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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훌輝 • 過輝地域의 諸問題와 對策
--江原地域을 事例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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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江原地域의 寬願 • 過輝化

(1) 本地域의 發展水揮파 成長度

1. 머리말 

우리나라는 國土가 협소하여 當日生活團이며 

人口가 많은 世界的 高密國家다. 또한오행 歷史

를 가진 單一文化民族이라는 同質性이 강조되기 

도한다. 

그러나 해방후 國土가 以北의 鍵工業地帶와 

휴천선으로 갈라진 가운데 온 국민의 노력 으로 

I業中心의 高度經濟成長울이룩하게 되었다. 이 

에 따른 副作用으로 급격한 都市化에 따르는 地

域隔差의 異質化問題가 크게 대두되어 오고 있 

다. 

그렌데 首都圍의 過密問題는 國家安保的 次元

* 서 울市立大學 大學院 講師
1) 이러한 연구에는 다음 論文들이 있다. 

次》

후 체t 홉* 

(2) 本地域의 發展的 構成파 諸問題

(3) 人口移動에 있어 就業파 훌輝化 

(4) 居住體系와 生活環境整備

4. 맺는말 

에서 섬각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그에 따른 농 

촌의 過願化 문제는1) 별로 문제시 않고 있어 보 

인다. 단지 均衝的안 國土의 훌훌展이 라는 이 념 하 

에 首都團機能의 他地域으로의 分散(decen trali

zation)파 아울러 수도권내 의 A 口 i陳散(deconcentr

ation)이 란 遠心的 • 離心的안 接近方法이 취해져 

온 것A로 안다. 아울러 國力의 뼈張에 짜라 從

來의 經濟發展 위주에서 社會發展의 提高와 함 

께 中央一邊到에 서 地方의 담 發的 特珠性울 살 

리 기 위한 地方化， 地方分權 또는 地域主義(regio

nalism)2) 운동이 태 동하고 있 다. 

농촌의 과소화를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것은 

종래 農村A口가 過剩임 올 前提로 하여 농촌안 

구를 2次塵業이 나 都市에 吸收하여 總對的 減少

를 國家目標로 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近代化過

吳洪哲， 1980, ‘韓國村落의 過뼈實態와 振興方案. 地理學， 第22號， PP.59--86. 
柳佑益， 1981, ‘農村人口의 都市指向移動이 農村地域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驚， 第 8 號， pp.33--43. 

2) 玉野， 淸成， 中村 共編， 1979, 地域主義， 學陽書房.
Dickinson, R. E. , 1964, City and Regio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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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에서 山積되는 諸問題에의 對應惜置에서 輔外

훤떠1 있어 보인다. 또한 從來 農村의 落後냐 地

域隔差意識은 道냐 地方單位로 제기되어 왔고 

또한 農村올 農· 山 ·博村을포괄하는廣義로取 

됐해온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本 論文은 那單位 위주로 70'"'-'80年 統

計資料릎 이용하여 국토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山間地方의 쫓훌陳 • 過輔化問題를 住民定著이라 

는 社會的 뼈.ù面에서 考察하여 對應策을 생각해 

보려는데 目的을 둔다. 

이런 點에서 鏡地가 적은 山間典地언 江原地

域을 事例로 하여 全國에 있 어 느L 地位와 特性，

그리고 經濟開廳에 짜른 地域分化의 背景을 살 

펴본다. 다음으로， 家口의 흉陳와 量的 減少에 

짜릎 質的 變化， 나아가서 이 들 住民生活蘇序

의 體系와 整備를 통한 生活의 安定策 等을 논 

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農山村地域의 該斷파 對策은 農村가운 

데서 過藏化의 문제가 심각한 우러나라 大部分

의 山間地方이 比較的 住民數는 척지만 廣大한 

山地資源을 지니고 있고， 그의 效率的 利用과 

保全이 중요하다는 첨 에서 社會經濟的 意義를 

지난다하겠다. 또한 國土綠合開發에 있어 各地

方의 均衝的 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道 • 那 行

政 및 定住團開轉과 새마을 運動에도 參考가 될 

것으로 얀다. 

2. 훌藏 • 過藏化에 있어 農山村地域

本是 過蘭化란 말은 1960年代 日本이 農山村

地域의 開짧에서 過密에 대한 말로 使用한례서 

出廳했다 3) 則 工業化， 都市化過程에서 農村의 

A口 빛 家口나 聚落의 減少에 의한 散在 • 흉陳 

(sparsity)가 生活縣序의 힘쳐壞나 公共 • 公益 施設

의 維持를 어 렵 게 하여 社會生活이 困難하며 그 

것이 머욱 A口移出을 加勢함으로써 村落의 消

滅까지를 가져오는데서 問題視되었다. 그러하여 

農村의 過藏化問題는 經濟的 意味보다 聚落의 

散훈에 의한 集團的 社會生活의 困難이라는 社

會的 意味가 짙어 보안다. 

여기에 대해 歐美 先進國의 경우 이와 같은 

問題地域을 特히 낮은 所得에 높은 失業率， 移

出과 A口減少는 까論 낮은 敎育， 1次塵業 위주 

의 塵業構造에다 낮은 經濟水準의 聽展， 그리고 

大都市에의 遠距離 等에 의한經濟的 落後地域으 

로서 問題를 다루어 왔다. 그러하여 大體로 困第

(distress) • 훌退 • 不振(depress) • 停體(stagnate lag

ging) 및 落後(underdeveloped)地域 等￡로 표현하 

여 오고 있다. 즉題純한過陳化라기보다 廣範한 

落後地域으로보는데서 均衝的 짧展을위한 地域

開發對象地域으로 選定하여 政策的안 開發計劃

事業5)을 추진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日本에서 내세우는 過陣化問題는 

歐美 先進國의 그것과 共通性이 있으면서도 地域

住民이나 國民에게 경제적안 낙후를 陰嚴하려는 

것같은 印象을준다. 

過陣化라 하지만 過密化와 함께 擺念上 여 71 

서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상대작 

으로 村落共同體로서의 形成이 困難할 정도와 

聚落의 養退나 밟壞를 意、味한다 하겠다. 이란 

點에서 社會經濟的안 發展段階를 달리하는 各國

의 事情에 짜라 그 基準과 內容을 달리할 것야 

다. 우러나라의 경우 여커서 엄밀한 기준은 速

斷할 수 없으나 다음파 같이 볼 수가 있겠다. 

80年 現在 江原道 A 口密度는 全國平均f直의 약 

1/4안 110人/km2 이지만 觀地가 척은데다가 碩

힘地로서 所出이 平地 生塵力의 50'"'-'75%라고 

볼 혜 農家 口當 13.3acre 는 全國zp:均(10.8acre)

보다 計數上오로는 多少 많다하더라도 生活水

準面에서는 過密로 보여지기도 한다. 

全國的으로 農村A口의 收容이 그 生塵基盤안 

3) 日本過輝對策緊急、推置法(1970)에서 5年間 (60-65) Á口減少率 10%以上 및 財政力持數 0.4以上 地域을 말하 
고 있다. 

4) Thompson, J.H. and P. Gould, 1962, ‘ Toward a geography of economic healt,. Annals 0/ the AAG, vo1. 52. 
Peter E. Liyoydz and P. Dicken, 1972, Location ,.n Space; a Theoretical Approach to Economic Geogr

aphy, pp.186-267 
’) Klassen, L. H. and N. Vanhove, 1980, ‘ Regional policy, ’ A European AÞProac1:, p. 2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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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큰 A口減少郵(70--80년의 年2ft均 .111l훌 (-2%) 以下)의 했地率 및 道別 比載

道

京

江

忠

忠

慶

全

慶

全

濟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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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地率 감소군 

別 | 寶 |팩컸빡Ib/axI00 

廳 I 19 I 1 1 ~I좋않’월짧I! 광주 r 
原 1 15 \ 8 53 낸 1

3 혈 ’ 원성 
北 I 10 1 4 I 40 I \2. 단양，제천 !2. 중원，보은| 
南 1 15 r 1 I 6 I .~Tt 청 양 l 
北 I 24 12 I ~O I 혈혔짧3 鍵 선산{ 
北 [ 13 [ 6 I 46 I [4 할힐: 좋쫓 I 1 고창 1 1 유쿠 

南
1 19 1

10 
1 ~2 1 1

4 찰좋;휩찮1
6 

훨훨;훨옳 
南 I 22 I 1-2 -, 54! 1

3 혹켈’화순]4 칩훤:융쳤 ]4 짧홉:장훤1 1 함명 

州 I 2 I - I QI 
計 ~ 1-54 (100%) (A)! 5~9%) j 26(48%) j 16(30%)- I 5(9%) r- -;C4-%) 

全 國 排 地 率 I 139뿜어) I 15 (11 %) I 51 (37%) I 42 (30%) ! 19(14%). '-_1_2(9%) 

A/BXI00 39% 33% 1 51% 38% 26%1 , .1;% 

| 山 村 | 農 演 村 I~ 平 地 農 村

7 

5 

8 

34 

藉地率과 比例한다는 假定下6)에 1970'"'-'80年의 

A口減少率과 歸地率과의 關係를 합ß單位로 볼 

때 農山願村 및 執地生塵力의 寶相을 알 수 있 

다. 

