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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산업·경제 ● 제6편 산업과 경제

1. 근대 이전
서천은 금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서해와 인접하고 있기에 사람 살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특히 강과 바다를 동시에 끼고 있는 지역은 연안어업과 조개류를 얻기
에 충분한 지역이다. 그래서인지 1995년 장암리 일원에서 발견된 조개무지와 빗
살무늬@토기는 기원전 약 3천 년 경 신석기시대에 이미 서천지역에서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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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개무지는 수렵과 어로, 채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해 온 선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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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흔적으로서 장항읍 장암리 이외에도 장항읍 원수리, 시초면 선암리, 마서면
한성리, 서천읍의 남산리와 두왕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의 대
표적인 무덤 양식인 고인돌이 문산면 은곡리와 지원리, 서천읍의 오석리와 사곡
리 등에서 발견되어 서천지역에는 일찍부터 인류가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삼한시대의 마한(馬韓)때 서천지역은 아림국(兒林國), 한
산지역은 치리국국(致利鞠國), 비인지역은 비미국(卑彌國) 등 3개의 소국으로 나
뉘어 존재해 오다가 백제에 정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에는 서천은 설
림군(舌林郡)으로 변하고 한산지역은 마산현(馬山縣), 비인지역은 비중현(比衆縣)
등 1군 2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남양(南陽)이라고도 기록된 설림 사람들은 서천읍의 남산성과 마서면의 테뫼
산성, 문산면의 지리원 산성, 시초면의 풍정리 산성들과 세발토기, 항아리, 굽달
린 그릇 등을 남겨 놓았다. 이 시기에는 현재 문산면 신농리 왜말을 중심으로 풍
정리 산성지역, 백제 서쪽을 방어하는 한산면의 건지산성(乾芝山城)을 중심으로
큰 고을을 형성하였고, 백제 멸망 후에도 그 유민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3년 동

안이나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같이 군사적 측면에서나 생활환경면
에서 서천인근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역시 금강의 존재 때문이다.
금강 중류부인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에서의 구석기 유적을 시작으로 백제의
중흥기에는 일본과 교통하던 곳도 역시 금강이었다. 그래서인지 현재 남아 있는
금강 연안의‘곰나루’
,‘곰개(웅포)’등은‘신의 나루터’
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
다. 게다가 백제의 멸망 역시도 금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기벌포(伎伐浦)에서
당나라 군사를 전략적으로 막지 못해서였다는 주장은 많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당연합군에 의해 지배되었을 때는 한때 우이(隅夷)라고 불
렸다는 기록도 있다. 그 후 통일신라 경덕왕 15년(756년)에는 서천읍 일원지역의
설림을 서림(西林)으로 바꾸고 비중현이었던 비인지역을 비인현(庇仁縣)으로 바
꿔 함께 관할토록 하고 한산지역은 다른 지역 관할로 넘기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시초면의 풍정리 시대를 마감하고 서천읍의 남산성으로 중심무대를 옮긴다. 이
곳은 강과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으로써 비인과 남포를 관할하는데
도 편리한 지역이다. 또한 동쪽과 북쪽으로 펼쳐진 평야지대는 경제적으로도 매
우 유리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서림이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어 오다가 현종 9년(1018)에 부
되는 이언충( 彦忠)의 공로에 힘입어 지서주사(知西州事)로 승격, 서주(西州)라
일컫기도 하였다. 이 당시 역시도 서천지역은 금강을 통해 임피( 陂)에 위치한
진성창에서의 세곡을 경창(京倉)으로 수송되는 길목에 위치, 왜구 약탈의 좋은
대상이 되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장암수
(장암진)가 설치되었고 임천 고다진으로부터 서천지역까지 진포를 개설, 최무선
장군의 진포대첩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종 13년(1413) 행정구역의 큰 개혁이 있을 때, 서림군
을 서천(舒川)이라 고쳤고 한산지역은 현(縣)을 군(郡)으로 바꾸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서천군 전체지역은 비인과 서천, 한산을 중심으로 각기 행정구역을 달리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당시 역시도 금강수로의 중요성에 힘입어 서천
포영이 설치되었으나 강의 잦은 범람과 왜침으로 인하여 피폐한 생활의 연속인
것으로 기록된다.
실제로 세종 19년(1437)의 기록에 따르면 서천은 가난하여 백성들이 굶어 죽
는 곳이라 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행정구역상 비교적 넓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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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임천( 川)에 속하게 된다. 그 후에 충숙왕 원년(1314) 서림 이씨의 시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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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인심도 흉하고 송사(訟事)가 많은 지역이라 기록되고 있다. 결국 조
선시대의 기록으로 살펴보아 서천지역은 적을 맞이하는 첫 길목에서 힘들게 생
활하는 장소로 비쳐지고 있다.

