 1월에 출사
표를 던진 것이다.
블록체인은 1%에 대한 99%의 반란이다. “지금까지 1%에게 맡겨
놨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 너희는 손 떼.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직접 알
아서 하겠다. P2P 방식으로.” 10년 전 뿌려진 이 씨앗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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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더리움의 진화
골드러시가 시작되다

비트코인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다. 오픈 소스(open source)란 소스의
코드나 설계도를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해서 열람하고 공짜로 가
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 운영체제 리눅
스(Linux)가 오픈 소스의 대표적인 예다. 누구든 리눅스의 코드를 가져
다 자신만의 OS로 변형해서 사용하거나 판매도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운
영체제인 안드로이드나 iOS의 조상도 리눅스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저작권을 등록하지도 않았으며, 저작권을 관
리하는 중앙기관이나 서버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나 코드를 법적 제약
없이 퍼다 변형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어도 상관없다. 비트코인의 가치
가 올라가고 사회적 관심을 끌자 유사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알트코인(Alternative Coin)은 비트코인 이외
의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용어인데, 많은 종류들이 명멸했고, 지금은 약
1600종의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시장을 키워가고 있
다. (www.coinmarketcap.com에 가면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와 시가총
액을 볼 수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것은 실은 시스템으로서
의 비트코인보다는 화폐로서의 비트코인(BTC)에 있다. 가격이 계속 오
르락내리락 하니까 금이나 주식처럼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고 초기에는 세간의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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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지 못했다. 재밌는 일화가 있다. 2010년 5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
온 지 1년 좀 넘었을 때였는데,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프로그래머가
야근하다 출출해지자 온라인 게시판에 피자 2판을 배달해주면 비트코인
1만 개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비트코인은 막 유통되기 시작한,
쉽게 말하면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인식되던
상황이었는데, 1만 BTC은 41달러였고 라지 피자 2판 가격은 40달러였
으니 피자집으로선 밑지는 장사는 아니었던 셈이다. 당시 1BTC이 1센트
도 안 됐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그는 1000억원이 넘
는 피자를 먹었던 셈이다.
그랬던 것이 2011년 2월에 1달러를 넘었고, 2013년 들어 갑자
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에는 1000달러를 넘어갔는데,
2014년 초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해킹사건이 발생한다. 약 5000억원 상
당의 비트코인이 날아가 버리면서 투자가들의 데모가 이어졌고 마운트
곡스는 파산했다.
이때부터 세간의 관심이 비트코인에 쏠리기 시작했다. 그게 뭔데
그렇게 가격이 오르나? 비트코인(bitcoin)은 이름에서 암시하듯 디지털
의 최소단위인 0과 1의 비트(bit)로 만들어진 돈이라는 뜻인데, 우리 주
머니 속에 들어있는 동전은 아날로그의 최소단위인 원자(atom)로 구성
된 물리체이지만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 속의 전자화폐
일 뿐이다.
또 비트코인이 최초의 전자화폐도 아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확
산되면서 화폐의 디지털화는 시작되었었다. 도토리로 아이템도 구매했
고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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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일종의 화폐개혁이었다. 화폐의 개념과
형태가 변했고, 과거에는 중앙은행만 발행할 수 있었던 화폐를 기업이나
개인도 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9년 첫 선을 보인 비트코인도 이
런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도토리나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실체가 있고 가치를 담보
해주는 주체가 존재한다. 발행한 기업이 일정한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
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채굴방식이지 발행방식이 아니고, 가치를 담보해
주는 어떤 중앙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이 제로로 간다 하더라도
가서 따질 대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경부터 골드러시가 본격화 되었다. 이
유가 무엇일까? 기존 1%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증폭되면서 99%의 무브
먼트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로 변해갔다. 누
구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21세기 외계인의 등장

