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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aimed at the deduction of the important priority factors by setting the comprehensive rate in each of the 
economy, sociability and environmental area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s the research methods, review of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and Delphi questionnaire survey on experts, and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were executed.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the basic data at the time of establishing plans by assessing the level of importance 
and priorities for each item through the deduction of the elements necessary for the fishing village plan. Key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s of review of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related to sustainability indices of fishing villages, a 
total of 50 items in the areas of economy, sociability and environment were deduced. Second, validity for each area was confirmed 
through Delphi questionnaire survey on experts. Third, a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for detailed items for each sector, 3 factors in the economic area, 2 factors in the social area and 3 factors in 
environment area were deduced. Fourth, as the result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higher tiers, economic sector (0.528) 
displayed results that are more than 2 times higher than the social (0.261) and environmental (0.212) sectors.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independent competition (0.105), balanced development of small fishing village (0.086) and population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n comparison to the fishing village population (0.077) were analyzed as the most important detailed items. Based 
on these results, experts pointed out that the economic sector is most important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and, in detail, priority must be placed on the balanced development on the basis if the extent of independence of the fishing 
villages, and emphasized activation of resid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n fishing villages in order to support them. That i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the fishing villages,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dire needs for expansion of 
diversified specialized businesses and infrastructural facilities through agreement by the residents capable of economic activities, and 
means of activating fishing villages through securing of budget at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level to provide support for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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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어촌지역의 폐쇄적 특성은 격절성(隔絶性), 환해성(環
海性), 고립성(孤立性)으로 인한 영향으로 열린 공간적 특

성을 가진 농촌,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간

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Park et al., 2013a). 반면에 폐쇄적

인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도서를 포함한 어촌지역은 훼손

되지 않은 건전한 생태환경과 역사ㆍ문화자원을 보존하

고 있는 반대급부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폐쇄적 공간적 특성은 경제적 경쟁을 단절시킴으로써 

지역과 지역 간의 긍정적인 환류과정을 방해하고 있다. 
Korea Fisheries Association(2019)에 의하면 어촌지역은 지

리적 특성상 많은 섬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적 

접근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인구를 구성하는 세대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인구 소멸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

였다. 이러한 어촌지역과 관련된 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

터 중앙부처가 별도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되어 왔으며 

어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해결하고 새로운 관광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키고자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을 제

정하여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 창출을 목표로 어촌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Park and Oh, 2014; Park et al., 
2013b). 1980년 후반 종합적인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종합관광단지, 시설 위주의 개발 중심으로 추진

되는 한계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민선자치의 본격적 

시행 이후,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체 계획수립 및 발

전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의 개발 중심의 

정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Park and Choi, 2018). 
어촌사회의 인구소멸, 고령화, 일자리 감소, 취약한 공공

서비스 등의 악순환을 극복하고, 어촌뉴딜을 통한 레질리

언스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개소를 선정해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촌지역의 자생적 회복력을 위

한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커뮤니티성 등의 가치를 재조

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여러 방안들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유기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어촌 계획과 관련된 연구는 환경생태, 사회정책, 관광개

발계획의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 환경생태적 연구

동향은 자연생태현황을 토대로 한 보전계획이나 복원방향

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왔다. Choi(2008)은 해안

가 당산숲 형태 및 입지특성을 구명하고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Kang et al.(2009)은 남해군 

어촌지역 무인도의 생태현황 기초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복원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외 울릉도 너도밤나무

림(Han et al., 2019), 완도 붉가시나무와 같은 상록활엽수

림(Kim and Park, 2019), 거제도 천장산의 상록활엽수림 현

황과 보전방안(Lee et al., 2019) 등과 같이 주로 어촌지역

내 서식하는 생태자원의 희귀성, 보전성 관점에서 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어촌마을 개발에 있어서 Park and 
Choi(2018)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있어 긍정적인 어촌공

동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Kim(2012)은 어촌을 대

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와 조사항목 중 어촌주민 

생활에 관련된 항목을 도출하여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의 우선설정, 주민평가에 기초하여 항목별 측정기준

의 재설계를 제안하였으며 어촌의 규모와 분포, 유형을 분

석하여 지역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경쟁력을 갖춘 

어촌과 취약한 어촌에 대한 정책과 관련 시책을 달리 적

용하여 맞춤형 어촌개발을 강조한 Choi et al.(2009)의 연

구결과와 일맥상통하며, 경쟁력을 갖춘 어촌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득 향상의 자생력이 없는 어촌에 대해

서는 사회적 기업 또는 직불제를 통한 소득안정화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Kim(1999)은 소규모 

어항의 유형을 구분하고, 어촌은 어항배후지로서 어항기

능별 특성에 따른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강조하였으며 

Kim(2004)은 어촌의 지역개발방향에 맞추어 어촌을 순수 

수산형, 관광이 결합된 혼합형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평

가 요인과 평가 비중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

다. 또한, Kim(2006)은 어촌의 생산기반이 되는 어항 기능

의 최적화를 위해 도시형 어항에 있어 수산-문화⋅관광형, 
수산-생활거점형, 수산-상업형 3개 모델로 구분하여 목표 

및 기능을 설정하고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 어촌관광계

획에 있어 Lee et al.(2013)은 비안도를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조사를 통하여 특화요소를 도출, 기본계획안을 제시