<표 1> 서천지역의 지명변화
구 분

삼@ 한

백@ 제

비인

비미국

비중현

서천

아림국

설림(舌林)
남양(南陽)

한산

치리국국

마산현

웅@ 진
도독부

우이
(隅夷)

통일
신라

고@ 려

조@ 선

비인현

비인현

비인현(군)

서림(西林)

서림(西林)
서주(西州)

서천군
(舒川郡)

마산현

한산(한주)

한산군

2. 일제강점기
1910년 8월, 우리나라의 권리를 일본에게 빼앗기면서 35년간 민족의 정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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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사의 단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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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민통치기라 일컫는다. 일본은 1860년대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계기로
대(對)조선에 대한 외교방향을 바꿔 고종 13년(1876) 강화도조약을 체결, 침탈의
발판을 마련한다. 대원군이 물러나자 개화파와 수구파의 다툼과 임오군란·갑신
정변과 같은 사건 속에서 꾸준히 세력을 확산시켜 나가다가 1894년의 동학농민
운동을 계기로 종래 조선의 종주국이었던 청나라와 일전을 벌여 승리하게 된다.
이후부터는 갑오개혁으로 조선의 개국 이래의 정치제도를 개혁하는데 깊이 관
여하게 되었고, 명성황후 시해(弑害)를 주도한 이후에는 한때 러시아 세력에 밀
려나기도 하였으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부터 차츰 그 야욕을 드러내 보
인다. 특히, 러·일 전쟁 중이던 1904년 2월 한국정부를 강압하여 한일의정서(韓
日議政書)를 성립시켜 내정간섭의 발판을 만들고 본격적인 식민지화 공작에 들
어갔다. 1905년에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펴 외교권을 대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에 들어갔다.
이어 1907년 7월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
고,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하여 통감이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통치권을 전단(專斷)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대신(大臣) 밑에 실권을 장악하게
하는 일본인 차관을 두는 차관정치를 실현하였다. 또한 사법권 탈취는 물론 군대
까지도 해산하였고 경찰관을 일본 관헌의 지휘하에 두기도 하였다. 마지막 단계
로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의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식민화 침략
은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위정자들의 무능과 이완용(李完用)을 필두로 한 친일내각, 이용
구(李容九)·송병준(宋秉畯) 등으로 대표되는 일진회(一進會) 등 매국노들의 반역
행위도 큰 몫을 하였고, 미국·영국 등 열강국들의 묵인도 일본에게 도움을 주었
다. 일본은 한국병합을 달성한 뒤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기
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구체적인 한반도의 경영에 들
어간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지배는 시대에 따라 다소 정책
의 변동이 있었으나, 일관된 정책은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
를 위한 고유성(固有性) 말살 및 우민화(愚民化),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
이와 같은 일제강점기는 크게 ① 제1기: 무단통치시기(1910~1919), ② 제2기:
문화정치시기(1919~1931), ③ 제3기: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1~1945)
등 3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속에서 서천지역 역시도 친일세력과
항일세력이 서로 존재하면서 나름대로의 환경에 대처하게 된다. 여기에는 비록

