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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전통사회가 해체되어 가는 1972년 이후를 기점으로 현재에도 남아 있
는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당시로는 그것이 전통사회라는 이미지에
공업도시(산업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중첩되어 중층화해 온 과정을 겪었다

본 연구는 ① 울산의 아이덴티티 형성의 원천 파악, ② 울산의 아이덴티티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사회에서의 탈피로 공업도시로 변모하였다는 것은

구축의 역사적 맥락의 이해, ③ 울산의 도시이미지와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체인지(change)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단 완성된 원래 이미지와

기초 자료 구축에 대한 목적으로 하였다.

다른 완전히 다른 정보를 도시가 지각한 것은 1972년까지도 남아있던 기존의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도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 형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이미지를 고치고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즉 1972년부터 조선공장을 위한 공장

정리하고, 도시 아이덴티티 형성과정 분석의 기준을 구성하여 도시 아이덴티티

부지의 매입 시작과 더불어 1972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공장 작업이 시작되었

형성과정 분석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이 때 외래인이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그 당시까지

연구의 시각적·공간적 범위는 1960∼1970년대 울산의 내부 및 외부환경이

전통적인 관습과 전통속에 유지되어 있던 울산 전통사회의 경우 점차 그것이

며 각종 정부 간행물, 신문과 잡지, 방송자료, 통계자료 및 당시에 이루어진 인

전통성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써 울산의 산업도시 이미

터뷰 조사를 원용한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와 아이덴티티는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업도시로 발전하게 된 울산시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산업도

울산이 공업도시라는 이면에는 좋은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공해도시라는 나쁘

시로서 울산이 발전하게 되는 외부의 환경적 여건 점검을 통하여 울산의 아이

거나 불리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를 일신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다

덴티티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음 세대에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점도 노출되었다.

신공업도시 건설로 야기된 1962년 이후 공업화의 단계와 목표는 정부주도로

결론적으로 울산은 당해 도시에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독특한 사항

이루어졌고 중화학공업 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부처의 조직화나 중화학공업정

이나 지리적, 환경적 고유요소로부터 표출되는 요소 가운데 지역주민의 요구에

책선언 등에서 울산의 아이덴티티는 대통령 수준에서 내부주도형으로 국가 경

부합하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주도에 의해 그 이미지와 아이덴

제성장이 이루어진데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티티가 형성되었으며 지역에서 토착화된 다른 지역의 경우와는 외부환경 요소

울산은 역사적으로 그 유형상 리프레시(refresh) 형태와 체인지(change) 형

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다.

태를 띠어 왔고 그 현상이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굳어 졌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다.
산업화이전시기로서 극히 지역적 유동성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산업화의 충
격이 있기 직전까지 전통적인 인간관계, 전통적인 생활관습, 의식이 그대로 유
지될 수 있었으며 그때까지 울산의 아이덴티티는 완전히 생성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권력구조자체도 다른 지역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정구조와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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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산업사회를 넘어 탈산업화하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과거의 공업도시들은 대
부분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장애를 노정하고 있다. 이
에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도시들은 이러한 부정적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일소하
고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것
이다. 과거 중앙집권화 시대의 도시성장은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 공장 및 기
간산업 입지, 경제 활성화, 산업 주도적 발전 전략 등 외적 활성화 전략에 의
존해 왔다. 그렇지만 지방화 시대의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은 지역 내 잠재적
자원과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신적인 공동체 의식과 공감대
형성, 적극적인 참여 등 도시의 내적 활성화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마다 독특한 개성과 지역적 특성에 바탕을 둔 도시 발전에 주력하고 있
고, 여기에 지역 아이덴티티의 확립과 이미지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특히 도시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자긍심은 경제적 기여 이외에도 지역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한 대
안의 모색은 지역 아이덴티티의 형성 원천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새로
운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아이덴티티 분석은 현재 시점에서 횡단적인
구성요소 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아이덴티티가 구축되어 온 역사적 맥락
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울산시의 지역 아이덴티티와 도시이미지
형성의 원천을 역사적 접근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울산시가 공업
도시로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1960∼70년대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분석
을 통해 도시이미지와 아이덴티티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자 한다. 이와 같이 울산시의 지역 아이덴티티와 지역 이미지 형성에 관한 구
체적인 내용과 원천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 도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 형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정리하고, 2) 도시 아이덴티티 형성과
정 분석의 기준을 구성하고, 3) 울산시의 도시 아이덴티티 형성과정 분석에 적
용하는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도시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공업도시라는
산업 경제적 측면이 지배적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 발생 등 환경적 열악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문제를 가진다.1) 이러한 도시이미지는 정주 도시의 측면이
나 포스트 포디즘 시대에 요구되는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울산시의 새로운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접
근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1) 울산시의 도시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시의 이미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공업(산업)도시
라고 답하였고(전체 응답자의 70%) 그 외에 공해도시(12.7%), 노동자 도시(10.9%), 대기업 중심도시(5.3%)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산업도시로서 울산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권창기·이재호,
200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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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방법론적 토대는 역사적 접근방법이며,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은
문헌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문헌은 각종 정부 간행물,
신문과 잡지, 방송자료, 통계자료 등이다. 관련자와의 인터뷰 조사가 있은 경우
이를 원용하였다. 그리고 자료의 탐색과 수집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획득
가능한 중요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기에서 파생되는 선행 자료를 확인하
고 접근을 확대해 나가는 눈덩이 굴리기(snow bowling) 전략을 이용한다.
분석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1960년대∼1970년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울산
이 공업도시로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1960년대 국가적 차원의 경제개발전

울산시의 아이덴티티 형성과정과 요인

187

략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산업도시로

차원에서 형성되지만, 동시에 집단의 차원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즉 개인적

서 울산시의 도시이미지와 아이덴티티 형성과정과 영향요인을 설명하는데 상

또는 개별적 이미지가 집단적 범주를 이루면서 형성되는 경우 이를“집단 이미

당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group image)”
라고 한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 공간, 관계, 평가 등에 대한 일련의 이미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전이되며 해당 사회 문화
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에 Kotler 등(1993)은 지역 이미지

Ⅱ. 도시이미지와 아이덴티티 형성의 이론적 검토

는 단순한 믿음 이상의 것이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
(belief), 아이디어(idea), 인상(impression)의 집합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도시이미지의 이해

이렇게 볼 때, 도시이미지는 어떤 지역 또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형성되는 경
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도시는 물리적 환경, 생태적 환경,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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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이미지의 개념과 특성

적·경제적·사회적 환경 등 지역적 요소와 인간의 인위적 행위환경으로 구성

이미지(image)라는 용어는 광범하게 사용되는 반면에 개념적 모호성 때문에

된다는 점에서 도시 이미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된다. 이런 점에서

학자나 학문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어떤 대상으

도시 이미지 개념은 좁은 의미 혹은 하나의 관점에서 정의되기 보다는 전체를

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심상, 영상, 인상 등으로 정의되는 것은 이미지가 주로

의미하는 전체성과 포괄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이미지가 형성되면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영상(mental pictures in mind)을 의미하

개개의 작은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 속에 흡수되기 때문이다(김정헌, 2004:

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개념

576). 복잡한 도시이미지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구

적 사고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존재로 규정되

성요소인 주체, 대상, 평가 척도의 3요소를 도시차원에 적용하는 것도 의미 있

며, 이성적 사유를 통한 합리적 결과물이 아닌 주관성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윤정길, 2000: 406). 즉 도시 이미지 구성은 주체의

이런 점에서 Boulding(1956: 16-17)은 “이미지란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믿는

측면에서 지역주민, 관광객 또는 방문객, 타 지역 주민, 기업 등이며, 대상은

주관적인 마음의 세계로서 경험의 종합적 결과로 형성되는 것”
이라고 정의하

해당 지역의 행정단위, 번화가(downtown), 상가, 역사적 지역단위 등이 될 수

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지 형성에는 인간의 의식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순한 감

있고, 평가척도는 다른 지역과의 상대 평가, 독자적 개성, 가치관 등이 된다.

각이나 지각과는 구분되며, 이런 점에서 인간 행동과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있

여기서 강조점은 지역 이미지는 이미지 형성의 주체에 의해 과거에 직접적으

다.“한 사람이나 집단이 대상에 대해 갖는 일련의 신념이며, 이는 사람들이

로 체험한 것이나 간접 체험을 통해 얻은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의 양

실재보다 지속적으로 더 잘 보아주기를 기대하는 결과로 야기되는 것”
이라는

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형성된 도시이미지와 실제사이

Kotler(1986: 687-688)의 정의는 이미지와 행동과의 관련성을 주목하는 것이

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 또한 Allport(1979)는 이미지의 대상에 있어 인간뿐만 아니라 사건, 사물,

더구나 이러한 측면은 특정한 도시이미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

자연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이미지는 개념적 속성상 개인적

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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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더욱 분명해 진다. 따라서 특정 도시의 이미지는 그 실체와는 별도로

하고 점차 희미해져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리프레시

좋은(good)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bad) 이미지를 형성할 수

(refresh)는 지역 실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지각하는 것으로 기존의 도시

2)

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체를 더 아름답고 훌륭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이미지에 새로운 이미지가 중첩되어 중층화해 가는 과정이다. 세 번째 유형으

도시이미지 효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

로 체인지(change) 과정은 일단 완성된 원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정보를

화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부여를 위한 도시마케팅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전

지각하는 것으로 그 때까지 갖고 있던 기존의 이미지를 고치고 바꾸게 되는

통적인 산업도시의 지역경제 회생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공업도시의

것이다. 이러한 변동과정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는 지역에 관한 정보의 지속적

잔재와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를 일신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

인 발신을 통해 좋은 지역 이미지를 형성 또는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동시에

다. 여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특정 도시에 대한 공공 이미지

나쁘거나 불리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를 일신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노

(public image)가 어떠한 것이냐를 파악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 형성을 위한 핵

력이 필요할 것이다(윤정길, 2000: 408-409).