塵業化 • 都市化의 過뚫에서 A口離村에 의한 

組對減少의 컴~이 139個那의 대부분(116個鄭)안 83 

%로서 大都市 인접 군과 鍵工業의 합ß만이 增加

하고 있다. 減少의 那들을 年增加率 -2%以上

과 그 以下로 나누되 그 중 현저한 減少를 보이 

는 -2%以上의 흉輔那들 54個(38%)에 대해 그 

性格을 檢討해 볼까 한다. 

A口增減에는 複合的 要因이 作用하지만， 全

國的으로 불혜 農村으로서의 那民生計는 生훌基 

盤언 藉地率이 主要因이라 하겠다. 行政單位로 

서 郵은 一定規模의 A口나 家口數를 훌準으로 

하지만 面積은 藉地率이 낮은 山間典地의 합ßol 

廣大하여진다. 

藉地率이 10%未滿안 山地那은 全國에 15個안 

떼 江原道에 12個那이며， 111"v20%那은 全國에 

51個， 21'"'-'30%가 42個로서 띠地가 많은 那윤 

108個(77%)를 차지하며， 主로 太白， 小白山服

-帶에 分布되 어 있다. 

한펀 A口移出이 현저한 賣藏化휩ß은 親地率
10%未滿합ß안 江原道內 5個郵(1/3)에서만 보이는 

데， 이것은 道內 地下資源採抽이나 原料指向的

工業廳達에 의한 A口集中에 緣由한다. 鏡地率

11'"'-'20%안 那에는 흉陳鄭이 半에 該當되는데 

이 는 交通要地， 觀光， 軍藍따 및 工業地들이 다. 

觀地가 많은 30%以上의'.zp:地郵에서는 특히 減

少의 휩~數가 현저하게 출어 드는데， 減少那들야 

모두 全南 • 北에 있음은 特異하다. 

農뼈村의 島願컵~운 山村과 .zp:地農村의 中關

멍n 觀地率 21'"'-'30%안 山村과 ~地率 31'"'-'40% 

의 平地農村의 中間的 性格을 며면서 컴~數가 척 

어서 一般碩向을 推理하기 어렵다. 다만 親地率

이 적윤 山間짧地알수록 흉轉化가 進行되고 와 

6) 朴成鎬， 1976, ‘農村地域의 A 口分布에 판한 回歸分析的 짧究， ’ 地理學， 第12號，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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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홈빼의 A口엠加훌 
(1970-1980) 

음을 보안다(그렴 1). 

척은 江原北部·忠北·慶南·北의 東部山間那
의 62%가(34那/54郵) 큰 캄소를 보이는데 以

西의 .zp:野測은 37%(20郵/'54鄭)으로서 地勢要因이 

크게 作用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領南의 慶南

• 北과 湖南의 全南 • 北이 감소 합ß數에 있어서 
각각 22/43와 18/35로서 同率안 51%임은 觀地

의 自 然的 要因의 不利보다 京쏠線땀線의 開發輔

과의 먼거리가 더 크게 作用하는것이라히-겠다. 

또한 全南파 慶南의 南部 臨海道가 긴 植物生長

期間， 水陸兩資源의 包藏等 受惠條件을 지니면 

서 意外로 多數那이 큰 減少를 보이는 것은 地

域開發의 接近에 있 어 한 맑究課題가 펀다 하겠 

다. 

各道를 位置上 南北順으로 配列하여 고찰하건 

대 濟州道를 除外한 南北의 領湖南道가 江原道

와 함께 道內의 약 半數의 那들이 큰 감소를 보 

안다. 이 에 대 해 中間位置의 忠淸道 특히 忠南

이 單 1個都(좁陽)만 큰 감소를 보여 道全體로서 

安定狀態률 보이는 것은 都市數가 척은 것과 관 

련하여 特異하여 주목펀다. 

이 러 한 碩向은 東高西低의 國土地形上 鏡地71-

A 口減少가 特히 甚한 年增加率 -2%以下 지 

역을 보면 80年 현재 A口居住 비율에 있어서는 

12.5%이지만 면척상으로는 천국의 38%에 달하 

는 광대한 지역에 해당하며， 그 中 江原道는 A 

표 2. 遭뭘l 훌훌훌1의 A口와 面홈 뭘 密흩 

천굽의 면(적 80 인년쭈) 198 
인주대감소%굽 

(-2 以上 減少郵)

연k척m (2B) | |안구 1OO(CO안) 없@펙 a/A I연캡 I b/B I인없I C/C 
밀도 km2 

켜g 71 19 10875 4935 1 0 519 4.8 107 2.2 206 

강 원 15 16892 1792 8 '53 8384 49.6 507 28.3 60 '5 

충 북 10 7430 1424 4 40 9088 41.6 33 '5 23.5 108 

충 남 15 8798 2926 1 6 469 '5 .3 73 2. '5 15 '5 

，켜U 북 24 19424 4962 12 50 9436 48.6 1020 20.6 108 

천 북 13 8044 2288 6 46 3196 39. 7 523 22.9 163 

켜U 남 19 11849 3323 10 '52 6131 51.7 894 26.9 146 

천 남 22 12180 3779 12 54 6'522 '53.5 1235 32. 7 189 

제 주 2 182 '5 463 - 0 - - - - -
서 울 - 60 '5 463 - - - - - - -
.Jf- 산 - 432 8367 - - - - - - -

총 계 r- 139 1 990161 37449 I '54 j 39 1 3774 '5 I 38.1/ 4694 I 12 5 I 124 

자료 : 경 제 기 획 원 조사용계 국， 1982, 한국통계 연 감， 제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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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減少에 따르는 低密度로서 쫓훌藏化가 잘 냐타 

I낸다(표 2). 

以上에서 地域隔差의 指標를 볼빼 우리나라 

全般的으로 農村의 人口흉輔化現象이 從來 論議

되어온 道間보다 道內， 那間에 있어 더 顯著한 

差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比較的 有利한 忠

南이 安定펀데 對해 水塵資源까지 겹 친 南部地

方 特히 全南 • 慶南地方에 相當한 흉陣化가 進
行되고 있음은 담然的 要因外에 複合的 要因이 

作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쫓훌輔化 進行은 人口減少가 顯著한 -2% 
年增加率 以上 那 l:ll 율로 볼빼 江原道는 慶南北，
全南北과 大同小異하냐， 面積上 精灌度에 있어 

顯著하며 위 지역의 1/2"-'1/3이 펀다. 이런 現

象은 各道에 있어서도 大小의 山服이 걸쳐있는 

周邊山地鄭 農村에 있어서와 같은 흉陣化가 進

行됨을 알수가 있다. 

이것을 內務部의 業務用 落後地域開發t足進計

畵u案(1980)의 面單位에서 出發한 A口減少， 戶當

所得， 財政딩立度 基準에 의해 選定펀 34個那과 

比較하여 보면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本論에 

서 검토한 것보다 20個那이 척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慶北· 慶南· 忠北那이 감소하였으며， 

特히 慶北의 휩ß數가 1/3로 줄어든 反面 全南·江

原道의 펌ß數가 相對的으로 늘고 全北道의 那數

는 紹對數에서 늘었다. 또한 各道에서 選定된 那

펌體가 다른 것이 많은떼 江原道의 那들은 同一

하며다만 고성， 언제군이 제외되어 있을뿐 大體

로 山間與地那이 흉陣이며 落後라는데 있어서는 

全國맏 < 닫 大同小異함을 보여 준다. 

