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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양양연어축제를 통해 생태관광에서 ‘자연’이 ‘생산’되고 보존되며 이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광지리 논의에서는 관광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이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양양군을 중심으로 연어보존이 이루어져왔고, 연어축제 역시 연어보존이 나타내는 자

연의 복원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어축제는 연어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대천은 연

어의 생태계가 복원된 장소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연어회귀가 증가하지 않고, 축제의 외연적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연어와 남대천 보존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 즉, 자연의 보존과 복원의 상징성을 강조

하는 축제의 주장과는 달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 인해 연어와 남대천의 보존

과 관련한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서부터 지자체, 국가, 국제기구에 이르기까

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생태관광에서 이용되는 자연은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의

되고, 이용되며, 강조된다. 이는 정치생태학 연구에서 강조되는 ‘생산되는 자연’의 개념이 본원적인 자연개념보다 축

제의 주제로 전용되고 상품화되는 자연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정치생태학,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생태관광, 양양연어축제, 연어, 남대천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es of the “Production of Nature” and the preserv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e in the local festival. The recent discussions in tourism geography address the neo-
liberalization of nature with its political-ecological interpretation. Yangyang-gun has been one of the 
main regions that have made efforts to make salmon back to the streams. Also, the Yangyang Salmon 
Festival was organized to celebrate and symbolize the successful restoration of nature. In fact, however, 
the festival focuses on the commercialization of salmon. Moreover, it is hard to consider Namdaecheon as 
the successfully restored ecosystem for salmon. As the returning number of salmon ha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festival itself has not been successful to attract many tourists, the local people show 
declining interest on the conservation of salmon. Contrast to the catchphrase of the festival to emphasize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restoration of ecosystem, there are still many hurdles that jeopardize re-

http://dx.doi.org/10.23841/egsk.2018.21.2.139



장한별·지상현140

1. 서론

국내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의 홍보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축제를 활용해왔다. 특

히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산어촌지역을 중심

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생태관광축제가 개최되어 왔

다. 많은 축제 중, 나비축제(함평군), 산천어축제(화

천군), 반딧불축제(무주군) 등이 성공한 지역축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의 성공요인, 축제 방

문객의 특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이정

록, 2003; 김영미 외, 2007: 김창수·전대희, 2007; 

이용철·김창수, 2008; 이범재, 2010; 부숙진, 2010; 

이정록, 2011 외). 이러한 연구들은 생태관광축제

의 주제인 ‘자연’보다는 자연을 이용한 축제가 ‘지역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축제의 근원적 의미를 검토하고, 축제의 진

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생태관광

축제의 자연적 측면(나비, 산천어, 반딧불이)이 축제

의 기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상품화되는가를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양양연어축제는 한국에서 생태계 

회복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양양군 남대천1)의 연

어회귀를 기반으로 조직되어, 다른 축제들에 비해 

역사적·장소적 맥락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구성에서 필수적인 자연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연

의 신자유주의화(Neoliberalization of Nature) 논

의와,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적 접근을 시도

한 관광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 성과를 바탕으로 연어축제를 통해 연어가 관광상

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 축제운영과 동반

되어 발생하는 남대천 생태계의 보존과 악화의 논제

들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축제와 관계되는 다중적

인 지리적 스케일의 여러 행위자들의 관계를 살펴보

고,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해관계를 파악하여, 자연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층위의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과 협상과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으로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정치생태학 논의를 생태관

광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연구 분석에서는 양양연어

축제와 이곳의 자연(연어, 남대천)에 대해 개관한 후 

연어축제의 신자유주의화가 어떠한 정치경제적 맥

락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시도와 한계는 무엇인

지 알아보았다. 이어 양양연어축제, 연어의 보존, 남

대천 환경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밝히며,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

는 노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통해 

생태관광이 갖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생태를 주제로 

한 축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자연에 대한 심층적인 논

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연에 대한 

논의는 환경변화와 관련된 정치경제적 세력들의 갈

turning of salmon. This controversy leads diverse actors into conflict over the conservation of salmon and 
Namdaecheon. The players in the dispute encompass local people,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and in-
ternational organization. Nature appropriated for ecotourism is selectively defined, used and emphasized 
by the interests of agencies at multiple scal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ncept of “Produced 
Nature” is more useful than intrinsic or original perspective on nature as long as we try to understand the 
commercialization of nature that is appropriated for the repertoire of local festival. 

Key Words :  Political Ecology, Neoliberalization of Nature, Ecotourism, Yangyang Salmon Festival, 
Salmon, Namdae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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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해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1)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생태관광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연은 자본 생산의 수단

으로 변해왔으며, 동시에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

으로 인식되어왔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을 상품화하는 자본

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둘러

싼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등 다중스케일적(multi-

scalar) 행위자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하며, 환경의 보

존·악화에 미치는 이들의 정치적 힘, 즉 ‘환경정치

(environmental politics)’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권상철, 2012; 장덕수·황진

태, 2017). 