현재 암호화폐의 양대 산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
의 창시자는 21세기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다. 부테린은 1994년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6살 때 부모님
의 취업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어린 시절부터 영재로 이름을 날
린 모양이다. 영재학교에서도 수학, 프로그래밍, 경제학 등에서 월등한
기량을 보여 일찌감치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아이였는데, 17살 때 컴퓨
터 프로그래머였던 아버지에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빠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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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2011년은 비트코인이 아직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던 때였는데,
서재에 꽂혀있던 책을 독학해서 글 한 건 당 5BTC(당시 시세로 3.5달러)
을 받고 비트코인 관련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는 비트
코인 전문 잡지 공동 창업을 제안 받고 ‘비트코인 매거진’을 만든다.
2012년 ICT분야의 세계적 명문대인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컴퓨
터과학과에 들어갔지만 그만 둔다.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에게 대학은 거추장
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다. 대학을 중퇴한 후 비탈릭은 2013년 ‘이더리움
백서’를 발표한다. 백서(white paper)는 사업계획서인데, 프로젝트의 개
요, 기술개발계획과 향후 로드맵, 사업화 방안 등이 들어있는 문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큰 기대감을 보였고,
2014년 스위스 주크 주로 가서 이더리움 재단을 설립하고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개발자금 펀딩에 성공한다. 이더리움이 첫 번째
ICO 성공사례였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더리움의 제너시스 블록이 생
성되고 노드들의 채굴이 시작되었다.

스마트계약 플랫폼

왜 사람들은 이더리움에 열광했을까? 이더리움의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능 때문이다. 이더리움은 금융거래 기록 뿐 아니라 스마트
계약 기능을 통해 계약서, SNS, 이메일, 전자투표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
션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즉,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분산형 어플리케이션(Decentralized App)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다. 실제로 이더리움 이후 많은 디앱들이 개발되었고, 거대한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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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일등공신은 이더리움이었다.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블록체인(programmable
blockchain)이다. 블록 안에 금융거래내역뿐 아니라 계약서 등 추가정보
까지 코딩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한 단계 진화
한 블록체인 2.0이다.
스마트계약이란 계약서를 프로그래밍 해놓고 계약 조건이 충족
되면 제3자(third party)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규약
을 의미한다. 계약당사자 외 중개인이나 법무인, 기관 등이 개입하지 않
아도 되고 순차적·단속적인 계약 프로세스도 동시간적·자동적으로 변
하게 된다. If – Then의 코딩구조다.
그런데 이게 왜 그리 대단한가? 스마트계약은 비탈릭 부테린이
처음 고안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1994년 닉 사보(Nick Szabo)가 최초 제
안했지만 기술적 장벽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술이다. 계약서를 디지
털화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을 스마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 분야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획기적 진화다. 블록체인은 우리 생활 모든 분야를 바꿔놓을 것
이다. 서류 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시간 들여가며 공증 받
을 일도 없어진다. 또 인공지능을 통해 운영주체 개입을 최소화하고 블
록체인의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하여 영업, 회계, 구매, 판매
및 수익분배를 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을 사물인터넷(IoT)에 적용하면
기계 간 금융 거래도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비가 기계끼
리 정산되며, 전기를 사고파는 것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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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의 진화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더리움
을 블록체인 2.0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트코인은 단지 금융
을 대체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기능만 할 수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화폐
기능에 계약기능까지 플러스하면서 블록체인 씨앗이 발아해서 숲을 이
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공로자다.

4. 블록체인 생태계의 형성과 미래
3세대 블록체인의 플랫폼 전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양대 산맥을 이루어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점도 노출되기 시작했다.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송속도와 1초당
처리량에 부하가 걸리게 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커피 한잔을 비트코
인으로 결제하려면 10~20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초기에
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1MB의 블록에 10분 동안 발
생하는 모든 거래를 담기 어려워져 대기자들이 늘어서있기 때문이다. 또
원래 사토시의 생각은 송금이나 결제수수료를 없애자는 것이었지만 노
드들의 채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가 커피값보다 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보다 빠르다고는 하나 기존 금융권이 요구
하는 속도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은행을 제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
지만 아직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속도와 처리량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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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블록체인은 아직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토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순
수한 꿈을 갖고 비트코인을 시작했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원형
(prototype)일 뿐 현실에 적용하려면 많은 개선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하
다. 비유하자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라이트형제다. 라이트형제는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갖고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타지 라이트형제 비행기에 몸을 맡기는 사람은 없다. 컴퓨터
운영체제나 인터넷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였다. 초기 소프트웨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진화의 역사가 숨어있지 않
은가?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은 3세대로 진화하는 중이다. 비트코인
을 1세대 블록체인이라 한다면, 단순한 화폐의 기능을 넘어 스마트 콘트
랙트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든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게 만
든 이더리움은 2세대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1600종에 달하는 코
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방향성
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속도와 처리량의 개선(이오스, ADA, 비트
코인 캐시, 아이콘, 중국판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네오와 퀀텀과 바이텀,
NEM 등)이 커다란 축이고, 확장성을 높이는 방향(트론, 스텔라 등), 보
안과 익명성을 강화하는 방향(대시, 모네로, Z캐시 등), 그리고 아예 용도
를 특화하는 코인(스팀잇, 비트쉐어, IOTA 등)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과
히 암호화폐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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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을 뛰어넘어 더 빠르고 편하게 스마트 비즈니스를 가능
하게 하는 3세대 블록체인의 개발에 이오스, ADA, 네오, 퀀텀, 트론, 아
이콘 등이 뛰어들었고 이들은 플랫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놓고 iOS와 안드로이드
가 벌였던 경쟁에 비견할 수 있다. 누가 운영체제라는 플랫폼을 장악하
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더리움을 비롯하여 3세대 블
록체인들이 벌이는 플랫폼 전쟁의 요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플랫폼코인들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 (applica- tion)
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어느 플랫폼에서 더 많은 앱들이 만들
어지는가에 따라 플랫폼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에서 iOS와 안드로이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앱 스토어 덕분이었
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의 시대가 열린다