심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긍정적·우호적 이미지를 부
각시키면서 외부 사람들에게 가장 살고 싶은 곳, 가장 일하기 좋은 곳,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 가장 방문하고 싶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도시이미지의 역동성과 원천
도시 이미지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모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Wade Out

이미지

새로운정보없음

Refresh

이미지

새로운정보

Change

이미지

완전히 다른 정보

새로운정보없음

이미지

새로운정보

이미지

도시의 실태와 이미지 간에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과 그러한 요인은 이미
지의 대부분이 주체에게 노출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존한다는 점, 그리고 정

이미지

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지역 이미지 또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 등은 도시이
미지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정길(2000)은 특정의 이미지

출처: 윤정길(2000: 409)에서 수정

가 다른 이미지와 결부되거나 또는 사라지는 현상을 되풀이 하는 이미지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도시이미지의 변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다. 첫 번

<그림 1> 이미지의 변천과정

째 유형은 웨이드 아웃(wade out)으로 이것은 한 번 형성된 이미지가 그 실태
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각하지 못함으로써 도시이미지 자체가 선명하지 못
2) Kotler 등(1993)은 지역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긍정적 이미지(positive image), 약한 이미지(weak image),
부정적 이미지(negative image), 혼합적 이미지(mixed image), 상반된 이미지(contradictory image), 매우 매
력적인 이미지(overly attractive image)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90

울산학연구

울산시의 아이덴티티 형성과정과 요인

191

이러한 도시이미지 형성과 관련된 정보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다. 도

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사회학을 비롯한 많은 학문분야에서 널리 사용

시라는 공동체를 단위 기준으로 할 때, 당해 도시에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되고 있다.3) 이처럼 아이덴티티는 인간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

둔 독특한 사항이나 지리적·환경적 고유요소로부터 표출되는 요소 가운데 지

는 복합적 개념이며, 주관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이덴티

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 대체

티의 판단과 인식은 일정한 객관적 사실 혹은 경험적 사실로부터 형성되며, 사

로 전국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 역사, 관광요소를 갖춘 경관, 산업 등

회적·인위적 노력을 통해 교육되고 각인되는 측면을 가진다. 또한 아이덴티티

은 지역에서 토착화된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적인 수준에만 영향이 파급되는

는 한 번 형성되면 시각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격을 가진다(유팔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계기석·천현숙, 2001:

무, 2000: 35-36; 김주원, 2003: 211). 이와 같이 아이덴티티는 어떤 사물이나

10-11). 지역이 갖추어온 과거의 생활양식이나 지역의 정책은 도시의 가시적

존재의 실체이기 보다는 그 실체에 대한 심상이 되며, 아이덴티티의 개념은 물

형태 속에 문화적 의미까지 불어넣게 되며, 이들 양자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리적,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심리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통해 도시이미지와 정책은 서로를 반영하는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특

다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히 다른 도시에 비해 특화되는 산업이 존재할 경우 산업분야에 관한 정보는 대

이러한 개념적 혼란 속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덴티티는 동일성과 개별성의 두

외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역사적으로 변천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고 있다. 먼저 동일성(sameness)은“~과 같은 아이덴티

된 과정 중에서 토착적인 경우 외에도 각종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티”
라는 내향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개별성(individuality)은“~의 아이덴티티”

규정 혹은 정책상의 이유 또는 주요 제도상의 문제도 도시이미지 형성에 영향

라는 외향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도시 차원에 적용하면, 동일성의

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한 도시의 이미지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측면은 어떤 도시가‘그 도시답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변화에 대한 연속성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동일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동일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기본적인 그 무엇은 변함이 없다는”연속성

2. 지역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과 지역과 관련되는 개인이 그 도시와 동일성의 감정을 가지거나 그 지역의 주
민과 환경에 대한 귀속감을 가지는 것이다(김주원, 2003: 213).

가. 지역아이덴티티와 도시 이미지의 관계
도시이미지가 강조되는 이유는 오늘날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경쟁 속에서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특이성과 우월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존재의 의의를 확립하고 활성화하

특이성은 한 도시가 그 도시 자체의 모든 국면이 종합되어 다른 도시와 비교할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의 존재 의의는 지역 아이덴티

때 그 도시만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월성은 한 도시가 다

티의 확립으로 파악될 수 있다(윤정길, 2000: 410). 아이덴티티의 사전적 의미

른 도시들 보다는 무언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으로 유명

는“변하기 전의 본래의 참된 형태”
를 말하는 것으로, 라틴어의 Idem 즉‘동일
하다’
란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은 원래 자아(self) 개념
의 일부로서 Mead에 의해 기술되고 Erickson이 정신분석적 자아심리학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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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라는 공유된 인식은 도시 아이덴티티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
다. 요약하면, 지역 아이덴티티는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

도시의 활성화

역의 자기다움이며, 이러한 지역 아이덴티티는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자연
자원, 경관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김주
원, 2003: 213).

도시의 이미지 형성

<표 1> 지역 아이덴티티의 개념적 구분
연속성
동일성

지역의 대표적 자원
투입에 의한 동일화

동일화

정합에 의한 동일화

특이성
개별성
우월성

지역의 아이덴티티 확립

공동요소를 비교한 우월성
고유요소 존재에 의한 우월성

지역 특성 및 실태

<그림 2> 도시이미지와 지역 아이덴티티의 관계

출처: 황기원, 1995: 5; 김주원, 2003: 213에서 수정·재인용.

그리고 도시의 특성은 도시 자체가 가지는 객관적 속성이라기보다는 도시에

나. 지역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 이미지는 지역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내

그러면, 도시 이미지 형성의 토대가 되는 지역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확인할

용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아이덴티티는 특정 도시의 내·외적 이미지가 중심

수 있는가? 인간 심리와 행동 중심의 아이덴티티 개념이 도시와 지역연구에

이 되는 것이다. 결국 지역의 아이덴티티 확립은 도시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지

도입된 것은 지리학자인 Relph에 의한 장소 아이덴티티(identity of places)에

닌 이미지 구축과 결부된다고 하겠다.

대한 연구부터이다. 그는 특정한 장소가 가지는 아이덴티티의 개념적 연구들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면, 특정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진행하면서 장소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로 정적인 물리적 장치, 관찰되는 활동

자원을 기본으로 하며 각각 다른 성격의 자원들 중에서 특정한 것이 지역 전체

이나 기능, 그리고 의미성과 상징 등을 선정하고 있다(Relph, 1976). 이후 많은

를 대신할 수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지역 아이덴티티가 도시를 대표

학자들에 의해 장소 아이덴티티는 환경적 차원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

할 수 있을 때 도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 이미지
가 지역 아이덴티티의 상위개념은 아니며, 양자 간에는 상호관계가 형성된다고

4) 이런 점에서 도시이미지(특히 지역 이미지를 대변하는 주택 구조, 도로, 랜드마크, 경관 등)는 지역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기도 한다(김주원, 2003: 215).

볼 수 있다(김정헌, 2004: 308).4) 이를 간단하게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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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성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Lim은 환경 아이덴티

있다는 점에서 종된 구성요인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일정한 지역의

티의 측면에서 지역성, 상황성, 역사성, 도시적 공간, 환경적 스케일, 도시 경

관습이나 전통적인 문화 행사 등도 지역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이

관, 도로 선택성, 상징성 등으로 구분하였고, Belay는 문화 아이덴티티 측면에

해 될 수 있고,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삶의 양식을 형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사

서 시간성, 지역성, 대비성, 상호성, 복수성의 5가지 개념 요소를 제시하고 이

회적 관계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김주원, 2003: 215). 한편 지역 아이

중 시간성과 지역성이 가장 기본적 요소라고 주장한다(양건열, 2002: 237에서

덴티티 확립을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 어메니티 형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재인용). 특히 지방정부 수준에서 논의되는 지역 아이덴티티의 분석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와 가치의식, 생활활동 및 산업활동,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토지이

는 특정 지역의 역사, 지형·지세, 스포츠, 레저 등을 포괄하는 문화, 산업, 교

용과 자연조건 등의 요인은 도시공간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들로 이해되

통, 인구이동성 등을 설명 변수로 하는 유동적 개념이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

기도 한다(일본환경청어메니티연구회, 1989; 김선희, 2006: 8에서 재인용).

다(Ball and Stobart, 1996: 113-115).
한편, 지역정체성 확립이라는 점에서 지역아이덴티티에 접근하고 있는 계기

3. 분석 틀의 구성

석·천현숙(2001)은 역사, 문화, 경관, 산업의 4가지 부문에서 아이덴티티 확립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들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이 태동되

도시 이미지와 아이덴티티의 개념적 속성상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들은 대

었거나 국민적으로 추앙되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지역 아이덴티티

부분 특정 도시 내·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특유한 음악, 미술, 문학,

나 이 연구는 공업도시로서 울산의 도시이미지와 아이덴티티 형성의 원천과

영화, 민속 등 문화 활동이 존재할 경우에는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확립될 수

과정을 1960∼1970년대의 산업화단계의 역사적 상황 검토를 통해 추적하고자

있으며,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건축물, 구조물, 공원 등 시각적으로 미적이며 쾌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이미지 혹은 아이덴티티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적한 경관 또한 지역정체성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광, 수

기존 경험적 연구와는 차별화된 접근방법과 분석 기준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업, 농산물, 첨단산업 등의 산업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된 경우라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 검토를 바탕으로 울산시의 도시 이미지와 지역 아

아이덴티티 확립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계기석·천현숙, 2001: 24). 또

이덴티티 형성과정과 영향요인의 분석을 위한 기본틀(framework)을 <그림 3>

한 지방도시의 정체성 확립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김주원(2003: 215-216)에서

과 같이 구성하였다.

도 지역아이덴티티 구성요소를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전통 등을 내용으로 하

먼저, 공업도시로서 울산시 이미지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기반하여 아이덴

는 역사적 요인, 축제, 연극, 문학 등의 문화적 요인, 자연환경과 같은 경관 요

티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업도시로 발전하게 된 울산시의 특성에

인,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등을 통한 지역의 산업적 요인 등의 4가지로 구분

대한 분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환경은 지역아이덴티티 구성요소 중에서 주어진 것이라

탐색과 평가로서 구체적인 이미지 분석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는 점에서 내재적 요인으로 파악되며, 이와 함께 역사적 요인은 지역 아이덴티

1960년대 울산시의 일반적인 지역 속성과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

티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이다. 반면에 지역의 산업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에 의

징을 살펴본다.