‘신자유주의화’ 개념은 일반적으로 1970년대 이래 

세계 경제의 주도적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신자

유주의’에서 등장한 것이지만, 그 전개 양상은 장소 

특수적이며 동시에 기존의 경제·사회 구조와 조응

해 나가는 역동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Peck and 

Tickell, 2002). 따라서 Peck and Tickell(2002)은 

신자유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양식으로 발현

되는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았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는 자연(환경)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 포섭되어 상품화되는 과정 속에서 신자

유주의적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는 자본주의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자연 자원이 특별한 제약 없이 남용

되거나 착취되면서 고갈되고, 이로 인해 환경악화라

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에 관한 연구들은 Neil Smith, Noel Castree, Karen 

Bakker 등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가 자연환

경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에 대해 통찰력 있는 함

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Smith(2008)는 그의 저서 

『Uneven Development(불균등 발전)』의 제2장인 

‘The Production of Nature(자연의 생산)’을 저술하

면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의 발현과정에 주목하였

다. ‘자연의 생산’2) 논의는 자연을 사회와 독립된 존

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자본에 의해 포

섭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관한 정치경제적 관점

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의 ‘1차 자연, 2차 자

연(First Nature, Second Nature)’의 구분은 다소 도

식적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상품화 되는지를 이해

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Castree(2008a, 

2008b)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에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며, 정부가 ‘탈규제(deregulation)’와 ‘재규제

(reregulation)’라는 수단을 통해 효과적이며 선택

적으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분

석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화 논의에 

기여한 Neil Smith, Noel Castree와는 달리, Karen 

Bakker는 신자유주의화와 관련한 사례 연구들을 지

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즈

(Wales)의 물의 사유화 문제가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라는 큰 흐름에서 이해되고 있다(Bakker, 2005). 관

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절대악’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논의와는 거리를 두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물

의 사유화와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여러 행위자들 간의 거버

넌스를 구축하여 문제점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Bakker and Cook, 2011; Bakker, 2013; 이

승훈 역, 2017).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집중한 관광연구는 

최근까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Duffy, 2015). 

그러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통해 생태관광

이 새로운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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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생태관

광이 관광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생태관

광의 테마인 자연은 국제적 자본(global capital)의 

역동성에 편입하게 되었다(Campbell et al., 2008; 

Duffy, 2015). 자연의 신자유주의화와 생태관광의 

관계는 영국의 Rosaleen Duffy라는 학자에 의해 지

속적으로 연구되어왔으며, 관련 연구의 확산에 필

요한 이론적 틀을 제시해주고 있다(Duffy, 2008, 

2014, 2015). Duffy의 연구는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와 생태관광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구체

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녀의 연구에서는 아

프리카 보츠와나(Botswana)의 코끼리 체험관광을 

사례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코끼리 관광을 권장하는 

국가와 국제기구,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미

치는 외국 관광객들의 영향을 분석하였다(Duffy, 

2014). 다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세계

적 네트워크의 확산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의 생태관광 발전의 원동력임을 밝히고 있다

(Duffy, 2008). 이러한 과정 속에서 Duffy(2015)는 

생태관광이 신자유주의를 추동하면서 경제성장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

제활동 역시 생태적 지속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 주

목한 여러 연구들에서 과거 자본주의에 포섭되지 않

았던 자연(즉, Neil Smith가 언급한 1차 자연(First 

Nature)) 중에서 동물들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관광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Duffy, 

2008, 2014, 2015). 저자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역의 

경관으로 구체화되며, 궁극적으로 관광이 신자유주

의가 ‘비인간 현상(Non-Human Phenomena)’의 

영역으로 강화·확장되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비판

적으로 바라보고 있다(Duffy, 2015). 

비슷한 맥락으로 생태관광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Ojeda(2012)는 남미 콜롬비아의 테이로나

(Tayrona) 국립공원의 생태관광에 관여한 행위자들

에 주목하였다. 테이로나 국립공원이 생태관광의 무

대가 되면서 과거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생계활동이 

이루어졌던 자연(국립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

이 제한·통제되었다. 연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

역 공동체의 붕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보존과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Ojeda, 2012). 최

정수(2003)와 Fletcher and Neves(2012)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공동체 발전과 생태 보존을 

위한 궁극적인 대안으로 생태관광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시각에서 

Keul(2014)은 미국 습지 생태관광의 사례와 같이 자

연의 신자유주의화가 습지개발의 유보와 같은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2) 생태관광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정치의 조우

정치생태학은 자연과 정치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

태계를 바라본다. 정치생태학은 인간-자연의 관

계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관계가 장소의 구성 방식

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 지식, 담론, 인종, 계급과 젠

더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Forsyth, 

2004; Rocheleau, 2008; 권상철 역, 2008). 정치생

태학은 자연(환경)의 악화가 단순히 많은 자원을 소

모하고 파괴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는, 그 이면에 있는 정치권력을 표면화시키려고 시

도해왔다. 이를 위해 발전과 환경의 연관성을 분석

하여 환경 변화에 접근하며, 이를 통해 소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 사례를 확장하여 국가, 세계 단

위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고자 한다

(Gregory et al., 2011; 권상철, 2016). 이러한 특징

을 지닌 정치생태학은 지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및 역사학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폭넓게 논의되어왔다(Escobar, 1996). 