3. 江原地域 의 훌藏 • 過藏

(1) 本地域의 發展水準과 成훌度 

事例地域으로서 江原道에 言及하기 에 앞서 우 

선 他道와의 比較的 特性을 알아 볼까 한다. 本

地域은 廣大한 面積(全國의 17%)에 대 해 적은 A 
口를 지니고 있으며 (70年의 5.9%에서 80年에는 4.8 

%로) 그 또한 계속 줄고 있다(표 3). 이런 f價向

표 3. 市道經;齊水準의 動向과 比較

O. 이 O. 이 17. 이 22.31 8‘ 863113 ‘ 7771 4.41 38.4 30_8 1, 232 1, 297 10, 926 17, 879 

5.54 7_ 7 8.2 725 910 3, 582 6, 655 

4 3| ’ 964| 8 94j 4.22 3. 7 3.3 614 720 3, 673 6, 446 

仁 川 0.2 0_2 2 2.91 3, 8111 5, 40 5.52 2.9 798 798 904 3, 042 4, 890 

市 計 i 1.41 29.11 38.01 6, 742110.0141 4.64 52. 71 45. 11 1, 0241 1, 1161 6, 907111 , 179 

京 體 11.0 11.0 8.6 10_3 247 355 3. 76 5.9 10.6 385 967 

江 原 17_ 0 17.1 5.9 4.8 110 106 -0.25 4_1 3. 7 390 734 

뾰、 北 7.6 7.5 4. 7 3.8 196 192 -0.21 3.9 3.5 426 864 

忠、 南 8_8 8_9 9.1 7.9 323 337 0_51 6.3 6.3 389 748 

全 北 8.2 8_2 7.7 6. 1 296 283 -0-42 5. 1 4. 7 374 727 

全 南 12.2 12.3 12. 7 10_ 1 326 311 -0_40 7_8 8.4 344 781 

慶 北 19.9 19.9 1L 1 9.0 174 170 -0, 17 5.9 6.6 301 691 
慶 南 12, 1 12.0 9.9 8, 9 256 280 0.83 7.9 10, 2 449 1, 085 

濟 州 1.9 1.8 1.2 1.2 196 254 2.60 0.8 0.9 401 699 

道 計 I 98.6/ 98.61 70.91 62.0/ 2261 2혜 0.59 t 4깎7.3치r 54.91 3카7찌 8업3걱껴 j4 | 
市道計 1 100 . 0이i 100.0이l너100. 
f資윷料 : 金安濟’ 1982, 地域經濟水準 없H定어l 關한 짧究， 環境論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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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次 國土練合開發計10의 帳:iE， 寶積과 達成比較

一次國土計劃 實 積 計劃成就度 實成就度햄휠 居住地別 A 口 1971 !計劃植1~11 흩正1981 C/B C/A 81(C)/71 (1000)' (J;) I @ 

全 圖 t 總 A 口 32, 883 37, 000 38, 807 38, 723 99.8 104.6 1. 177 
家口數 5, 692 7, 086 7, 541 7, 577 100.5 106.9 133 
都市A口 16, 459 24, 050 27, 126 26, 891 99.1 11 1. 8 163 
都市化率 51.9% 65 69.9 69.3 96.1 106.6 133 

農村A 口 15, 488 12, 950 11, 681 11, 916 108.7 92.0 76 , 9 

江原道 總 A 口 1, 851 , 9 1, 804.9 97.4 

總家口 352.2 375.1 106 

都市人口 744.4 951.2 127 

都 市 化(%) 40.2 52. 7 131 

휩ßÀ 口 1, 493 1, 212 81 

휩$ 家 口 278 252.5 90 

面 A 口 1, 107.4 853. 7 77.0 

資料 : 第-次國土結合開發計畵u의 흉다究， 1982年， 국토개발 연구원 

은 慶北， 忠北에서도 다소 나타냐지만， 江原道

는 全國에서 人口比重이 面積의 1/3에도 미달하 

여 매우 심하다. 

그중 都市A口는 70年에 京離道보다 많은 40.2 

%로서 先짧的 碩向올 보였으나 80年에는 경 기 

도의 65%에 대해 52.7%로 역천되었다. 道人口

의 增加는 i般的으로 都市A口의 成長에 의해 

主導되어 온 바， 江原道에서 볼혜 70rv80年間 相

對的 減少(-0.25%)는 全北 • 南道 다음안례 都
市人口成長은 道中 最下位의 年 2.5%로서 沈體

되어 왔음을냐타낸다. 

이런 첨에서 農村 (都部)À口의 감소를 보건 

태 가장 甚한 지역은 忠北 • 慶南이며 강원도는 
그다음의 全南·北및慶北과같은鄭數에 속한 
다. 80年쏟 70年의 81%며 餘他 경기， 충남제주 

도는增加를보안다. 
이러한 현장은 A口密度에 있어서도 1980年

全國 道平均 238/km2 以下의 忠北， 慶北 다음의 

最下안 loo/km2 로서 全國平均안 378/km2 의 三

分之一에도 未達하여 가장 賣陳함을 나타낸다. 

農村의 A 口 흉輔化를 論함에 있어 우리는 그 

것이 國家政策上 바라는 目標라는 것임을 알아 

야 하겠다. 즉 第 1 次國土綠合開鍵計劃(1972rv19

81)의 -次計劃目標를 보면， 81年까지 人口 家

口 都市化率에 있어서 81年 實績은 計劃f直를 大

體로 념고 았음을 나타내냐 더 높여 策定한 修

正f直에는 未達한 部門ól 많다. 71年對比 實績{直

는 都市A口냐 都市化率에서 높은 反面， 農村의 

面A口 實績f直는 77%7} 펀다(표 4). 

여기서 잘은 項目에 걸쳐 江原道의 71年對比

81年 實績f直를 全國과 比較하여 보면 全國f直의 

그것과 큰 差異가 없다. 말하자면 全國計劃j에서 

70rv80年間 農村A口의 減少와 그에 짜른 都市

A口集中에 의한 都市化의 목표는 71年 51.9% 

에서 81年 65% , 修표f直 69.9%로 策定하는 가 

운데 69.3%의 實績f直를 나타냈다. 반면 81年

面A口의 71年對比는 70%로서 71年 面A 口의 3() 

%의 總對的 減少를 計劃한 것이다. 

結局 江原道는 同年間 總、人口 ·家口數 都市人口

都市化率이 全國f直에는 多少 未達하나 農村(面)

人口는 全國計劃比와 거의 比等하여 減少率만으 

로서는 問題될 것이 없다. 

한펀 70rv80年植 農村A口와 家口數를 보면， 

江原道는 人口減少가 全南다음이지만 農村(那)‘

家 口 減少는 70rv80年에 90%(표 4)로서 道間어f 

있어 最減少를 나타낸다. 家口統計는 그 基準애 
나 信戀、性에 있어 問題가 있거니와 江原道에 았 

어 火田整理， 햄建設， 鍵山·觀光開發 等의 영향 

도 있겠지만 主로 勞動力不足에 碩힘地農業의 

低生塵性과 機械化의 어 려 움이 平地와 다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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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흩觀A口까지 포함한 家口移動을 t足進하였을 것 

A로 안다. 그러하여 같은 減少에 았어 湖南地

方의 A口減少는 老顧化 • 據女子化에 따른 좁少 

年들의 歸還야 期待되지만 江原道의 심한 學家

離村現象은 그것 이 空家와 賽題 나아가 一部 國

ν民校生이 半以下로 減少펀다는데 서 그 性格。1

深刻하다하겠다. 

다음으로 80年 地域生塵을 道間에 서 比較하건 

래 全國 안쿠의 62%를 차지하는 道지역 이 전체 

의 54%를 生塵하여 大都市 優位임 을 알 수 있 

다. 한펀 道中에서 全北(4. 7%)보다 忠北(3.5%)

-파 근사한 적은 比重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江

原은 3.7%로서 年平均成長率은 70"-'80年間 道

i計 8.89%에 未達함은 꺼論이거니와 全北(6.41%) 

보다도 떨어지는 6.24%로서 最下位이다. 그결 

과 80年度 每人當 生塵高는 높은 서울 慶南의 

-道zp:均 83.2 以下가 大部分안 가운데 경 기 충 

북 전남 충남 다음이 江原道로서 中下位에 屬한 

;다. 

江原道의 特色은 A口密度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地域生塵의 問題上 對比안 經

‘濟密度에 있어서도 亦是 같은 碩向을 보안다. 
이는 大都市가 道 i般의 198百萬원/km2의 約 10 

倍안데 江原道는 道 一般의 約 1/3이 되는 77百

萬원/km2로서 忠北(165百萬) 慶北(117百萬)보다 

훨씬 낮은 最下릎 記錄한다. 

(2) 本地域의 發展的 構成과 諸問題

江原道라는 명칭은 江俊과 原싸l를 行政中心地

;로 하는 길(道)이 라는 뭇오로서 近 100年來의 行

政區域을 기만으포 한다. 行政區域의 組織原理

는 同質性과 號率範圍로서 山間地方의 漢삼에서 

居住하는 一定數의 戶口와 空間법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얀다. 10% 미만의 觀地를 가진 山地

郵이 모여 江原道를 이루는데(울진， 연천， 가형군 

도 해당)， 一定A口를 收容하는 데서 짧짧歸합ß과 

같이 濟州道보다 廣大한 那도 있어 道가운데 最

大의 면척을 가진 慶北 다음4로 면척이 넓마. 

山돕이라는 同質性에도 불구하고 언간의 생활 

면에서는 太白峰題의 무안지방이 春川， 原州분 

지를 낀 南 • 北漢江유역의 鎭西地方과 급서연의 

영동지방과를가른다. 