현재의 상황은 마치 2008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무수한 어플들이 만
들어진 것에 비견할 수 있다.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를 기반으로 하는
어플들이 쏟아지면서 앱 스토어가 활성화되었고,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스마트폰 시장이 터진 것도 어플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이전에는 스마
트폰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비싼 스마트폰 가지고
다녀봐야 메일 보내고 인터넷 접속하는 정도라면 그냥 피처폰 쓰지 누가
바꾸려 했겠는가? 무료 어플들이 쏟아지면서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라이
프스타일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안드로이
드 진영도 합류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어플 러시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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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은 최초의 스마트계약 플랫폼으로서 분산형 어플리케이
션(Decentralized App)의 출현을 촉진한 선두주자이지만 블록체인계의
iOS나 안드로이드 자리를 노리는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들의 추격도 만
만치 않다. 즉, 누가 블록체인의 운영체제(OS)를 장악할 것인지의 전쟁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가상머신(VM : Virtual Machine)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앱(DApp)을 만들려는 업체들의 협업이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을 디앱(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 부르는데, 탈중앙화란 중앙에서 관리하고 통제 운영
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하나의 호스트서버 대신 컴
퓨터들의 P2P 네트워크상에서 구동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
트폰에서 매일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과 같은 SNS 앱은 그
회사의 호스트서버에서 돌아가고 그 회사가 관리하고 운영한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의 디앱은 중앙서버도 없고 관리하는 주체도 없다.
또 UI·UX 등 앞단(front-end)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앱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백엔드가 다르다. 또 디앱은 오픈 소스로서 API나
SDK를 제공하고 데이터와 기록들은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
며, 대개 암호화된 토큰(token)을 발행한다.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들이 대부분
블록체인 기반의 앱으로 바뀔 것이다. 디앱을 만들려는 스타트업들이 급
속히 늘어나고 있다. 디앱은 토큰을 발행하기 때문에 ICO가 가능하고,
기존의 앱과는 달리 애플이나 구글의 심사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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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것을 디앱으로 만들 수 있는가? 당신
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은 모두 디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신저, 게임, SNS, 블로그,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클라우드 등등 현
재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많은 앱들을 블록체인 기반 디앱으로 바꿀 수
있다. 블록체인 구글, 블록체인 카톡, 블록체인 네이버, 블록체인 아프리
카TV 등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준비해가고 있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빅픽처