하였으며 Ahn(2010)도 어메니티 분석을 통하여 어촌경관

형, 해양스포츠형, 생태체험형 도입을 통한 어촌마을의 활

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Lee(2011)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어촌관광 동기유형과 활동요인간 관계 규명을 통하여 어

촌체험활동, 해양레저활동, 주변탐방활동 등 어촌관광 실

행방안을 제시하였다. Ahn et al.(1997)도 추자도 어촌종합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하였으며 Park(2013)
은 어촌 활력의 회복을 위하여 주민참여교육 및 지역협의

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커뮤니티개념을 토대로 

An(2006)은 정체성, 지역성, 공공성, 상호작용성의 관점에

서 변산 대항리를 대상으로 관광계획 및 공간구상을 제안

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을 초점으로 수행한 연구동향으로 

Kim and Cho(2014)는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유형화를 통하

여 적재적소의 서비스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다. 어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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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Kim and Choi(2013)은 체험마

을의 선택속성을 도출하고 조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

였으며 Gwak et al.(2008)은 전남 갯벌 및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해양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제안하

였다. Lee and Choi(2015)는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자를 대

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 법⋅제도적, 문화적, 조직적 

장애요인과 어촌체험마을의 특수성이 마을의 활성화를 저

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어촌관광의 

현황 및 방문객 설문조사를 통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개선

방안 및 정책방향을 제안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Lim 
et al., 2004; Yoo et al., 1999; Kim et al., 2001).

어촌 지역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건강한 

계획과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선행연

구에서는 어촌관광 및 활성화 방안이 대부분이었으며 어

촌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 건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종합적 중요 요소 추출 및 적용방안은 미미한 실정

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어촌마을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에서의 포괄적 

범위를 설정, 우선적 중요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

능성을 이루면서 어촌마을에 가장 큰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는 우선적인 요소들을 도출, 계획 방향성을 제안하는 점

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마을 계획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 항목별 중요

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서 어촌마을 계획 수립시 기

초자료로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는 폐쇄적 공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촌마을의 

계획시, 지속가능한 중요 요소 도출을 목적으로 시행하였

다. 즉 수산업 쇠퇴, 초저출산, 인구유출, 취약한 공공서비

스 등 낙후되거나 사각지대로 방치된 항⋅포구와 어촌의 

통합적 접근에 있어 균형발전, 지역재생(Park, 2019)을 핵

심적 가치로 하여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중요 요

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어촌의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사

회,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은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

해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선언하였다(An, 2006). 어촌사회의 경제적 

위기 및 물리, 사회적 쇠퇴, 대규모 간척, 매립 등의 생태

환경의 파괴 등에 대응한 ‘어촌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개

발’이라는 개념 아래 우선적으로 중요한 요소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지속가능지표 관련 문

헌고찰을 통하여 경제, 사회, 환경 관점에서 총 50개의 항

목이 도출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분석을 시행하

고 중요 요소를 제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 연구

를 진행하였다(Figure 1). 

Deriving Important Factors by Sector from Literature Review

← Delphi Surveys⋅Analysis

Validity Test of Important Factors

←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Examination of Hierarchical Structure among Important Factors

← Importance(AHP) Analysis

Deriving Relative Importance by Class and Compound Weight 

Figure 1. Research process

첫째, 50개로 도출된 세부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5점 척도의 폐쇄형 설

문지와 기타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전문가 합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CVR: Content Vaildity Ratio) 
비율을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

부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시행하여 통계

적 타당성과 함께 항목의 계층구조를 파악하였다. 셋째, 
검증된 요인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중요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층분석

방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전문가들에게 

실시하였다. Saaty(1990)에 의해 개발된 AHP 분석방법은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방법으로써 계층구조로 정

리된 의사결정 문제들을 정리하여 무형화된 기준과 정성

화된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문제들을 계층화한 후 일대일 쌍대비

교를 통해 각 요소들을 의사결정의 대안평가를 하는데 이

용하거나, 요소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이다. AHP기법 적용에 있어 9점 척도(1: 똑같이 중요하다, 
3: 약간 중요하다, 5: 매우 중요하다, 7: 확실히 중요하다, 
9: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를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일관성

을 가지고 판단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관성지수

(CI: Consistency Index)를 도출하였고, 일관성비율(CR: 
Consisteny Ratio)을 통해 일관성을 잃지 않았는지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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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일반적으로 일관성(CR)≤0.1이면 일관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관성(CR)≤0.2의 경우에도 허용한도 이내

에서 AHP분석 결과로 활용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분석은 AHP분석 전문 프로

그램인 expertchoice 11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있어 하

나의 요인의 하위요인들이 동질적인 변수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항목의 정

확성 및 정밀성 파악을 위한 신뢰도 척도에 있어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다.