생활환경으로서 山홉地域은 메마른 藉힘地 경 

작에 교통이 불편한 소위 山間典地로서 피난 

처나 유배지로 불러워왔다. 흔히 環境論的 學

者들은 山돕地域 住民生活의 特性은 各地方에서 

모여 온 移住者가 주릎 이루며， 1휩환}地 利用의 

農救業이 低生훌훌이어서 A口가 희박하며， 어려 

운 생활에 근검저축하고， 격리에 짜르는 언어와 

풍속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보수척이고 정직하 

며 , 또한 강한 가족단합과 애 향심 이 높다는7) 등 

으로 지적되고 있다. 

江原地域도 이러한 共通性이 多分히 있었겠지 

만 各地方파 연결되는 交通上의 접촉， 경제지역 

의 分化와 多樣性에서 나타난 도시생활과 더불 

어 띠村生活의 心性， 意、識에 이 르기 까지 큰 變

化를 하여 왔다고 하겠다. 또한 이어밤을 좋은 

점 할 것 없 01 장차도 많이 變化할 것이다. 

그러면 江原道地域의 構成에 있어 그 特性은 

무엇일까? 

첫째， 經濟地域의 分化와 多樣性01 다. 廣大

한 山地는 本來의 林塵贊源으로서의 價f直는 없 

고 그 變化時代에 있어 國民經濟에 큰 몫을 하 

는 地下資源 특히 塵랬中心의 太白特定開發事

業地域이 注目펀다. 그간 塵業鐵道와 道路建設

에서 無煙행採鋼에 많은 動勞者가 모여 都몸을 

이 문 雄善， 寧越 및 三涉那i帶 동은 -‘般山地

에서 볼 수 없는 큰 變化를 가져 왔다. 

이 地方은 塵옮외 에 시멘트등 원료가공업 뱉 

달에 교통상 가까운 忠北 • 慶北北部와 물자 교 

류에서 깊은 關聯을 가지고 있오나 주산물 석단 

이 拍휩資原이라는데서 시한성을 지난다. 

다음으로 특색있는 것은 漢江유역의 다목적， 

수자원 개발지역이라는 점이다. 수도권역에 어l 

너지 및 용수공급에 큰몫을하면서 이 지방자체 

는 적은 고용， 잠수지역의 경치와 부락의 水沒，

교통의 불펀 맞 상수도 보호지역으로서 여러 통 

제가가해진다. 

그외 人間이 居住할 수 없던 接線， 흉찰씁 위주 

의 딩然景觀이 快適(amity)자원으로서 활용되는 

太白山公園地域의 觀光資源이다. 憐接한 방대한 

수도권 A口의 人間性回復을 위한 레크레이션에 

7) Semple, E. C. , 1927, 1:ηiluencs 01 GeograPhic Environment, PP. 5~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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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 증대는 장차 려욱 이곳을 빛 나게 할 

것 이다. 이외에도 강원지방은 동해안의 수산업， 

고냉지의 원예와 목축둥 특수농업지역， 그리고 

작천을 전제로 한 수복접적지역의 광대한 보전 

지역 둥 다양하다. 

위와같은 산악， 산간지역의 경제적 특화와 그 

에 딱른 개발은 그것야 국만경제， 특히 가까운 

수도권의 기초척 기반산업안 만큼 남한에서 일찌 

기 진행되어 왔다. 이들은천연자원의 개발과 이 

용으로서 광대한 면척에 결친 농촌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특히 남부산탄지역은 A口의 집 

중파 도읍을 형성하고 안접한 충북， 경북의 북 

부와 깊은 연결을 가져오F 특기할 만하다. 

이 런 點에서 統計取됐上 便宜에 략라 單位地

域으로 여 기 서 취급한 江原地域은 過去 廳珍郵

의 所屬이 道間에 변동이 있었먼 바와같이 그 

統合性에서나 同質性에 있어 반드시 合當한 地

域單位라고 보기 困難한바 있다. 

둘째 특성은 강원지역 내 接近性과 統合性의 

制約이라 하겠다. 

山間의 메마른 碩힘地 이용은 소출이 적으묘 

로 廣大한 山地의 이용도가 낮아 人口가 척고 

분산되어 희박하다. 짜라서 안간접촉이나 교통· 

통신의 말달이 산업활동이나 생활에 필요하지만 

안구수요나 이용상 면척에 대해 교통시설을 131 

훗한 공익시설이 적어진다. 

이와같은 경향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장， 

학교， 명원둥과 그 집합지언 도시발날이 제약되 

어 도시와 농촌이 잘 통합되지 뭇하면서 일상생 

활이 불펀해진다. 예컨대 교육기관의 경우 국만 

학교생이 가족계획과 청년의 이촌으로 산간지방 

에서 반감됨에 짜라 장차는 그 통혜합이 이루어 

져야 할 혜 통학거리는 멀어져 더욱 섬각한 푼 

제를 제기할 것이다. 

더욱이 강원지방은 태백준령이 남북으로 달리 

면서 중삼지안 춘천， 원주축과 속초， 강릉축은 

양분하는 가운레， 춘천권은 휴전선에의 안첩으 
로 불얀정， 지하자원이 없는 산간오지， 댐에 의 

한 경지의 수몰과 교통불펀 풍으로 안쿠의 일정 

규모를 커초로 하는 지역사회의 생활이 곤란하 

게 펀다. 

그러하여 강웬지방은 대 • 소도시가 체계를 갖 

추지 뭇한데다 131슷한 규모의 지방중섬 도시가 

道주변에 산재하여 천체로서 中心性이 약하고 

통합되지 뭇한다. 

장차 수도권을 비롯하여 타도와 더 깊은 관계 

를 가질 春JII ， 原州， 寧越 둥지에 131 하면， 중소 

도시가 줄지어 수륙자원을 갖추어 도내언구가 

모여드는 鎭東地方야 생활야 안정되고 지방색이 

농후하다하겠다. 

도시화 • 공업 화에 따른 농촌의 안구감소는 활 
동연령안구의 감소에서 산촌지방이 현저하며 가 

쿠감소에 있어서도 선도되고 있음은 생산성이 

낮은테나 이와같은 생활의 불펀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하겠다. 

以上 과소화의 양적변화를 주로 고찰하였으냐 

천출입과정에서 질척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3) Å口移動에 있어 敵業과 훌藏化 

地域變動의 結合的 表現파 指標는 A 口 變動야 
라 할 수 있다. 우리냐라의 그간 急速한 經濟發

展은 工業化 • 都市化가운데 2， 3次塵業 中心의 塵

業構造變動을 가져왔다. 그 結果 페다 法則8)대 

로 所得이 相對的으로 높은 2， 3次塵業에로 離村

向都의 大移動이 이루어졌고 過密 • 過輝에 따르 
는 地域의 隔差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지난 20年間에 있어 A口移動은 60年代 農村

의 相對的 減少에 서 70年代는 總對的 減少가 全

南北과 江原 • 忠北에서 이루어졌다. 한펀 서울 

파 쏠山， 그리고 서울에서 集中據散에 짜르는 

首都團에 안구가 集中되었다. 

最近의 A口移動이 主로 都市中心으로 이루어 

진만큼 道內에서 農村과 中心都市를 묶은 地

域單位 ~p 道區域을 몇개로 나눈 地域生、活圍別

로 생각해 본다. 이혜 大都市中心의 團일수록 

A口가 增加하고 發展하였으며， 都市化率이 높 

을수록 生活水準이 높다는 것 이 잘 냐타난다. 

여기서 江原道는 全體 都市化率이 52.7%로서 

같은 A 口 감소치역언 全南 • 北(43.3% ， 39.5%) 

보다 높은 펀이치만 都市A口의 증카율은 70年代
道中 最下안 2.5%로서 全南北의 2.7, 3.0%보 

’ 8) Pettiy, Sir William, 1672, Po!iUcal Arz'thmetz'ck,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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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地域生活圍의 都市A口와 A口훌化 

꿇讓빨폰1Jn쏟l 1.9%以上 0-1.9% -1-0% -1%末滿

50%以上 서울， 옳山， 大邱 原州

30--50% 濟州 江浦像項，大田，全州，光州 春川， 忠、州， 擾川， 普州

10--30% |淸”、1，天安 JI固天，榮州 木浦，安東

0 ....... 10% 寧越，瑞山，洪城 井뽑村州， 南原， 居昌，康澤

寶料 : 經濟企畵u院 總A 口 및 住흰샌서 스報告， 1970, 1980. 