로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먼저 친일세력으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종국이다. 그는 서천출신으로 총
독부 요직에 올라 많은 토지확보는 물론 소작료 독촉과 서천유지들과 연계한 일
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조남천은 일찍이 1920년대 서천수
리조합 설치반대운동을 전개하여 반대급부로 수리조합 평의원에 당선되면서 도
(道) 평의원까지 지냈던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그밖에도 일제강점기에 친일행각
을 보였던 지주들로서 김영두, 추교영, 박우석, 최만영, 김정규, 나석주, 추병용
등이 있는데 그들은 신사(神社)의 건립참조, 항일운동가 고문, 동양척식회사 서
천지부에 과다충성 등을 했다고 전해진다(뉴스서천, 138호).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고시상, 김갑수, 김상을, 김인두, 김인전, 나상춘, 문석
환, 박재협, 공기면, 송여직, 신현창, 유희준, 이근호, 이남률, 이사성, 이상재, 이
송달, 임종연, 임학규, 정해두, 조남명, 최낙균, 최덕휴, 함수만 등과 같은 분들은
서천출신으로 고향과 타향에서 각기 나름대로의 독립에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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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자료는 아닐지라도 일제강점기의 행적과 일부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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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비록 서천지역은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였지만 경제적
으로는 새로운 장항탄생을 맞이한 시기이기도 하다.
장항은 1929년 갈대 숲을 메워서 만든 도시다. 장항 개발은 서천수리조합이
설립된 1923년에 당시 2대 조합장이었던 일본인 가타끼리(片棟和三)가 충남당국
의 지시를 받아 간사지 매립에 거액을 투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갔다. 그 이전
의 장항은 충남 서천군 마동면(馬東面)의 조그만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의
마동면은 11개의 리(里)를 관할하는 인구 1만 4천여 명의 지역인데 이때 장항리 1
구에는 1,270명, 2구에는 745명 등 총 2천 여명의 사람들이 생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조그마했던 지역이 국내 생산물자의 일본유출을 위해 계획되었던 항만건
설을 시작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즉, 충청지역은 물론 경기와 강원일대의 물
자를 오오사카(大板)로 운송하기 위해 만든 도시가 바로 장항이었던 것이다.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을 통하여 곡물을 유출하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
자 충남과 경기지역의 양곡들을 철로를 이용, 장항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고
동시에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국제결제수단으로 금이 필요했던 입장에서 이를
제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새로운 지역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국 치밀한 계획에
따라 1931년 8월, 경남철도(장항선)가 개통되고 도시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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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게 된다.
동시에 1936년 6월 점화를 시작한 제련소가 들어서면서 일제 병참기지의 중심
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1937년 최종목표였던 장항항만의 완성으로 인해 일개의
장항마을은 전라남도 광주(현 광주광역시)와 함께 1937년 읍(邑)으로 승격까지
한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인구가 3만 명@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활기찬 지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과거 농경중심의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변
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기존의 집성촌(集姓村) 형태의 사회구조 역시도 전국 각
지에서 이주해 온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 그야말로 신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
게 되었다.
결국 일제강점기의 서천지역은 장항이라는 신도시 건설에 힘입어 농업중심의
경제권에서 벗어나 항만과 제련산업을 통한 명성 있는 산업도시이자 교통의 중요
지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당시의 시장
규모도 신장, 판교, 서천, 길산, 한산, 비인 순이었는데 장항의 5일장이 등장하자
커다란 판세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3. 광복 이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우리 민
족이 맞이한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로 주어진 불완전한 해방이었다. 미국과 소련
이 남북을 분할 점령하여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된 민족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그러자 정치세력은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게 되고 급기야는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를 세우게 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고 500만 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와 함께 대
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으며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어간다.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을 통해 더욱 강화된 반공을 앞세워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탄압,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다가 군사쿠테타로 불명예를 안게 된
다. 이어지는 박정희 정권은 군부독재와 유신체제, 그리고 경제개발로 특징 되는
시기였다. 전두환 정권은 이른바 신 군부에 의해 무리한 정권창출로 시작하였으
나, 단임으로 임기를 끝낸 선례를 남겼다. 이 역시 군부독재의 연속으로서 군정
의 종식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민주화운동을 자극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은 노태
우 정권은 1987년 신 헌법을 제정하여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로서 탄생, 민
간 주도형 민주정치와 경제발전에도 주력하였으며 서울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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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93년 문민정부라 일컫는 김영삼 정권은 여당과 제휴하여 총선거에서
압승하고 군사정권의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의욕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등 자못 과감한 정책을 통해 군정종식을 비롯한 어느
정도 개혁정치로 이끌어 나가는 듯하였다. 그러나 정경유착이란 구조적인 병폐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이 경제운영의 실패로 IMF체제라고 하는 국가경제
난국을 초래한 채 좌초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다. 이는 6공화국 제3기 또는 국
민의 정부라 칭하면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노벨 평화상을 수상, 국
제적인 명성을 얻기도 한다. 그밖에 외환 위기의 극복과 월드컵·아시아경기대
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대북 지
원사업의 불투명성, 측근정치와 비리노출, 지역갈등 미결, 정치개혁과 비리척결
의 미완성 등은 많은 지적도 받게 된다.
2003년 2월 25일에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롭고 효율
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하며 참여정부를 이끌었다. 200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
상회담도 가졌고 귄위적 정치문화의 극복과 지방분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더
십 부재라는 혹평도 있었다.
2013년 2월까지 국가를 운영하게 될 이명박 정부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탄생시킨 정부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곧 경제의 선
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
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화와 실용을 바탕으로‘선진화 원년’
의 신 발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문별 5대 국정지표를 설정하였다. 바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이다.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43개 핵심과제와 63개 중점과제 그리고 86개 일반과제
등 총 192개의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천지역은 해방 후에도 장항경제에 힘입어 왕성한 성장
을 보여 왔다. 장항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일본사람들이 떠났어도
각광받는 곳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충청남도 서해안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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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천지역을 점령하게 된다. 당시 북한군의 주둔지에 대해서는 종천면 도만리
일대, 마서면 남전리 백사일대, 장항읍 장암리 일대, 서천 남산일대, 비인 월명산
일대라 전해지고 있다.
약 3개월간의 점령 기간 중에 장항농업중학교 5학년 학생이었던 김달식, 양태
순, 최승상, 임상덕, 신윤식 등이 지역 내 북한군의 동태를 국군에게 알려주다가
체포, 대전형무소에서 학살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9월 26일 인천상륙작전에 의
해 전세가 불리해지자 같은 날, 300여명의 우익인사들은 서천등기소에서 대학살
을 당하기도 하였다.
현재 서천지역은 해방 후부터 43대째의 군수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의 지역
경영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천지역은 서울(한양)과 무려 400여리에 이
르고 역사적으로도 특별히 왕이 방문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1955년 4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이 방문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장항제련
소를 방문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그 후 1967년 6월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도 제련소를 방문한 적이 있
다. 이는 비록 장항이 철저한 일본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의해 형성되었다 할지라