2. 전문가 패널 구성

1차 추출된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중요 요소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유용한 합의를 도출하고 통합적 차원에서 효

율적 요소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패널 수는 33명으로 어촌계획 전문가, 도시계획 전

문가, 농촌계획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원, 교수,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

행, 논문 및 보고서 작성, 단행본을 발간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8
월~10월,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E-mail 또는 인터넷 

설문(Google)으로 배부되었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

다. 3개월의 설문조사⋅분석 기간동안 델파이 설문조사 1
회, AHP 계층구조 설문조사 1회 등 총 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지속가능한 중요 요소 도출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델파이 조

사를 위한 중요 요소 추출을 위해 국내⋅외 문헌 고찰을 실

시하였다. 세부적으로 UNCSD[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UN, 2007)] 134개 지표,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UN, 2006)] 48개 지표, ‘06년 국무회의에

서 선정한 77개 지속가능발전지표[2018 국가 지속가능성보

고서에 반영(Ministry of Environment, 2018)], 그리고 CSD를 

기반으로 영국, 미국, 유럽연합에서 설정한 SDI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를 고찰하였다. 문헌리뷰 바탕으로 

SDIs 185개 기초지표를 설정하였고 중복된 지표, 국내 지속

가능한 개발 지표와 이질적이어서 계획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들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경제⋅사회⋅환경 3개 분야

별로 계획요소 총 50개를 도출하였다(Table 1). 세부적으로 

경제 부문 15개, 사회 부문 17개, 환경 부문 18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경제 부문은 경제활동 비율 및 지역단위 수입, 
마을발전비율, 특화산업 육성정도, 녹색일자리 창출 등과 같

은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사회 부문은 고령인구 비율, 
주거환경개선이나 주민협력사업에 관한 지원, 지역사회 공

감대 형성과 같은 항목이 도출되었다. 환경 부문에 있어서 

물순환, 생태네트워크, 쓰레기 관리, 지역환경의 질, 재해예

방대책,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이 

세부항목으로 도출되었다.  

Classification Item ① ② ③ ④ ⑤ ⑥

Economy

1. Appropriateness level of the development plan density (residence, commercial, neighborhood 
and composite facilities)

• • •
2. Economic activity ratio and income for regional units • • • •
3. Whether executed and goals are accomplished in comparison to the plan • •
4. Fishing village development ratio • • • •
5. Balanced development of small fishing village • • • • •
6. Expansion of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s with poor daily life conditions • • • •
7.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independent competition •
8. Rate of increase in savings • •
9.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of fishing village • • • •
10. Extent of regular assessment of economic information and trends in the region •
11. Efforts for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 • • • •
12. Extent of cultivation of specialized industry • • • •
13. Satisfact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current region of residency • • •
14. Plans and performances in creation of green job opportunities • •
15. Gini’s coefficient for income inequality • • • • • •

Table 1. Deduction of important factors by sec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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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tem ① ② ③ ④ ⑤ ⑥

Society

1. Efforts for prevention of occurrence of conflicts •
2. Population ratio using improved public hygiene facilities • • • •
3. Governance related budget ratio • • •
4. Aged population ratio • • •
5. Enhancement and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village vision and policies • •
6. Seek means of social justice and countermeasures • •
7. Whether governance includ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companies has been 

established
• •

8. Extent of contributions towards sincerity, originality and regional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policy (project)

•
9. Seek means of coping with wellbeing • •
10. Fishing village population density • • •
11. Rate of increase in fishing village population • • •
12. Extent of damages due to natural disasters • • •
13. Extent of efforts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 • • •
14. Extent of support for resident-cooperation projects •
15. Effort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 • •
16. Whether means of mid to long-term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al policy have 

been established
•

17. Current status of formation of consensus of regional society •

Environment

1. No. of households using new renewable energy in comparison to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being supplied within the period

• • • •
2. Villages that made preparations for climate changes • • •
3. Water circulation plan • • •
4. Establish ecology network plan • • • • •
5. Ratio of the use of recycling of household wastes • • • • •
6. Waste management plan and management capacity indices • • •
7. Reutilization of rainwater and heavy water • • • •
8. Supply rate in comparison to the retrieval of recyclable water resources • • • •
9. Measures for and performances in disaster prevention • • • •
10.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environment in the region • • • •
11. Waste management plan and program for utilization of wastes as resource • • • •
12. Water quality enabling sea bathing • • •
13. Current status of budget and public servants in the environmental areas • • •
14. Extent of supply of new renewable energy • • • •
15. Energy supply structure • • • •
16. Energy indices • • • •
17. Energy efficiency • • • • •
18. Greenhouse gas and CO2 emission • • • • • •

① UN(2007) ② OECD(2001) ③ EU SDIs(https://ec.europa.eu/eurostat/web/sdi/indicators) ④ US SDIs(https://sdg.data.gov/) 
⑤ UK SDIs(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ustainable-development-indicators-sdis.) ⑥ Ministry of Environment(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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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 조사 분석

지속가능성 항목 중 경제부문에서는 개발계획밀도 적

절 수준 등 15개 세부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세부항목은 6개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개발계획밀도(주거, 상업, 근린, 복합시설) 
적절수준’, ‘경제활동비율 및 지역단위수입’, ‘계획대비 

이행 여부, 계획대비 목표 달성여부’, ‘저축 증가율’, ‘정
기적인 지역의 경제정보 및 동향 파악 정도’, ‘현 거주지

역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 등 6개 항목이 긍정율 50% 미
만, 내용타당도가 음수(-)로 나타나 제외되었다. ‘개발계

획밀도(주거, 상업, 근린, 복합시설) 적절수준’ 항목과 ‘현 

거주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의 항목은 ‘마을 발전 

비율’과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확충’ 항목과 유

사한 항목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어 타당도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정기적인 지역의 경제정보 