표 6. 江原道 훌훌버入 動向

\흔\ 度 천 

65 ........ 70 75 ........ 80 

總 103.1 (100%) 104.0 (100%) 

서 울 19.9 (19) 32.1 (30) 

옳 山 4.4 (4) 4.8 (4) 

京 홉뽕 17.5 (17) 17.1 (16) 

江 原

忠 北 11.8 (11) 10.8 (10) 

忠、 南 7.2 (7) 6.2 (6) 

全 北 3.0 (3) 3.2 (3) 

全 南 5.3 (5) 5.6 (5) 

慶 北 29.2 (28) 19.6 (19) 

慶 南 5.4 (5) 4.1 (4) 

濟 州 0.2 0.5 

자료 : 인구이동통계자료， 경제기획원， 1971 , 1981 

도 낮다. 한펀 道內 各團域間에 있어 寧越團의 

都市化率이 낮기는 하나 全體的으로 生活水準

(都市化率)이나 景氣(增加率)에 있어 中下位園에 

들며 比較的 同質的이라 할 수 있다(표 5). 여기 

에 대해 慶北은 全體.的으로 江原道보다 A口增

加率은 높지만 道內에 있어 隔差가 顯著함을 보 

여준다. 

70年代에 A口增加의 합ß은 全口 139個那中 單

23個언데 그中 首都團內 |憐接합ßol 10個엄올 생 

각할 빼 江原道의 雄善(웠鍵) 三階那(工業)의 增

加와 束草市의 가장 성한 總對的 減少가 注덤펀 

다. 

A 口의 減少는 그것이 轉 • 出入의 부단한 신 

천 출 

70-80 65-70 75-80 70-80 

82.3 (100%) 184. 7 (100%) 275.1 (100%) 116.6 (100%) 

23.9 (29) 87.0 (47) 100.5 (36) 47.0 (40) 

4.6 (5.5) 9.0 (5) 22.5 (8) 7.0 (6) 

15.8 (19) 31.8 (17) 73.2 (26.5) 24.3 (21) 

7.7 (9.3) 14.6 (8) 12.3 (4) 9.8 (7.8) 

4.5 (6) 6.4 (3.5) 8.5 (3) 4.4 (3 .7) 

3 (3.6) 2.5 (1.3) 2.3 (0.7) 1.9 (1 .6) 

3.9 (4. 7) 6.5 (3.5) 4.0 (1) 3.1 (2.6) 

13.7 (16.6) 202.2 (11) 31.0 (11) 14.1 (12) 

4.9 

0.3 

(6) 6.3 (3.5) 20. 1 (7) 5.4 (4.6) 

0.5 0.6 0.3 

진대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픔 그의 질(質)울 

分析해 볼필요가있다. 全國的 A口移動의 흐픔 

은 60年代의 서울 單一中心에서 70年代는 쏠山 

및 慶南에의 兩極化現象이 뚜렷하며 서울은 首

都團 京驚에로 據大펀다. 江原道의 경우도 이려 

한 一般碩向에 支配되냐 서울 및 首都團에의 轉

出量이 據大되어 過半을 차지하며， 특히 70年代

에는 경기도에 據大되고 있다. 또한 憐接한 경 

북 • 忠北과의 종래 많았던 移動量은 70年代플 

어 比重이 減少되고， 慶北의 半程度이던 忠北보 

다 옳山 • 慶南에의 轉出이 많아져 가고 있마 
(표 6). 

江原道 A口移動의 特徵은 道內 및 道間올-합 

- 4 7-



쳐 農村에 서 都市에 의 集中이 라는 全國的안 碩

向이 70年代後半 뒤늦게 多少 나타나고 있다 9) 

그러나 그것보다 全國的으로 가장 적은 A口比

重을 차지하는 本道는 農村間 및 都市에서 農村
에의 適流現象이 60年代보다는 적지만 如前히 

많음이 特異한 흐름이다(표 7). 이는 한마다로 

全國的언 經濟聽展이 都市中心으로 이후어졌는 

데 반해， 本道는 忠北과 같이 農村中心移動으로 

이루어져 왔음율 意味한다. 이는 本道의 塵用機

會가 鍵山， 댐 工事， 水塵業 및 觀光等 自然資源

對象으로 那部안 農村에 있었기 해문이다. 

표 1. 全園과 江原道의 A口移動方向의 比鼓

~、~ 年 代、\ l ’ ‘ 65"""'70 75-EO 

--...........、 |全 國 I 江 原|全 國!江 原
移動型 、\ 1439=100129=100 l7G5=100!21=100 

農村→都市 I 58 I 9 I 52 I 30 

都市→都市 I 21 I 17 I 29 I 19 

都市→農村 I 12 I 42 I 14 I 24 

農村→農村 I 9 I 32 5 I 26 

資料 : 經濟企劃院統計局 A口住흰센서스보고， 제 2 

켠， 1971 , 1981. 

여 71 셔 江原道關聯의 A口移動은 펌然짧生的 

언 住民의 離村向都移動보다 大規模開發事業이 

횟機가 되였으니만치 臨海工業地帶안 慶南 다음 

의 높은 移動率을 냐타낸다. 또한 강원도의 就

業率은 全國zf均(50%)보다 높은 53%로서 상위 

에 속한다. 위의 A口移動型中 本道는 都市에서 

農村에 의 행流현상이 보이 며 , 道塵業의 特性안 

새로운 建設事業이냐 관광 서버스業에 道外로부 

터의 移動이 이루어치고 있다. 또한 主流를 이 

루는 農村間移動은10) 鍵山， 水塵， 댐 건설， 觀光

/事業에의 勞動者 中心의 男性 活動A口에 의한 

것엄을 알 수가 있다. 江原道民 업體의 塵業上

A口구조의 특징은 全國的으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都小賣業이 척은 반면 서버스， 農

林水塵， 鍵山， 不動塵 및 建設業等에 많은 첨 야 

다. 그中 서울 京離에서 천입한 많은 ‘就業A 口

(40%)는 都小賣 서 버 스業에 종사하며 女性이 많 

은 活動年觀人口로서， 學歷도 比較的 높아 서바 

스 상엽 및 사무직 종사자가 많다. 

여기에 對照的으로 慶北· 忠北에서의 移入入

口논 천입안구의 約 25%가 되는데 그中 鍵業이 

壓倒的으로 많아서 各各 1/3, 1/4의 比重을 차지 

한다. 이들은 那部移動으로서 낮은 敎育程度에 

控養人口가 많은 家旅移動의 f눴鍵勞務者(blue 

color)로서 負困層으로 보안다. 

江原道民은 上記 兩者의 中間性을 며고 있어 

男性 單身移動A口가 서버스， 農林水塵， 運輸業

및 제조엽순으로 종사자가 많은 반면 鍵業에는 

意外로 척으며 移動A口의 敎育程度카 낮다. 

以上의 道間 흐름에 對해 重훨한 道內 市那別

이동차료카 없커 빼문에 주민동록자료로서 고찰 
하건대 11) 영서의 춘천·원주가 道外이엽이 많은 

데， 鎭東의 江擾·束草·동해市둥이 대체로 道

內入이 많은 데서 대조척이다. 

那으로서 春J[[， 江陸 周圍那에서 近接市에의 

移住가 보이는 外 餘他那은 道內出보다 道外出

이 많고， 다만 三陸那이 道內外에서 다소 이엽 

이 많은 펀이어서 펑지의 순농촌같은 일반현장 

을폴수있다. 
마지막소로 5년간 이동안쿠의 現居住地었Ij 出

生地別 이동A口를 보면 本道出生A口는 70年代

後半 81%에서 80年代 後半에는 67%로 줄에들 

어 道外移出이 많아졌다. 이것은 忠北 • 忠南 • 

慶南 • 全北 • 全南과 함께 道外移出이 많거냐 他
道入이 많아서 큰 의마를 나타낸다. 

본도 출신의 移出道는 최근 서울 • 경기 • 경북 
순으로 많은데 근래 경북오로의 이출이 줄어들 

고 서울 수도권에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本道A口는 太白山開驚이 끝난 60年

代 後半의 主油從눴政策과 함께， 塵業不景氣時

期에 A 口가 減少하기 始作하여 70年代부터 減

少되었다. 그것이 都部는 까論 後半期에 들어서 

9) 李漢淳， 1983, ‘韓國內A口移動 패 턴 變化에 판한 빠究 -1960"""'80年을 中心으로-， ’ A 口 問題論集， pp. 
123 ,...... 154. 

10)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0, Á口 및 住흰샌셔스보고， 제 2 권， 15% 표본조사. 3"""'3 안쿠이동. 

‘ 11) 李漢淳， 1973, 韓國內A口移動의 맑究. 慶熙大學按， PP.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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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EBAEG REGION I 

는 랬鍵都둠과 束草市를 비롯하여 、뼈村휩ß물도 

絡對的 減少블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人口의 

量的 감소뿐만 아니 라 生盧年敵A口의 減少와 

함께 移出入 가운데서 他道 勞務者들의 多量轉

入이 이루어지고 있어 量뿐만 아니라 質的￡로 

도 저하 기마가 있다. 

