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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工業이 地城의 展條에 미치는 影훌 

- 퓨陽都 梅浦地城을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申容澈

이 논문은 시멘트공업의 발달과정과 그 특성을 지역과 관련하여 파악하며， 

시멘트공업 발달에 따른 사회 · 경제적 변화를 고용， 인구의 측면에서 고찰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 지를 알기 위하여 매 

포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벤트공업이 지역의 고용과 인구성장에 미친 

영향율 분석하며， 또한 주민의 의식구조를 알아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 우리나라는 시벤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해방전 

까지는 대부분의 시멘트공장들이 북부지방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는 석회 

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근에 석탄산지가 입지하여 연료 

조달이 용이하였으며 철도교통이 편리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 이후 남한에도 

시벤트 수요가 급증하자 많은 신설공장들이 원료가 풍부한 태백산지에 집중 분 

포하였다. 이처럼 시멘트의 本工揚은 원료산지에 입지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원활하게 시멘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본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 및 공업도시인 소비지에 分工揚들이 입지하고 있다. 

2) 매포지역에서 시멘트공업이 발달하게 된 유리한 조건을 살펴보면 석회석 

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점， 철도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석탄산지와 인접 

해 있다는 점과 주변지역에서 원자재인 점토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 동이다. 

3) 연구지역은 1960년대에 현대시벤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둥 대규모공장 

이 들어서면서 고용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며， 1970년대는 대폭적인 시설확장으 

로 각 공정마다 더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고용기회는 더욱 풍부하 

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각 회사가 공정의 일부를 용역업체에 도급을 주 

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인한 각종 기계의 자동화와 대형 

화로 노동력이 대체되어 종업원의 수가 그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한면 매포 

지역에 시멘트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산업이 계속 입지하여 고용기회도 많 

이 창출되고 있다. 



4) 현재 3개 공장에 고용된 종업원 중에서 충북 출신( 65%; 이들 중 단양군 

출신 52%, 제천군 출신 32% 차지)이 가장 많으며 인접한 강원도(13%; 원주， 영 

월이 많음)와 경북 출신( 11%; 영주， 안동이 많음)도 많이 채용되어 공장이 위 

치한 곳에서 가까운 주변지역에 고용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인구성장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세개의 대규모 시멘트 

공장의 건설로 매포지역은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가져왔먼 시기라 볼 수 있으며 

주로 시멘트공장 소재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1970년대에는 시멘트공장의 

확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시벤트공업과 관련된 공장이 많이 들어섬에 따라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으나，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이 많아 이중구조척 인구성장관 

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장소재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인구집중이 이루어졌 

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한 노동력의 대체로 시멘트공 

장 및 기타 공장 종업원의 감소 및 주변도시에서의 통근 가능 동으로 매포읍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공장지역 및 그 주변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 인구가 감소되었고 행정 중심지인 명동리만이 인구가 증가하였다. 

6) 이와같은 인구성장에 따라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 사회 경제척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청장년충(30대와 40대)의 구성비가 같 

은 연령충의 전국인구의 그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여자는 25-29세의 연령층 

이 많은 비중율 차지하고 있다. 

7) 공장이 률어선 주변지역에는 공업발달 초기에는 인구가 집중하여 주거지 

가 형성되고 상업 및 서비스 시설들이 차츰차츰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 

다. 한편 공장부지， 광상의 확대로 농경지는 점점 감소되어 갔으며， 농경지를 

잃은 농민들이 떠나면서 공가가 발생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장주변에 

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8) 시멘트공장 건설에 따른 주민의 의식구조를 살펴본 결과， 광공업 및 상 

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축， 시멘트공장과 관련이 많은 사람들은 시멘트공장 

건설이 지역발전에 이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소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 

을 인식하는 반면에， 농업종사자들은 오히려 피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소륙수준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직업에 따른 의식구조에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주요어 : 시벤트공업 , 분공장， 고용효과， 인구성 장， 인구구조， 주민의 의 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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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변 짧 

1. 間훌훌훌起 및 新究目的

공업활동의 本質은 원료에 물리적 ·화학척 작용을 가해 보다 유용성을 크 

게 하고 附加價植를 提高하여 상품의 효용을 높여 최종생산물을 시장에 공 

급하는 것이다. 오늘날 工業은 인간의 경제활동 중 가장 중요한 部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농업에 비하여 매우 局地的인 장소를 매개로 하여 생산공 

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정이다. 그러나 공업이 일청장소에 集

積되어감에 따라 공업지역의 空間構造가 點的 입지에서 面的 입지로 확대 

발전하는 성 향도 나타나고 있다. 

企業家가 생산활동을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공업화의 초기단계 

에서는 주로 개인 기업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工業立地의 패턴이 결정되었 

다. 그러나 공업화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산업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자본 

을 공모하고 경영을 조직화하여 기업을 계열화한 대규모의 企業組織에 의해 

공업입지의 꽤턴이 결정되고 있다 1) 그래서 최근의 공업지리학에서는 기업 

의 경 영 조직 및 R & D (research and development) 등의 개 념 을 도입 하여 

공업입지문제를 연구하는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 2) 

1 )Hami 1 ton , F. E. 1. , 1967 , "Models of lndustrial Location" , in 

Chorley , R. J. & Haggett , P. , eds. , Models in Geography , London: 

Methuen , p.365. 

Hamilton , F.E. 1., ed. , 1974 , Spatial Perspectives o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Decision Making , New York: John Wiley & Sons. 

李喜演， 1988 , 衝濟地理學 -空間擁濟의 理論과 實際 法文社， p.247. 

2)朴核~， 1983, “工業立地動向의 짧究-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石흉 

李鷹 鷹士 華甲紀念論集， 敎學社， pp. 1 70 - 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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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공업원료는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되고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는 시멘트공업의 원료인 석회석을 들 수 있겠다. 석회석이 태백산지에 풍부 

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賣源難 시대에 시멘트공업은 순 

수한 국내자원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특히 1960년대 공 

업화 과정에서 기간산업으로써 국토건설， 산업건설에 앞장서서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64년부터 시작된 시벤 

트수출은 1970년대에 이르면서 동남아는 물론 세계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였다 3) 

석회석은 흩北의 聞흩， 忠北의 뚫)1 1. 퓨陽 그리고 江鳳道의 寧越， 平昌，

雄善， 三斷을 잇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발히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지 

역들은 우리나라 시멘트공업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판陽都의 梅

浦몸에는 한일시멘트， 현대시벤트， 성신양회 동의 대규모 시멘트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공업의 集홈地는 그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도 경제 

적， 사회척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업의 집척현상은 인구의 집중， 나아가 

제3차 산업의 발달을 가져와 都市化를 촉진시킨다 4)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와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공 

업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사회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도시 및 산업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농업으로부터 제2차， 제3차 산업으 

로의 흩業構遭 變化를 유발하였다 5) 필자는 이와같은 인구이동이 경제적 동 

3}훌훌훌洋띤工業協會， 1974 , 韓園의 시벤트훌業， p.77. 