해 형성되는 아이덴티티는 지역의 공간적 창출이나 지속적인 측면이 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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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울산의 공업도시로서 입지 및
울산시 도시 이미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산업적 속성이 지역 아이덴티티의 핵
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울산의 아이덴티티 형성과정의 분석이다. 지역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인
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 모든 변수들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 연
구에서는 환경적 아이덴티티와 사회적 아이덴티티의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시기적으로 1972년을 기점으로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 단
계로 구분하여 검토하게 된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울산의

지역아이덴티티 형성

사회문화적 여건

산업화 이전 1972 산업화 이전

전통성

환경적 여건

시대적 상황
입지및
사회경제적 여건

환경적
아이덴티티

사회적
아이덴티티

생활양식
의식구조

도시산업기반조성 사업이 대체로 1972년에 이르러 사실상 완성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구분을 통해 산업화의 전개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

도시성장과 아이덴티티

이 지역아이덴티티 형성과정 이해를 위한 정보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성장과 아이덴티티기능
도시분화, 산업인구분포
토지이용변화와 도시구조

넷째, 울산시의 도시성장에 따른 아이덴티티 기능의 변화를 검토한다. 점진
적인 산업도시로서 성장과 분화에 수반되는 도시의 기능적 분화를 산업인구
분포, 토지이용변화, 도시구조의 변천을 점검함으로써 지역 아이덴티티 형성과
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일반적 특성

울산의 지역적 특성

공업도시화

<그림 3> 울산시 아이덴티티 형성과정 및 요인의 분석 틀
끝으로, 사회문화적 여건을 분석한다. 이것은 산업적 측면에 토대를 둔 지역
아이덴티티 형성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전통성, 주민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를 검토해 봄으로써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도시 이미지와 지역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 중 하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전통, 생활방식, 의식구조 등의 사
회문화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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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공업 도시 건설

Ⅲ. 울산지역사회의 일반성과 발전과정

6·25를 겪는 동안 대현면 일대가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별로 발

1. 울산지역사회의 일반성

전이 없던 울산은 5·16 이후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울산은 1962년 1월 27일 각령(閣令) 제403호로 울산군의 울산읍, 방어진읍,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자주경제의 터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

대현면, 하상면 전 지역과 청량면 두왕리, 법서면 무거·다운리, 농소면 송정·화

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강력 추진해 나갔다. 입지 조건에서 타 지역에 비해 공

봉리를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공포하였고 같은 해 6월 1일 법률 제1086호로

업지역에 대한 우위를 점한 울산을 신공업 도시로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고,

위 지역이 울산시로 승격되었으며 나머지 13개면은 울주군으로 개칭되었다.

1962년 1월 27일에 각령 제403호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공업도시 건설에 대한

196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서생면이 동래군에 편입되었고,

기능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1962년 6월 1일 법령 제1068호로써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울주군 두서면 소호리를 상북면에, 삼남

울산을 시로 승격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울산은 우리나라의 공업도시로

면의 구수리를 언양면에 각각 편입하였다. 이는 1983년 7월 15일 대통령령 제

서의 거보를 내 디디게 되었다.

11716호(85. 6. 29 공포)로 울산시에 구제(區制)가 실시되어 중구와 남구가 설

효율적인 공업도시 건설과 지원을 목적으로 건설부 직속기관으로서 울산 특
별 건설국을 설치하였다. 1962년 3월 13일에는 정유공장이 착공을 보게 되었

치되기까지 동안 계속되었다.
시 승격 당시인 1962년 12월 인구는 85,082명으로 전국인구의 0.3%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후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한 근로자의 유입으로 1974년도에는
전년대비 25.2% 증가율을 보이다가 1985년 이후 매년 5% 정도 증가하였다.

고 1966년 7월 20일에는 울산특정공업지구로 확정·지정되었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온산면 일대를
석유정제 및 비철공업지구로 고시한데 이어 석유화학공업, 조선, 자동차 및 계
열공장과 울산항도 차례로 건설되어 세계에 자랑할만한 공업기지로 확고히 자
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 울산광역시 연도별 상주인구 현황(1962∼1982)
증가율(%)

인구밀도
(㎢)

여
43,075

-

488.1

82,827

82,519

3.6

936.5

247,389

228,975

5.7

2,644.9

연도

세대수

1962

15,301

85,082

42,007

1972

33,170

165,346

1982

106,044

476,364

자료:「울산소방50년사」
,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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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 한국최초의 공업도시로 지정되어 각광을 받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
이 모든 면에 걸친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울산광역시,
2003: 111).
첫째, 해발 150m 이내의 지질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 지반이 튼튼하여 공장
건설 후 지반침강의 염려가 없으며 광활한 공장부지가 있다. 둘째, 울산항은
만 톤급의 선박이 출입할 수 있으며 12m 깊이를 준설하면 4만 톤급의 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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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 접안할 수 있고 울산을 기점으로 하여 철도시설이 울산항으로 연결되어

제철 등을 중점 개발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제4차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공업화

있어 수륙양면의 교통이 편리하고 임해 공업지로서 적합하다. 셋째, 울주군의

의 성숙단계로 중화학공업 육성에 주력함과 동시에 지식산업 개발을 목표로

서부 5개면에서 시류(始流)하여 동으로 흐르는 태화강이 흘러 공업용수를 얻기

발전시켜 나갔다(울산광역시, 2003: 115-116).

쉽다. 넷째, 지형이 평탄하여 철로와 도로개설이 용이하다. 다섯째, 정유공장
후보지인 대현면 고사리(현재의 남구 고사동) 일대에는 일제시대부터 건립하다

나. 울산공업의 발전

가 중단된 정유공장 부지와 건물이 확보되어 있다. 여섯째, 여름을 빼 놓고는

공업단지 조성으로 울산공업의 발전은 시작되었다. 즉 국가경제발전 계획의

연중 북서풍이 불어 대기 오염물질이 바다쪽으로 내려가니 공해가 적다

공업화 정책에 따라 울산은 공업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울산의 공업발전

울산의 입지조건은 이런 연유로 당시 공업도시 선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 울산공업단지의 성장에 따라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단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울산은 1962년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계에 따라 울산의 성장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한국공업의 상징도시로 발전해 왔다.
울산이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지형, 기후, 용수 등 자연적
공업입지 조건이 타 지역보다 유리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울산공업단지는 계획 주도형으로 석유화학공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조선공업

획 기간인 1962년부터 1966년까지를 1단계 기간으로 하여 1977년에서 1981년
까지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울산의 공업과 울산공업단지의 발전과정의
단계는 다음 장에서의 아이덴티티 형성과정 분석에 대한 사실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에 중화학공업단지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에 관련된
공업의 입지로 급속히 발전되었다..5)

1) 공업기반 조성단계(제1단계; 1962∼1966)

가. 경제개발 계획과 공업화

<표 3> 1960년대 입주한 산업체 현황

1962년 이후 공업화의 단계와 목표가 분명하였고 20년 기간동안에 걸쳐 추
진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의 공업화 발전단계는 그 청사진이 정해
져 있었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공업화 유형은 생산재 공업발달의 제1단
계로서 주요 신규성장산업으로 화섬, 시멘트, 비료, 정유, 전력 등의 개발에 주
력하였다.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은 생산재 공업 발달의 제2단계로서 합성조
직, 석유, 화학, 기계류, 전자공업을 주요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켰으며 제3차 5

공장별

지정
승인

투자액
외채

내화

부지 고용
(천평) 계획

울산학연구

수량

단위

1962. 2 23,019 1,386,000 700

700

석유제품

55,000

BL/일

한국석유

1965. 2

-

10,000

191

부론아스팔트

36,000

BL/일

대한제당

1965. 5

-

165,000 3.754 공관

165,000

개/년

영남화학

1964. 6 34,200 2,700,000 325

요소

84,100

T/년

복합비료

180,000

T/년

요소

330,000

T/년

11.6

한국비료 1965. 10 46,861 3,500,000 348

202

품명

정유공장

600

개년 계획기간은 생산재 공업발달 제3단계로써 각 부문간의 관련정비와 기계,
5) 그러나 이제까지 중화학공업에 편중한 공업 육성정책은 중화학공업의 비대 성장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과 타 공
업의 발전을 부진하게 하여 균형있는 복합 공업단지로 발전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생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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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별

지정
승인

울산내열

투자액

부지 고용
(천평) 계획

외채

내화

4,000

327,000

3

745

3,380

품명

수량

단위

중화학 공업 기반 조성 단계인 1967년에서 1971년 동안에는 석유화학단지

전력

60,000

Kw

조성, 항만 건설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울산공업단지에 투자된 총액은

PVC

6,000

T/년

841억 3천 6백만원으로 이는 제2차 5개년 계획 중 정부의 총 투자액의 4.6%

가성소다

4,400

T/년

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울산광역시, 2003: 117).

공영화학

1966. 1

350,000

50

300

동양합섬

1964. 1 23,800 940,000

181

305

포리아크

동양나이론 1964. 1 28,490 450,000

120

650

나이론사

7.5

240

공관

240,000

개/년

인성산업

1965. 1 50,800

18

한국알미늄 1966. 2 15,000 1,550,000 187

2) 중화학 공업 기반조성 단계 (제2단계; 1967∼1971)

생산

4,800,000 LBS/년
T/일

600 알루미늄 잉코드

15,000

T/년

1966. 1 146,250 2,070,000

37

250

전력

400,000

Kw

동창화학

1966. 3

4.7

60

카본트랙

2,000

T/년

계

185,000

이르렀으며 1969년 12월에 석유화학공업단지 정지공사가 끝남에 따라 동양화
학, 대한유화, 삼경화학 등 석유화학 계열공장이 착공되었으며 삼양특수강 등

영남화력

85,600

영남화학, 한국비료, 동양나이론, 현대자동차 등 12개의 공장이 준공되기에

1,991.3 4,995

자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동남지역본부 울산온산지원처.

여러 공장이 건설 지정 승인을 받았다.
<표 4> 중화학공업 기반조성 단계에서의 공장 설립 현황
연 도
1967

공 장 설 립 현 황
정유공장 11만 5천 바렐 시설 확장공사 착공, 영남화학, 한국 비료공업 준공, 석유화학 콤비나
트 설립 지정
공영화학 준공, 석유화학 공업단지 기공식, 현대조선소 건설 승인, 대암댐 축조공사 기공식, 현

1962년은 공업기반 조성 및 기간산업 건설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해

1968

였다. 당시 경제개발 사업의 핵심인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1962년 2월 3일

1969

한국알루미늄 공장 준공

거행하고 울산에 기간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건설을 위해 공장건설 부지

1970

영남화력 2호기 준공, 울산비행장 준공

확보가 이루어졌다. 이와 병행하여 부지 정지공사, 도로, 토목사업 등 부대지원

1971

동해전력 2호기 준공, 제3부두 준공

시설과 공업용수 개발과 항만 축조사업 등 공업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집중적

대자동차 공장 정식가동, 석유화학 공업단지 부지 정지 공사 착공, 태원물산 준공

자료:「울산소방 50년사」
, p.118을 <표>로 재작성한 것임.

으로 투자하였다.
정부가 울산공업센터 건설에 투자한 전액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총
투자액의 7.7%에 달하며 이중 광공업 부문 투자 총액의 24.8%를 울산공업센
터내의 공장 건설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울산광역시, 2003: 116).
공업지구는 울산시 도시계획 총면적 176.04㎢를 지정하였다. 울산공업센터
는 기간산업을 비롯한 관련산업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이 기간 중 건설 또
는 지정 승인을 받은 업체는 정유, 비료, 합섬, 알미늄 등이었고 이들 공장이
입지하기 시작하였다.