정치생태학의 기원과 그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

한 Watts(2015)에 따르면 문화생태학의 후속주자

로 등장한 정치생태학은 자연환경이 문화, 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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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 인간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기존의 설명에서 벗어나, 시장 생산자들 간의 관계, 

토지와 노동의 상품화, 생산 관계의 변화 등의 정치

경제학적 시각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정치생태학

자들은 문화생태학이 지역의 인간-환경의 상호작

용에 미치는 더 넓은 정치경제적 힘들에 충분히 관

심을 가지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박규택, 1998; 

Campbell et al., 2008). 정치생태학의 고전으로 

통하는 Blaikie(1985)와 Blaikie and Brookfield 

(1987)의 연구는 폭넓게 정의되던 정치경제학을 생

태학적 관심과 결합하여 정치생태학 논의의 확산에 

기여하였다(Stonich, 1998; Walker, 2005). 이 연구

에서는 토양 침식, 삼림훼손, 염류와 홍수로 발생하

는 토지 관리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 정치생태

학의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정치생태학을 바탕으로 

한 두 연구는 토지악화의 원인이 사회의 권력관계와 

정치경제적 구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

는데 일조하였다(Stonich, 1998). 정치생태학은 점

진적으로 분석의 스케일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며,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상황이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

서 다층적인 권력 관계로 얽혀있음을 드러내는 전략

을 취한다(Gregory et al., 2011; 권상철, 2016). 

국내에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국내외 사례를 바

탕으로 한 정치생태학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엄은

희(2008)는 필리핀에 위치한 외국인 소유의 라푸라

푸 광산을 사례로, 광산개발로 인해 자연과 주민들

에게 가해지는 생태·경제적 위협과 이에 맞서 일어

난 지역의 반(反)광산 운동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

구에서는 국가제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광산의 소

유권 변화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광산개발에 반대

하는 주민들의 연대와 담론의 형성과정에 주목하였

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보존운동이 구체적인 시

공간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슈화되고 담론으로 확산

되는지 밝히고 있다(엄은희, 2008). 위천국가산업

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물 갈등을 다룬 이상헌

(2001)의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오염, 낙

동강 물 분배의 방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광역상수도사업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대안을 제시

하기 위한 분석에서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정치

경제적 원인들을 규명하고, 갈등이 표면화되는데 작

용한 지배담론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이상헌, 

2001). 또한 엄은희(2017)는 국제적으로 팜오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팜오일 생산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팜오일의 생

산이 국가·세계적 맥락에서 정당화되는 과정을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팜오일 생산의 증가로 인한 환

경악화를 우려하는 국제적 환경연대와 이에 대한 대

안으로서 두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지속

가능한 팜오일 생산정책을 분석하고 있다(엄은희, 

2017).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분야의 연구에서

도 정치생태학을 분석의 주요 프레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Cole, 2012; Douglas, 2014; Mosedale, 

2015; Nepal and Saarinen, 2016). Cole(2012)은 

관광산업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발리(Bali) 섬을 

사례로 물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섬의 취약성에 주목

하여 물의 이용을 둘러싼 정치권력 관계를 분석하였

다. Douglas(2014)는 관광이 정치·경제·사회·생

태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정치경제학에 

치중된 연구 방향이 생태적 맥락을 포함하는 정치생

태학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비슷

한 맥락에서, Mosedale(2015) 역시 관광, 자연, 그

리고 정치생태학 간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통한 이

론적, 실험적 관광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Nepal and Saarinen(2016)과 Mostafanezhad et 

al.(2016)은 세계 여러 지역을 사례로 관광연구에 정

치생태학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관여·통제가 부탄(Bhutan)

의 샤크텡 야생동물 보호구역(Sakteng Wildlife 

Sanctuary)의 생태관광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과 생태적 악영향들을 추적하고 있다(Nep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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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rinen, 2016). Mostafanezhad et al.,(2016) 역

시 공동체와 권력, 보존과 관리, 발전과 갈등 등을 포

괄적으로 논의하며, 환경과 관광에 대한 정치생태학

적 논의를 확대하였다.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자연

보호지역이나 중국의 샹그릴라(Shangri-La)가 관

광 상품화 되는 과정을 역사적·제도적 맥락에서 주

목하였다(Mostafanezhad et al., 2016).

기존의 정치생태학 시각의 관광연구의 사례를 살

펴보면 여전히 정치생태학의 본격적인 논의보다는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

술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관광을 둘러

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권력관계를 일반화하는 연구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권상철(2016)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소지역의 상

황을 보다 확장된 지리적 스케일 단위(국가, 세계)와 

연계하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화

된 특성들이 도출되고 분석을 위한 적절한 틀이 마련

되어 정치생태학의 보편적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정치생태학, 생태관광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양양연어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축제의 주제인 연어의 회귀, 연어의 보존과 관련하

여 축제가 자연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

치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다층적 행위자들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연어의 정치생태학: 양양연어축제

1)　연구방법과 흐름

본 연구에서는 ‘문서 분석(document analysis)’과 

‘심층 인터뷰(in-dept interview)’를 이용하여 양

양연어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치생태학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어 왔다(엄은희, 

2008; Cole, 2012; Choi, 2016; Mosedale, 2016 

외). 문서 분석의 여러 방식 중에 뉴스와 신문,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저널 논문, 공공기관 정보공

