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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앞바다의다도해 민선 6기 가고싶은섬을브랜드시책으로삼은전남도가섬에대한새로운접근법을고민하고있다 섬의독특한문화와자연자원을보존하면서섬주민과외지인의만족도를높이고 해양자원으로서의활용도를극대화하려는시도에나서고있

는것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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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다도해는지금

서남해안의 섬들 

섬이 지역의 자원으로 주목받기 시작

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과거

무인도는 아예 거론의 대상에서 제외됐

으며 유인도는그곳에거주하는주민들

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주를 이뤘다 상하수도를 시작으로 도

로 선착장을 놓고 연륙연도교로 뭍의

편리함을섬에전파시키는것이우선목

표였다 도서개발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이들사업으로뭍과비교적가깝

거나자원이풍부한섬의편의성은크게

높아졌다

과거섬을찾는이들은매우제한적이었다 선박으로 1시간이

상 거리의섬은이동당시의 날씨 비용 등의문제가뒤따르면서

섬주민이거나친척 그섬에대해알고있는몇몇전문가그룹 일

부 여행객 등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연륙연도교가 놓이고 선박

기술이향상되면서외부로부터폐쇄돼있었던섬의문이열렸다

거기에 맞춰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제가 정착됐으며 인터

넷과 SNS의 발전은 섬 여행의 대중화가 열리면서 섬을 찾는 이

들이크게증가했다

어쩔 수 없이 오랜기간 사람의 방문이 적었고 그로 인해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며 독특한 문화를 간직해왔던 섬에 새로운 자

극이 가해진것이다 섬은또한편으로해양시대를맞아그전초

기지로부상했다 단순히바다에놓여있는공간으로써의섬이아

니라 확장성을지닌해양산업의핵심거점이됐다는것이다

섬의가치가나날이증대되면서가장많은섬을간직한전남도

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섬의 자연 파괴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섬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섬의 독특한 문화를 보

존하면서 외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하

기때문이다

우선거주인구가많은유인도는주민이주체가돼전남도와전

문가들이지원하며섬의발전방향을찾고규모가작은유인도나

무인도는외국의사례를충분히검토해수요를감안 호화 여행

객들을위한공간으로조성하는것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주

장이 일고 있다 뭍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섬의 매력인

독특함이 사라지고 충분한 수요가 없는데도 강행되는 관의 개

발은섬자산의파괴를초래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섬은 모두 3409곳으로 이 가운데 2219곳이 전남

서남해안에 흩뿌려져 있다 사람이 사는 섬은 296곳 무인도는

1923곳이다

지난 2005년 조사에서전남의섬은 1965곳(유인도 279 무인도

1686)이었으나지금까지알려지지않는곳이섬으로다시등록되

고 무인도에사람이들어가살면서섬의갯수는 254곳이늘어난

것이다

그러나실제전남의섬이몇개인지는공식집계마다모두다른

실정이다 섬에대한기준이조사하는기관마다모두다른데다인

공위성으로도발견하지못하는섬이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사업으로 가고 싶은 섬을 내건 전남도가

10개년 계획 수립에나서면서 우선 헷갈리는섬의 개수 현황 파

악 섬투자유치조건등자료를구축하기위해 5억원을들여 섬

자원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을발주하기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섬은 신안 880개 여수 365개 완

도 265개 진도 256개 고흥 230개 해남 71개영광 62개 무안 28

개 보성 21개 장흥 14개 목포 11개 강진 8개광양영암 3개 순

천 2개등이다

여기서 섬은밀물과썰물에상관 없이수면위에존재하고 흙

과 식물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지난 2008년 3000

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조사하면서 바위까지 포함시켜 1025곳을

섬으로분류했다

신안군은거기에군홍보를위해이를 1004개로 발표해 천사

브랜드를사용할만큼섬에대한기본통계는저마다다른실정이

다

전남섬면적의 98%를차지하는유인도의경우 1미만이 154

개로 전체의 52%를점유하고있다

면적이좁은유인도가다수분포하고 있는 의미다 가장큰 섬

은여수의돌산도로 7078에이르며그뒤를고흥거금도(6357

)신안자은도(5219) 등이뒤를잇고있다

섬의지목별이용현황을보면유인도전체면적1828가운데

임야가전체의574%를차지하고있으며답 129% 전 151% 기

타 126%순이다

규모있는건축물을지을수있는대지는 235%에불과할정도

로개발의손길은아직미치지못했다

섬 거주인구는 지난 2005년 8만3137세대 20만772명에서 지난

2010년 8만6226세대 19만4586명으로 세대 수는 증가하고 인구

수는감소하는추세다

500명 미만의 섬이 257개소로 전체의 868%에달한다 125

명미만의섬도 78곳이나되고 2550명미만의섬은 46곳 50

100명미만의섬은 48곳에이른다 다시말해소규모거주인구를

유지하고있는섬이대부분이라는것이다 이들정착인구가감소

할수록섬이유지해오던독특한무형문화도사라질가능성이높

아기존주민의정착률을높이는방안도고심해야할것으로보인

다

또 도서개발촉진법에따라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뭍과연결되

는순간부터10년이지난섬은섬에서제외되도록규정돼있어연

륙연도교의 잇따른 개통에 의한 섬 자산의 감소도 감안해야 한

다는목소리도높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섬 고립에서벗어나열린공간으로 전국섬 3분의 2  전남도무궁한가능성 유인도중면적 1미만섬 154개

그림같은바다보석같은섬의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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