4}Pred , A. , 1966, The spatial Dynamics of US urban-industrial Growth 

1800-1914; Interpretative and Theoratical Essays , The M.I.T. press , 

Cambridge , pp.25-27. 

옳斗日， 1991, “浦項蘇合製藏이 周邊地城의 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

地理훌鼎究， 17집 ,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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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이루어지고 륙히 광공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국의 市·都

別로 이미 살펴본 바 있으며 6) 또한 忠北(특히 북동부 지역)의 인구증감도 

광공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7)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진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국토공간상에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업도시 혹은 각 지역의 工業團地가 

지역발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8) 그러나 

연구대상지역이 기폰의 산업도시이거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分析 規樓도 대체로 市·都 이상 지역이며， 전체 제조업을 모두 

다루고 있어， 공업단지가 아닌 소규모지역의 單一業種 工業이 지역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忠北의 A口增減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1960년대 

공업화가 시작 된 후 梅浦물의 인구증가율이 다른 물·面 보다 월동히 높고， 

시벤트공업과 관련이 많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가 시 

도하고자하는 주요 目的은 梅浦地域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시멘트공장 건설과 시설확장단계에 따른 塵備 創버과 이러한 廣備

훨흩슐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시멘트공업이 지역의 A口成長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구체 

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5)Shaw , R.P. , 1974 , "A Conceptual Model of Rural Urban Transition and 

Reproductive Behaviour," Rural Sociology , vol.39 , p.70. 

6) 申容澈， 1981, 地城間 賣I業 生塵의 隔差와 A口移動에 관한 新究， 서 

울大 大훌院 碩士學位論文.

7) 申容澈， 1984(a) , “忠淸北道의 地域別 A口增減에 관한 짧究 淸州師範

大훌 論文集 13집 , pp.207-233. 

8)行政， 짧境， 計훌I分野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 地理

훌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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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는 小規훌地城에서의 工뿔立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율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흉究內容 및 方릎 

(1) 훌퓨究內쌓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 

루고자 한다. 

첫째， 시벤트공업의 발달이 地城的으로 어떻게 農開되고 있으며 시멘트공 

업의 특성을 지역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둘째， 시멘트공업이 지역의 훌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멘트 

공장과 이의 立地에 따른 시멘트 관련공장과 기타 흩業部門에서 제 

공된 흩傳機會가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이용되는 가를 알아본다. 

셋째， 시멘트공업의 발달에 따른 A口變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멘트 공 

장 및 관련산업의 新·增設 시기와 관련하여 人口成長의 展開樣相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시멘트공업 발달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역주민의 意講構造

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2) 新究方法

본 연구의 目的과 內容에 부웅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小地城의 훌例新究를 통하여 이상의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소지 

역 분석은 필자의 직접 참여에 의한 관찰과 추적조사가 가농하므로 구체적 

고용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事例地城으 

로 梅浦地城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 이 지역은 석회암지역으로， 석회 

- 4-



암 지역에서 土地利用의 한 양식으로 시벤트 공업이 農開되며， 이 공업은 

원료산지에 입지하기 때문에 훌業(採賣)과 製造業이 한 지 역에서 동시에 이 

루어진다. 그래서 더 많은 塵傳을 창출하며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된다.@ 單一業種 工業이 소규모지역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연구되지 않 

았는데， 매포지역은 물l 단위지역에 3개의 대규모 시멘트 공장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선행 연구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지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구체적 分析 對象은 3개 시벤트공장이다. 이들 업체의 훌傳效果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이들 회사의 사원명부를 이용하였다. 이 

사원명부에는 개인별로 部홈， 職級， 性別， 年嚴， 現住所와 本籍， 入社年度，

學歷이 기록되어 있으며， 회사에 따라 임용구분， 보수월액도 포함되어 있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은 주로 spss-pc+를 통한 頻度， 交Jl分析 및 

記述的인 統計를 이용하였다. 보충자료는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인구 및 주 

택 센서스， 상주인구조사，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와 각종 통계자료 및 韓園

洋IKI業鎬홈가 발간한 시멘트 통계연보 둥이다. 

셋째， 意講構造와 人口移動의 자료는 설문지 및 인터뷰에 의해 조사된 결 

과를 이용하였다. 設問調훌는 1991 년 5월부터 6월까지 행하였다(부록;설문 

지 참조). 설문조사 방법은 가구별로 직접 방문하여 家口主를 대상으로 면 

담하였으며， 관공서 직원 및 동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보충하였다. 아울러 3 

개 시벤트 공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도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1991 년에 실시한 경제기획원의 1990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자료와 5년마 

다 실시하는 總훌業體 寶顧調흉報告書 자료를 읍사무소의 협조로 수집할 수 

있어서 현지답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설문조사는 梅浦물 전체 가구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標本調훌로 행하여졌다. 즉 1990년 10월 

1 일 현재 147R 里의 3 ， 3407}구 중 3447}구가 標本으로 선정되었으며， 單純

任홈、抽버法 (simple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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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훌文의 構成

본 연구는 모두 7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에 따른 

鼎究目的과 鼎究內容 빛 方法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광산지역에 대 

한 新究動向과 工業立地의 훌훌及效果에 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시멘트공업의 特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시멘트공업 

의 훌훌훌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시벤트공업의 주원료인 석회석의 분포 

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원료산지에 입지하는 시멘트공장의 地城的 廣

開過程을 분석한 다음， 시멘트공엽의 발달과정을 지역의 특성과 관련시격 

기술발달단계에 따라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시벤트생산량을 時系

列別로 알아보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流通의 過程 및 構造를 살폈다. 

이러한 시벤트공업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기 위하여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연구지역으로 선정된 梅浦地城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 

다. 측 제4장에서는 연구지역의 職觀， 매포지역 시벤트공업의 立地像件， 주 

요 시멘트공장， 생산량을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매포의 시벤트공엽이 지역 

의 廣備과 A口成長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시벤트공업과 관련하여 주민이 가지고 있는 意識構造

를 분석하여 地城政策의 代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제7장은 結論으로， 앞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지역정책 대안을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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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뿔효뺑7r 뺑빼에 01 친 짧홈에 관한 짧뿜혔벼 

1. 톨띠地城에 관한 빠究郵向 

지금까지의 광산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聚짧이나 A口現象을 많이 다 

루고 있다. 이는 광산지역에서는 생활의 주체가 되는 광부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지에 취락이 형성되기 때문이며， 일반취락과는 立地에서부터. 形

薦， 훌홉能에 이르기까지 모든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태백산지의 t셜훌훌聚짧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1) 전국의 지역별 인구증감을 다룰 때 이 지역의 인구현 

상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李智晧는 일련의 논문에서 해방후 

1980년까지 남한의 인구증감 형태를 다루면서 태백산지 지역의 많은 물·面 

들이 인구 격증 지역으로 나타남을 석탄산업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으며， 

1968년경부터 主油從候의 정부정책에 따른 석탄산업의 짧陽化가 인구의 정 

체 내지 감소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2) 필자도 전국의 市·都

別 훌工業 生塵願과 A口移動의 분석에서 1968-1976년의 기간에 태백산지 

지역의 인구증감 요인이 석탄산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3) 그 

1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尹星夏， 1973, “우리나 

라 石傑童業의 훌}陽化와 행鍵 聚짧의 變鏡 서울大 數育大學院 碩士훌 

位꿇文李顆熙， 1986 , “太白市의 地理學的 新究 高麗大學校 數育大

學院 碩士學位論文 鄭 嚴， 1989 , “舍北地城의 驚山聚짧에 관한 新

究 地城環境 7호， 東園大 地城環境짧究所， pp.121-150. 