10년 전 뿌려진 씨앗이 큰 숲을 만들어가고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유전
자를 가진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거기서 비트코인이라는 나무가 자라났
다. 줄기가 자라더니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줄기가 생겨나고, 많은 알
트코인 가지들이 뻗어나기 시작했다. 포크와 변형을 통해 수많은 가지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에 잎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파리가 디앱
(DApp)이다. 이렇게 블록체인의 숲이 조성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숲을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이라 부른다. 누구에
게나 참여와 협업의 기회가 열려있고 누구나 이 숲에서 사업도 하고 생
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99%의 혁명인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커지자 1%
의 각성도 시작되었다. 그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이다. 또는 허가받은 노드들만 참여할 수 있다 해서 허가형 블록체인
(permissioned blockchain)이라 부르기도 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노드의 자격이 제한되고 노드들
의 권리와 역할도 제한적인 구조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대기관이 중심
이 돼서 구축하는데,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분산원장기술로서의 블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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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접목시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좀 있다. 사토
시 나카모토나 비탈릭 부테린이 꿈꾸던 생태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
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분산원장기술만은 아니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무
브먼트이자 철학사상이다. 비즈니스 패러다임과 프로세스의 일대전환
없이 기술만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생명력이 길지는 못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이제 시작 단계를 넘어 한창 발아해가는 단계에 있다.
지금의 단계를 인터넷의 역사에 비유하자면, 1990년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969년 아르파넷(ARPANET)에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대 일
반대중에게까지 확산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속도도 느리고 어플들
도 많지 않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고 UI(User Interface)도 열
악했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 지구인들을 몰아붙였다. 그리고 10~20년이 지난 지금 우
리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신세계에 들어와 있다. 블록체인도 이
와 같다. 진화의 임계점이 임박해 있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한 스마트계약이 자동적으로 구현되는
‘TRANSFORMATION’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형태(form)가 변하려면
자기동일성만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이종교배가 일어나야 한다. IoT, 인
공지능 등과 융합되면서 블록체인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융합되는 블록체인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서 스스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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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습한 경험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 사실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어
쩌면 인터넷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
다. 블록체인 시대가 올까 아닐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얘
기다.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미래인지도 모른다.
10년 전에 뿌려진 블록체인이라는 새 경제의 씨앗은 거대한 코인
생태계를 조성해가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산업시대의 자본주의 경제시
스템을 붕괴시키고 세상을 온통 바꿔놓을 기세다.

5. 블록체인이 몰고 오는 변화들
집단지성이 일으킨 진화

블록체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블록체인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것이다. 인터넷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한 단
계 더 진화된 것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 하는 이
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때문이다. 집단지성은 뉴 밀레니엄 들면
서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 물론 집단지성 역시 갑자기 튀어나
온 현상은 아니다. 1990년대 초 일반 피어들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연결과 융합이라는 새로운 기운이 지구촌을 감돌았다. 누가 누
구와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고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서 새로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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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만들어낼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웹 생태계의 특징이다. 불확실
성과 모호함은 피어들의 손가락에 권력을 넘겨준 하이퍼텍스트의 유전
적 특질이다.
1990년대 지진이 시작했다. 1995년 백과사전의 지존 브리태니커
의 250년 된 깊은 뿌리가 순식간에 뽑혀나갔고, 전통산업들의 가치체인
(value chain)은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변하기 시작했다. 반면 웹이라
는 신대륙에 골드러시가 일어났다. 웹브라우저를 만든 넷스케이프, 포털
사이트 야후,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 아마존 등이 시작된 것도 1990
년대 중반이다. 구글은 1998년에, 알리바바는 1999년에 창업하면서 대
열에 합류했다.
지진의 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되어갔고 비즈니스 생태계
도 요동쳤다. 웹은 새로운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갔다. 기업들은 오
프라인에서 하던 일들을 온라인으로 이동시키면서 지각변동에 대응해
나갔고, 사업모델을 웹 기반으로 전환해갔다.
그러다 21세기 들어 웹이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블로그 생태
계가 조성된 것이다. 이전에는 피어들은 정보의 소비자였을 뿐이었다.
포털들이 디렉토리화 해서 잘 꾸며놓은 콘텐츠를 피어들은 클릭해서 소
비만 하던 행태였던 것이다. 이처럼 포털사이트들은 울타리 쳐진 정원
(walled garden)으로 피어들을 끌어들였고, 사람들이 정원 안에서 게임
도 하고 뉴스도 보는 등 콘텐츠를 소비하는 길목에 배너광고를 붙이는
방식으로 큰돈을 벌었다. 이 당시 정보의 이동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게로 일방통행이었고 선형적이었다. 그러나 블로그 생태계가 만들어지
면서 피어들도 정보의 생산자로 변했고, 웹 생태계는 쌍방향통행, 그리