204

울산학연구

3) 중화학 공업 성장 단계(제3단계; 1972∼1976)
1972년에서 1976년의 기간은 기간산업의 확장 및 신설 등에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 울산공업단지에 투자한 금액은 공장건설에 5,449억 원, 항만건설 사
업 및 공업용수 개발사업 등 지원시설에 605억 원 등 총 6,054억 원이 투자되
었다(울산광역시, 2003: 118).
1962년에서 1971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울
산공업단지 건설은 거의 완전한 기반을 구축했다.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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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공업 성장 단계 기간동안에는 명실상부한 중화학 공업을 건설하면서 여
타 부대시설을 확충해나간 기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3단계 기간 중 공장건설은 제4대 핵심공장으로 정책적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조선소의 준공을 비롯한 선경합섬, 삼양특수강, 동해조선, 진양화

119).
이 기간동안 인구는 1977년의 30만 4,496명에서 1981년도에는 45만 541명
으로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었다.6)

학 등 14개 공장이 준공을 하였고 코오롱 유화, 현대서비스 공장 등 8개 공장
<표 6> 국내 최대 공업 성장 단계에서의 공장 설립 현황

이 착공을 했다.
연 도

<표 5> 중화학공업 성장 단계에서의 공장 설립 현황
연 도
1972

공 장 설 립 현 황
대한 아스팔트 공장, 한성기업, 울산 냉동공장, 현대 울산 조선소, 국제 탱크터미널,
삼양특수강, 석유화학 종합준공(8개 공장), 제4부두 준공

1973

한국 합성고무공장, 한미유기화학, 한국비료메라민공장, 한남화학 준공

1974

선경합섬, 제1 포리머, 한국메탄올, 한국카르포락탐 준공

1975

고려화학, 영수물산, 미원상사, 한국포리올, 진양화학 준공

1976

동해조선, 대농유화 준공, 울산석유화학 기공

자료:「울산소방 50년사」
, p.118을 <표>로 재작성한 것임.

공 장 설 립 현 황

1977

코오롱유화, 동부화학, 현대자동차

1978

한국포리올, 동서석유화학, 안국석유산업, 모빌코리아윤활유

1979

럭키금속, 한국탱크터미널, 영우화학

1975

쌍용정유, 조비1공장, 울산석유화학지원, 용산화학, 한전영남 화력발전소, 국제탱크
터미널, 고려종합화학, LG화학온산공장, 대한화섬, 대한알미늄,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 현대정공1공장, 미창석유공업, 금호석유화학, 효성금속, 신원JMC,
그린환경산업, 한국석유개발공사, 효성TNC, 풍산, 동양포리에스터, 동해펄프, 고려

1976

합섬, 태광산업, 한국프랜지공업, 울산화력발전처, 현대강관, 현대자동차시트사업부,
한국프랜지

자료:「울산소방 50년사」
, p.119를 <표>로 재작성한 것임.

4) 국내 최대 공업단지로의 성장 단계 (제4단계; 1977∼1981)
1962년부터 1976년까지 3차례에 걸친 경험과 성장력은 지상목표인 1980년
대의 국민생활 향상과 경제적 번영을 이룬 시기의 바탕이 되었다.
1977년에서 1981년까지의 제4단계 기간 중 한국의 경제는 연평균 9%의 지
속적인 성장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이
1,284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큰 지원을 받은 울산의 산업 및 경
제는 완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공업단지로의 성장은 명실상부한 것이었다.
조선공업을 비롯,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공업 등의 발전으로 시세는 급격히
신장되었고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 제조업체의 경우 1978년의 142
개소에서 1981년에는 514개 업체로 3.6배나 증가하였다(울산광역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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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후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제5단계(1982∼1986)의 기본목표는 안정, 능률, 균형으로 하여 항
구적인 기반구축을 위하여 수출주도정책을 견지해 나갔다. 1, 2차 석유파동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5차 계획은 많
이 수정되었는데 후진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보호장벽을 이겨내기 위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외부파동을 흡수
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울산시의 아이덴티티 형성과정과 요인

207

<표 7> 1960년대∼70년대 정부 경제부처의 조직화

Ⅳ. 울산의 아이덴티티 형성과정 분석과 요인
정

1. 1960∼70년대 울산외부 환경여건
가. 시대상황과 정부의 특성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부는 당시 정치적 부패와 무능, 남북이념대립 등
으로 인한 체제위기와 당시 경제위기 등의 정치 안보 경제적 요인과 군의 성장
을 배경으로 한 지도자 개인의 리더십이라는 조직적·인간적 요인의 결합을

3공화국

4공화국

부

경제부처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초기(1963)

10

28

27

35

말기(1970)

15

35

37

524

초기(1973)

17

42

39

73

말기(1979)

17

68

49

73

자료 : 행정자치부(1998)
주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총계: 차관보, 실, 국, 과, 담당과 포함

통해 대두된 것이다(배응환, 2001: 113).
이러한 분류는 크게 제3공화국(1963∼1972)과 유신체제인 제4공화국(1972∼
1979)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당시 정부의 성격은 강한 군부권위주의체제여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증가한 반면 사회부문의 자율성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 시기는 체제유지세력인 군, 관료, 자본부문이 지배동맹을 형성한 상태에서
국가가 언론, 노조, 종교계, 재야, 기타 사회부문 등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러
한 상황은 울산의 지역 아이덴티티 형성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한편 정부가 국가목표로 내세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본가계급을 융합시
키는 지배연합을 형성하는 동시에 노동계급을 배제시키는 양면전략을 사용
하였다. 이에 정부와 지원동맹을 형성한 기업이나 기업이익집단 등 자본조직들
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70년대에
대기업들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재벌그룹으로 성장하게 되
었다. 이처럼 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들의 이익집단들인 전경련이나 대한
상의 등도 조직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정부하에서 기업이나 경제이익

있다.
조국근대화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은 산업
화정책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화학공업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부처의 조직화
로서의 조직성장과 정부외부환경과의 연계가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예
로 당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등 경제부처들은 정부에서 몰입하고 있는
중화학공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커다란 조직성장을 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광
범한 조직자원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당시 경제부처
의 성장이 1960년대 초기 10개에서 1970년대에 들어와 17개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단들은 자본가계급으로 헤게모니를 구축하거나 국가에 정면도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국가는 자본부문을 압도하고 있었는데, 자본의
이해와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가 종종 기술관료가 주도한 경제정책과 충돌하기
도 하지만 최종판단은 기술관료와 그 위의 최고지도자들이 내렸다는 것이 그
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김영명, 1994: 321).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와 당시 직면하였던 체제위기와
경제위기로 요약되는 대내외 환경인식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
여 한국을 근대화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어 대통령 수준에서 내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 1월 중화학공업정책선언7) 이후 정부는 중화학
공업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비전으로 공업구조개편론(1972. 12; 1973.
1), 중화학공업육성계획안(1973. 6)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화학공업정책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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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부터 시도하여 성공을 거두었던 일본의 중화학공업정책을 모델로 만든
것이다.

항로의 문호에 입지하는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었다.
규모가 크고 대량의 원료, 연료, 제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던 근대공

그 내용으로는 ① 정부는 중화학공업정책과 계획을 제시하고, ② 중화학공업

업에서는 대량의 하물을 값싸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갖는

정책은 민간을 추진모체로 하여 추진한다는 것 등이었다. 민간이 참여하는 주

곳에 입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업활동은 원료를 취득하

도업종은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성장한 철강, 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

고 제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송비가 요구된다. 이 때 생산자는 원료산

산업이었다(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1973: 6-9). 이러한 중화학공업정책

지와 소비시장에 접근하면 할수록 그 만큼 수송비를 줄이게 마련이다. 그러므

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로 공장은 원료산지와 소비시장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입지하지 않으

획기적 육성계획을 어느 부처 단독으로 수립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문제

면 안 된다. 울산의 경우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에 접하는 수송적환지점에 위치

였다. 여기서 중화학공업정책결정을 둘러싸고 관련 정부부처간에는 약간의 정

하고 있다. 즉 이질의 수송기관이 만나는 접점(항구)은 최소수송비지점인 하물

책갈등이 나타났다. 예컨대 중화학공업건설의 밑바탕이 되는 대단위 공업단지

의 적환지를 이루어 공업입지에 극히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조성 등과 같은 특정정책사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제시되기도 하였
다(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1979: 321-325).

울산항까지 선경으로 도착된 원유는 최종 소비지에 가기 위하여 환적되는 동
안에 정제되어 분류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공업의 예는 정유 외에
도 제당, 목재가공, 제분, 제강, 펄프 등 대단히 많다. 오늘날 울산지역에 중화

나. 울산의 입지 및 사회경제적 조건들
공업이 입지로서의 자연적 조건은 인간의 기술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그 제

공업의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일정 업종의 공업이 입지하게 된다.

약성이 약화되는 반면 사회경제적 조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공업

또한 일단 하나의 공업이 입지하면 경제적 상호관련성의 원칙에 따라 서서히

입지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노동력, 시장, 자본, 교통, 집적, 정책 등 무수히 많

공업의 집적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다. 다음에서 울산지역과 관계 깊은 변수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울산광역시,
2003: 149-151).

이러한 집적은 같은 업종이 규모가 확장되는 경우와 관련 또는 타업종이 집
중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공업의 집적은 집적에 의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우선 공업의 입지조건 중 가장 절대적인 조건에 속하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도로, 철도, 항만, 용수, 용지의 개

은 제품을 소비하는 수요가 문제되며, 수요는 규모, 가격, 안정성, 성장성이 중

발과 공공시설 확충 등 각분야에서 많은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원료의 취득,

요하다. 이러한 수요의 문제는 울산지역만의 우위성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제품의 판매, 기술과 자본의 협력 등에 더욱 더 큰 이익이 따른다.

또 시장의 두 번째 조건은 소비지와의 접근문제이다. 이 경우 울산은 국내 최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공업의 집적은 많은 분야에 새로운 불이익을 주

대소비지인 영남의 중심에 위치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미·일·동남아 등

는 경우도 있다. 수송조건의 악화, 지가의 앙등, 공해의 발생 등이 그것인데,

7) 1970년 1월 12일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중화학공업정책선언을 하였다.“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
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경제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중화학공업시대
>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육성의 시책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방면에 중점적인 시책과 지원을 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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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집적이 형성되었고, 울산지역의 공업은 주변으로 확산하는 단계에서 집적이

<표 8> 울산공업 입지조건의 평가

익을 보호받는 과정을 겪었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공업은 초기에 정책적인 조

공업

건이 강하게 작용하여 입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 후에는 순수한

단지

경제상호간의 관련에 입각한 집적이익에 따라 중화학공업 중심의 집적이 형성

서울·인천

△

庇仁

△

북평·삼척

○

특히 석유화학콤비나트와 같이 정유공장을 중심으로 관련공장이 집중해야 하

군산

는 경우나 원료와 제품의 취득, 분배 및 가공공정에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의 산업은 지반이 단단하고 넓은 격지가 절대적이었다.