2)李智晧， 1962 , “韓園의 A口增減의 形顧 1949-1960 , " 統計局 調훌月 

報， 제8호， pp.I-28. 1975 , “韓國의 地域.BU Á.口增減에 관한 짧究: 

1960-1970, " 地理學과 地理敎育 5집 , pp.48-74. 1984 , ‘'1970년대의 韓園

內 地城別 A口增減에 관한 빠究 韓園의 A口와 聚짧 ， A城 李智晧

數授 停年退任 紀念홉홉集， pp.52-77. 

3) 申容澈， 1981 , 前揚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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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忠北의 지역별 인구증감 분석에서도 異川과 꿨陽지역의 인구격증이 석 

탄산업 동 광업의 영향이었다고 설명하였다 4) 이들 연구에서는 태백산지의 

인구증감 요인을 석탄산업에만 관련시격 고찰한 것 같다. 태백산지에는 석 

탄 외에 석회석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 최근에는 철도 수송 면에서도 시벤 

트 제품이 석탄화물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석탄에만 너무 의폰하여 분석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석탄산업 

과 더불어 시멘트산업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태백산지의 地城性

율 올바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문헌에서도 광산지역과 관련된 것은 聚落과 經濟地理學的 측면이 

주류률 이루고 있으며，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것이 많은 편이다. 

Marnell , M.J. 와 Humphry , G. 는 남부 Wales 지방의 탄전지대에서 석탄산 

업이 발달하고 있는 요인과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5) 

Deasy , G. F. 와 Griess , P. R. 는 석 탄산업 이 쇠 퇴 함에 따라 Pennsylvania의 

탄전지대에서 광업 종업원이 급감하는 1950년에서 1960년까지의 기간에 지 

역별 展備構造에 대하여 지도화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6) 그리고 

Tregarthen , T.D. 와 Latin , R. P. 및 Peters , G. L. 은 광업이 지역의 수입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Friedlander , D. 는 19C 후반 영국 광산 

지역의 인구학적 륙성을 분석하였다 8) 

4) 申흉澈， 1984 (a) , 前揚論文， pp.207-233. 

5)Marne l1, M.J.and Humphry , G. , 1962 , "Private Coal Mining in South 

Wales ," Geographical Review , vol.55 , No.3 , pp.328-338. 

6)Deasy , G. F. & Griess , P. R. , 1965 , "Effects of a decl ining mining 

economy on the Pennsylvania anthracite region ," Annals of AAG. 

vol.55 , pp.239- 259. 

7)Tregarthen, T. D. , Lartin , R. P. and Peters , G. L., 1978 , "Mining, 

Marketing and Land Use , " Geographical Review, vol.68 , pp.351-358. 

8)Friedlander , D. , 1973, "Demographic Patterns and Socioeconomic 

Charicteristics of the Coal-mining Population in England and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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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광업(채광)과 제조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벤트산업과 관련되 

는 지리학적 논문으로는 시멘트유통의 地城構造에 관한 것이 있다 9) 이 연 

구는 시멘트의 행的流通의 草新에 따른 생산공장에서 최종소비지까지의 流

通홈路別 物的流通의 지역간 결합에 의한 지역구조와 그 메카니즘을 파악하 

면서 시벤트공장의 地城的 展開와 出禮地城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고 필자 

는 梅浦地城율 사례로 시벤트공장이 이 지역에 立地함으로써 A口變動과 A 

口構造의 변화를 A口移動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다 10) 이외에 시벤트의 

歷史， 生훌技術， 시벤트산업의 屬望과 問題點에 관하여 서술된 한국의 시멘 

트산업도 있으며11l 시멘트의 中·長期 뿜給構造分析과 流通構造改編 方案에 

대한 연구도 있다.ω 

2. 工業立地의 波及效果에 관한 新究動向

한 지역에서의 공업 발달은 지역 발전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공업이 그 지역의 기반활동부문으로 흩傳，A.口流 

入， 下部構遭의 훨톨充 둥을 통하여 지 역 발전에 큰 波及效果를 가지 기 때문이 

다. 이리하여 I業立地는 지역개발의 先導的 手段으로 채택되어 왔다 13)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으로 공업화를 추진하여 국토공간상 

in the Nineteenth Centur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 vol.22 , No.l , pp , 39-51. 

9)韓柱成， 1985 , “시벤트 流通의 地域構造 地理學 31호， pp.I-15. 

10) 申容澈， 1984( b) , “寶工業이 地域發展에 미치는 影響 -판陽鄭 梅浦물의 

시벤트工業을 中心으로 淸州師範大學 論文集 14집， pp.149-170. 

11)尊團洋댄工業協會， 1974 , 前揚書.

12)尊園훌業開發新究院， 1983 , 시멘트의 中 · 長期 뿜給構造分析과 流通構造

改編方案新究.

13)Lonsdale, R. E. , 1979 , "Background and Issues ," in Lonsdale , R. E. 

and Seyler , H.L. eds. , Nonmetropolitan Industrialization , p.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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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많은 공업지역이 형성되었다. 륙히 공업의 분산과정에서 정부정책에 의 

한 專門 系列化된 工業團地가 여러 곳에 조성되었다. 이와같이 工業化， 都

市化가 진행되어 30년이 지나면서 각 지역의 공업단지 혹은 공업도시가 지 

역발천에 얼마만큼 기여해 왔는 가를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대하여 分析規模， 分析方法， 分析內容의 관점에 

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연구의 분석규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全園

및 道률 분석 단위로 한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전국의 공장입지지역 

을 수도핀， 중부권， 서남핀， 동남권，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솟端技術塵業과 

地城훌톨홉훌훌展을 다룬 것이 있다메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첨단기술산업의 입지 

변화와 전·후방 空間連훌률 중심으로 첨단기술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道를 분석단위로 하여 기업형태에 따른 특성과 원료구입 및 제품 

판매의 지역적 連훌 그리고 下謂連緊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 있다 15) 둘째 전 

문계열화된 공업단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市·都 단위로 분석한 연구가 많 

다. 이에는 裡里工團 1&1 훌尾工團 m 全州工團，삐 淸州工團 및 普州工團，재) 安

14)朴彦흉， 1989 , “솟端技術塵業立地와 地城經濟發展 地城新究 5권 2호， 

pp.I-19. 