、\)i/

4r‘ 

그림 2. 江原道의 市陽分布(자료 ; KHRIS, 
1979, Taebaeg RegionaI Develo
pment Plan, Fig, 5-5) 

그 以下의 최소한의 종합기능을 갖춘 1만규모 

이상13)의 農村도읍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것마저 高校生 通學圍 최대 7 1"V8 km 半쩔을 기 

준으로한 中心地間 거리 15km 團에서 찾기가 곤 

란하며 春川圍內 大小中心地間은 26km 며 原싸| 

園內에서도 먼 18km 가 된다. 

말하자면 이 러한 居住體系上 中心地 階層的 構

造14)의 불바 는 山地의 인쿠희 박과 교통상 중섬 

지 캡근의 곤란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

도 山間典地 住民은 먼거리의 여러 펀익시설 이 

용이 불펀하거 니와 안구냐 가쿠가 더 감소함에 

따라 이것이 확대펀다. 이 첨의 극복은서버스시 

설의 定期的 파행와 주민의 交通手段의 共同負

擔의 타협 철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주만의 경제적 생활수준의 문제가 된다. 

A 口數는 量파 동시에 그 質이 품제되는데 그 

(4) 居住體系와 生活훌境改善 

居住形態로서 都市와 農村을 함께 잘 表現하 

는 것으로 人口密度가 있다. 밀도는 협의로서는 

토지생산력에 대한 A口比를 나타내지만， 나아 

가서 都市에 있어서와 같이 庫用機會와 所得의 

人的 配分에 짜른 經濟的密度까지를 의미한다. 

全國的으로 불해 農村(那部)Á口密度는 그 親

地率파 比例하는데， 제주도보다 광대한 購歸’합ß 

이 그 1/10의 A 口에 24/km2의 A口密度로서 不

可用地가 많은 山間에 地下資源도 없이 分散居
住하여 敎育 醫爆 市場 및 交通拖設 等올 費用負

擔上 開設하거나 維持하기 困難하게 된다. 이 러 

한데서 本地方의 全體的 안구희박은 먼거리상 

施設利用이 不便하여 住民의 生活向上과 경제활 

동을저해한다. 

강원지방의 인구밀도를 市 • 컴ß단위로 보면 12) 

全體가 106/km2에 春JII圍이 80/km2 로서 廣大한 

中央의 太白山服地帶는 안제군의 24/km2 와 같 

은 空白地帶를 이룬다. 全國zp.均안 350/km2 以

上의 곳은 春JII ， 原州方向오로 때엄때엄 있A며， 

領東地方의 긴高密의 해안지역과對照、輔을 이룬 

다. 한펀 南部 寧越 • 三階 둥 相對的 高密의 地

下資源 개발지역이 忠北·慶北에 연속되어 道限

界가 애매해진다. 

江原地方 農山村住民의 社會生活의 불펀은 생 

활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子女敎育， 歸女子의 購

買， 父의 職場， 그러고 老A의 듭갖擾기회가 最小

限度로 近距離에 接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다 

시말하면 이 地方 中心안 三大都市마저 적은 규 

모에 다 相互 遠距離에 있다. 짜라서 領西地方의 

원거리에 있는 언제， 양쿠， 화천， 홍천군내 산 

칸주민은 부득이 이 러 한 기 본수요(basic need)를 

12) KRIHS, 1979, Taehaeg Regional Development Plaη， pp. 80-84. 
13) 李漢淳， 1980, 生活園開發構想에 판한 隔究， 國土開發昭究院， pp.98-109. 
14) UN/ESCAP 編， 1981. 農村中心團開發의 理論과 指針， 韓國農村經濟짧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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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標로서 負困層안 零細民數를 틀 수 있겠다. 

우리나라 移動A口는 60年代에는 零細農中心

A로 經濟的 動機가 主要因이었지만， 70年代에 

들어 政府의 積極的안 重農政策으로 經濟的 要

因뿐만 아닌 敎育等 社會的 要因이 크게 作用하 

여 中流級도 다수包含되게 되었다. 특히 근래 

塵業의 高度化에 짜라 高級頭腦와 技術者의 移

動도 많어져가고 있다. 

江原道는 採鍵에 低敎育의 많은 單純勞動者7}

所得도 적어 負困層을 이루고 있으며， 將次 生

塵滅量에 짜르는 失業15)이 더욱 問題될 것이지 

만 現在 零細民分布에 있어 서는 全羅道의 次位，

혹은 比等하게 보안다(보사부 생활보호대상자 칩 

계표 74--80) . 

한펀 도시벨 영세민벼율16)은 束草가 감소되어 

가면서도 가장 높고(16.8%) ， 다음이 원주 • 춘천 

￡로 목포·순천·천주·충주 둥과 함께 7.5% 

이상을 냐타낸다. 이는 천국 펑균치 (3.3%)의 배 

이상을 나타낸다. 물론 철대수에 있어 서울야 

30%이며， 옳山 大邱 等 大都市가 全國의 태반 

을 차지하나 상대적A로강원 지방도시들이 많다 

는데 주목된다. 

시계열로 보아 서울· 경기에 영세만 l:ll 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호남과 강원지역이 대체로 여 

천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 

철대적 빈곤이 감소되여 가기는 하지만 상대척 

빈곤의식이 고조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본 문처I 

의 제기는 환경개선에 앞서 주체안 주민생활와 

파악과 동시에 이와 같은 도시민의 빈곤은 그것 

이 또한 배후 농산어촌의 빈곤올 반영한다는 데 

서 生活向上을 위한 公共 公益雄設을 비롯한 環

境施設의 整備와 維持管理가 困難하게 된다. 

결국 강원지역은 道단위로 불해 도시화율이 

52.7%로서 다소 높기는 하나 近來 10年間 그 

成長이 停帶되는 가운데 住民의 不健全한 質이 

問題되겠다. 

표 8. 地域生活團의 生活環境施뚫水準評價 

&휩域 | 좋 均國if8驚 | 春 川 까l、l 陸 越
部門

1. 훌도용(G業소역R짧P애업，햄자2次 금水，지뚫훌융양業.세 보 고수헝용업.，) | 11위 @ @흉 @훌 @ 

2. 敎학(고홉생둥文，교化 도유水서안準판쿠좌，석 고수교)1 10 5 @ @ @’ 

3. 醫(의標사水，準 치위， 형상수) \ 11 @ 10 @ 

4. ii직(f유會 엽아옮 보보i도육t소，수 경) 로양. I 15 7 2 3 @ 

5 廳설욕뿔뿔훨，유 l 11 @ 4 7 @ 

6. 交화(도遍수로홍)융신， 포창융， 천 I 11 @ @ 11 @ 

線合基揮 (1-6) 12 @ 9.5 10 (ÍÌ) 

資料 : 地域生活題 開發올 위한 基鍵빠究， 1981, 國土開發맑究院(筆者는 위생과 여가롤 합쳐 산정하였음) 
O는 全國平均水揮以下

15) Brown, A. J. and E. M. Burrows, 1977, Region이 Economic Problems, London, pp.93-118. 
16) 金鍾基， 1981 , ‘우리 나라 零細民의 地域的 分布特性과 原因， ’ 韓國開發맑究， 第3卷， 第4號.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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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첨 에서 事後對策으로나 據防的 立場에 

서 山村生活環境시설의 結合的 造成이 體系的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同時에 이 接近은 國

士計劃이 냐 上位計劃을 이 어 받으면서 地方住民

의 立場에서의 局地的計劃으로서 樹立되고 推進

되어야 하겠다. 

作業上 第 2 次 國土經合計劃에서 채택한 28個

地域生活團 單位로 많存 主要 環境施設數를 5rv6 

個 主要部門에 걸쳐 A口當 評價하여 보면(표 8) 

그 툴을 얄 수 있다. 塵業經濟活動 수준면에서 

江原地方의 4個團은 全部가 全國平均水準안 11 

位 以下이며， 敎育 • 文化水準 또한 春川을 제외 

하고는 平均水準 이하다. 기다 部門에서는 江像

園이 모두 水準 以上으로서 原州園파 比等하고， 

寧越團이 中小都市가 약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 

이며， 春}I!園이 다소 뒤진다. 

이런式의 園別 評價는17> 計量的야기는 하냐 

그것 이 住民生活의 不便意、識水準과 만드시 一致

하지 않아 보안다. 最小限 聚落形態가 散在하는 

데서 交通， 通信 그러고醫擬시설의 不便은共通 

的으로 認定하며， 江陸， 原싸1 ， 寧越園에서는 敎

育文化水準야 多小 낮으나 其他 고루 갖추었고 

또 春川團이 交通通信面에서 特히 開聽이 요청 

펀다고 하겠다. 꺼論 各部門에 걸쳐 各園 中心

地는 階層構造上 그 施設의 規模와 種類를 달리 

하여 體系的으로 配置하는 問題는 住民數와 生

活水準에 딱른 需要에 對應하면서 交通便을 媒

介로하여야한다. 