도 당시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던 지역인가도 함께 하고 있다. 이어 1965년에
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금 서면의 마량리를 방문하였다. 비인 임해공업단지 조
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자 방문한 것이다. 현장에서 비인만을 바라보며 비인 임
해공업단지 조성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눈 것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계획 중 비인 임해공업단지 조성을 발표
했었다. 서면 월호리를 중심으로 반경 7.5㎞에 비료공장, 석유화학 기지를 개발
하기 위해서 항구, 철도, 도로 등 기간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 후 정부
에서는 비인 임해공업단지로 설정하여 총 22억 2천 6백만 원 규모로 공업용지
매수, 철도 및 용수시설 등을 목표하는 공업지원 시설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1965년 6월 1천1백5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공업용수, 항만시설 등 기초 조사
를 끝낼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때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비
인 지구에는 제2의 정유 및 제5 비료 공장이 건설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비인면 선도리와 장포리를 잇는 터널은 그 당시의 흔적이라 한다. 장항에서 서
면까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도 시작되었다. 비인에서는 그 작업으로 곧 철
도가 만들어져 기차가 다닐 것으로 기대에 찼다. 그 후 1976년 10월 정부는 석유
화학공업기지로 개발키로 한 군산·비인 지역 중 비인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의 방문으로 서천 사람들이 가진
고 정체된 상태이다.
물론 노태우 정권인 1990년에는 충남과 전북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
단위농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8년 동안 1천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강 하구둑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1억 3,000만 톤의 담수량을 자랑하
며 총 연장 1,840m의 제방은 충남과 전북을 잇는 교량역할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고보다도 같은 해 발표되었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더 큰 희망이
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위정자들에 의해 무려 20여년이 넘도록 지역발전의 단골
소재가 되었을 뿐, 지지부진한 사업전개로 최근까지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기
도 했다. 또한 군산지역부터 시작한 조성사업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은 물론
지역종속 또는 지역갈등의 여지만을 남겨주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서천당국은
자구노력을 강구하기 시작하여 관광입군(觀光立郡)을 내세우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서천팔경(舒川八景)을 만들어내고 서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수욕장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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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무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니 1965년 이후 한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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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발굴, 한산지역의 모시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소곡주 상품개발, 기타 숨
어있는 지역자원의 발굴작업 등을 통해 휴양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
였다. 이 같은 시책들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주 5일 근무제 등과 맞물려 상
당한 성과를 나타내 보이게 된다.
특히 2003년 6월 27일에는‘어메니티(amenity)'라는 새로운 개발개념을 도입
하면서 아름다운 서천 만들기, 즐거운 서천 만들기, 쾌적한 서천 만들기, 활기찬
서천 만들기의 비전을 가지고 남다른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사람
이 하나 되어 환경과 문화, 산업과 생활기반이 조화된 살기 좋은 농촌조성이 핵
심이 되는데 이를 위해 그동안 서천지역은 동백꽃 주꾸미 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홍원항 전어축제, 금강철새 탐조투어, 자연산 광어축제 등을 발굴하였고, 동백꽃
마을(마서), 이색체험마을(기산), 행복마을(비인) 등과 같은 농촌체험 관광 상품도
성공적으로 선보이기도 하였다.
금강과 서해의 아름다운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시대를 선도하는 군정실현으로 누구나 찾아와 살고픈 쾌적하고 풍요로운 21세기
미래의 삶의 터전‘서천’
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천군의 새로운 지역개발 전략의
모토(Motto)로 아름다운 자연과 정감어린 사람들, 쾌적한 환경과 약동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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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곳 미(美)·감(感)·쾌(快)·청(靑)의 어메니티가 실현되는 푸른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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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젊은 서천을 가꾸어간다는 프로그램이다.