15)李德安， 1986, “全南工業의 企業形顧에 따른 特性과 連훌에 관한 햄究 

서울大 大훌院 碩士훌位論文. 

16)朴훌熙， 1983 , “工團立地가 地城짧展에 미치는 廳濟的 效果 分析-裡里工

빼율 中心으로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7)賣弘道， 李正漢， 1979 , “工業化에 대한 農村의 責鳳; 훌尾工團에 대한 

勞聊力 供給율 中心으로 農村經濟 2권 3호， pp.81-93. 

옳i￥基， 1981 , “l業立地의 地方分散化가 地城經濟 및 社會훌훌廣에 미친 

效果; 훌尾地城의 工團造成을 中心으로 農村홈濟新究 22집， pp.29-46. 

朴활石， 李宰夏， 1984 , “成長據點의 周邊農村에 대한 波及 效果; 훌尾 

工業團地를 훌例로 社會科學 論文集 3집 , 흩北大學校， pp.85-98. 

18)沈相雖， 崔洛弼， 1980 , “全州工業團地가 全州市 發農에 미친 效果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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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工빼，때 屬山輸出自由地城 21) 浦項製藏m 동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이외에 

산업도시의 인구성장과 고용구조 변환에 관한 연구를 짧山市의 인구성장을 

사례로 분석한 경우도 있다 231 셋째 農工團地때 및 새마을공장을삐 중심으로 

한 비교적 좁은 지역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경우이다. 농공단지나 새 

마율공장의 파급효과를 다룬 것도 실제로는 군단위 규모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읍단위의 소지역을 분석단위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 부 

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 

구는 읍 규모인 매포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의 혹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波及效果의 가장 중요한 指標인 

所得이나 廣備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주로 乘數效果의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Z!ìl 즉 경제적 파급효과를 직접소득(고용)효과， 간접소 

析 全北大學校 論文集 22집， pp.99-117. 

19) 曺훌映， 1989 , “地方工業團地의 工業構造 및 立地的 特性과 地城的 波及

效果에 관한 新究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홈泳훌， 1987 , “工業團地의 地域發展效果에 관한 新究-安城工業團地를 

中心으로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1 )洪鍾晧， 1983 , “馬山輸出 自 由地域의 地域社會에의 寄與度 分析 慶南文

化新究所 6호， 慶尙大學校， pp.137-160. 

黃陳益， 1988, “製造業塵傳이 地域에 미치는 影響; 馬山輸出 自 由地域의 

훌例鼎究 地理敎育論集 19집 , pp.13-29. 

22)金斗日， 1991 , 前揚論文.

23)李짧錫， 1984 , “훌業都市의 A口成長과 塵傳構造 흉흉換에 관한 짧究 地

理훌 30호， pp.14-27. 

24 )羅詳훌， 1988 , “農工地區政策이 農村地城 住民의 就業機會에 미친 影響

-鎭川과 威平地城을 事例로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5)宋京顆， 1977, “새마을 工場이 農村 地城社會開짧에 미치는 觸濟的 效果

分析에 관한 新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申大淳， 1978, “새마을 工揚이 農村地域社會에 미치는 짧濟的 效果 測定

에 관한 新究 建園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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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고용)효과， 유도소륙(고용)효과로 나누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은 자료의 구특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분석 절차로 인해 해석상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지역의 성장이 시계열적임 

을 고려한다면 승수모텔에 의한 파급효과의 분석은 이러한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소지역을 사례지역으로 한 연구에서는 現地調훌를 통한 

記述的 分析을 통해서도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승수모델이 가지는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파급효과의 空間的 範圍는 대체로 고용자의 통근에 의해 결정되므 

로 대부분의 연구는 이를 파급효과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설정의 중 

요한 指훌로 설정하고 있다 m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공업도시가 배후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地理的 훌훌圍와 特性을 규명하기 위하여 萬山의 通動團과 

통근자 륙성에 관한 사례연구를 행한 것도 있다 28)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공업활동은 그 공업이 입지한 지역에 廳濟的， 環境

的， 社홈·文化的 영향과 福社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영향들은 동시 

에 수반되는 것이나 환경척， 사회 ·문화적， 복지적 영향 동은 간접적이고 측 

26)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옳詳基， 1981 , 前揚꿇文. 

朴훌훌熙， 1983 , 前揚홉홈文. 

홈泳훌， 1987 , 前揚論文.

옳斗日， 1991, 前揚꿇文. 

27)Erickson , R.A. , 1975, "The Spatial Pattern of Income Generation in 

Lead Firm , Growth Area Linkage Systems ," Economic Geography , vol. 

53 , pp.283-294. 

Moseley , M.J. , 1973, "The Impact of Growth Center‘ s in Rural Region-

표 " Regional Studies , vol.7 , pp.77-94. 

28)許宇互， 1987 , “地方工業都市가 背後地城에 미치는 波及效果의 地理的

.n톨와 特性; 짧山의運動團과 通動者 特性에 관한 훌~J짧f究 地理學論

훌 14호， pp.2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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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곤란하여 주로 직접적인 효과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체적인 자 

료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인구증가， 생산액 증가， 종업원수 증가， 산업구조 

의 변화， 시재정의 변화， 수출증대효과， 가구소득수준의 변화 동을 다루고 

있다. 환경척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는 全州工業團地의 水質f륭횟度 자료률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와g’ 環壞흰훨에 미친 영향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롱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삐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방법에 도움이 된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工業立地理論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그 공장은 원료 

를 구입하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인구를 증가시킨다. 

증가된 인구는 그 자체의 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또다른 고용을 창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역경제는 성장 발달한다. 이와같은 이론은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ompson의 都市成長段階論은 초기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고용창출과 도 

시 외부와의 경제적 관계를 단일 특화 산업을 배경으로 모델화 한 점에서 

급성장하는 산업도시의 성장율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31l 

Myrdal은 어떤 새로운 산업이 한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그 지역의 고용기 

회가 확대되고 따라서 지역인구도 증가하며 또한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사 

회간접자본에의 투자가 강화되어 새로운 산업의 진입을 고무시키는 훌業立 

地의 0홉캘훌累홈過程을 설 명 하고 있다32J 

이와 비슷한 접근은 Lowry model을33) Haggett가 약간 변형시켜 소개하고 

29)沈相雖， 崔洛蘭， 1980, 前揚꿇文. 

30)옳詳基， 1981, 前揚論文.

31)Thompson, Wilbur R. , 1965, A preface to urban economics , The Johns 

Hopkins press , pp.12-15. 