및 동향 파악정도’, ‘경제활동비율 및 지역단위수입’, ‘저
축 증가율’ 항목은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도출시 

추측 가능한 요소로 적정성 및 타당성이 낮아 제외되었

다. 반면에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확충’ 항목은 

평균 4.47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후속연구로 지속가능한 어촌마을 개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경제부문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변수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판단된다.
사회부문은 갈등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등 17개 세부

항목의 타당성을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세부항목은 8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개선된 

공중위생시설을 사용한 인구비율’, ‘거버넌스 관련 예산

비율’, ‘고령인구 비율’, ‘마을시책(사업)의 충실성, 독창

성, 지역발전 기여도’, ‘마을인구 증가율’,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정도’, ‘주민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정도’, ‘지역문

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여부’ 등 8개 항목이 긍정율 

50% 미만, 내용타당도가 음수(-)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고령인구 비율’, ‘마을인구 증가율’ 항목은 ‘마을 인구 밀

도’와 중복된 항목이라는 전문가 의견 반영과 타당도가 

10미만으로 낮게 나와 삭제하였고, 거버넌스 구축 시, 예
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활동과, 기업참여가 필수적으로 수

반되어야 하므로 ‘주민, 기업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여부’

Classification Item Mean
Standard 
deviation

Positive answer
CVR

Reasonable
Very 

Reasonable
Ratio
(%)

Economy
(15)

1. Appropriateness level of the development plan density 
(residence, commercial, neighborhood and composite facilities)

3.44 1.18 5 10 41.7 -0.17

2. Economic activity ratio and income for regional units 3.44 0.99 8 7 47.2 -0.06

3. Whether executed and goals are accomplished in comparison 
to the plan

3.52 0.94 9 7 44.4 -0.11

4. Fishing village development ratio 4.02 0.87 15 12 75.0 0.50

5. Balanced development of small fishing village 4.16 0.91 12 16 97.2 0.94

6. Expansion of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s 
with poor daily life conditions

4.47 0.65 16 19 75.0 0.50

7.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independent competition 4.25 1.13 11 20 86.1 0.72

8. Rate of increase in savings 2.91 1.31 5 6 30.6 -0.39

9.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of fishing village

3.69 1.00 19 6 63.9 0.28

10. Extent of regular assessment of economic information and 
trends in the region

3.36 1.12 6 8 38.9 -0.22

11. Efforts for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4.36 0.72 16 17 91.7 0.83

12. Extent of cultivation of specialized industry 3.91 1.07 18 11 80.6 0.61

13. Satisfaction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current region of 
residency

3.50 1.13 6 10 44.4 -0.11

14. Plans and performances in creation of green job opportunities 3.30 1.34 16 6 61.1 0.22

15. Gini’s coefficient for income inequality 3.80 1.09 13 11 66.7 0.33

Table 2. Delphi surve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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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Item Mean
Standard 
deviation

Positive answer
CVR

Reasonable
Very 

Reasonable
Ratio
(%)

Society
(17)

1. Efforts for prevention of occurrence of conflicts 4.27 1.00 12 19 86.1 0.72
2. Population ratio using improved public hygiene facilities 3.44 1.13 6 9 38.9 -0.22
3. Governance related budget ratio 3.52 1.10 8 9 47.2 -0.06
4. Aged population ratio 3.22 1.24 8 7 41.7 -0.17
5. Enhancement and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village vision 

and policies
4.08 0.84 22 10 88.9 0.78

6. Seek means of social justice and countermeasures 3.61 1.27 16 9 69.4 0.39
7. Whether governance includ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companies has been established
4.16 1.05 13 17 83.3 0.67

8. Extent of contributions towards sincerity, originality and regional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policy (project)

3.33 1.19 10 7 47.2 -0.06

9. Seek means of coping with wellbeing 3.30 1.14 14 4 50.0 0.00
10. Fishing village population density 3.50 1.08 14 6 55.6 0.11
11. Rate of increase in fishing village population 3.44 1.15 7 9 44.4 -0.11
12. Extent of damages due to natural disasters 3.36 1.19 6 9 41.7 -0.17
13. Extent of efforts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4.27 0.81 16 16 88.9 0.78
14. Extent of support for resident-cooperation projects 3.41 1.05 8 7 41.7 -0.17
15. Effort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4.27 0.84 14 17 86.1 0.72
16. Whether means of mid to long-term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al policy have been established
3.19 0.95 10 3 36.1 -0.28

17. Current status of formation of consensus of regional society 3.97 1.08 12 14 72.2 0.44

Environment
(18)

1. No. of households using new renewable energy in comparison 
to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being supplied within the 
period