입지조건별 평가치
용지

용수 항만

철도

도로 소비지 인접산업 계

△

○

○

○

○

◎

◎ 10.0 투자과다 산업집중

⊙

○

○

△

△

△

△

6.0

△

△

△

△

○

○

○

6.0

△

△

○

△

○

○

○

○

△

7.0

목포

△

×

○

×

○

○

○

△

여수

△

△

△

×

○

○

○

○

△

5.0

삼천포

△

△

○

△

○

○

○

△

△

6.5

지로 판단되었다. 울산만 서안의 장생포 지구만 해도 전체가 저평한 구릉지대

진해

△

△

○

△

◎

△

△

○

△

7.5

를 형성하고 있어 기존시설의 큰 침해없이 약 600만 평의 공업용지를 확보할

부산

△

○

△

○

◎

◎

○

◎

◎ 12.0

울산

△

○

◎

◎

◎

⊙

○

○

△ 11.5

포항

△

○

⊙

⊙

◎

○

○

○

△ 10.0

대전

×

○

○

△

×

◎

◎

⊙

○

7.0

마산

△

○

○

△

○

○

○

◎

⊙

9.5

대구

×

○

○

◎

×

◎

◎

◎

◎ 10.0

충북

×

○

○

○

×

○

○

△

△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넓고 평탄한 격지는 공장이 입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사항이었다.

울산시의 경우, 도시계획 총면적 176.04㎢의 15%인 26.5㎢가 공장입지의 적

수 있으며, 이 중 약 100만 평은 해명매립으로 용지조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은 펄프·섬유·철강 등과 같이 원료처리, 용기세척, 냉각 등 제조과정에
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 울산의 경우, 다행히
동천강·태화강·외황강·회야강 등의 지류가 흐르고 있으며, 타지역들에 비하
여 강우의 계절적 편차가 적어 비교적 쉽게 또 일정량의 수원을 확보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울산광역시, 2003: 148).
이처럼 각종 입지조건을 울산지역과 국내의 타지역과 종합 비교하여 보면 <
표 8>과 같다. 이 분포표가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중화학공업 분
야에 있어서 울산지역의 상대적 우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료인접 전력
○

결점

3.0

과대도시화

과대도시화
과대도시화

4.0

자료: 국토개발원, 1979.
× - 1.0, 극히 불리

△ 0.5, 본격적 건설은 해결 가능

○ 1.0, 상당한 건설로 해결가능

⊙ 1.5, 상당한 건설을 요하나 극히 유리

◎ 2.0, 기시설된 것으로 충분하거나 특히 좋은 조건

특히 1960년대 초에 있어서는 전력, 도로, 관련산업 등이 거의 미발달 상태
였으므로 자연적이며 기본적인 몇 개의 조건만이라도 유리하다는 것은 공업이
입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로서는 울산의 타지역에 대한 입지의 우위성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이 <표 8>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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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의 아이덴티티 형성과정과 요인

지방각종기관의 이전내지 새로운 설치가 이 지역에 이루어져 외적인 도시구조
의 변모현상을 가져왔다.

가. 산업화 이전(1972년 전까지)

또한 신시가지의 개발은 신정동을 통과하는 새 버스노선과 시종점이 생겨
시내교통망과 양에 있어 새로운 패턴을 형성케 하였다. 그러나 이 변화들은 아

1) 환경적 아이덴티티

직 구도시지역과 신시가지역사이에 도시경제력의 공간적 분포균형에서 변화를

1962년부터 1965년까지의 시기는 시로 승격한 후에 각면과 방어진읍의 행

일으키지 못하였다. 행정면이나 시설면에서 지역적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은 현

정적인 통합시기로 인구변화 역시 저조하였으며 즉각적인 유입에 의한 지역인

저했으나 서비스면의 성장이나 시장기능은 아직까지 구시가지에 더욱 집적되

구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시의 산업구조 역시 농촌기반에다가 어업전진기지로

는 시기였다.

서의 기능이 뚜렷하였다. 이 시기중 제1차 산업인구의 취업인구가 60%를 넘었

이 밖에 1960년대 후반에 계획된 각종 공장이 1972년까지 대부분 완공되어

다는 사실이 농어업 위주의 도시였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현상은 공업

사실상 도시공업기반조성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박차를 가하였던

도시로서 도시계획과 공장건설 등이 도상계획단계에 있었던 점에도 그 이유가

것이 석유화학단지의 조성작업의 완료였으며 이에 따라 곧이어 새로운 공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울산상공회의소, 1981: 9). 이러한 점은 이 기간 중 건설업

착공되었다. 어떻게 보면 1972년은 울산공장건설의 1단계 완공과 새로운 차원

분야의 취업자 비율이 4% 미만으로 미미한 상태에 있어, 사실상 직접적으로

의 공장건설의 시발점이라고 하겠다. 그 중의 하나가 예기치 않았던 도시성장

도시인구성장을 유도하거나 그 기반이 되는 산업분야에의 투자가 노동인구의

에 중요 요인이 된 현대조선소의 착공이었다.

증가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울산의 성장을 주도했던 가장 큰 요

이러한 연유로 이 시기는 1966년부터 1972년까지의 시기의 본격적인 도시

인은 1단계 공업시설작업과 도시건설이라는 대역사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는

와 공업단지건설을 위한 행정적 체제를 정비하고, 즉각적인 도시운영에 필요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성장을 크게 촉진하여 신시가지의 인구가 구시가지의

각종 도시하부시설작업의 착수기이며 그 조성기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인구와 대등하게 되는 때(1970년)도 있었다. 이리하여 시승격 10년 후에 인구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도시의 건설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일

는 꼭 2배가 된 셈이다(울산상공회의소, 1981: 12-13).

부 공장이 가동되고 생산이 진행되면서 인구의 증가가 서서히 진행되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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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1967년 한 해 동안 농어업분야의 비중이 60%에

2) 사회적 아이덴티티

서 40%로 급격히 줄어들고, 1972년에는 23.8%로 위축되었다(울산상공회의소,

산업화이전의 울산은 극히 지역적 유동성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산업화의 충

1981: 12). 이러한 결과로 이 분야의 종사자 인구가 절대수치면에서 반으로 줄

격이 있기 직전까지 전통적인 인간관계, 전통적인 생활관습, 의식이 그대로 유

어들었다. 반면에 제2차 산업분야에서의 비율은 이전 기간의 10% 이내에서

지될 수 있었다. 따라서 권력구조자체도 다른 지역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

40%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도시고용구조면의 변화와 함께 새로이 도시건설이

정구조와의 일치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단위행정기관장으로서

진행된 월평, 신정, 야음 등 신시가지의 인구는 구도시지역의 인구에 상응하는

비록 동장, 반장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낱 행정적인 읍면사무소의 연락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신시가지의 조성과 함께 시청과 금융기관과 국영기관 등

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이곳 지역사회에서는 부락의 교속(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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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과 재정, 동제(洞祭) 등의 제반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직접 집행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일군의 인사가 존립하고 있었다. 이들을 동민들은 유지라는 뜻으로
「지사(志士) 어르신」
이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1970년 당시의 유지급에 해당하는「지사 어르신」
들의 구조적 성격을 고찰하
면 다음과 같다(진덕규, 1975: 130-131).

의 지도에 따르게 된다.
주민들의 이러한 경향을 더한층 유발시키는 요인으로서 다음 2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진덕규, 1975: 131). 첫째, 유지들이 행정권위를 점유하고 있는
동회장과 반장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추천하고 또 이들을 유지들이 뒤에
서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이들 유지급인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승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동회장이나 반장 등으로부터 자칫하면 불이익의 처우를

계세대의 집안출신으로 최소한 할아버지대에서부터 이곳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자

는 점이다. 둘째 주민들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언행이 신중하고 경험이나 식견

칫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지들이 주제하

이 높았다. 셋째로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는 주민회의는 매년 정기적인 모임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가 소집

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책임 있게 이를 처리할 정도의 능력을 소유하여야 했

된다. 이들 유지는 회의시에 상석에 자리를 잡고서 대부분이 주민의 교속(敎俗)

다. 넷째로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개인적인

이나 동(洞)의 재정에 대한 논의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며 그들의 계획을 동민들

일까지도 희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지역사회의 상류층으

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로서 정책결정에 대한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

이처럼 권력구조의 핵심을 점유한 유지들이 1972년초에 상당수의 인원이 새

유지들의 중요한 충원양식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과정을

로이 유지가 됨에 따라 세대교체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체는 이미 지

거치게 되었다. 즉 유지의 수는 5명∼10명 사이로 평균 6∼7명이며 유지들의

적한 세대가 고령이기 때문에 상당수 사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새로이 충원된

회의에서 수장이 유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주민들 중에서 이를 지명하여

유지들의 일반적인 성격도 1970년의 유지들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찾아볼

유지들의 일치된 승인을 얻게 되면 이를 동리의 제사시에 주민들에게 통고하

수 없다. 모두가 전승세대인 자제라는 점, 생활정도, 학력, 신임 등 모두가 유

였다. 지명된 본인은 이것을 하나의 영광으로 생각하여 유지와 동민들을 초청

사하다.8)

하여 간소한 잔치를 베풀게 된다. 이처럼 유지에로의 충원양식에서 가장 중요
하게 인정되는 조건은 전승세대의 자제이며 동민들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나. 산업화 이후(1972년 이후)

조건이다. 아무리 재산이 유족(裕足) 하더라도 주민의 신망이 없을 때는 유지로
충원될 수 없었다.

1) 환경적 아이덴티티

지역사회 주민들의 경우 과연 이들은 유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

1973년에서 1979년까지의 시기에는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잠시 인구성장의

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몇몇 주민들이 유지

둔화현상이 있었으나 특정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만∼6만에 이르는 인구증

의 권위에 대하여 반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지속화하고 또 구체화할 정도
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유지들의 권위에 대하여 관습적

8) 1970년대 유지중에서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1명 거주하고 있지만 당시의 지역사회의 문제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진덕규, 1975: 131-132).

으로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반발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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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를 보였다. 1973년 20만의 인구에서 1979년에 40만에 육박하여 1972년

소, 1981: 14).