32 )Myrdal , K. G. , 1957, Economi 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 

Duckworth , London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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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찌 측 어변 새로운 산업이 한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그 지역에 수많은 

고용기회률 창출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인구가 중가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기회가 창출되며， 이러한 cycle이 계숙 진행되어 工

業의 集홈은 인구증가와 3차 산업율 발달시키게 된다. 

Pred의 순환-누적 인과관계 모텔은 도시성장율 설명하는 것으로 역시 경 

제기반의 개념율 기초로 하여 기반분야의 성장이 비기반분야의 성장율 유도 

한다는 측면에서 Thompson의 도시성장단계론과 유사하다. 즉， 한 지쩍에 공 

장의 신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이 일어나면 제품의 생산을 위해 해당지역 

에서 채화와 용역율 구매하여 다른산업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승수효과 

를 가져온다. 공장자체의 고용증가와 승수효과 과정에서 유발되는 고용증가 

로 인하여 인구 및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는 다른 새로운 산업의 

지역내 입지률 위한 지역의 threshold를 충혹시켜서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 

체의 입지률 유인한다. 한편 사회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기술발명과 혁신율 

촉진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연속척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가 공간상에 누척되어 도시는 성장하게 된다.훨 

이상의 문헌 검토률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單位의 小地城율 선정하여 

現地 훌察에 의 한 記述的 分析方法율 롱하여 홈備과 A口률 다룬다. 축， 매 

33)Lowry, I.S. , 1963, "Location parameters in the Pittsburgh model ," 

Papers & proceeding of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 11, pp. 

145-165. 

34)Haggett , P. , 1972, Geography: A Hodern Synthesis , Harper and Row , 

p.191. 

35)Pred, A. , 1966, The spatial Dynamics of US urban-industrial Grovth 

1800-1914; Interpretative and Theoratical Essays , The M.I.T. press 

Cambridge ,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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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역에 시멘트공장이 률어서고 난 후 屬偏機슐의 훌大와 地城A口의 成훌 

過程을 알기 위하여 시멘트공장의 확장단계에 따라 展傳혔果률 살피며， 훌 

W훌홉홉가 많아지면서 地城A口가 증가되는 현상을 시계열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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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멘트공업의 서해와 혔홉 

오늘날 공업은 산업활동 중에서 가장 충요한 部門으로 간주되고 있다. 륙 

히 시멘트공업은 철강， 석유화학 둥과 함께 대표적인 훌材훌훌業의 하나로서 

천형척인 單一品훌 대량생산의 훌本集約的 裝置흩業이며， B를샘I構成上 에너 

지 비용(연료비， 천력비)이 많이 드는 산업이다’ 

시멘트공업의 최근 산업상 비충율 살펴보면(표 3-1) , 제조업의 총생산액 

중 시멘트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1 년 1. 6"에서 1989년에는 0.9"로 낮아 

졌으며， 부가가치 비충도 1981 년에는 1. 8"로 높았으나 1989년에는 0.9"로 

낮아졌다. 그리고 종업원수에 있어서도 1981 년 0.5" 에서 1989년 0.3"로 비 

중이 약간 감소되었다. 이는 정부정책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타산업부 

문의 고도성장에 기인한다. 

표 3-1. 시멘트공업의 산업상 비중 (단위: 10억원，천명，") 

생 산 액 부가가치 종 업 원 
구 τ 님r 

1981 1989 1981 1989 1981 1989 

제조업 46 , 717 148, 477 15, 413 54.959 2.044 3.093 

시멘트 736 1.373 278 514 10 9 

비 충 1. 6 0.9 1. 8 0.9 0.5 0.3 

자료: 경제기획원， 1981 , 1989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 석회암의 分布

우리나라는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율 풍부하게 갖고 있으며 그 質 또 

1 )빨團훌훌業銀行， 1990, 韓園의 훌業， P.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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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호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맨트는 석회석의 질이 우수한 점과 제조 

과정에 있어서의 눔은 기술수준으로 현재 대외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는 古生代 朝뺨흙 大石%岩統의 석회압이 낼리 분포되어 있으 

며 世宗훌훌훌地理忠률 비롯하여 東團興地勝훌， 林園十六志 동의 古文없에도 

흩地가 기록되어 있다 21 그리고 석회암의 집중분포지역은 청천강과 예성강 

사이의 명안남도 및 황해도의 중앙구릉지대와 강원도 납부 및 충청북도 북 

동부에 걸친 지역이다. 이밖에도 명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 군데군데 

분포하고 있으며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에도 국지적으로 약간씩 분포 

되어 있다(그림 3-1) . 

현재 우리나라 석회석의 추정 매장량은 약 400억론에 이르고 있으며 이 

충 확인 매장량만도 34억폰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도 조달상의 어 려움은 없 

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석회석 매장량 분포를 보면 강원도의 三隆， 雄

善， 寧越地城과 충청북도의 f망陽， 뿔川地城에 천체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31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광산물 중 석회석의 비중이 아주 놓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석회석은 시멘트를 비룻하여 철강， 카바 

이드， 가성소다， 유리， 석회비료， 아스팔트 휠타 동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 

용되며 기타 콜재나 건축자재 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이 절대량율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철강공업의 발전과 더 

불어 석회석의 소요량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막대한 소요 

량울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획적인 석회석 광산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채광공법 및 채광기술율 고도 수준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훌훌山 裝備의 大型化， 現代化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한일시멘트， 1981 , 한일시멘트 20년사， p.87. 

3)韓園塵業銀行， 1990, 前揚홈， p.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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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석회암 지역 

ζ~ so 0 50 1OOkm 

그렴 3-1. 석회암의 분포 

(출처;국렵지리원， 1989 , 대한민국 국세지도， PP.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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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석회석광업의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수(1989 )단위:개，명) 

종업원규모 5-9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계 

사업체수 16 22 20 6 4 1 1 70 

종업원수 102 319 595 441 563 209 361 2.590 

자료: 경제기획원， 1989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최근 태백산지률 중심으로 석회석 팡산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석회석 

광업과 관련된 사업체의 종업원 규모별 업체수는 표 3-2와 같다 .. 50인 이하 

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가 대부분이며， 대규모 사업체는 많지 않다. 이는 

광산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고，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채팡하기가 어렵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시벤트공장의 分布

(1) 鳳料흩地 立地

시벤트제품의 원료는 크게 鳳賣材와 副賣材로 나눌 수 있다. 원자재로는 

크링카 제조를 위한 석회석， 점토， 규석， 철광석， 석고 둥과 같이 시벤트제 

품의 주요 성분율 이루는 土石 원료률 말하며， 부자재로는 유연탄， 방카 C 

유 동의 연료와 전력 그러고 제품포장율 위한 紙훌 퉁이 있다. 