3.47 0.99 8 7 41.7 -0.17

2. Villages that made preparations for climate changes 4.11 0.94 13 15 77.8 0.56
3. Water circulation plan 4.19 0.85 15 15 83.3 0.67
4. Establish ecology network plan 3.44 1.38 9 11 55.6 0.11
5. Ratio of the use of recycling of household wastes 3.36 1.01 8 6 38.9 -0.22
6. Waste management plan and management capacity indices 3.77 1.09 12 11 63.9 0.28
7. Reutilization of rainwater and heavy water 3.33 0.92 8 5 36.1 -0.28
8. Supply rate in comparison to the retrieval of recyclable 

water resources
3.44 1.02 8 7 41.7 -0.17

9. Measures for and performances in disaster prevention 3.80 1.09 8 13 58.3 0.17
10.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environment in the region 3.83 1.25 8 15 63.9 0.28
11. Waste management plan and program for utilization of 

wastes as resource
3.25 1.02 8 5 36.1 -0.28

12. Water quality enabling sea bathing 3.47 0.97 8 7 41.7 -0.17
13. Current status of budget and public servants in the 

environmental areas
3.33 1.37 14 7 61.1 0.22

14. Extent of supply of new renewable energy 4.16 0.91 12 16 69.4 0.39
15. Energy supply structure 3.66 1.01 5 11 44.4 -0.11
16. Energy indices 3.47 1.29 4 12 44.4 -0.11
17. Energy efficiency 4.22 0.95 11 18 80.6 0.61
18. Greenhouse gas and CO2 emission 3.61 1.27 10 11 58.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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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적정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거버넌스 예산 비율’, ‘주민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정도’ 항목은 삭제되었다. 또한 ‘마을시책(사업)의 충

실성, 독창성, 지역발전 기여도’ 와 ‘지역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여부’ 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향

상 노력’을 통해 발현되는 요소로서 타당도가 낮게 나타

나 삭제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정도’ 세부항목은 

환경부문 세부항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갈등발생 예

방을 위한 노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정도’,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향상 노력’ 등은 평균 4.27로 전

문가들이 사회부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항목으로 폐쇄적인 어촌마을에서 갈등이 발생되면 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환경부문은 기간 내 총공급 주택호수 대비 신재생에너

지 주택호수 등 18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삭제되어야 할 세부항목은 8개 항목으로 나타

났다. 세부적으로 ‘기간 내 총공급 주택호수 대비 신재생

에너지 주택호수’,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이용 비율’, ‘우
수 및 중수 재활용’, ‘재생가능한 수자원 회수 대비 공급

비율’, ‘폐기물관리 계획 및 자원화 프로그램’, ‘해수욕이 

가능한 수질’, ‘에너지 공급 구조’, ‘에너지 지표’ 등 8개 

항목이 긍정율 50% 미만, 내용타당도가 음수(-)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어촌마을 특성상 ‘물 순환 계획’과 ‘에너지 효

율성’이 주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우수 및 중수 재활

용’, ‘재생가능한 수자원 회수 대비 공급비율’, ‘해수욕이 

가능한 수질’은 어촌마을의 환경적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물 순환 계획이나 지역 환경의 질 평가

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에너지 공

급 구조’와 ‘에너지 지표’는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반영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평가가 모호하여 삭제하였다. 환
경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성’(평균 4.22), ‘물 순환 계획’
(평균 4.19)이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폐쇄적

인 지형 특성으로 인해 자연으로부터 발생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요한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3. 계층적 AHP 분석 

가.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본 연구는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요

소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속가능지

표 관련 문헌을 토대로 한 50개의 요인을 도출하고 전문

가 델파이조사, 분석을 통해 총 28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각 28개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값

을 산출하였으며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Song, 2008).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총 3개로 구분되었으며 첫 번째, 공통요

인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기반 확충 등 4개 항목(어
촌마을 발전 비율,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확충, 
어촌 소도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포함된 “경제 발전”으로 구분되었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

인의 설명력은 28.705%, 신뢰도는 0.795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통요인에는 “특화산업 및 기반시설”항목으로 세부

적으로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특화산업 육성정도, 녹색 

일자리 창출계획 및 성과와 같은 3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3.385%, 신뢰도는 

0.649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공통요인에는 “경제적 형평성”
으로서 소득불평등, 마을 인구대비 경제활동 인구로 2개
의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었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

명력은 16.094%, 신뢰도는 0.631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0.6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제거 없이 

AHP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3).

Item
Economic 

development 

Specialized 
industry and 
infrastructure

Economic 
equity

Communality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 Fishing village development ratio .907 .826 .651

.795
• Expansion of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s with poor daily life conditions
.819 .705 .731

• Balanced development of small fishing village .753 .620 .773
• Efforts for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613 .637 .792

Table 3. Analysis of factor and reliability related to econom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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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총 2개의 공통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공

통요인별 특성에 근거하여 하위항목을 설정하였다. 첫 번

째, 공통요인은 “공동체 형성”으로 규정하여 사회정의 및 

사회적 대응방안 모색,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현황, 웰빙

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갈등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정도로 5개의 하부요인으로 세분화

되었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34.620%, 신뢰도는 

0.797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통요인에는 주민 기업 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여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향상 

노력, 마을인구 밀도, 마을 비전 및 정책 이해증진과 교육 

등 4개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거버넌스 구축”이라 규정

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6.478%, 신뢰

도는 0.765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0.6이상

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제거 없이 AHP분석에 사용하였

다(Table 4).