이전과 거의 같은 기간에 또 한 번 총인구가 배가 되어 도시인구의 급성장기를

218

이루었다. 급성장기라는 것은 한국의 일반적인 도시성장과정에서 볼 때 울산에

2) 사회적 아이덴티티

만 적용되는 특성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 도시

1972년부터 조선공장을 위한 공장부지의 매입 시작과 더불어 1972년 가을

화·산업화와 아울러 그 도시성장 과정중에서 인구 20만에서 40만에 이르는

부터 본격적인 공장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때 외래인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시기적 인구성장기간을 보면 광주(光州)의 경우 9년, 대전은 11년, 마산이 9년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그 당시까지 전통적인 관습과 전통속에 유지되어 있던

이 걸렸으나 울산의 경우 불과 6년에 걸쳐서 40만에 이름으로써 어느 도시에

울산 전통사회의 경우 점차 그것의 전통성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

비하여도 급성장기였음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었다.

이 급성장기를 배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장치산업중심이 화학공업

도시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술집과 유흥업소가 하나 둘씩 늘어

중심으로부터 노동집약적 산업인 조선공업과 그 연관산업이 방어진지구에서

났고 이러한 업소는 거의 대부분 외래 이주인이 경영하였다. 이들 이주인들과

가동하게 되었다는 점과 1974년 이후 전개되기 시작한 온산공업지의 등장이라

공원 등 이곳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원주민에게 영향력을 행사

고 하겠다(울산상공회의소, 1981: 13). 그리고 제2차 산업분야의 성장에 뒤이은

했던 유지들의 권위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속에서 지역사회

제3차 산업구업인 서비스분야의 급증이 이 같은 도시인구성장을 유도하였다고

의 권력구조보다는 더 산업화된 성격의 수용과 반영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보여진다.

유지로서 기능을 담당해 온 1972년 이래의 인사들 외에 새로이 1975년 여름

내부적으로는 염포·방어진지구의 인구증가가 계속되어 1978년에는 구시가

당시 2사람의 유지로 더 충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진덕규, 1975: 132). 그

지의 인구를 능가하게 되었으며, 신시가지에서도 공업시설의 전면가동과 함께

중 한 사람은 이전의 전통적인 관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충

사원주택의 활발한 건설이 인구증가의 폭을 넓혀 구시가지구를 압도하게 되었

원, 즉 연령이 불과 40세라는 점은 상당한 특이성을 보여주었다. 비교가 안될

다. 내적인 인구분포변화와 함께 고용구조면에서 제1차 분야가 10%로 위축되

정도로 젊은 연령의 인사를 유지로 충원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경우

었으며, 제2차 분야는 50%를 넘어 한 때 60%에 달했다. 한편 서비스분야의

가 있다(진덕규, 1975: 133). 새로이 충원된 젊은 유지는 학력이 미미하였지만

인구는 그 절대숫자에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울산상공회의소, 1981: 13-

농촌출신의 일반적 성향과는 다르게 사교에 능하며, 일찍이 도시에서 비교적

14). 도시 인구성장은 도시내 급수문제가 낙동강으로부터 공급된 용수를 대용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인 감각이 있고 실리

하게 됨에 따라 일부 해결되어 더욱 촉진되었다. 이로써 울산시는 고용구조면

에 밝으며 대인관계에 무난함은 지역의 당시 국민학교 후원회 회장임과 동시

에서나 인구규모면에서 중화학공업도시의 윤곽과 체제를 갖춘 도시로 성장하

에 새마을 지도자로 일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또 한사람 새로

였다. 비록 도시건설초기에 계획된 바 있는 제강분야가 후에 포항에 건설되었

이 충원된 유지는 당시 50세였는데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졸업의 학력과 읍

으나 대신 조선공업이 이 곳에 위치함으로써 도시인구규모면에서 초기예상인

사무소의 서기로 근무한 일이 있었고 어촌계 서기로 일하기도 한 사람으로 알

구를 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상외의 인구급성장기는 울산시 자체가 부담키

려져 있다.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적 상급행정기관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인물로

어려운 도시시설, 주택, 급수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가져왔다(울산상공회의

이들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전승세대(傳承世代)의 자제들이었다. 이처럼 젊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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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에서 유지가 충원되었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이전의 폐쇄형에서 벗어나서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95%의 응답자가 당시 울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직접

더 개방적인 대외접촉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더

혹은 간접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계획이란

효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의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상황적 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대다수의 호응을 받

만 했다(진덕규, 1975: 135).

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어도 좋을 것 같다. 같은 조사에서 구시가지에 대한

이 시기의 지역사회는 다수한 외래 이주자와 함께 생활하는 소수에 불과했

질문에 대하여도 1.7%인 26명이 현재 상태대로 좋다고 했으며, 63.9%인 986

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유지들은 이전의 기능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기능

명이 전면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2.1%인 495명이 일부

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첫째 이전의 지

지역에 한하여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분

역민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공동재산의 관리, 원주민간의 경읍사에 대한 지원,

명히 울산의 도시계획이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고 있으며 어딘가 도

그리고 지역주민 개개인이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협력

시기능수행에 차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의 일이었다. 이전과 같은 권위는 사실상 소멸됨으로써 그들의 활동도 그만
큼 개개인의 능력에 의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1962년 이후 1980년까지 지속되었던 울산의 도시경제구조를 보면 기
업체의 고용, 생산, 수출 측면에서 그 규모와 부가가치액이 전국적이지만 실제
지역경제에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낳지 못하고 있었다. 즉 기업체에 투

다.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의 아이덴티티 기능의 분화와 인구분포

자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울산지역사회에서 순환되고 이 순환과정을 거쳐서 재
투자됨으로써 도시경제규모는 커지며 동시에 서비스분야의 확충이 이루어지게

1) 도시의 급성장과 도시의 아이덴티티 기능

마련이다. 그러나 울산공단 내 종업원의 임금과 기업체에 투자된 자금이 울산

처음 울산시로 승격되던 1962년 12월의 도시인구가 85,082인 이었으며

시에 있는 중간 중소기업체와 무관하게 직접 외부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1980년 11월 1일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418,415인으로 인구 규

됨으로써 기존하는 중소기업체의 위축은 말할 나위도 없었으며 대기업체의 성

모면에서 전국 도시 가운데 7위로 급성장 하였다. 같은 기간인 1962년에서

장만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울산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건

1980년 사이의 전국도시평균성장률이 9.4%인데 비하여 울산은 21.8%의 높은

전한 도시경제구조와 지역경제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20년 남짓 반복

비율로 도시인구가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같은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응

된 이 같은 경제순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다(울산상공

할 수 있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뒤따르지 못하여 시민

회의소, 1981: 228-229).

들은 아직도“생활하기 불편한 도시”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실정이었다(울산상
공회의소, 1981: 227).
다시 KIST(1980)가 실시한 울산도시계획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1,542명의 응답자 가운데 43명인 약 2.8%가 도시계획이 현재 그런대로 잘 된
것 같다고 했으며, 732명인 47.5%가 많은 부분이 수정되기를 바랬고, 728명인
47.2%가 전반적으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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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울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시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1980년 당
시의 일반적 도시시설 수준의 최저기준과 목표기준사이의 범역과 울산시 현황
을 비교분석하고, 시설의 분포가 인구분포와의 차이 등을 파악한 자료(울산상
공회의소, 1981: 247)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설별 수준에서 사회복지시설 중 육아원, 탁아소, 양로원, 경로당은 개
소당인구나 그 율이 수준이하 즉 최저수준인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상태이다.

울산시의 아이덴티티 형성과정과 요인

221

(당시) 국민학교, 중학교, 실업고는 보통교실당 학생수는 과대하지만 법적 기준

티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성

인 최저기준에는 미치고 있다. 그러나 법적기준자체가 과거에 워낙 과대하게

격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아“진정한 공업도시 울산”
으로서의 방향 설정은 여전

작성되어 있어 계획상의 표준과는 괴리되는 감이 있어 수준의 평균 실상은 과

히 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밀과대 학교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문화시설은 전무하여 논의조차 할 수 없고 의료시설은 진료소나 병원 모두
수준이하이다. 공원시설은 모두 그 규모나 개소 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다. 운수

도시내 고용인구의 산업취업률이 도시기능을 평가하는 기초적 자료로 사용

시설은 도로율, 포장율, 터미널 규모 모두 수준에 크게 미달한 상태다. 연락,

한다면 1962년 당시 울산시의 기능은 경제활동인구의 75% 가까이 농림어업에

공급, 처리시설도 그 보급률, 설치기준, 1인당 공급량이 모두 미달이다.

종사하고 있던 순수한 농촌도시임에 틀림없다. 비록 시로 승격됨과 함께 공업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미흡한 수준의 기존시설은 도시생활환경에 많은 불

도시로 발돋움을 시작하였지만, 기능적으로 1966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편을 초래하여 도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도시계획 및 정비

1967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에 크게 변화가 나타났다. 농수어업에의 종사인구

는 시설의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가 50%이하로 떨어지면서 제2차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분야가 25%되었으며,

이 때 지적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울산상공회의소, 1981: 248).

상업과 서비스업이 35%에 육박하여 상공업 도시의 초기단계 면모를 갖추기 시

첫째, 전체적으로 인구가 집중한 곳에 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이 위치함은

작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1972년까지 유지되었다.

사실이나 인구수에 비해 시설의 양 즉 시설의 밀도는 공간적으로 크게 불균형

1972년에야 비로소 제2차 부문의 인구가 38%선에 도달하여 도시내 고용분

하다. 특히 구시가지 중심부에 비해서 변두리 신개발지는 그 괴리현상을 노정

야의 주종을 이루어 한국 제1의 공업도시가 되었다. 이후 1977년에는 공업분

시키고 있었다. 둘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목 2동, 염포1·2 동, 학성동,

야 고용인구가 60%에 육박함과 동시에 도시초기에 취업기반을 이루었던 농수

신정 3동, 야음 1동·2동, 매암동, 부곡동은 인구분포와 생활편익시설이 불균

산분야는 10% 선으로 후퇴하였다. 1980년의 KIST 조사에 의하면 전체취업자

형하다. 셋째, 생활편익시설로 책정한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시장, 우체국,

에 약 50%가 제2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40%가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

국민학교, 은행 등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고 상호 연관성이라든가 이용자들이

에 종사하고 있어, 사실상 공업도시기반 위에 서비스분야의 기능이 계속 확충

한꺼번에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정한 곳에 집중적

되어 가고 있었다. 이같이 중화학공업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서비스분야가 성장

으로 위치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이 다 갖추어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상

되고 있음은 전후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이 탈바꿈했던 과정과 흡사하다고

호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 넷째, 이러한 시설들이 고루 갖추어지고 이용하기

평가받고 있었다(울산상공회의소, 1981: 29).