제2장 제주 미래담론

505

고 평면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금융선물거래 전문가였던 지미 웨일스(Jimmy Wales)는 브리
태니커가 몰락한지 6년만인 2001년 위키미디어 재단을 설립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업로드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Wikipedia)라는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을 창시했다. 전문가들만이 집
필자가 될 수 있었던 과거의 백과사전과는 달리 전 세계 사람들을 정보
의 생산자로 끌어 들여 일반 소비자들도 자신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집단지성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이다.
돈 탭스콧과 앤서니 윌리엄스는 위키피디아가 성공하는 기상
천외한 현상을 보면서 위키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인 ‘위키노믹스
(Wikinomics)’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협업 방식
으로 부가 창출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그들의 예측이 블록체인에서 구현되고 있는 셈인데, 돈 탭스콧은 블
록체인에서 느낀 흥분을 2016년 그의 아들과 함께 『블록체인 혁명』으로
펴냈다.
이렇게 21세기 초부터 집단지성이라는 용어가 회자되면서 웹의
진화가 일어났다. 오라일리 미디어의 설립자 팀 오라일리(Tim O'Reilly)
는 이와 같은 웹의 진화를 ‘웹2.0’이라 부르자고 주창하면서 2004년 ‘웹
2.0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선형적·일방적(1D)이었던 웹 환경이 평면적·
쌍방향적(2D)으로 변한 것이다. 이처럼 웹2.0의 유전자는 참여·공유·개
방이다.
SNS도 이때 합류한다.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창업이 2000년대 중반이었다. 블로그의 UI·UX를 단순화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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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마이크로 블로그라 불리는 SNS는 소셜미
디어라는 장르를 만들면서 기존 매스미디어의 존재 기반을 흔들었다.
이렇게 웹은 1.0에서 2.0으로 진화하면서 웹 생태계는 울타리 정
원(walled garden)에서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변해갔고, 산
업시대의 빅 브라더들과 신흥 플랫폼기업 간 가치의 역전도 일어났다.
이처럼 집단지성은 참여·공유·개방의 웹2.0 토양에서 무르익어갔다. 그
러던 와중, 2008년경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블록체인은 웹3.0이다

2008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해였다. 첫째,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
기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정부나 대기관 등
1%의 기득 권력층들이 99% 서민들의 삶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킨 데
에 실망하고 분노한 피어들의 각성이 일어났고, 신뢰가 붕괴되면서 반기
업적이고 반체제적인 성향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에 블로그, SNS 등
의 소셜 플랫폼들이 가세하면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상승세
를 타게 되었고, 사람들은 기업의 광고보다 친구의 추천을 더 믿게 되었
다. 또 사람들은 예전보다 ‘비주류적인 아이디어’를 선뜻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2010년 튀니지에서 일어난 재스민혁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
난 사건이다.
둘째, 2008년은 스마트폰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아이폰
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고, 이후 안드로
이드 폰들도 쏟아져 나오면서 모바일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구인들이 과
거 007요원들이나 들고 다녔을 법한 첨단기기를 하나씩 손바닥에 넣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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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누구나(anybody)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무엇이든
(anything)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조성된 것이다. 스마트폰은 문
명사적 의미를 갖는 물건이다.
셋째, 공유경제가 본격화된 것이 이 시점이다. 조 게비아와 브라
이언 체스키가 샌프란시스코 임대아파트에서 에어베드와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숙소공유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고, 우
버는 2009년 창업한다. 공유경제라는 용어도 1980년대부터 쓰이긴 했
지만 2008년 로렌스 레시그 하버드대 교수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는데,
이렇게 2008년경부터 공유경제가 본격적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공유경제는 블록체인과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 피어들
에게로의 권력이동 현상이기 때문이다. 생산자인 기업이 만들어놓은 상
품을 시장에서 구매만 하던 소비자들도 생산자로 변신할 수 있다. 진정
한 의미의 프로슈머가 등장한 것인데, 이처럼 산업시대 생산자 중심이었
던 데에서 소비자에게로 힘이 이동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단순한 아나바다 운동이 아니다. 공유라는 용어가 들
어가니까 남아도는 물건들을 남들과 나누고 함께 쓰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건 표피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집단지성
을 만들어내는 협업경제이고,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융
합경제다. 공유경제는 산업시대의 생산경제를 붕괴시키는 룰 파괴자다.
공유경제의 가치방정식은 생산과 유통이 아니라 연결과 융합이
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다투는 경쟁의 게임
이었다면 점점 생산되어져 있는 상품들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공유의 게
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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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결과 융합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출발한 우버의 기업가치는 몇 년 지나
지 않아 웬만한 자동차회사들을 추월했고, 에어비앤비 역시 세계 1위 호
텔체인 힐튼을 뛰어넘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대차대조표 상에 자동차
를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공장도 없는 우버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로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도 단 한 채의 숙소도 지은 적
이 없다.
이렇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구축해놓은 인프라를 토대로 연결
과 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이 공유경제이고, 기업이 생
산·판매하고 소비자는 구매해서 소비만 하던 산업시대의 역할모델도 달
라지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들이 늘어
나고 있고, 직장을 퇴직하고 우버나 디디추싱의 기사로 나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기존의 비즈니스의 명제가 근원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요체이고, 공유경제의 핵심원리다. 산
업문명 시절 무대 밑으로 밀려났던 소비자들을 다시 무대 위로 끌어올려
서 그들을 생산자로 만들고, 또 99%의 피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
을 제공하는 것이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는 생산양식이 근본적으로 바뀌
는 것이고, 경제의 작동원리도 달라지는 패러다임의 이동이자 문명의 이
동 현상이다. 99%의 세상을 만들자는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경제(coin
economy)의 요체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공유경제의
완성체라 할 수 있다.
넷째, 2008년은 블록체인이 선을 보인 해다. 그 해 10월 사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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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모토의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듬해 1월 비트코인의 제너시스 블록 채굴
이 시작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다.
퍼즐 조각이 착착 맞춰지면서 집단지성의 빅픽처가 드러나는 느
낌이 들지 않는가? 인터넷이 지구촌에 거미줄(web)을 퍼뜨리더니 그 배
후에 숨어있던 지능을 가진 거미인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섬
뜩한 느낌을 받는다. 블록체인은 집단지능을 장착한 스파이더맨이다.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웹1.0에 집단지성이 융합되면서 웹2.0으로
변해갔고, 평면적이었던 집단지성이 무르익고 형체가 생기면서 지능화
되고 입체화된 웹3.0으로 진화가 일어난 것이다. 모든 문서들을 링크시
켰던 하이퍼텍스트(hyper-text)에서 모든 거래데이터를 링크하는 하이
퍼레저(hyper-ledger)로 진화한 블록체인은 웹3.0이다. 웹은 블록체인
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정보의 이동뿐 아니라 자산과 가치의 이동까
지 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가고 있다. 이것이
혁명이다. 1990년대 인터넷의 확산으로 시작된 웹 생태계가 세상을 뒤
집어 놨었는데 그 바통을 블록체인이 이어받아 달리고 있다.