<표 2> 어메니티 서천 모토프로그램
목@ @ @ 표
추구대상
실천전략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삶
환경·경관

문화·복지

어메니티진원화

인적요소

편리성개선

관광

환경성회복

산업
심미성추구

농·어업
동질감회복

지@ @ 역@ @ 마@ @ 케@ @ 팅
예상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 자료 : 서천군청 홈페이지, 2009.

2004년에는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도로건설을 시작으로 서천특화시장의
이전, 홍원항 다기능 개발 대상어항 선정, 모시산업의 세계화에 노력하였고
2005년에 있어서는 장항국가산업단지의 변경승인(374만평), 장항읍 소도읍 육
성사업 대상지 선정, 한산모시 산업화 클러스터 사업지정이 있었다. 이어 2006
년에는 신 활력사업의 일환으로 향토 산업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과 도농 교류사

업에 주력하였고 농업발전전략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동시
에 비인만 갯벌체험 관광마을과 춘장대 해수욕장 정비 공사를 마무리 짓기도 하
였다.
2007년에 들어서는 1989년 지정 고시된 이래, 착공조차 못하고 지연되어온
장항산업단지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대타협을 통해 가닥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바로 내륙산업단지 조성과 국립생태원 건립,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등이다. 이외
에도 내포문화권(7개년, 359억), 금강권 등 광역개발계획과 개발촉진지구지정(7
개년, 2,888억), 도 균형발전계획(5개년, 500억)에 서천을 포함시켜 지역자립기
반 구축을 위한 동력원을 확보했고 미래 서천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하였다. 게다가 농산물 공동브랜드(서래야) 및 김 공동브랜드
(미작, 미고)를 개발, 마케팅 전략을 토해 본격적인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기반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산업단지 등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이 1조 3백억 원 규모의 지구지정 및 토지보상 등 각종 절차를 마치
고 여타의 자체 계획들과 함께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관광 협의회, 민박포럼 등
민관협력체계의 확립은 물론 해돋이, 광어, 한산모시, 주꾸미, 전어축제와 같은
지역의 5대축제를 전국화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내 최대이자 최고 규모의 어메니
군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2009년에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친환경 농수산업과 생태산업 육성, 전
통문화 계승발전과 고품질 관광진흥,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보건복지 실현, 지
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균형개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역량의 강화 등을 통
해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춰 실천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들도 인
구감소와 역내 간 불균형, 자연환경과의 갈등, 문화관광부문의 경쟁력 확보 등은
당면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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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복지마을을 11월에 완성시키기도 하였다. 게다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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