편리하도록 된 곳은 방어진, 남목 1동, 병영, 옥교동, 복산동, 성남동, 장생포동

거주지에 따른 산업별 인구분포의 분화현상은 당시의 울산에서도 볼 수 있

으로서 모두 역사가 깊고 생활의 근거가 안정된 지역인 반면 급속히 난개발된

다. 도시성장과 함께 도시의 거주지 계획과 공업건설이 병행되지 못했기 때문

신개발지는 시설의 입지나 분포가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제멋대로 상호관련성

에 이 분화현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없이 입지, 분포하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공업도시로서의 울산이 겉으로는 비록 긍정적 아이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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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농업취업인구와 상업(도소매업)이 지역별로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

1962년 울산이 시로 승격할 당시 지목별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논과 밭이

다. 특히 옥교동·복산동·성남동은 상업기능이 밑받침되고 있는 반면에 신정

33%이고 임야가 52.8%로 이 부분이 모두 85%를 넘고 있다. 당시 대지는 전

동·학성동은 농업기반이 탁월한 형태였다. 또한 1965년의 자료는 구시가지

도시면적의 2.2%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철도·공원 기타 책정된 공업용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농업기반위에 생계가 유지되어 왔음을 실

를 포함한 면적이 11.4%에 달했다. 이 토지이용비율은 1965년까지 큰 변화가

증하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해 1980년의 자료는 지역간의 현저한 분화현상이

없었으며, 1970년에 이르러 신시가지 개발과 함께 급속히 변화하였다. 대지 면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적은 2.8배 정도 늘었으며 상대적으로 논과 밭의 면적은 감소되었다.

즉 옥교동과 성남동은 도시 상업·서비스 기능이 탁월한 도심형의 지역으로
분포를 계속해 왔으며, 신정·복산·학성·구영·방어동은 상업·제조업·서비

특히 공업용지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분야의 면적도 증가하여 1962년 당시
와 비교하여 약 2배나 확장되었다(<표 9> 참조).

스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의 비율이 고르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표 9> 울산시 토지이용의 변화

특히 구영은 아직 농업에 기반을 둔 주민의 비율이 1/4을 차지하고 있는 특색
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들은 본래 농업기반이 그 주축을 이

단위 : 1,000평

루었으나 공장이 건설되고, 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이 공장단지 주변에 거주
하여 정착함으로써 그 구성이 전폭적으로 바뀐 곳으로 감포·남목·전하·야

1962

음·여천·황성·용연동 등이 있었다. 이 지역들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주
민이 도심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공장 가까이 정착함에 따라서 사실상 도시의
시설이용과는 관계없는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 과정이 도시내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사회집단의 거주지 격리 현상을 촉
진케 하였으며 동시에 격리와 분화로부터 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도시로

1965
1970
1975

발전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나친 거주지 인구의 극단적인 분화현
상은 도시생활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이러한 분화현상을 억
제하고 재편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수행되도
록 하는 내용이 문헌으로 나타나 있다(울산상공회의소, 1981: 31).
3)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도시 구조의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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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밭
6,653
(12.96)
6,787
(13.14)
6,082
(11.46)
5,325
(9.96)
16,400
(9.15)

논
10,572
(20.59)
10,465
(20.26)
9,322
(17.56)
8,515
(15.93)
27,173
(14.94)

주: *는 면적의 단위를 ㎡로 표시하였음.
자료: 울산통계연보, 1980.

대지
1,130
(2.20)
1,231
(2.38)
3,443
(6.48)
4,547
(8.50)
9,732
(9.47)
(

임야
27,111
(52.81)
27,907
(54.02)
26,613
(50.14)
25,952
(48.56)
84,053
(46.70)

기타
5,865
(11.42)
6,271
(12.14)
10,950
(20.63)
9,099
(17.02)
42,591
(19.72)

계
51,331
(100)
51,663
(100)
53,070
(100)
53,438
(100)
179,951
(100)

)는 전체에 대한 백분율임.

이 후 이 토지이용구조는 특히 공업용지 분야에서 1980년까지 전혀 변화를

한편 토지이용면에서도 전통적인 한국의 전형적 소도읍으로부터 근대적 산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논과 밭의 비율은 계속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

업도시로 비약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는 토지이용의 변모의 급격성에서 유추

감소율은 1962년에 비해 1980년에는 각각 1/3 내지 1/4 정도의 절대감소현상

할 수 있다.

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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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비교에서 보면 울산의 임야면적이 46.7%인데 비하여 전국 평균은

남자 탁월형 도시임에는 틀림없었다. 1962년 이후 1979년까지 연령별 남녀의

9)

42.9%로 조금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까닭에 많은 공업단지가 위치하고

대비를 통한 변화를 보면 가장 탁월한 변화는 25세에서 50세까지 인구구성에

있는 해안지역의 지형이 평탄치 않아 공장의 위치가 높고 낮은 지역에 분포하

서 점차 남자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그 연령층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고 있어 평면적 계열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하구조물의 설치와 다른 공장

는 사실이다. 이는 곧 울산이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남자인구의 장년층이 점

과의 유기적인 통합에 지장이 있었다. 또한 높고 낮은 기복을 이용했기 때문에

점 증가하는 현상으로 도시의 성숙과 크게 관계되었던 것이다. 즉 초기에는 청

10)

예기치 않았던 공해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년층의 노동자와 기술자만으로 운영되던 도시가 성숙단계에 이르러 노련한 운

1980년을 기준으로 다른 토지지목의 이용을 전국평균 및 대표적인 공업도시

영자와 기술자의 수를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동시공업구조가 이 연령층을 필

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논과 밭의 경우 전국 평균치에 근사한 25%선을 유

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젊의 층의 유동노동력 의존시대

지하고 있으나 주택지는 전국 도시평균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 울산

를 벗어나 차차 안정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의 주택지와 주택부족의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울산상공회의
소, 1981: 17-18).

연령별 구성인구의 도시내 분포특색은 1965년과 1979년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1965년은 전반적으로 전시기가 대표적인 농촌형을 이루고 있는

토지이용면에서 도시구조를 보면, 울산은 전반적으로 시승격이전의 도시구조

반면에 1979년에는 지역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염포, 남목, 전하, 방

와 시승격 후에 전폭적으로 진행된 도시계획이 도시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

어 지역은 구시가지의 복산·옥교·성남동에 안정된 구조와 비교되며, 신정·

다. 즉 시승격 이전에 읍 당시의 도시기반이 그대로 성장하여 팽창되었던 관계

야음도 흡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지역간의 인구구성상의 구조적

로 울산시의 주축을 이루었던 상업중심지인 구시가지는 인구 40만의 센터역할

차이는 도시의 기능분화 특히 공업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개발한 거주지에 의

을 도맡게 되어 과밀상태를 이루었던 것이다. 특히 급격히 증가한 도시교통수

해 크게 좌우되었다.

단인 자동차의 통행량이 집중되어 혼잡한 도시 교통문제 유발을 걱정하게까지
되었다.
인구구조면에서 보면 인구성장과 함께 큰 변모를 보였는데 1965년까지는 구
조상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972년 이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울산 도시구조의 특색은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 그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
으며, 한편으로 거주인구의 구성과 분포에서도 확인된다. 산재형(散在形)의 도
시구조 형성은 타도시와 다른 가장 탁월한 형태이며 동시에 울산도시개발과
계획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1979년의 형태는 대표적인 공업도시형 인구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9세에서
20세까지 인구가 20세에서 35세까지 인구에 비해 현저히 작은 비율을 나타내

라. 지역사회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고 있는 즉 청장년 중심도시의 형태를 띠었던 것이다. 또한 중공업도시임에도

특정지역사회가 전통적으로 일종의 지역적 공동체의 성격을 보여줄 정도로

불구하고 여성인구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통합력이 강하던 것이 산업화라는 외적인 충격에 의해 어떠한 와해의 과정을

9) 한국 도시의 대부분이 넓은 평지보다는 다소 기복이 있거나 배산을 하거나 삼산(三山)이라 하여 주위가 산으로
둘러 싸인 분지지역에 위치하여던 까닭에 임야의 지목이 전체 면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
면 울산 역시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10) 바람이 약할 경우에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연중 풍향이 탁월하지 않은 계절에는 낮은 지역의 공장에서 비롯
된 대기오염은 직접적으로 주변 주민과 농작물, 식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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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전통사회의 해

서 성장한 저명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진덕규, 1975: 136). 그 당시

석과정을 분석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산업화의 영향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

로서는 약간 고가로 밭과 산 등을 서서히 구입하면서, 구입의 이유를 정년퇴직

화양상을 고찰하여 마지막으로 이들의 의식이 외래이주자와 어떠한 갈등 또는

후 고향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암묵리에 토지투

조화를 보여주는가를 인식하기로 한다.

기인들을 전령사로 한 후 대체로 1971년 가을부터 전하·염포 양 지역에 대규
모의 조선공장이 건립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곧 이어서 토지매입이

1) 전통사회의 해체과정

진행되었다. 이처럼 제 1단계에서는 별다른 동요나 준비없이 공장건설이 지역

지역사회가 본격적인 전통성의 해체를 보여준 것은 1972년에서 출발할 수

공동체의 주민과는 무관한 사실로 인식되었다.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1972년 이후 전통사회의 해
체과정을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진덕규, 1975: 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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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단계에 들어서자 주변의 다른 주민들이 그들의 전지와 택지를 팔고서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에서 택지를 조성해 준 지역공동체내에 주거지를 신축

즉 제 1단계는 1972년을 전후한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주로 다른 지역사회

함과 동시에 꽤 많은 외래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지역공동체

의 전통성이 산업화에 의해서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가를 직·간접으로 보여줌

에 있는 밭을 공장측이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매수과정에는 흔히 그러하듯

으로써 산업화에 대한 그 나름의 인식을 가지게 된 시기이며, 제 2단계는 이웃

이 공장측과 지역주민들간에 상당한 갈등을 조성시켰고 때로는 험악한 관계에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그들의 공동체 부락을 공장건설 부지로 판매하고 난 후

로 발전하기도 했다. 재벌기업이라는 성격과 국가의 중공업 지원정책의 도움이

다른 지역사회로 이주하여 같이 생활함과 동시에 점차로 외래이주인이 유입되

라는 두 가지의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공장에 필요한 부지를 지역

어 혼재상태를 보여주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3단계는 지역사회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회사

조선공장의 부지로 매입됨으로써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마침내 완전히

측은 해당 지역공동체 출신으로 비교적 동민들에게 설득의 능력을 가지고 있

이질적인 공장주변지대로 변모되어 이전의 특징이 상실되고 마는 단계가 그것

는 이른바 유능한 인물을 토지 매입의 중개인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전

이다.