표 3-3. 주요 원자재 구성비(1989 ) (단위:천론，") 

석회석 점토 규석 철광석 석고 슬래그 계 

사용량 38.539 1, 329 589 557 1, 396 1.904 44.314 

구성비 87.0 3.0 1. 3 1. 2 3.2 4.3 100.0 

자료:한국양회공업협회， 1989，시벤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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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원자재 구성율 보면(표 3-3 ), 1989년 1 년간 6가지 주요 원자재의 

총소비는 44 ， 314펀톤으로 이충 석회석이 전체의 87"로 가장 큰 비중율 차지 

한다. 점토의 사용비중은 3"이며 최근 농지보존 정책에 따라 개발 및 채취 

활동이 제한되어 조달에 어려움율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웅책으로 농지 

외의 야산 동에 있는 점토를 개발하거나 이의 대용물로서 점토와 성질이 비 

슷한 탄천지대의 폐기물인 저질탄율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률어와 각종 부 

산물 및 혜기물의 활용과 시멘트제품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석고와 술래그 

의 비중이 점차 많아져 각각 3.2", 4.3"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멘트 원자재의 중요 厭單位률 보면 日帝下인 1920년대에 

는 시멘트 톤당 석회석 1. 2론， 점토 0.3론， 석탄 0.3톤 기타 석고 및 철분 

약간으로 되어 있었으며 4) 1960년대에는 일본의 경우 석회석 1. 27론， 점토 

0.221 론， 철광석 0.038론， 석고 0.038론으로 되어 있었으나 5) 우리나라는 

점차 기술이 발달하여 연료비가 절감되고 계숙 최신식 키른이 도입 설치됨 

에 따라 원단위 구성이 개선되어 현재 시멘트 톤당 석회석 1.303폰， 점토 

0.045론， 철광석 0.008톤， 경석 0.085톤， 鋼슬래그 0.018론， 석고 0.046론 

이 소요된다. 

한연 시벤트제조에 사용되는 부자재중 연료계롱에 있어서는 1979년 말까 

지 방카 C유가 주종율 이루었으나， 2차 석유파동에 따라 원가 압박율 받았 

고 연료 확보 역시 어려워 점차 유연탄으로 대체하여 왔다. 1982년에는 유 

연탄 홉廳훌이 90" 이상율 차지하였고 현재는 거의 유연탄으로 대체되었다. 

유연탄은 방차 C유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수송， 저장， 분사， 

연소관리 둥 취급상 어려옵이 많다. 그러고 전력사용량은 시멘트 생산증가 

에 따라 첨증하고 있다 6) 

4).團洋lKI業짧흩， 1974 , 前揚훌， p.41. 

5)江上忠次， 1962, t )l ν " , 春秋社， pp.19-25. 

6)韓園흩業銀行， 1990, 前揚홉， p.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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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나라 시멘트공장의 분포률 살펴보면 시멘트공업의 효시는 

1919년 후安南道 江東都 廣湖里에 설립된 일본 小野田(오노다) 시멘트 공장 

이다. 이 지역은 석회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율 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서 무연탄이 생산되므로 연료조달이 용이하였으며， 훨훌훌線과 연결되는 지점 

에 위치하여 시멘트공업 입지로서는 최상의 조건율 갖춘 곳이었다. 그 후 

1928년 威南 文川都 川內里 1936년 威北 富寧都 古찮山， 1936년 賣홉道 海

州， 1937년 賣海道 鳳山都 馬洞에 시벤트공장이 률어섰다. 古홉山공장은 훌 

훌線 상에 위치하고 있어 1929년 개통된 옳山線(홉山 - 古찮山)으로 산간오 

지와도 연결되는 利뭘이 있었으며， 海州에 자리잡은 시멘트공장은 1930년에 

개통된 흩훌훌훌훌(뺑里院 - 編州) 및 土海線(土成 - 海州)율 통해 京훌톨線과 연 

결 수송하게 되며 항구률 끼고 있어 해운의 이점율 갖고 있었다. 그러고 馬

洞공장도 역시 경의션 상에 위치하여 수송을 해결하였다 71 이런 점으로 불 

때 시멘트공장의 입지는 원료산지 뿐만 아니라 철도교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42년에 n:鳳道 三斷에 시벤트공장이 건설되었다. 이곳은 공장 

배후에 매장량이 풍부한 석회석 광산이 있고 주변에는 석탄， 점토， 규사 등 

의 원료가 풍부하며 또한 동해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제품의 해상운송에 유 

러한 입지조건올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전의 시멘트공장수는 6개이며 그 생산능 

력은 180만톤이었다. 이 충 남부지방에 분포한 공장은 삼척공장 하나 뿐이 

었으며， 그 생산량은 8만폰으로 대부분의 시벤트 공장이 북부 지방에 집중 

분포하였다. 이는 북부지방에 풍부한 원료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미 남부지 

방은 일본 시벤트의 시장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해방후 남한에서는 톨$後 復홉홉동으로 시벤트 수요가 급증하자 동양시멘트 

가 삼척공장율 수리하여 가동하고， 1957년에는 석회석이 풍부한 흩北 聞흩 

7)尊빼洋띤工業協슐， 1974 , 前揚홈， 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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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K 店村물 新樓里에 대한시벤트 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접어률면서 많은 공장률이 신설되었다. 1963년 쌍용양 

회(훌越짧 西面)， 1964년 한일시멘트(꿨陽都 홉浦面)， 1964년 유니온시멘트 

(京훌道 홉)1[， 1982년에 忠北 淸鳳都 加德面으로 이전)， 1964년 현대시멘트 

(퓨陽都 홉浦面)， 1966년 쌍용양회(三斷都 北쩔물)， 1966년 아시아시멘트 

(畢川짧 松홉面)， 1969년 성신양회(꿨陽짧 梅浦面)， 1973년 고려시멘트(長 

城都 훌城물)， 1976년 한국고로(浦項市)， 1985년 한라시벤트(圍州都 玉훌 

面)가 설립되었다. 이률 대부분 공장률은 원료산지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석회석을 원료로 한 포툴랜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의 한국 

고로 공장에서는 제철용 용해로의 부산물인 슐래그(slag)률 원료로 한 시멘 

트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륙징이다. 

1989년 현재 우리나라의 시벤트공장은 11개(白시멘트 공장은 제외)로 이 

중 강원도에 4개， 충북에 4개， 경북에 2개， 전남에 l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공장입지별 생산량은 강원도가 57.2", 충북이 34.3"률 차지하여 이들 두 道

(91. 5")에서 대부분의 시땐트가 생산되고 있다(그림 3-4)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고로 시멘트공장을 제외하고는 시멘트공장 

모두가 풍부한 원료가 있는 석회암지역에 발달하였으며 철도교통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비지의 分I:뿔 

시벤트공업은 다른 종류의 공업과는 달리 流通中뿔基地라고 할 수 있는 

分I:뿔율 가지고 있다. 시멘트 분공장은 本工뿔에서 이송된 크링카률 분쇄 

하는 분쇄공장과 본공장에서 무포장시벤트로 운송해 온 시벤트률 싸이로에 

저장한 후 포장하거나 무포장 그대로 판매하는 포장공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분공장은 시멘트 메이커별로 천국의 소비지에 분산되어 입지하는 경향 

이 많다. 분공장은 시멘트의 주요 생산공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오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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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카 분쇄와 포장공정만의 작업을 담당한다. 이것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시멘트률 원활하게 공급하기 

힘률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유통중계기지률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시멘트 분공장(유통중계기지)의 역할옳 보면 첫째， 시벤트는 잘 

옹고되기 때문에 소비지 가까이에서 완제품으로 분쇄， 포장한다. 둘째， 시 

멘트의 直結輪送 및 專用輸送을 가능케 하며 크링카 및 무포장 시벤트로 수 

송하여 깎훨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소비지의 저장능력율 증대시킴 

으로써 성수기에 많은 양율 공급할 수 있다. 넷째， 시멘트 성수기에 생산공 

장에서 소비지까지의 원거리 자동차 수송거리를 단축시킬수 있다는 점이다. 

