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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유인도 가운데 500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섬은 무려 257곳(유인

도의 868%)에 이른다 125명인 곳이

78곳 2550면 미만이 46곳 50100명

미만이 48곳으로 거주민 100명 미만의

유인도도 172곳으로 이들 섬은 사실상

주민을 위한 시설투자가 어려운 곳으로

분류되고있다

전체적인인구는지난2005년 8만3137

세대 20만772명으로 20만명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2008년 7만2970세대 18만

9852명으로급감했다 이후 2010년 귀어

가구의증가로 8만6226세대 19만4586명

으로회복세에있지만 인구감소추세로

인하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반면

섬 방문객은 지난 2006년 562만5000명

에서 2013년 843만2000명으로 300만명

가까이급증했다

이는 방문객을 위한 뭍의 시설을 설

치할수밖에없는여건에있다는것을보

여주고 있다 섬의 가치나 문화를 알고

있는주민은갈수록줄어들고뭍의시설

에 익숙한 귀어가구와 방문객들이 섬의

주인이되고있다

장그르니에가자신의책 섬에서언급

한 섬의 특징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신비감과 환상 김영갑의 사진

에세이에서의 외로움과 평화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에서의 폐쇄성이 서서히

잠식되고있는셈이다

전남의 섬은아직도손길이닿지않는

처녀성을 간직한 상록수의 숲과 비자

후박나무 때묻지않은자연을자랑하듯

뿔쇠오리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저어새 등의 번식지 등이

곳곳에자리하고있다

여수 낭도에는 공룡발자국과 퇴적층

등과함께이들자산들은모두천연기념

물이다 구들장논 지석묘군 석탑 염전

담장 등대 하마비 (윤선도 송시열 등)

유적지 등 33개의 사적문화재기념물

영화촬영지등인간이만들어낸흔적들

은그야말로 덤이다

관광상품으로 이미 명성을 얻은 해상

유람 스쿠버다이빙 해수욕 낚시 등도

뭍보다더 진하게즐길수있다

앞서언급한섬의특수성과섬의자산

및 매력을 극대화시켜 지역발전의 기틀

로 삼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의핵심철학이다

전남도는오는 2016년 섬 자원데이터

베이스를구축하고 2015년초가고싶은

섬가꾸기대상지를선정해 섬별 주민협

의회를통해사업을추진할방침이다

섬과뭍사람의접촉을어떻게유도하

고보존해야할가치와추가해야할인공

시설물은 무엇인지를 섬 주민과 외지인

의 수요 등을 감안해 각 섬마다 별도의

계획을수립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전남도가 성급한 일반화와 성과를 경

계하고 2030년이상먼미래를바라보

고있다는점은우선긍정적이다

여기에 소득계층접근성섬 거주 인

구 및 유무인도 여부 등에 따라 사업의

방식양태등을달리하는방안을검토하

면서 과거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 섬마다의 대표 음식을 상품화하거

나알려지지않는문화를주제로한소수

테마관광프로그램의개발철저한계획

에 의한 제한적이며 특별한 개발 등으

로 전남의 섬을 히트 상품화시키는 것

도사업의전제조건이다

전남도 이상심 섬 담당은 보존을 통

해콘텐츠를브랜드로만든여수금오도

비렁길 민간투자와 적극적 행정의 상징

인 신안 증도 주민의 일상과 자연 그대

로를상품화한완도청산도의사례를참

조할것이라며 섬의자연과문화를최

대한 보존하면서 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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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어가구증가로반짝회복

총 19만여명거주100명 이하유인도 17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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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박나무괭이갈매기때묻지않은자연

해상유람스쿠버다이빙낚시로레포츠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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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특수성살린대표음식관광상품개발

자연문화보존하며 가고 싶은섬 만들기나서

사람을 부른다추억을부른다

섬이전남의새로운아이콘으로부상하고있다 전남도는민선 6기브랜드시책으로 섬주민

이주체가돼섬매력을다듬어가는 가고싶은섬 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하늘에서바라본

신안군도초도일대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청산도(靑山島)는 이름 그대로 푸른

섬이다맑고푸른다도해와조화를이루

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 신안 증도와

함께슬로시티로지정됐다

청산도는 영화 서편제가 촬영되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명소가됐다

전남 끝머리에 위치한 완도에서도 남

동쪽으로 약 20km 남짓 떨어진 청산도

는동쪽에거문도 서쪽에소안도 남쪽에는여서도와제주도북쪽으로는신지도를바라보고있

다 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경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빼어나다 뱃길로 1시간 정도

걸리는먼길이지만한번다녀온후에는서정적인아름다움이두고두고남는환상의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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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도296개 무인도 1923개 (전국 3409개중 65%전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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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도거주8만6000가구총 18만3000명(전국섬인구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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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96만명7년새 59%증가

(목포권395만명 완도권 327만명여수권 17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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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비둘기노랑부리백로상록수림황치흑난초후박나무등

천연기념물희귀식물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