3)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총 3개의 공통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공

통요인별 특성에 근거하여 하위항목을 설정하였다. 첫 번

째, 공통요인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효율에 관련되어 “에
너지 확보 및 재해 예방”으로 규정하였다. 세부적인 하위

요인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마을, 에너지 효율성, 재해예방

을 위한 대책 및 실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정도, 쓰레기 관

리계획 및 관리용량 지표로 5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전
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34.103%, 신뢰도는 0.872
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통요인은 환경분야 예산 및 공무

원 현황, 생태네트워크 계획 수립, 지역환경의 질 평가 등

Item
Formation of 
community 

Governance 
deployment

Communality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 Seek means of social justice and countermeasures .887 .812 .731

.797
• Current status of formation of consensus of regional society .808 .767 .694
• Seek means of coping with wellbeing .652 .425 .792
• Efforts for prevention of occurrence of conflicts .640 .499 .775
• Extent of efforts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610 .440 .787
• Whether governance includ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companies has been established
.799 .831 .580

.765
• Effort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789 .627 .725
• Fishing village population density .681 .464 .755
• Enhancement and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village 

vision and policies
.602 .634 .580

Eigen-value 3.116 2.383
Explanatory power(%) 34.620 26.478

Table 4. Analysis of factor and reliability related to social sector

Item
Economic 

development 

Specialized 
industry and 
infrastructure

Economic 
equity

Communality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independent 
competition

.837 .714 .346

.649• Extent of cultivation of specialized industry .709 .571 .630
• Plans and performances in creation of green 

job opportunities
.671 .512 .587

• Gini’s coefficient for income inequality .883 .840 -
.63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of fishing village
.688 .711

Eigen-value 2.583 2.105 1.448
Explanatory power(%) 28.705 23.385 1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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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개 항목이 포함되어 “생태”로 규정하였다. 전체 변량

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20.976%, 신뢰도는 0.752로 나타

났다. 세 번째, 물순환 계획,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

량과 같은 2개 항목이 포함되었고 이를 “물과 공기”로 명

명하였다. 전체 변량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은 17.908%, 신
뢰도는 0.751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0.6이
상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제거 없이 AHP분석에 사용하

였다(Table 5). 

나. AHP 분석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중요 요소로서 경제, 사회, 환경 부문 3개의 상위

계층별로 세부항목의 계층적 구조를 파악하였다(Table 6).

1) 상위계층별 상대적 중요도

상위계층인 경제, 사회, 환경 등의 3개 부문에 있어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0.528), 사회(0.261), 환경

(0.212) 순으로 분석되었다. 경제는 사회, 환경 부문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와 환경간 중요도의 

차이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폐쇄적인 어촌마

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가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성비율(CR : Consistency Ratio)
은 0.05로 나타나 허용가능한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하위계층별 중요도

‘경제’부문 3개 하위계층의 중요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 ‘경제발전’의 상대적 중요도가 0.471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특화발전 및 기반시설’은 중요도 0.300으로 2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적 형평성’은 중요도 0.229
로 나타나 그 중요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관성 비율은 0.04으로 나타나 일관성 있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문의 하위계층인 공동체 형성, 거버넌스 구축 

등 2개의 중요도 분석 결과, 공동체 형성이 0.777로 높게 

나타났고 거버넌스 구축이 0.223으로 나타났다. 즉, 어촌

마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어촌마을의 공동체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뒤이어 거버넌스 구축을 통

해 민(民), 관(官), 사(社)1)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문 3개의 하위계층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1) 사(社) : 도시,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
은 주민참여형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
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
하는 전문 컨설팅업체인 사(社)와 민, 관의 협력이 중요함.

Item

Energy 
conserv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Ecology Water-air Communality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 Villages that made preparations for climate 
changes

.899 .841 .812

.872

• Energy efficiency .826 .739 .840
• Measures for and performances in disaster 

prevention
.755 .626 .861

• Extent of supply of new renewable energy .741 .701 .847
• Waste management plan and management 

capacity indices
.649 .565 .866

• Current status of budget and public servants 
in the environmental areas

.863 .817 .488

.752• Establish ecology network plan .848 .751 .660
•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environment 

in the region
.712 .631 .742

• Water circulation plan .860 .836
- .751• Greenhouse gas and CO2 emission .773 .791

Eigen-value 3.410 2.098 1.791
Explanatory power(%) 34.103 20.976 17.908

Table 5. Analysis of factor and reliability related to environment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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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lass Low class Sub index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Fishing village development ratio
Balanced development of small fishing village
Expansion of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s with poor daily life conditions
Efforts for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Specialized 
industry and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independent competition
Extent of cultivation of specialized industry
Plans and performances in creation of green job opportunities

Economic equit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of fishing village
Gini’s coefficient for income inequality

Society

Formation of 
community 

Efforts for prevention of occurrence of conflicts
Seek means of social justice and countermeasures
Seek means of coping with wellbeing
Extent of efforts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Current status of formation of consensus of regional society

Governance 
deployment

Enhancement and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village vision and policies
Whether governance includ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companies has been established
Fishing village population density
Effort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

Energy 
conserv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Villages that made preparations for climate changes
Waste management plan and management capacity indices
Measures for and performances in disaster prevention
Extent of supply of new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Ecology 
Establish ecology network plan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environment in the region
Current status of budget and public servants in the environmental areas

Water-air 
Water circulation plan
Greenhouse gas and CO2 emission

Table 6. AHP hierachy

Low class Relative weight Priority CR
Economic development 0.471 1

0.04Specialized Industry and Infrastructure 0.300 2
Economic equity 0.229 3

Formation of community 0.777 1
-

Governance deployment 0.223 2
Energy conserv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0.444 1