8) 따라서 분공장의 입지는 소비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초로 설립된 시멘트 분공장은 1963년 최대소비지인 서울에 쌍용양회가 

세운 서빙고공장이다. 그후 대소비지와 공업도시에 분공장이 많이 설립되었 

으며， 본공장에서 분공장으로의 시멘트 移送를이 1973년 35. 7"이었는데 

1989년에는 53.9"률 점하여 시멘트산업에서 분공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읍 

율 알 수 있다. 

이 러 한 분공장의 地城的 分布는 다음과 같다. 1960년부터 1969년까지 서 

울에는 쌍용양회의 서빙고 공장을 비롯하여 창동공장， 한일시멘트의 영동포 

공장 둥 3개가 입지하고 壘湖， 大田， 麗水， 뽑山에 각 1개씩 입지하여 대소 

비지와 공업도시에 시멘트 유통거점이 형성되었다(그립 3-2). 

1970-1979년 사이에는 서울에 2개， 부산에 3개， 大邱에 3개， 北椰에 2개， 

水鳳， 홉훌훌k院， 馬山에 각 1개의 분공장이 더 생겨 서울， 옳山， 大邱 둥 대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으며， 대소비지 주변지역인 水鳳， 훌훌k院 

동에도 분공장이 입지하였고， 임해공업도시인 北햄， 馬山에 시벤트의 유통 

거점이 더욱 강화되었다(그림 3-3). 

8)빼柱成， 1985, 前揚홉홉文，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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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분쇄공장 
• 신젤포장공장 

o 10Okm 

그림 3-2. 분공장 분포(1960-1969) 

ζ:; 

A 기존 분쇄공장 
O 기존 포장공장 

o 100km 
」 t

그림 3-3. 분공장 분포(1970 -1979)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 많은 분공장들이 생겨 1989년 현재 서울에 6개 

의 분공장이 입지하여 부곡， 수원의 분공장과 함께 대소비지인 서울과 경기 

도 지역에 시벤트를 공급하고 있다. 강원도는 春川의 분공장을 롱하여 그 

주변지역에 출하되고 영동지방은 시멘트 본공장 주변에 분공장 3개가 입지 

하고 있다. 충북은 淸州， 陰城， 훗江에 분공장이 생겼으며， 충남은 大田에 

분공장이 집중하여 충남 지역에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다. 전북에는 群山에 

2개， 옳壘， 全州에 각 1개 공장이 있으며， 전남지역은 光州 및 홈水， 홉川， 

光陽 둥 공업도시에 분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경북에는 大邱에 4개의 공장 

이 집중분포하고， 또한 옳띠에도 3개의 공장이 집중하고 경남지역은 옳海， 

昌原， 馬山， 풀州 동 주요도시에 분공장이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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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본· 분공장의 분포 (1980-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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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주도에도 분공장 하나가 자리잡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시멘트률 

공급하고 있다. 이와갈이 1980년대는 시벤트의 대소비지 및 대도시 주변지 

역에 분공장의 집중이 더욱 강화되었고， 주요 공업도시와 입해공업도시에도 

많은 분공장이 률어섰다(그림 3-4). 

이상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원활하게 시멘트를 공급할 수 

있도룩 생산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大都市 및 工業都市인 消흩地에 分

工뿔률이 많이 입지하고 있음율 알 수 있다. 

(3) 례미콘 공장의 分布

레미콘(REMICON:Ready Mixed Concrete)은 시벤트， 모래， 자갈， 물율 적절 

한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되는 유연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그래서 레 

미콘율 사용하면 작업 칸소화로 공사장 관리가 용이하고 공사기간율 단축하 

며 공사비률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즉， 공사현장의 혼합설비， 골재치장， 시 

벤트 창고가 필요없으며， 재료적치로 인한 손실이 없어 공사비가 절약된다. 

그리고， 원료가 잘 배합되기 때문에 강도， 밀도， 외관이 균일한 양질의 콘 

크리트를 얻을 수 있다. 

이와같이 레미콘공업은 시스템화 된 流通加工業으로 製遭業과 *홈送業을 

일체화 시킨 것이 륙색이다. 시벤트 빼的 流運의 末端에 해당하는 레미콘공 

장은 본공장과 분공장에서 수송된 벌크시멘트와 骨材률 혼합시켜 각 수요지 

에 판매하는데 91 1965년 서울 龍띠뚫 西水庫洞에 설립된 대한양회의 직계 

공장이 한국 최초의 레미콘 공장이다. 이러한 레미콘 공업은 1975년부터 본 

격척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1989년 현재 천국의 레미콘 공장은 277개이며 이중 경기도에 56개가 분포 

하여 가장 많고 서울의 12개률 합하여 서울·경기도에 레미콘공장이 집중되 

9)尊柱成， 1985, 前揚훌흩文，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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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경기도에 레미콘공장이 많이 분포해 있는 이유률 든다면 첫째， 레 

미콘의 상품성질로 보아 수송시간이 약 2시간이 한도인데 2시간이면 서율의 

인접지역인 경기도에서 서울로의 레미콘 버햄가 가능하고， 둘째， 서울에 공 

장용지와 골재확보가 어려운 점， 셋째， 서울시역내의 주변지역 개발과 수도 

권의 개발이 활발한 점울 률 수 있다.빼 또한 레미콘 공업은 여러 업종의 업 

자가 비교척 소자본을 투자하여 消費地에 설립시킬 수 있어 신규입지가 용 

이한 것이 륙징이다. 