인공지능 진영이 갖춰지다

집단지성에 인공지능까지 융합되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둘의
만남은 2010년대 들면서 시작됐다. 2012년은 인공지능 연구의 분기점이
라 할 수 있는 해다. 2012년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
끄는 ‘슈퍼비전’팀이 딥 러닝 기법으로 세계 최대 이미지 인식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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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하면서 딥 러닝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전 인공지능 연구는 프로그래밍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를 구분시키려면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입력해야 했다. 뭐라고 입력해야 구분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딥 러닝
(deep learning) 방식은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프로그래밍 하지 않는
다.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방식이다. 일단
사람의 두뇌 구조처럼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기계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machine learning)을 한다. 비유하자면, 물고기를
잡아다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딥 러닝이 가능해진 것은 빅 데이터 덕분이다. 빅 데이터라는 용
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경이다. 이전에는 ‘빅’이라는 형용사
가 붙지 않았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개와 고양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딥 러닝이 가능해진 것이다.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밥이기 때
문이다.
밥을 많이 먹어 똑똑해진 인공지능은 스스로 개와 고양이를 구분
하기 시작했고, 이젠 종자까지도 알려주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때부
터 인공지능은 스스로 진화해갔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각하고 추론하
는지를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급기야 알파고가
2016년 이세돌을 이기게까지 발전된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기기나 센서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며 사물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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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IoT)의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사물인터넷이란 쉽게 말
해 기기들에게도 스마트폰을 하나씩 쥐어주는 것이다. 사람들만 스마트
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에게 초소형/특정용도의 스
마트폰이 지급되는 것이 사물인터넷의 개념이다. 안에 들어있는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
하게 된다.
수많은 센서들이 빅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빅 데이터를 분석한 인
공지능은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시 사물들
은 데이터를 뱉어내고,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루프가 만들어진다.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은 삼위일체의 관계다.
이렇게 인공지능 진영이 갖춰지고 있다. 집단지능 진영에는 공유
경제와 블록체인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A.I.)과 집단지능(C.I.)
은 양대 축을 이루면서 대전환을 획책하고 있다.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 핵(核)이 융합되면서 빅뱅이 일어난다. 그것이 4차 산업혁
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흔히 4차 산업혁명하면 인공지능을 떠올리지만 그 근저에 블록체인이
깔려있음을 눈치 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 하면, 인공지능은 눈에 보
이지만 집단지능인 블록체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인공지
능은 서비스(front end)이고 블록체인은 인프라(back end)라고 표현할
수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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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다시 말해, 지능화된 세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즉, 똑똑함의 경지
를 넘어 전지적(mighty) 관점으로 입체화되는 것이 웹3.0이고 4차 산업
혁명의 요체다.
그렇다면 지능화 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 영향을 끼치게 될까?
200~300년 전 산업화가 일어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도시에 모여 살게
되면서부터 경제행위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마을공동체
를 이루고 오순도순 살 때 느끼지 못했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1%의
권력과 이익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줬던 것이다. 그런데, 불확실성을 제거
할 수 있다면 1%의 몫을 99%에게 분배할 수 있다. 이것이 피어들의 집
단지성을 활용하자는 사토시의 아이디어였고, 블록체인의 사상이다.
또 기존 웹 생태계에서는 불가능하던 자산과 가치의 이동이 가능
해지는 것도 지능 때문이다. 지능(intelligence)은 세상을 투명하게 만들
고 자산이 인터넷 망을 통해 이전될 수 있고, 소유의 개념도 달라진다. 스
마트 문명사회는 이런 모습이다.
인터넷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업종이 없었듯이 블록체인 혁명에
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도 없다. 오픈 소스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마치 1990년대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웹 생태계를 기반으로 넷스케이프, 야후, 이베이,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의 온라인기업들이 골드러시를 하던 때를 연상시킨다. 웹이
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벤처들이 몰려들었었고 20
여 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지금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이 신대륙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
다. 넷스케이프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순식간에 대박을 쳤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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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을 만든 천재청년은 벌써 억만장자의 대열에 올랐다. 블록체인
운영체제를 만들려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
의 아마존, 블록체인 기반의 구글,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스북을 꿈꾸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회사들은 과거 재빨리 웹 기반으로 전환함으로
써 3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었던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의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P2P 거래에서는 아마존이
나 알리바바라는 거래중개자(middle-man)도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대 플랫폼기업들에게도 블록체인은 위협요인이다. 웹
생태계 자체가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금융업은 이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고, 블록체인과 3D 프린팅이 손을 잡는다면 제조업도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 서비스업은? 제일 쉽다. 또 산업혁명의 산물
인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를 분해시켜 버릴 수도 있는 문제다.
지능을 가진 거인 블록체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오픈 소스인 블록체인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
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가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융합에너지가 발생하
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집단지능과 인공지능의 융합이라 정의하는 것
이 이런 맥락이다. 이 둘이 충돌하고 융합될 때 빅뱅이 일어나고, 비즈니
스 생태계뿐 아니라 문명을 이동시키면서 인류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
관이 통째로 변하고, 당연한 귀결로 다른 양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블
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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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록체인 시대를 준비하는 제주의 전략
블록체인 특구를 위하여