0.02Ecology 0.321 2
Water-air 0.236 3

Table 8. Each low calss weight

High Class Item(N) Relative weight Priority CR
Economy 9 0.528 1

0.05Society 9 0.261 2
Environment 10 0.212 3

Table 7. Each high calss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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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확보 및 재해예방이 중요도 1순위(0.444)로 나타났

으며, 생태가 0.321, 물과 공기가 0.236순으로 나타났다. 
즉, 지리적으로는 폐쇄적이나 자연재해에는 쉽게 노출되

는 어촌마을의 특성으로 재해예방이 중요한 요소로 선정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촌 생태

는 자연환경 보전과 어메니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주요한 요소이므로 환경에 대한 지

역주민의 인식을 향상시켜 친환경적 개발 준수와 마을 생

태계 보존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할 의지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일관성 비율은 0.02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

전체 8개 하위계층에 대한 세부지표별 중요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먼저 경제 부문 하위계층 중 ‘경제

발전’의 세부항목 중 ‘어촌 소도시 균형발전’이 중요도 

0.344로 중요도 1순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마을발

전 비율’이 중요도 0.28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 중요도 0.202,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확충’이 

중요도 0.169로 나타났다. ‘특화산업 및 기반시설’ 세부항

목에서는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이 중요도 0.666으로 1순
위였고 ‘특화산업 육성 정도’가 중요도 0.209, ‘녹색 일자

리 창출계획 및 성과’가 0.125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형평성’ 세부항목은 ‘마을 인구대비 경제활동 인구’가 중

요도 0.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이 0.365였다. 이는 어촌마을의 경제적 형평성에 있어서 

마을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Choi et al.(2007)은 어촌사회 양극

화 완화를 위하여 정부의 개입, 즉 해양수산부 정책을 통

한 예산 유입을 강조함과 동시에 어촌계 경제활동의 활성

화를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어촌마을의 계획과 개발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부 자본 유입과 어촌계와 마을 주민 

공동체 협의를 통해 일자리를 함께 나누고 창출하여 마을 

경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적정한 방안으로 판단

된다.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은 건강한 어촌마

을 경제 생태계의 자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여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igh class Low class Sub index
Relative 
weight

CR
Integrated 

weight
Priority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Fishing village development ratio 0.285

0.12

0.071 5 
Balanced development of small fishing village 0.344 0.086 2 
Expansion of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s with poor daily life conditions

0.169 0.042 9 

Efforts for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0.202 0.050 6 

Specialized 
Industry and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independent competition 0.666
0.04

0.105 1 
Extent of cultivation of specialized industry 0.209 0.033 12 
Plans and performances in creation of green job opportunities 0.125 0.020 21 

Economic equit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of fishing village

0.635
-

0.077 3 

Gini’s coefficient for income inequality 0.365 0.044 8 

Society

Formation of 
community 

Efforts for prevention of occurrence of conflicts 0.242

0.03

0.049 7 
Seek means of social justice and countermeasures 0.374 0.076 4 
Seek means of coping with wellbeing 0.108 0.022 17 
Extent of efforts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0.171 0.035 10 
Current status of formation of consensus of regional society 0.105 0.021 19 

Governance 
deployment

Enhancement and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village 
vision and policies

0.410

0.04

0.024 15 

Whether governance includ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companies has been established

0.293 0.017 22 

Fishing village population density 0.117 0.007 28 
Efforts to improve awarenes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0.179 0.010 27 

Table 9. Each sub index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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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문의 하위계층 중 ‘공동체 형성’의 세부항목에

는 ‘사회정의 및 사회적 대응방안 모색’이 중요도 0.374로 

1순위였으며 ‘갈등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0.242, ‘주거환

경 개선을 위한 노력정도’ 0.171, ‘웰빙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0.108,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현황’ 0.105 순으로 나

타났다. ‘거버넌스 구축’ 세부항목에는 ‘마을 비전 및 정책 

이해증진과 교육’이 중요도 0.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주민, 기업 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 여부’ 0.293,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향상 노력’ 0.179, 마을 인구밀도 

0.117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비전 및 정책 이해증진과 교

육’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난 것은 지속가능한 어

촌마을의 계획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계

획에 대한 주민차원의 체계적 방향 정립과 이해, 개발을 

위한 민(民), 관(官,) 사(社)의 협치 및 주민간의 합의가 적

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문의 하위계층 중 ‘에너지확보 및 재해예방’ 세

부항목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마을’이 중요도 0.296으
로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적’ 0.242, ‘쓰레기 관리계획 및 관리용량 지표’가 

0.221,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도’ 0.123, ‘에너지 효율성’ 
0.119 순으로 나타났다. 지형적 특성상 육지로부터의 폐쇄

성과 자연 재해로부터의 노출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촌

마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용량을 넘어서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에너지 사용과 자연 재해로부터의 안

정성 유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생태’ 세부항목에서

는 ‘생태네트워크 계획수립’이 중요도 0.470으로 1순위로 

나타났고, ‘지역 환경의 질 평가’ 0.315, ‘환경분야 예산 및 

공무원 현황’ 0.215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계획과 

개발에 있어 자연생태계 보존과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물과 공기’ 
세부항목에서는 ‘물 순환 계획’이 중요도 0.681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중요도 