개청구와 같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연어축제, 연

어, 남대천과 관계된 기관들에서 정보를 취합하였으

며, 이는 핵심 행위자들과의 인터뷰 준비의 예비과

정으로도 활용되었다. 문서 분석 이후에는 연어축제

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토대인 ‘자연의 신

자유주의화’와 ‘정치생태학’ 논의를 본 사례에 적용

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생태적인 측면

과 정치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 지역 주민, 

사업체, 연구소 등 다양한 범위에서 인터뷰 대상자

들을 선정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연어축제의 대상인 

연어와 축제의 공간인 남대천의 자연이 자연의 신자

유주의화 과정 속에서 변해가는 모습을 분석하고 환

경변화를 추동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축제의 자연: 연어와 남대천

양양연어축제는 ‘연어의 하천 회귀’와 연어가 서식

하는 ‘오염되지 않은 남대천’을 주제로 한 생태관광

축제이다. 1997년부터 시작된 연어축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월 19일부터 22일

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양양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어축제의 목적은 축제 방문객들이 연어의 모천(母

川)회귀라는 자연현상을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

함,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축제는 매

년 연어(성어)가 회귀하는 10월 중순 정도에 이루어

진다. 양양군을 비롯해 국내 하천으로 회귀하는 대

부분의 연어는 첨연어3)(영문명: Chum Salmon, 학

명: Oncorhynchus keta)로 불린다. 남대천에 위치

한 내수면생명자원센터(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

속, 이하 센터)에서는 매년 남대천으로 회귀한 연어

(성어)의 포획 및 채란, 봄철 연어(치어)의 남대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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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센터는 국내 다른 지

자체들의 연어보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채성 등

(2007)은 과거 1913년 함경남도 고원 지역에서 이루

어진 연어 방류사업을 국내 연어보존사업의 기원으

로 보고 있다. 

연어보존사업은 환경보호의 측면보다는 ‘연어자

원의 증가를 통한 어민소득의 증대’라는 경제적 목

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서 환경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사업은 국제기

구의 관리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어는 

세계적으로 그 상업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어종

(참치, 대구, 연어)중의 하나이다. 북태평양의 연어

자원보존을 위해 연안 국가들이 구성한 북태평양소

하성어류위원회(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이하 NPAFC)에는 미국, 캐나다, 일

본, 러시아가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도 2003년에 

NPAFC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NPAFC 

회원국들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의 연어회귀율과 

포획량을 기록하고 있다(주강현, 2006; NPAFC 홈

페이지). 따라서 한국의 연어산업은 이러한 연어보

존사업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

서 소비되는 연어의 공급은 대부분 노르웨이를 중심

으로 한 유럽 국가의 양식연어4) 수입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장한별·부백, 2017).

양양군의 남대천은 동해로 유입되는 다른 하천들

에 비해 동서방향으로 많은 계곡과 지류하천이 흐

르며, 넓은 유역면적을 보유하고 있다(변화근 외, 

1996).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남대천에는 바

다와 하천을 오가는 회유성 어종들이 많이 서식하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연어가 회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화근 외, 1996; 김치홍 외, 2006). 역사적으

로 이곳에서 잡은 연어와 연어알을 중앙관아로 납품

했다는 사실들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양양문

화원, 2010).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남

대천 유로(流路) 중에서 남대천 본류(중류~하류)와 

상류에 위치한 주요 지류 하천인 남대천(상류), 후천

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지리적 범위 설정의 

이유는 가을철 연어가 회귀할 수 있는 수량(水量)을 

평균적으로 보유한 곳이 남대천 본류, 남대천 상류, 

그림 1. 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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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으로 한정되며, 연어축제의 대상인 연어, 그리

고 연어의 터전인 남대천의 환경에 대한 접근에 초점

을 맞추고자 했기 때문이다.

연어와 남대천이 처한 현실은 ‘연어가 회귀하는 맑

은 하천’이라는 상징성과는 매우 다르다. 연어 개체 

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진 보존사업은 남대천 환경의 

개선보다는 연어의 포획, 채란, 방류 등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하천에 설치된 보(湺)나 어도(魚道)와 같

은 구조물로 인해 연어의 상류 이동이 불가능한 문제

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대천으로 회귀한 

연어의 자연산란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3) 양양연어축제의 한계와 가능성

양양연어축제의 정치생태학을 분석하기 위해 

Paul Robbins이 제시한 정치생태학의 네 가지 내러

티브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Robbins은 환

경변화, 환경갈등, 보존과 통제, 환경 정체성과 사

회 운동을 중심으로 사례에 접근하였다(권상철 역, 

2008). 이 네 가지 내러티브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변화에서 주안점을 두

는 것은 그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의 맥락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정치경제적 맥락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환경갈등은 성별, 계층, 인종 등의 요

인들로 인해 주장하는 환경권리가 달라지고 이에 따

라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보존과 통

제는 누가 그것을 원하고 유도하며, 그것을 통해 과

연 효과적인 환경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비판적

으로 바라보는 내러티브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체

성과 사회운동에서는 여러 행위주체들에 의해 발현

되는 사회적 투쟁이 개인의 환경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양양연어축제의 사례에서는 남대천의 수질 변화

와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개체 수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의 내러티브가 보다 넓은 정치경제적 상황

과 결부되어 있다. 환경갈등의 문제는 보존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이해당사자들과 환경의 

개발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해당사

자들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조명한다. 보존과 통제 

그리고 환경 정체성과 사회운동은 전술한 환경변화, 

환경갈등의 논제를 둘러싸고 지역, 국가, 세계와 같

이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밝히

며, 이러한 관계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주된 담론을 

형성해나가는 시민단체의 투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

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내러티브는 Cole(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위의 네 가지 