블록체인은 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산업의 구조와 작동방식,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바깥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한국은 지난 50~60년간의 경제기적에 취해서 잠자고 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메이드인코리아는 명품의 상징이 된 대
한민국, 게다가 IT강국임을 자처했던 우리나라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블록체인 후진국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개념을 아직 못 잡고 있고,
심지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
정이다. 지금 한반도 밖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신대륙으로 항해해가고
개척하는 골드러시가 한창이고 끊임없이 연결과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데, 우리는 계속 자기동일성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갈팡질팡 우
왕좌왕하고,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
민국의 현주소다.
제주도는 발 빠르게 블록체인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걸림돌은 사회적 인식이다. 즉 블
록체인하면 투기, 자금세탁, 불법거래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잔존해
있다. 블록체인과 코인·토큰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블록체인의 본
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과 계몽이 절실하고 사회 기저층의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서둘
러야 한다. 높은 민도에서 좋은 정치가 나오는 법 아니겠는가?
블록체인은 99%의 힘으로 세상의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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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사회운동이자 혁명이다. 다시 말해, 노드(node)들이 네트워크에 접
속해서 함께 협업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는 무브먼트다.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가 은행과 같은 1%를 제
쳐버리고 99%끼리 직접 하자는 데에 있었다.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우생학을 창시
한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골튼(1822~1911)은 1907년 가축시장에서
흥미로운 대회를 목도한다. 살찐 소 한 마리가 무대 위에 있고 소의 무게
를 알아맞히는 게임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 무게에 근접한 추정치를 써
내는 사람에게 상금이 주어지는데, 약 800명 참가자 중 정확히 맞춘 사
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평균은 1197파운드, 실제 소 무게는 1198파운드였다. 그는 『네이처』에 게
재한 논문에서 “구성원들이 특별히 박식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집
단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들이 집단을 지배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의 뛰어난 머리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협업했을 때 발휘되는
99% 피어들의 지혜가 훨씬 더 위력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지구인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구름
위에 모여 실시간 글로벌 회의를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해
주었다.
블록체인 시대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콜라보십
(collaboration-ship)이다. 블록체인은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사회의 많
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요즘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실업률, 출산율이다. 또 부동산이나 교육은 어떠한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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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어
떻게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대중의 지혜를 모으면서 참여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블록체인 실
험을 해보는 것도 블록체인 특구로서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지역화폐의 토큰화를 시도하는 지자체가 늘
어나고 있으며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 선진 해외사례