將次 住民생활이 향상되면서 수준 높은 대규 

모 현대시설을 요구하게 되지만 강원도는 감소 

되는 住民으로 안하여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데서 問題가 심각해 진다. 짜라서 道內 與件上

르大都市와 住民部落의 中間層안 群小都뭄이나 

面中心이 健在해야 함이 必要해진다. 이런 점에 

서 從來 내무부가 제기해온 小都뭄機能의 彈化，

地方定住로 農村生活園 等 地方住民을 위한 局

地的 開發構想이 바로 江原地域에 대한 處方이 

라하겠다. 

그러 나 基本的으로 地形上 交通問題와 감소되 

는 利用住民 問題는 江原地域에 있어 쉽게 해철 

될 展望이 없는만치 定期的 센생利用 시설의 運

營과 함께 部落住民의 小型수송수단을 공동출자 

하여 운영하는 上下位 共同接近方式이 有效適切

할줄얀다. 

꺼論 以上의 環境施設 整備에 앞서 보다 펄요 

한 것은 생산업의 발천에 의한 취엽커회와 주민 

소득의 향상이다. 廣大한 林野들 利用한 育林파 

畵塵， 內面湖水와 東海의 水塵 및 鍵塵원료지향 

척 소규모 농촌공엽 을 개발하여 농외소득을 올 

리는 것 야 유통구조의 개선과 함께 펄요하다. 

이와 더풀어 地域社會의 定홉意識을 높이 기 

위해 외래안을 포함한 주만의 유대 강화와 歸屬

性을 높이는 일이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 山間

地方의 民倚 • 土溶文化를 發鋼하여 史績 • 遺廣

을 保存하는 等 傳統文化活動을 흉양융훌하고 뽑及 

하는 한펀 住民歸屬性과 趣味에 맞는 組織的 文

化活動을 活性化하는 것이 必要하겠다. 

더욱이 他道出身의 鍵塵勞務者의 定著課導와 

2世의 生塵運轉 등 技術敎育 나아가 外地 出身

道內 浮動人口의 定著化는 그들의 技術 • 敎育힘rr 

鍵과 함께 철살히 훨求되는 일이다. 

또한 山間地方의 林間學校， 民倚博物館， 핍究~ 

所 담 然學習을 通한 都會學校와의 結緣關係에 서 

相互굶問파 理解를 높여 廣大한 우리 냐라가 !lr 
地利用에 頁歡하는 걸도 必要할 것 이다. 

여기에 住民參興의 엽主的 活動은 새마을事業 

의 集團的 據大와 協力下에 繼續的으로 맑究하 

고 指導하며 自治的으로 推進되도록 하는 것이 

必要하겠다. 

農村의 흉陳化가운데서도 農山村은 農 • 總村

에 1:11 해 바야흐로 先導的 過願化過程에 있는만 

큼 對뾰的 의마와 함께 據防的 意味에서도 그 

對策이 必要하다. 더욱 따地가 大部分안 우러나 

라에 있어 農山村의 過輔化 防止는 그 數로 본 

住民보다 面積으로 본 우리 나라 國土資源의 效:

率的利用파 淡害防11: 및 保全面에서 그 重賣性

은 더한다 하겠다 18) 

17) 國士開發돼究院， 1981 , 地域生活團開發올 위한 基鍵맑究. 

18) 金安濟， 1978, ‘國民所得向上을 위 한 限界資源開發에 關한 핍究， ’ 國土計劃， 第13號， PP.12-23. 

- 51-



4. 맺는 말 

우리는 급격한 塵業化 • 都市化의 진행파정에 

져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면서 大都市의 過密化와 
農村의 過陳化問題를 수만하게 되었다. 그렌데 

首都園의 과밀문제는 국가 얀보척 차원에서 큰 

파제로 다루어 왔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뭇하고 있다. 천국의 균형척 발천에 大都市人口

의 分散이나 藏散은 地方都市의 成長을 유도해 

온 感이 았다. 따라서 擺大될 農村의 人口減少

特히 低密度를보이는過輔化 地域은 社會福祖面

까지륜 고려한 再檢討가 있어야 될 것이다. 

本是 農村開寶은 國家的 經濟開發이나 國土開

發計劃의 前提로 농촌의 過剩勞動力올 I業化나 

都市化에 吸收한다는 塵業構造의 改編에서 出發

하여 왔다. 그러므로 農村의 人口減少는 當然視

되어 왔거냐 別로 問題視되지 않았으며， 그 內容
또한 均衝的 짧展으로 취급하여 *훨觸하게 보안 

다. 

이렌 點에서 本論은 지만 1970f"'V 1980年 사이 

에 A口減少가 一般的으로 발생한 農村(鄭)중에 

서 特히 減少가 현저한(年增加 年 -2%以下)郵이 

면서 동시에 低密度안 山村(낮은 觀地率)那을 흉 

輝地域으로 간주하고 江原地域을 事例로하여 過

藏問題를 該斷하였다. 

먼저 江原地域의 地理的 特性파 經濟的 背景

을 파악하고， 地域特化와 構造에서의 諸E최題흘 

居住人口의 減少， 移動 및 體系面에서 고찰한 

후 生活安定을 위한 生活團別 過輔對策으로서 

環境雄設整備方案을 講究하였다. 

우리나라 農村의 人口減少碩向은 ‘般的 現象

，이지만 1970f"'V80年間 顯著한 人口減少那(年 平均

成長率 -2%以上)은 139個那中 54個로서 濟州道

를 除外한 各道에서 보안다. 또한 이들 지역은 

80年 現在 全國A口의 12.5%에 해당되지만 面

積上으로는 38.1%에 달하여 A口가 橋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大體로 太白 및 小白山服i

帶에 걸쳐 있어 종#地率 30%未滿의 山間典(傳)

地임 을 보여 준다. 道別로는 全南北 • 慶南北의 南

部地方에도 많이 분포하지만 이틀 道는 平地農

村도 있어 人口密度가 높은테 대해， 江原道의 

합ß들은 學家移住로 안해 훨씬 A口가 稱藏하여 

賣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顯著한 A口減少(年 -2%以上)에 그것 

도 가장 높은 家口減少이며 最低密度(60km2)언 

江原地域의 諸那들이 代表的안 우리나라 過藏地

域이 될 수 있어 事例로서 江原地域을 考察하였 

다. 

本맑究는 첫째 農村의 過藏化라하지만 그현상 

이 ~地村이나 뼈村보다 山村에서 主流를 01 
루고 先導되고 있는 點， 둘째 江原地域은 일 

찌기 太白特定地域開聽이 進行되어 地下資源，

물， 觀光， 水塵 및 高冷地 換金農業 等 經濟開

훌훌에 따르는 生活中心의 社會開發對策이 佛行되 

어야 한다는 點. 세째 過輔地域의 代表라 할 山

村은 비록 人口는 적지만 面積上 廣大하여 山地

가 大部分안 우리 國士資源 特히 限界土地資源

(marginal land resource)의 쳤率的 利用 保全 및 

管理에 寄與할 수 있다는 점， 네째로 從來의 地

域隔差나 落後地域으로 意識上 作用하여 온 道

間隔差보다 그 以上 道內 平地와 邊部農村의 地

域間隔差가 問題되어 山間農村의 落後나 過趣化

對策이 地方化時代에 開聽政策上 提起-궐 때 가 왔 

다는 等等에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겠다. 

江原地域은 觀地가 10% 未滿의 山地都의 集合

으로 同質性을 지니고 있으며， 塵業化 • 都市化에 

짜라樓在的地下， 물그리고快適資源등이 새로 

이 評價되어 國家施策上 일찌기 大規模授資짧業 

이 進行되어 왔다. 그 結果 國家自立經濟의 基

盤造成과 가까운 首都園 住民生活의 向上에 크 

게 頁敵한바 있어 先廳地域임에도 불구하고 70 

年代는 비 교척 停帶되어 왔다. 南部 塵業地域에 

는 加工業과 더불어 A口集中이 이루어졌고 觀

光水塵이 중심안 東海뿜地域의 安定外에 收復接

顧地域， 段階式 水資源開體， 댐 建設의 北漢江流

域等 多樣한 特化地域에서 人口減少가 현저하여 

全體 江原道는 湖南地方과 같이 人口減少가 많 

으며 여기에 人口가 精揮하여 生活의 不安定에 

서 慶南 다음으로 流動人口가 많다. 