논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드러나기보다는 각 논제들

이 중첩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정치생태학은 이처럼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대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Paulson et al., 2003), 앞서 제시한 네 가

지 내러티브를 고려하여 연어축제를 ‘연어의 신자유

주의화와 그 한계’, ‘연어의 자연적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들’, ‘생태적 회복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1) 연어의 신자유주의화와 그 한계

2015년부터 양양군은 센터와 함께 축제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어미 연어를 인공수정하는 행사를 체

험 및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센터 내에 위

치한 연어주제관까지 왕복하는 ‘연어열차’를 운행하

여 분산되어 있는 시설들의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양양군과 센터의 협력에 앞서 공공부

문의 민영화 측면5)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신자유주

의 거버넌스의 도입으로 연어 관련 산업의 변화가 촉

발될 수 있었다.

“2011년도에 센터가 수산과학원에서 한국수

산자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어요. 그 때는 여기

가 연구기관이었기 때문에 체험행사를 하지 않았

고, 자원 조성을 위해 채란하는 것을 따로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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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제 센터가 공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

에 방문객들에게 연어와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하

고 있는 것이죠. 센터 내 연어주제관은 2013년도

에 양양군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센터 담당자 A 인터뷰)

반면, 양양군은 민영화의 영향으로 인해 센터의 

연어보존사업이 축소되고 수익성 있는 다른 양식산

업의 비중이 커질 것을 우려하였다(《강원도민일보》 

2010. 07. 09.). 그러한 이유로 당시 보존사업을 담당

하던 ‘내수성어류연구센터’(현 센터의 전신)를 양양

군 관할로 이관하고자 했던 시도도 있었다(《연합뉴

스》 2010. 07. 08.). 그러나 민영화 이후에도 연어보

존사업의 규모는 기존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자

연의 신자유주의화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 단

위를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산업과 해당 지

역의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고(Duffy, 2008, 2015), 

기존의 정부가 운영하던 사업들이 민간에 이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Ojeda, 2012; Fletcher and Neves,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민영화의 측면은 기존 연

구의 사례들에 비해 훨씬 작은 지역 스케일에서 발생

하고 있으며, 연어보존사업의 구성 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상황

이 기존 연구의 반증이 되기에는 국가기관에서 공기

업으로의 이양이라는 거버넌스의 전환 양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연어보존사업 자체가 상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자

연의 상품화가 동반되어야 한다(Robertson, 2006; 

McAfee and Shapiro, 2010). 시장에서 상품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자연은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포섭된

다(Smith, 2008; 최병두, 2009). 그러나 양양연어축

제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비교적 미미하다. 

이는 매년 축제가 회귀 연어의 개체 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축제 행사장에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인

다. 또한 현재 양양군에서 연어 요리를 취급하는 식

당은 하나밖에 없으며, 연어 관련 가공식품 기업도 1

곳으로 본격적인 상품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양

양군 남대천 천변에 위치한 ‘○○식당’은 지역 향토

음식점으로 유일하게 연어구이와 연어 회를 메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남대천으로 연어

가 돌아오는 9월과 10월경에만 인근 바다에서 잡힌 

연어를 구입하여 연어 요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식

당 주인은 연어의 상품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양에서는 연어가 맛이 없어서 잘 먹히지 않

아요. 작년 강원도 고성군에서 연어 양식행사에

서는 다들 맛있다고 하던데, 여기 연어는 퍼석퍼

석하고 다들 입에도 대지 않아요. 연어 인공수정

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먹을거리

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해요. 동해안에

서 잡히는 연어는 기름이 부족해서 구이로는 부

적합해요.” (양양군 ○○식당 주인 인터뷰)

연어축제와 관련된 여러 인터뷰를 통해 동해안으

로 회귀하는 첨연어의 식감을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메뉴의 개발이 

저조한 것이 현재 상품화가 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른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과거 은연어6)를 양식하여 

양양연어축제에 공급했던 ‘양양군 ○○송어장’의 대

표는 남대천으로 올라오는 연어들이 식용으로 부적

합하다고 보았다.

“연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남대천에 올

라오는 연어는 연어 중에 최고 상품성이 없는 연

어에요. 바다에서 잡을 때는 괜찮아요. 육지로 올

라오면 알에 에너지 뺏기죠. 수컷은 또 한 달 이상 

먹지를 않죠. 민물 들어오면 입을 꾹 닫아요. 독



장한별·지상현148

이 생기고… 먹지 못하니까 피부병 생기고… 맛

이 없으니 누가 찾느냐 이겁니다. 여기 연어는 기

름이 빠져서 상품성, 경쟁력도 안돼요.”  