0.319로 낮게 나타났다.     
각 하위계층별 세부항목의 중요도 조사결과, 일관성 비

율은 0.02∼0.12로 나타나 조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 상위계층, 하위계층 그리고 

세부항목에 대한 각각의 가중치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세

부항목의 종합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자립적 경쟁기반 구

축’이 종합가중치 0.105로 가장 중요한 항목 1순위로 나타

났으며, ‘어촌 소도시 균형발전’이 0.086으로 차순위, 그 

다음으로 ‘마을 인구대비 경제활동 인구’가 0.0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어촌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개

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경제’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어촌지역의 환해성과 폐쇄성

으로 소득, 소비, 산업구조, 자금조달, 지역 간 경제 및 삶

의 질 측면에서 내륙 지역과의 차별로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의 문제 발현으로 인한 영향에 기인한다고 판

단할 수 있었다.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는 경제적 

형평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지역 갈등과 지속가

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경제적 손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최종 도출된 복합가중치가 반영된 세부 요소

를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여 평가하였을 때, 평가결과에 대

해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

고,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우선순위 

중요 인자의 적용을 통한 계획수립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High class Low class Sub index
Relative 
weight

CR
Integrated 

weight
Priority

Environment

Energy 
conserv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Villages that made preparations for climate changes 0.296

0.03

0.028 14 
Waste management plan and management capacity indices 0.221 0.021 20 
Measures for and performances in disaster prevention 0.242 0.023 16 
Extent of supply of new renewable energy 0.123 0.012 25 
Energy efficiency 0.119 0.011 26 

Ecology 

Establish ecology network plan 0.470

0.02

0.032 13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environment in the region 0.315 0.021 18 
Current status of budget and public servants in the 
environmental areas

0.215 0.015 24 

Water-air 
Water circulation plan 0.681

-
0.034 11 

Greenhouse gas and CO2 emission 0.319 0.020 23 



이찬⋅박지훈⋅강현경

농촌계획, 제26권 제1호, 2020년36

IV. 결  론

본 연구는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에서의 우선적 중요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어촌지역의 폐쇄적 특성인 격절성(隔絶性), 환해

성(環海性), 고립성(孤立性)으로 인해 농산촌보다 상대적

으로 불리한 입지 조건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촌지역

의 자생적 회복력을 위한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커뮤니

티성 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우선적 요소를 도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각 부문별 

중요 항목을 도출하여 어촌마을의 자립적 기반 구축, 지역

활성화, 특화산업,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지역의 생태네

트워크, 물순환 계획 등 3개의 부문에서 총 50개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세부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여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내용타당도(CVR) 비율을 산출하여 전문가 합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촌 

특성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과 타 항목과 비슷한 개념 또

는 현재 국내 어촌의 지속가능 발전 요소와 맞지 않게 이

상적인 항목의 경우 삭제되었다. 둘째, 확정된 세부항목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 및 계층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

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 발전, 특화산업 및 기반시설, 경제적 형

평성 등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사회 부문에서는 

공동체 형성, 거버넌스 구축 등 2개의 요인이 구성되었다. 
환경 부문에서는 에너지 확보 및 재해 예방, 생태, 물과 

공기 등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

도 분석에서 Cronbach α 값이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제거된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부항목의 

계층별 상대적 가중치를 조사하기 위해 AHP를 실시하였

다. 상위계층 중 경제 부문이 중요도 0.528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부문 0.261, 환경 부문이 0.212 순
으로 나타났다. 즉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기반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위계층, 하위계층 그리고 세부항

목에 대한 종합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자립적 경쟁기반 구

축이 0.105, 어촌 소도시 균형발전 0.086, 어촌마을 인구대

비 경제활동 인구가 0.077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촌개발에 있어 경제적 생산기능. 주민생활기능, 어촌문

화기능,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기능, 유통가공 등의 

산업기능, 바다의 다양한 이용기능, 해양자원보전기능과 

같은 주요기능 등이 수반된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균형발

전 개발정책수립을 강조한 Kim and Lee(2005)의 연구동향

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서는 경제 부문이 가장 중요하며, 세부적으로 어

촌마을의 자립도를 토대로 한 균형발전이 우선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촌마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즉, 어촌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가능한 주민 합의에 의한 다양

한 특화사업 및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보를 통한 어촌마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개발을 토대로 

한 지표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

를 시행하여 어촌개발에 우선할 수 있는 중요 요소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향후 ‘어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중요 요소

를 활용하여 국내 어촌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어촌마을의 경제적 소득 및 활성화를 위하

여 어촌실정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유치를 통

해 사회서비스 제공, 활력을 되찾기 위한 귀어귀촌 정책과 

어촌지역만의 특성을 잘 반영한 복합산업 활성화 등의 경

제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촌마을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

하였으므로 어촌의 경제적 토대 마련, 주민들의 경제활동 

및 참여 촉진방안,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등을 위한 구체

적인 실행방안이나 측정⋅적용방법 제시에 있어서는 한

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어촌마을의 지자체, 주민의 현장실

증조사를 통하여 보다 어촌별 특성을 고려한 경제, 사회, 
환경 부문별 구체적인 적용 방안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후속연구가 뒷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8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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