의 동리 이장이라든가 또는 도시에서 활동하면서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던 인

우선 제 1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 특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주민들은 공장이

사들을 통해서 이들을 공장측이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마침내 그들이 목적하는

촌락 주변에 건립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토지매수가 상당한 진척을 볼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부락의 주민들은 재빨

팽배했던 시기였다. 특히 울산시내의 다른 공업단지에서의 농작물 피폐라든가

리 빈방을 수리하여 이를 빌려주든가 또는 하숙업을 하든가 아니면 요식업 등

어업활동의 어려움 등이 만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중요한

으로 전업하기 시작했다.

관심은 자신의 지역공동체 일대가 공장이 들어설 수 없으리라는 짐작에 대한

제 3단계는 현대조선공장이 더욱 확장되어서 지역공동체를 완전히 공장지대

그 나름의 관념, 다시 말하면 근교농촌지대로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팽배하

로 수용함으로써 주민들이 가옥을 팔고서 현대조선측에서 마련해 준 택지에

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토지투기인들이 비밀리에 공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마침내 원주민들과 현대조선

장이 들어설 부지 밖의 산이나 밭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

측 사이에는 매수가격을 둘러싸고 분쟁에로 돌입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마

지투기인 중에는 자신들의 지역공동체와 인접해 있는 지역의 출신으로 서울에

침내 울산시청에까지 항의를 하는 등 상당히 열띤 관심을 보였고 중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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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까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쟁도 결국 끝내는 그런대로

다만 몇몇 특정인이 공업화의 영향에 의해서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결되고 말았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서서히 새로운 생업에로 전업하기 시작

재산을 축적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하였다. 이러한 전업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조선공장에의 취업과는 별 관계가

대부분이 현대의 도시지향적인 생활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다.

없는 일종의 공장주변지대의 성격속에 함몰되고 말았다.

또한 이들은 주로 조선공장의 중개인이나 또는 상거래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따라서 이전 전통적인 지역사회적 공동체의 시기에서는 교풍이 엄정하였고

거나 또는 공장이 건립되기 이전에도 비교적 생활정도가 넉넉하고, 상당한 토

그만큼 윤리관념이 강했던 지역공동체가 이해타산적인 상황에로 다가서게 됨

지를 소유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

으로써 전통성은 외적인 면에서는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처럼 모든 생활구조의 변모 과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다수의 주민들은“공장
주변지역생활”
이라는 도시화의 소외권에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으

2) 주민의 생활양식의 변화

며 극히 소수의 이재(理財)에 밝고 공장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민들은 전통적인 생활구조에서 대부분 탈피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보여

사람들은 산업화가 축재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주었다. 대부분의 직업전환은 주로 셋방에서 오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일종
의 준실업자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내에 거대한 공장이 있음에도

3) 주민의 의식구조의 현실성

불구하고 여기에 취업하는 인원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설혹 취업했다 해도 청

주민의 의식구조, 특히 산업화에 대한 평가, 외래이주자에 대한 이해, 전통회

소부와 같은 잡역부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이들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다음과 같다(진덕규, 197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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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향의 실태 등에 대한 이들의 관점을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의식구조의
현실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면에서 일견 외관상으로는 산업화의 충격 이전에 비하여 생활수준의

대다수 주민들은 산업화에 대해서 별다른 관념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

향상을 지적할 수 있다. 공장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식생활에까지 어려움을 당

하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이를 거부하는 등의 정도가

하던 주민들이 없지 않지만 공장이 건립되고 난 후에는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산업화가 전개되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자기

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실정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어촌으로서 농업이나 어업

들의 생활과 커다란 관계가 없다는 태도이다.“공장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곳

에 종사하던 당시에 비하여 현금을 취급하는 빈도도 많아졌고 또 액수도 큰 것

에서 일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거기서 번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도 아

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 대부분의 주민

니고 공연히 마음만 바빠졌다”
라는 인터뷰 자료(진덕규, 1975: 139)는 이를 말

들이 그들의 생활을 이전보다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

해 준다. 위의 인용에서처럼 공장건립 자체가 자기 개인의 이해와 무관하다는

고 이들 주민들은 돈도 이전보다 더 많이 취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도시 어

점, 공장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느 지역 못지않은 물가수준 때문에 결국은 더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

는 점 등으로 인해서 일종의 무관심상태로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생활수준의 향상은 비록 그것

그러나 일단 이들이 외래이주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

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공장건립에서 오는 가치배분의 불균등성 때문에

는 것만은 아니었다. 아마도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 생활태도에 기인하는 것인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이주자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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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드물고 또 이들 이주자들을 마치 노무자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자기들

응답자의 비율은 ①의 경우가 54%, ②의 경우 18%, ③의 경우 4%, ④의 경우

처럼 그 지역에 대한 강력한 고착성이나 애착심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

9%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즉 대다수의 주민의 경우 아직도 지역공동체적

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자연히 외래이주자와 원 지역주민들간에 자연적인

전통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산업화나 도시화의 성격은 상등되는 Community

협조관계가 조성될 수 없는 상호간에 이질감을 더해가고 있을 뿐이었다.

모형에 대한 응답은 불과 9%에 불과하고 그 대신에 일종의 소외의식을 반영하

산업화에 대한 평가의 무관심, 외래이주자들에 대한 이질감 등은 자연히 전

는 전통형 Anomie의 경우가 1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주목을 요한다. 결국

통회귀성향을 강하게 작용시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원주민들은“공장이 들

오늘 이들 주민들은 여전히 전통지향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촌락공동체

어서기 이전이 더 좋았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

적 연대의식에 상당한 회귀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여 공장이 들어서기 이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다(진덕규, 1975: 140). 다

있는 지역공동체적 연대의식은 조직자체도 없고 이전과 같은 유지들의 기능도

만 공장이 들어서는 시점에 만약 공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는 상당히 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공허한 심리적 갈등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센 반대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상태로는 농사나 어업에 종사할 여건이

있을 것 같다.(진덕규, 1975;140-141)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공장이 들어서기 이전과 같이만 해 준다면 모르지만 그렇
지 않고 공장만 옮긴다든가 불황이 닥치면 당장 셋방을 임대할 수 없고 이것은

이상 사실을 고려할 때 가설의 논리적 전제와 결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
의식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그들 생활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의식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 4가지의 모형적 설문
을 제시하고 이것에 응답하게 한 결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덕규,
1975: 140).
① 이곳이 조상대대로 산 곳이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곳을 지키겠는가
우리끼리 단결하여야 한다.
② 지금과 같은 생활이나 환경에 별다른 애착심이 없다. 관심있는 사람끼리
잘하리라 생각한다.
③ 이곳에 살고 있는 이상 불만이나 어려움을 시청이나 공장측에 요구해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권리이다.
④ 이곳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나의 발전이다. 그러므로 외래인들과도 손을
잡고 이곳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주민들의 전통적 생활양식은 산업화에 따라 완전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변모는 전통사회의 해체과정의 한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비록 주민의 생활양식은 변화해도 의식구조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③ 주민들의 생활의 변모는 산업화나 도시화의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간접
결과적 성격이 짙으며 일종의 공장주변지역 생활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④ 산업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공장
측과의 관계나 또는 도시화에 따르는 현대지향적 생활태도에서 연유하며
이들만이 산업화의 절대적 지지세력이다.
⑤ 주민들은 외래이주인들과의 인간적인 접촉이 결여되어 있으며 마치 도시
속의 농촌과 같은 상황속에서 때로는 전통형 Anomie의 경향까지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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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내용은 지역공동체적 의식이고, ②의 경우는 전통적 아노미(Anomie)형,

⑥ 만일 주민들의 전통적 공동체의식이나 전통회귀성향을 충족시켜 줄 사회

③은 개체중심형 그리고 ④는 Community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을 때 이들도 역시 전통형 Anomie로 나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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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울산의 실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지각
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형성기를 갖게 되었고, 전통사회가 해체되어

이처럼 제반사실을 고려할 때 산업화의 전개과정에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

가는 1972년 이후를 기점으로 현재에도 남아 있는 공업도시의 이미지가 형성

기회를 배제하면 주민의 의식구조는 전통적 Anomie의 경향으로서의 성격을

되었고, 당시로는 그것이 전통사회라는 이미지에 공업도시(산업도시)라는 새로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성립시키게 된다.

운 이미지가 중첩되어 중층화해 온 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의 탈피로 공업도시로 변모하였다는 것은 체인지(change) 과정을 설명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일단 완성된 원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보를 도시가 지각한
것은 1972년까지도 남아있던 기존의 이미지를 고치고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Ⅴ. 결론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할 때 울산시는 지역에 관한 정보의 지속적인 발신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형성 또는 강화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이미지에도

울산시는 기존의 공업도시라는 도시이미지에서 탈피하여 포스트포디즘시대

불구하고 공해도시라는 나쁘거나 불리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를 일신할 수

의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 있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

다. 이것은 도시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과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여전히 남겼던 것이다.

더불어 도시 생존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서울시정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에서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독특한

개발연구원, 1996). 이런 점에서 지역 이미지의 실태와 원천을 정확하게 이해

사항이나 지리적, 환경적 고유요소로부터 표출되는 요소 가운데 지역주민의 요

하는 것은 도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의 토대가 되는 의

구에 부합하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주도에 의해 그 이미지와 아

미 있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이미지 연구들은 횡단적 접

이덴티티가 형성되었으며 지역에서 토착화된 다른 지역의 경우와는 외부환경

근을 통해 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를 평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아이덴티티

요소가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다. 이러한 점을 보면 지역적인 수준에만 영향이

형성에 미치는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놓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를 극

파급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데 근거를 두는 기존의 설명력을 다소

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지역 아이덴티티의 형성 원천을 정확히 파악하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울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

는 종단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방에 대한 규정 혹은 중화학공업 추진이라는 정책상의 이유로 필요에 따라 제

울산시의 지역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형성의 원천을 역사적 접근을 통해 설명

도상의 문제로 도시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즉 역사적으

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간적으로 울산시가 본격적인 공업도시로 발전하는

로 울산에서는 중앙정부의 중화학공업 추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태동되어 이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도시이미지와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영향요인을

미지형성과 더불어 아이덴티티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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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환경면에서 정부가 중화학공업정책과 계획을 제시하고, 그 정책을 추진

분석결과, 울산은 역사적으로 그 유형상 리프레시(refresh) 형태와 체인지

모체로 하여 추진한 것을 바탕으로 공업입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두루 갖춘

(change) 형태를 띠어 왔고 그 현상이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굳어 졌으며,

울산이 1966년부터 1972년까지의 시기에 본격적인 도시와 공업단지건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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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적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때가 바로 즉각적인 도시운영에 필요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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