 (양양군 ○○송어장 대표 인터뷰) 

전술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부정적 견해와는 다르

게 연어가공업체 대표와 센터의 연어보존사업 담당

자들은 연어의 상품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

를 내놓았다. 업체 대표는 첨연어의 식감에 대한 일

반인들의 부정적인 편견은 회귀연어 품종에 적합한 

요리법을 개발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의 사업 담당자 역시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면

서, 첨연어의 손질은 까다롭지만 회귀하는 양이 증

가한다면 그에 따라 연어의 상품화도 진척될 수도 있

을 것으로 보았다. 강원도 고성군은 연어양식산업의 

발전을 통해 연어의 상품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러한 상황은 고성군과 근접한 양양군의 연

어축제와 연어보존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육상양식을 통해 은연어를 양양연어축제와 다

른 양식업체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양양군 ○○송어

장7) 대표는 연어축제의 발전과 연어의 상품화를 위

해 양양군이 양식연어사업을 선점했어야 한다며 향

후 연어의 고장으로서 양양군의 위상에 대해 염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화 과정은 연어보존, 연

어회귀 생태계 조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연어

의 산업화를 추진하다가 본래의 사업목적을 잃어버

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연어보존과 연어 상품

화라는 두 가지 사업 기획에서 연어산업만 남게 되

는 것이다. 연어의 상품화 전략에서 생태계 특성의 

고려와 연계가 동반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연어를 

주제로 한 연어축제, 연어보존, 연어산업 모두 ‘연어’

라는 이름만 공유하는 별개의 사안이 되었다. 

“양양 남대천이 연어가 가장 많이 돌아온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데, 바다 연어 양식도 함께 해야 

한다고 봐요. 연어축제를 할 때 양식연어로 고급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해야지… 지금 

첨연어로는 구이 정도이지… 양식도 하고 크게 

단지를 조성하면 관광 코스가 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양양군 ○○송어장 대표 인터뷰)

연어축제를 통해 연어의 보호와 상품화라는 목적

이 동시에 달성되지 않는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보

존과 통제로 인해 사람들의 ‘연어에 대한 접근’이 제

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으로 연어의 

저조한 회귀율에 기인하지만,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

서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먼저 국

제적으로 연어보존을 관리하는 NPAFC는 북태평양 

공해상의 연어자원에 대한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

다. 대신 NPAFC에 가입된 회원국들은 자국 영해로 

들어오는 연어를 어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

국의 경우 어민들이 영해로 들어온 연어들을 모두 잡

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어보존을 위해 연어가 회

귀하는 가을철 해면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8)에 따라 

연어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남대천에서도 내수면

어업법9)에 따라 마찬가지로 연어포획이 금지된다. 

그러나 양양군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10)에 따라 포

획금지를 해제하여 동해연안에서의 연어 어획을 허

가하고 있다.11) 바다의 경우 정치망 어업을 통한 포

획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이 다른 어종을 대상으로 설치한 그물에 연어가 혼획

(混獲)된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방류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을철 회귀하는 연어에 대해서

는 엄격한 통제규정을 두고 있지만, 3∼4월 중 방류

된 연어치어들의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수

면과 인근 해역의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정보공

개청구 답변자료). 방류한 연어(치어)들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는 3-4년 후 연어(성어)의 회

귀율 증감과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Morita et al., 

2015). 다시 말해 ‘연어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는 단

순히 양양군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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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규정과 이에 예외사항을 둘 수 있는 지방

정부의 재량권12)이 함께 작동하고 있으며, 연어(치

어)의 초기 생존율과 직결될 수 있는 봄철 내수면·해

면의 어로행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이중적

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 연어의 자연적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들

연어의 신자유주의화와 한계는 ‘연어에 대한 사람

들의 접근성’의 문제임에 반해, ‘하천에 대한 연어의 

접근성’의 시각에서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연어의 70% 이상이 회귀하는 양양군 남대천에서는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연어가 회귀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양양군에서는 연어의 상징성

(청정한 남대천)을 부각시켜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축제 운영에서 환경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어축제의 주요 행사인 ‘연어맨손잡이

체험’은 방문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안

경모·김주연, 2009). 이 체험행사에는 남대천을 거

슬러 올라온 연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선들이 바다

에서 포획한 연어들을 이용하고 있다.13) 활어로 잡힌 

연어들은 연어축제 행사장에 구획된 가두리 시설에 

머무르다 체험 행사에 사용된다. 하천으로 회귀한 

연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연어의 피부에 상

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처에는 수생균(물

곰팡이)이 번식하여 미관상으로 보기에 좋지 않고, 

식용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수생균이 발생하지 않

는 바다 연어를 잡아서 사용한다. 즉, 방문객들이 자

연을 느끼고 경험한다고 인식하는 연어맨손잡이체

험은 바다에서 포획한 연어를 잡는 것으로 축제가 강

조하는 남대천의 진정성과는 거리가 있다.

다음으로는 하천 상류로 연어가 이동하는 것을 제

한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먼저, 센터에서는 남대

천 중하류 일부 구간을 관통하는 제방을 설치하고 나

머지 구간에는 포획 그물을 설치하여 산란을 위해 상

류로 이동하는 연어들을 제약한다([사진1], [사진2] 

참고). 그물 옆에 설치된 어도를 통해 센터 내의 수조

로 들어간 연어들에게 인공수정과 채란이 이루어진

다. 일부 연어들은 그물망 부근 중하류에서 자연산

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적합한 산란환경과 알

을 노리는 다른 포식자들로 인해 제대로 된 산란과 

부화과정이 진행될 수 없다.14) 

 세 번째로, 남대천에 설치된 보와 어도의 문제이

다. 센터는 인공수정을 위해 포획한 연어가 목표 개

체수를 충족하면 그 이후에는 설치했던 포획 그물을 

제거하고 나머지 연어들을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어들 역시 알을 낳기 위해 최

사진 1. 연어 포획 지점 (평시)

자료: 연구자 촬영(2017. 04. 28.) 