江原地域 住民生活의 不安定은 道內 都市民이 

52.7%의 高率임에도， 比等한 규모의 都市가 f휩 

邊에 分散되 어 있 어 農村과의 連緊7} 弱하7~ 니 

와 그 以下의 都봅마저 遠距離에 分布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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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擬的 生活圍의 形成이 困難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말하자면 中心地體系의 不安定에서 農村

(郵)間 移動A口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從來 t용 

鍵地帶에 移入。l 많았던 慶北 • 忠、北에서의 轉入

A口는 弱化되고 近來 서울 首都園에로의 轉出

파 더불어 수도권지역에서의 轉入도 많아져 서 

버스 管理， 商園 等은 그勢力下에 있어 보안다. 

江原 山間地域의 흉陳化는 平地農村과 같은 

좁少年 移出뿐만 아니라 購家離村A口가 많은데 

이는 濟州道보다 廣大한 購歸那의 경우 주민수 

는 제주도의 1/10로서 A口가 精뚫훌 (24/km2)한데 

서 생걸 諸問題를 이해할 수 있다. 즉 生塵活動

의 低下와 담然淡害防止와 自然保全， 냐아가서 

日用品購買와 所出處理의 市場利用， 子女 敎育

의 通學， 保健 • 醫爆等 施設의 利用과 더불어 

道路， 橋梁 等이 問題된다. 더욱 生活向上에 짜 

라 大規模 現代施設이 要求되면서도 A口와 部

落의 減少， 훌退에 따라 그 現狀維持마저 困難

하여지거니와 人口減少가 더욱 진행될 혜에는 

統廢合에 의해 行事推進 利用 距離가 머 멀어지 

케 펀다. 이리하여 冠婚塞聚等 生活共同 基盤이 

무너지고 냐아가 共同體意識과 生活意欲을 低下

시키며 殘存A口의 移出을 助長하게 되어 村落

이 朋壞에서 破滅까지를 招來하여 山村이 廢鍵

化할 수도 있다. 이런 點에서 全國的안 國土計

劃이 나 道開發計劃의 上位計劃指針과 함께 地區

特珠性에 立뼈한 生活園造成의 小都봅 機能彈化

를 통해 背後住民의 生活上 要請되는 基本便益

施設올 體系的으로 整備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 

는 山村住民의 生活安定파 定著을 諸導하는 칼 

로서 山村의 擺點 育成과 階層的 居住生活園의 

再編成에 注力해야 함을 意味한다. 이미 江原道

施政에서 推進하여온 火田民 整理나 定著化事業

은 그 一部分이라 보여진다. 여기에다 필자는 

便益서바스의 定期的 市場과 같은 파행施惠와 더 

불어 住民의 運轉敎育으로 車輔을 共同運營하여 

機動性을 갖추는 쭉協的 接近方案야 必要한줄 

안다. 

이 와같은 住民生活의 를갖斷과 地域特珠性에 立

뼈한 處方은 地方大學파 有志의 繼續的안 鄭土

船究와 指導弘報에서 相互理解에 立뼈한 目標設

定 그리고 農村指導者의 自훌훌的 意、徵、과 協力에 

다， 官의 繼續的언 關心과 支援下에 協同的 努

力이 結集되어야만이 可能하겠다. 

生活圍의 造成파 그 管理方向은 各生活團 構造에 

짜라다른것이지만， 春)IJ， 原州圍의 領西地方은 

交通 • 通信施設에 의 한 接近性 提高가， 南部 밟 

鍵地帶는 基幹環境施設의 整備가 特히 要請된다 

물론 그以上으로 農村盧用機會의 據大와 住民所

得의 向上이 前提가 되어 獅土愛를 위한 傳統文

化의 투향鍵이 定著에 隨伴되어야 할 것은 머 말 

할 나위가 없겠다. 

결국 農村의 過趣化問題는 그 代表的안 山村

問題와 더불어 改善되지 않는한， 過密化도 더 욱 

惡化될 것이고 그 解決이나 全國의 均衝的 聽展

은 繼續難題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全國

的 發展가운테서 그늘잔 山間惡地의 落後펀 不

휩한 生活은 어차피 止揚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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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of Depopulation and Sparsity Areas and their Measures 
-A Case of Mountaineous Gangwon Region-

Summary; 

The remarkable economic progress of 

Korea in the course of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during tbe past two 

decades bas accompanied problems of over

-population and depopulation on tbe metropo

litan and rural al\eas, particularly for tbe 

‘overconcentration of population on tbe 

,capital region. Many political measures 

bave been formulated and implemented, 
but tbe results seem to be unsuccessful. In 

addition, tbe depopulating area also needs 

rexamination of the problems in respect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of the rural inbabitants. 

This paper deals wit:_ the problems of 

-depopulation and sparsity of rural areas, 
-which was defined by using criteria of hi-

gher population decrease rate for 1970"'80 

and the lower ratio of cultivated land of 

each Gun(county). The analysis and mea

'sures were made largely on Chunchon, W on

ju, Gangnung and Yeongwol rurban com

munity in Gangwon mountaineous province 

through the gro￦th stabi1ity of community 

life and their basic needs approach in tbe 

na tional goal and level, as a case. 

During the period of 1970"'80, 54 out of 

139 Gun experienced beavy population de

crease( -2% per annum or more) in Korea. 

Han 800n Lee* 

Tbese Guns share 12. 5 % of the national pc• 

pulation and 38% of tbe nationalland area. 

Tbey located mostly in Taeback and Soback 

Mountain cbain area, and sbowed low level 

of cultivation ratio(below 30%). Although 

tbese Guns are found ‘ in Southern provinces 

(Do) of Jeonla and Gyongsang, the popula

tion density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Guns in Gangwon reg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Gangwon region is 

the most sparse region of the country. 

The major findings and poIicy imp1ica

tion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 decreasing and sparse 

areas are mostly found in the mountaineous 

rural area; second, on Gang￦on region the 

social development po1icies sbould be needed 
along witb the programs of economic prog

ress which have been depended upon deve

lopment of mineral, water resources, tour 

and fishery industries; third, special atten

tion should be given to utilize, conserγe and 

manage effectively tbe marginal resources 

of forest land that is composing most of the 

national land area; fourth, regional dispari

ties within province should also be consider

ed as wel1 as disparities among provinces, 
thus more policy efforts should be needed 

to solve tbe problems of underdevelopment 

and sparsity in the mountaineous rural 

areas. 

Journal of Geography, vol. 11, 1984.12, pp.39-55. 
• Lecturer, Seoul City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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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angwon region is dominantly moun

taneous counties on which the proportion of 

arable lands less than 10% of total land 

area. Owing to its potential natural resour

ces, however, large scale national develop

ment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The instability of inhabitants in Gangwon 

region seems to be caused mainly by weak 

‘ linkage between rural and urban 1ife, on 

other word, the lack of basic rurban com

munity organization or weak formation of 

the central place hierarchy system largely 

influenced outmigration from the region. In 

the past, there were large inmigrants to 

mining area from the near:by Gyongsang 

buk-do and Chungcheong buk-do. However, 
this trend has been slowed down and more 

over, outinmigrants to the capital region 

has been increased 

The sparsity of the mountaineous Gang

won region has been accelerated by the out

migration not only of the youngster but 
also of the accompanied families or house

holds. For example, lnje Gun shows low 

density(24 person per km2) , It is larger in 

area but only one tenth of population size 

compared with the smallest Jeju province, 
the production activities ha정 been slowing 

down and habitat environment and maint

aining the existing community faci1itìes; 

such as shopping, educational and medical 

services in accessibility, has worsened. 

The new faci1ities are no.t able to provid

ed and the community environments are de

teriorated. On the other hand it is getting 

difficult to maintain even the statusquo, 
due to the decreasing of supporting popul

ation and may need the annexation of the 

existing service facilities. 

Consequently, the community conscious

ness and organization of inhabitants become 

weakened and outmigration to the outer re

gions is accelerated, which may cause the 

collapse of the community villag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basic infra-structures and other neces

sary community facil퍼es for the people in 

the hinterland as a means of strengthening 

functìons of lower level of agropolitan center 

based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accor

dance with the local development plannìng 

under th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 and other regional development plans. 

This is one way of stabilizing the inhabit

ants in the mountain region which means 

reorganizing the rurban communities and for

stering the agropolitan center systematically 

in mountaineous rural areas. The resettle

ment projects for the burning-cultivation vi

llages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by the provincial government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se efforts. 

The problems can be solved only by the 

collaboration of goal setting on the ground 

of regional survey diagnosis by the regional 

university and local leader’s effort and by 

the successive supporting of the provincial, 
local government. 

The re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each rurban community areas are and will 

be more or less different, with their locat

ional structure. In case of Chuncheon and 

Wonju areas improvement in accessibility by 

the transportatìon and communication is 

required, while the improvement in major 

community facilities is needed for the south

ern mining area. Needless to say that the 

development of local traditional culture is 

prerequiste along with the expansion of em

ployment opportunities and the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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