구호만으로 블록체인 특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실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구 12만 명의 스위스 주크(Zug) 주는
블록체인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2013년에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
를 만들었는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재단을 설립하고 ICO한 곳이
바로 주크였다. 암호화폐와 ICO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 이후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크로 몰려갔으며 한국기업
중 에이치닥(Hdac), 아이콘(ICON) 등이 수백억 원 규모의 ICO에 성공
하면서 국내에도 주크의 이름을 알렸다. 특히 아이콘은 한국코인으로서
는 유일하게 시가총액 20위권에 들어있다.
또 2016년 5월부터는 관공서 내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했는
데 공공기관으로서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하고 결제수단으로 사
용한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였다. 2018년에는 디지털 신원(eID) 시스템
을 이용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테스트했는데 성공적이라 평가
를 받는다. 주크의 성공요인은 민관협력,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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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크의 성공에 자극받은 싱가포르, 몰타, 지브롤터, 홍콩 등 역시 블
록체인 스타트업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최선진국은 에스토니아이다. 정부 공공 서비스에 블록
체인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꼽히는데, 매우 이른 시
점부터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법제도 마련에 나섰고 2014년 암호화폐를
공식 통화로 인정했다.
또 2014년부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자영주권(e-Residency)을
발급해주고 이들은 유럽연합(EU)에서 쉽고 편안하게 창업할 수 있다. 세
계 최초로 총선에도 전자투표(i-Voting)를 도입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혁신 실험을 하고 있다. 제도의 발전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였
고 높아진 의식수준은 또 다시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
을 타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작은 영토, 부족한 자
원, 그리고 130만 명의 적은 인구라는 핸디캡을 인터넷과 디지털로 돌파
해갔다.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인 2007년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정
부 구축에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에스토니아는 창업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블록체인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의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블록체인 관
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 또 실패를 두려워말고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지
성 플랫폼을 만들고, 끊임없이(seamless) 소통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
하려는 전향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도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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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픈 플랫폼적 사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가 울타리 정원
(walled garden)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열려있는 광장(open platform)이
되어야 한다. 장자 ‘거협(胠篋)’편에 이런 문구가 있다.

“상자를 열고, 주머니를 뒤지고, 궤를 여는 도둑을 막기 위하여 사
람들은 끈으로 단단히 묶고 자물쇠를 채운다. 그러나 ‘큰 도적’은 궤를
훔칠 때 통째로 둘러매고 가거나 주머니째 들고 가면서 끈이나 자물쇠가
튼튼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울타리 안만 쳐다보는 좁은 시야를 가진 자는 좀도둑이다. 좀도둑
은 상품을 잘 만들고 얼마 팔아 얼마 남기는가 하는 사물(hardware)의
경제논리에 갇혀있지만 넓은 시야를 가진 큰 도둑은 연결하고 협업하고
융합함으로써 함께 판을 키워가는 정보(software)의 경제논리에 열려있
다. 생각해 보시라.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누구인가? 모두 플랫폼
비즈니스이고 그들은 큰 도둑 정신이 체득되어 있다.
지금은 산업문명이 저물고 생태계가 오픈 플랫폼으로 변해가는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큰 도둑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
이 제주도가 추구하는 공존의 법칙이고 블록체인 특구의 조건이기도 하
다. 블록체인스러운 행정, 블록체인스러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중원의
협객들과 대도들이 모여든다.
미래와 싸우지 말라. 블록체인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고, 산업문명이 수명을 다하면서 새로운
스마트문명으로 이동하는 엑소더스다. 더구나 블록체인은 바다 건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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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벌어지는 불장난도 아니다.
제주도는 큰 도둑(大盜)들이 몰려오는 큰 섬(大島)이 되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사물의 경제논리에서 정보
의 경제논리로, 울타리 정원 사고방식에서 오픈 플랫폼 사고방식으로 전
환되어야 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때를 놓쳐서
는 안 된다. 블록체인은 천년에 한번 오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적의 연못인 베데스다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다고 한다. ‘가끔’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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