사진 2. 연어 포획 지점 (포획시기)

자료: 연구자 촬영(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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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남

대천에는 여러 지천들이 있는데, 그중 가을철 연어

가 이동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유지하는 남대천(상

류)과 후천에는 총 26개의 보(남대천 15개, 후천 11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21개의 보에 어도가 설

치되어 있다(남대천 12개, 후천 9개). 이 시설들은 대

부분 1940∼1970년대에 축조되었으며, 하천 유역의 

특성과 서식 어종들의 이동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본래의 역할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보와 어

도의 건설과 수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평시 운영은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있다. 건

설·수리와 운영이 이원화되다 보니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운영하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에서는 양양 

남대천의 보와 어도에 대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나타

나거나 누락 및 잘못 기재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

다.15) 양양군에서는 연어뿐만 아니라 다른 회귀성 어

종들을 보호하고 하천 생태계를 향상시키고자 보의 

개보수, 더 나아가서 철거를 고려하고 있지만, 관계

된 여러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농업으로 인해 연어의 

남대천 회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어도는 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

에 연어와 황어는 추적조사를 해서 어도가 제 기

능을 못할 때에는 작년부터 어도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할 때 지자체, 지역 주민들과 협력을 해야 하기 때

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를 건설하는 문제는 

농사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득

해야 합니다.” (센터 연어 담당자 A 인터뷰)

(3) 생태적 회복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

남대천의 생태적 변화가 여러 정치경제적 상황들

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상황들은 연어의 

상품화 과정의 한계와 더불어 생태계 복원의 한계와 

같은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반면 연어와 관

련된 여러 행위자들은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

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연어의 회귀를 가로막는 하천 보의 문제

는 현재 시민단체, 내수면생명자원센터, 양양군 등

이 협력하여 어도의 재설치, 불필요한 보의 제거 등

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인 ‘(사)양

양남대천보존회’에서는 하천의 종적연결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양양군청에 생태어도 정비

사업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설악신문》 2014. 06. 

23.). 양양군청에서도 시민단체의 요구와 생태적 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대천 수계 보와 어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용수 기능이 필요 없

는 보들의 철거를 계획해왔다(《중앙일보》 2015. 08. 

16.). 보 기능을 상실한 ‘용천무명보’의 경우는 실제

로 보 일부를 완전히 절단하여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

보할 예정이었으며(《뉴스1》 2017. 02. 14.), 실제 답

사 결과 보의 일부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다(2017. 

4. 28. 현장 답사).

양양군은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현재 보

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남대

천 수계의 보와 어도의 개보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7. 02. 14.). 그러나 하천 정비가 남

대천 수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남대천의 주요 지

류인 후천에 위치한 11개의 보에 대한 정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 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충

되는 규정과 집행의 혼선이 하천 생태계의 보호에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후천 상류에 위치한 양수발전소 하부댐의 건설은 

남대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연어의 회귀를 저해한

다는 명분하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댐 건설 계획

시기부터 완공된 이후에도 양수발전소가 남대천 환

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

다(《동아일보》 1997. 10. 23. 《설악신문》 2006. 09. 

11. 《강원도민일보》 2015. 03. 20.). 이에 양수발전

소는 환경단체, 양양군, 발전소 인근 주민대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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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양양양수댐 수질보전협의회를 2006년 창립하

여 정기적으로 수계별 수질보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

하고 주변하천의 수질조사 및 보전활동을 전개해나

가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 양양양수발전소 관계자 

인터뷰). 과거 양양지역 환경단체는 양양양수발전소

의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의 환경단체들

과 연합하여 지역의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확대시키

는 스케일확장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월간조

선》 2012. 05. 참조). 물론 이 과정은 전국적 스케일

의 환경단체들과 지역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처음에 우리 단체에서 양양군 지역의 남대천 

보존과 양수댐 반대 운동을 하고 나서니까, 서울

에 있는 ○○○○연합, ○○연합 등의 단체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같이 열심히 운동을 했지… 근데 그 사람들

은 우리 지역에서 공사만 하면, 그 이유에 상관없

이 반대만 하는 거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단체는 그 뒤로부터는 서울에 있는 큰 환경단체

들하고는 일을 같이 하지 않고 있어.”  

 ((사)양양남대천보존회 관계자 인터뷰)

연어의 자연산란을 유도하기 위한 ‘연어 자연산란

장’ 조성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16)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은 연어 산란에 적합한 하천을 발굴하는 것이 목

적으로, 그 후보 지역들은 양양군 남대천, 강릉시 연

곡천, 고성군 북천, 고성군 명파천, 울산광역시 태화

강이다(「연어 자연산란장 적지·타당성 조사 및 실

시설계」제안요청서 참고). 양양군 남대천도 후보지

역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적지로 선정된다면 현재 답

보상태에 있는 연어보존사업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인공수

정을 위주로 하는 현재의 보존사업에서 탈피하여 보

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연어들의 산란을 유도할 수 있

게 된다. 산란장 조성은 연어의 자연적 회귀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저희가 양양 남대천에 자연 산란장을 조성하

려는데, 박물관, 전시장, 낚시터, 기념품점, 캠핑

장 등도 연계하는 복합시설 단지를 만들 계획입

니다. 양양군과 협의가 된다면 여기까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지역홍보효과

도 있고, 동서고속도로도 되어있고, 국제공항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 모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축제, 생태체험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자 생각하고 있

습니다.” (센터 담당자 B)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양양연어축제를 통하여 생태관광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생산과 개발·보존의 과정을 구체

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어축제를 구

성하고 있는 자연, 즉 연어와 남대천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과거 개발과 오염으로 대표

되는 ‘남대천’의 생산으로 인해 이곳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수는 감소하였다. 이후 시작된 양양연어축제

는 연어와 남대천 보존이라는 새로운 ‘자연’의 생산

을 근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생산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맥락에

서 발생하고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자연

의 신자유주의화’와 ‘정치생태학’ 논의를 바탕으로 

축제의 자연에 접근하였다. 연어축제를 통해 자연의 

신자유주의화가 시도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본의 역

할뿐만 아니라 자연을 놓고 주민, 지자체, 정부 그리

고 국제기구 등 다중적인 행위자들이 관여하고 있었

다.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주



장한별·지상현152

체들이 미치는 정치경제적 힘들을 드러내기 위해 정

치생태학 이론을 함께 검토하였다. 

연어가 회귀하는 남대천이 위치한 양양군은 오래

전부터 국내 연어보존사업의 중추 역할을 해 오고 있

다. 지역에서는 연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노력은 ‘연어’라는 주제만을 공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연어축제, 연어보존사업, 

지역 산업 모두 연어에 대한 생태적 이해, 자연환경

의 복원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어

의 지속가능성의 이슈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과

제로 남아있다.

양양연어축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은 많

은 경우 인위적으로 구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과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연을 변형시키고 파괴해 왔

고, 다시 관광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자연보존

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계속해

서 인간의 목적에 의해 생산되어 왔으며, 자연의 개

발과 보존 역시 자연의 생산이라는 큰 틀 안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생태학 렌즈

를 통해 생태관광에서 선택적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구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는 정치생태학 연구에

서 강조되는 ‘자연’의 생산 개념이 축제의 주제로 전

용되고 상품화되는 자연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유용

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

1) ‘남대천’은 강원도 양양군 이외의 지역에서도 하천명으로 사

용되고 있다.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남대천’, 전라북도 무

주군에 위치한 ‘남대천’, 북한에 위치한 강원도 안변군의 ‘남

대천’, 길주군의 ‘남대천’ 등이 있다. 지명 사용의 혼동을 막

기 위해 양양군의 남대천은 ‘양양남대천’으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생산된 자연(자연의 생산)’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자연이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후 과정에서 언

급되는 ‘자연’ 역시 엄밀한 의미로는 생산된 자연이나, 자연

을 언급할 때마다 ‘생산된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에 대한 논의 자체는 ‘생산

된 자연’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후반부 서술에서 ‘자연의 생산’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을 제

외하고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 ‘Chum Salmon’의 정식 한글 명칭은 ‘연어’이지만, 본 연구

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연어와의 구별을 위해 편의상 

‘첨연어’로 표기하였다.

4) 회귀하는 연어들은 대부분 첨연어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소

비되는 연어의 90% 이상은 노르웨이에서 양식되어 들어온 

대서양 연어(영문명: Atlantic Salmon, 학명: Salmo Salar)

이다. 

5) 센터는 과거에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이었

으나, 2010년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수산자원사업단

을 설립하였으며, 2011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받아 2012년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

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센터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속

이다. (출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홈페이지, 최종

열람일: 2018년 04월 23일)

6) 은연어(영문명: Coho Salmon, 학명: Oncorhynchus 

kisutch): 은연어는 태어난 후 하천에서 1년을 보내고 이후 

1∼2년 정도를 바다에서 서식하다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하

천으로 회귀한다. 은연어는 식감이 좋고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해상가두리 양식에 적합한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 담수어류사전, KISTI) (최종열람일: 2018년 04월 03

일)

7) 양양군 ○○송어장은 은연어를 양식하여 양양연어축제 행

사장(2015~2016년)과 고성군 바다연어 양식업체(~2015

년)에 납품하였다. 

8)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0월 1일∼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9)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개정 

2014. 11. 11.)의 규정에 의거하여 10월 1일∼11월 30일까

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1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에 의거 포획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처분을 한다. 

11) 양양군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어로행위는 바다에서는 

어선 수 30척(수량 제한 없음), 내수면(남대천)에서는 내수

면생명자원센터의 포획사업 1건(수량 및 중량 제한: 수량 4

만 마리, 중량 10만 kg)으로 허용하고 있다(양양군청 해양수

산과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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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원도 해역을 관할하는 6개 시·군(강릉시, 동해시, 속초

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에서 연어포획 금지 해제허가를 

신청(정치망 어업에 한함)하는 모든 어선들을 대상으로 포

획 허가를 내주고 있음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13) 양양군청에서는 매년 바다연어 구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

하고 있다. 연도별(2011~2016년) 평균 연어구입 수량은 약 

3,639마리, 평균 연어구입 비용은 약 57,231,500원이다. 

14) KBS 파노라마 플러스 남대천 연어의 귀향(최종열람일: 

2018년 04월 22일)

15) 국가어도정보시스템(최종열람일: 2018년 04월 25일)

1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센터를 통해 「연어 자연산란장 

적지·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제안요청서를 2017년 3월 

중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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