3. 시벤트 공업의 훌훌 

시벤트(Cement)의 홉홈훌은 라틴어 Caedere{切石 또는 홉石의 뭇)에서 나왔 

으며， 岩石類를 분쇄한 것이라고 하는 본래의 뭇 뿐만 아니라 낼리 이것률 

을 接훌， 硬化시키는 재료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廣훌의 

시벤트란 물 또는 훌훌類溶被으로 반축했을 때 경화하는 무기질재료를 총칭한 

다. 그러나 狼義로 풀이해서 시벤트라고 하면 포틀랜드系 시벤트가 그 주체 

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것율 오늘날에는 포률랜드 시멘트와 同意語로서 사 

용되고 있다1D 

인류가 석회률 이용하여 성벽을 쌓고 둥대 둥 構훌빼율 건조했으며， 주택 

건축 둥에도 부분적으로 석회를 사용하여 왔음은 많은 유적률에서 찾아 불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시벤트는 1824년 영국의 한 벽돌공인 Joseph 

Aspdin (1779-1855)이 portland cement라는 륙허를 받은 후부터 생겼다. 륙 

그는 석회석과 점토률 섞어서 멍어리를 만들고， 이것율 탄산가스가 발산할 

정도의 온도로 구어서 이것율 분말로 했다. 이 시벤트는 우수하며 강한 水

硬性율 지니고 또 그 色調가 영국의 Portland 섬에서 산출되는 Portland 

10)上揚꿇文， p.9. 

11) 日本薰業屬슐， 1980, 뚫業工뽕 핸드북， 옳永振， 옳德潤 共譯， 大光훌林， 

p.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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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 석회암)의 색깔과 아주 비슷하므로 portland cement라는 명칭이 붙여 

졌다. 

그후 1840년 1. C. J ohnson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수경성 석회률 가소 

상태가 념도록 완천 연소률 시킨후， 여기에 chalk와 첨토률 척당한 비율로 

배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포률랜드 시멘트가 발달함에 따라 크렁카률 

주체로 하고 이것에 홉웰술래그 혹은 화산회 동율 섞어서 만든 혼합 포오틀 

랜드 시멘트가 발달했다. 그래서 슐래그률 많이 혼합한 고로시벤트가 발달 

하여 포오틀랜드 시멘트와 더불어 널리 보급되었다. 이외에도 석회석과 보 

오크사이트률 원료로 한 알루미나 시벤트가 발명되었고， 이 시멘트는 早期

홈훌度와 耐賣顧훌훌性이 우수하다. 

표 3-4. 수경성 시멘트의 종류 

단순 시멘트 혼합 시멘트 

수경성 석회 高빼 시멘트 

로오만 시벤트 실리카 시멘트 

천연 시멘트 메이슨리 시멘트 

포툴랜드 시벤트 홈훌g훌性 시멘트 

알루미나 시벤트 훌色 시멘트 

이처럼 시멘트는 종류가 많은데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Cù 공중에서 경 

화하는 훌硬性 시벤트(뼈石jK， 홉石톨， 마그네시아 시멘트)， ~ 耐醒시멘트 

및 B홉料用의 륙수 시멘트，@ 공기 및 물숙에서 경화하는 水硬性 시벤트가 

있다. 수경생 시멘트는 표 3-4와 같이 다시 단순 시멘트와 혼합 시벤트로 

나누어진다 121 

우리나라 시멘트 공업의 발틸과정은 일제하의 시멘트공업， 해방후 산업화 

12) 日本薰業醫홉， 1980, 前揚홉， p.149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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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까지의 시멘트공업，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1960년 이후의 시벤트공업 풍 

크게 3시기로 나누어 불 수 있다.빼 

(1) 日帝下의 시멘트공업 

우리나라에서 시멘트는 1890년 천후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 

초의 생산공장은 1919년 일본인에 의하여 세워졌다. 일본의 小野田(오노다) 

시벤트주식회사는 만주 및 중국시장에의 진출율 목표로 경의션 부근 명앙 

교외의 江東훌S 勝湖물 歸湖里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벤트공장율 건설하였다. 

셔 공장은 kiln 1 基로 구성되어 年間 생산능력이 6만톤에 이르렀으며， 공 

장부지를 4만명， 원료채굴구역을 80만명이나 보유하게 되어 당시로서는 우 

리나라 굴지의 공장이 되었다. 이 공장은 그후 10년간 한국의 시벤트 산업 

을 구성하는 유일한 폰재였으며， 年흩 能力율 1921 년에는 14만폰， 1928년에 

는 22만론으로 확장하였다. 

한면 1928년 小野田시멘트주식회사는 한반도 내에서의 사업율 확대하고 

함경남·북도 시장과 閒島 등에 진출하기 위하여 威南 文川都 川內물 川內里

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신설하여 年塵 13만톤의 생산시설을 완공하였다. 이 

공장의 생산품은 함경선율 통해 만주지역에 수출했율 뿐만 아니라 원산항올 

거쳐 일본내의 개발이 윷고 해운에 불리했던 東北地區， 北梅島 둥지에도 수 

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후 이 공장은 1936년 ki ln 1 基를 증설하여 생산능 

력을 倍加시켰다. 

이후 한반도 식민통치하의 공업발전과 농업 관개시설의 대폭적인 확장， 

13)본내용은 우리나라 시벤트공업의 발달에 대하여 다음 문헌률울 요약， 정 

러한 것임. 

훌훌團휴띤工業協홉， 1974 , 前揚출， pp.33-114. 

빼園훌業銀行， 1990, 前揚홉， pp. 581 -611. 

日 本憲業홉會， 1980, 前揚書， PP.149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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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의 신·개축， 철도망의 확장등으로 조선의 북부지역에서 계속 시땐트공 

장이 확장되었다.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1936년 조선시멘트주식회사가 賣홉 

遭 홉州市에 Kiln 4 基， 年흩能力 36만론의 공장율 신설하였고， 또한 같은 

해 朝蘇 小野田社에서 威北 富寧짧의 古찮山에 Ki1 n 2기， 年흩훌龍力 34만론 

의 공장율 준공하였다. 또 1937년에는 朝뺨 홉野(아사노)시멘트주식회사가 

뺑里院 근처인 훌훌훌道 .. 山都의 馬洞에 k i1 n 2 基， 年흩훌 麗力 18만론 큐모 

의 공장율 세웠다. 한면 이 해에 뼈뺨 홉野훌t는 서울에 우리나라 최초의 石

縮 스레이트 공장율 신설하였다. 이와같이 1936-1937년 사이에 시설확장이 

대폭 이루어져， 일시에 88만 론의 놀라운 시설중대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1937년에는 압룩강 수력발전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본격적인 댐공사 

가 시작되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멘트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시벤트 

分工뿔이 최초로 平北 期州郵 水뿔面에 설치되었으며 이 분공장은 이보다 

한해 앞서 완공을 본 승호리 공장의 제3차 시설확장에 따라 증산된 크링카 

룰 천답하여 수송·분쇄하였다. 그후 수풍댐 공사가 완료된 1944년경에 이 

분공장은 문을 닫게 되 었다. 

朝활 小野田社는 그간 20년간에 걸친 경험을 살려 조선의 남부지역에서도 

사업올 확장하게 되었다. 일본의 시멘트 상품시장에 불과했먼 남부지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자체 공급이 필요했먼 것이다. 그래 

서 처읍에 조선소야천사는 三隆에 18만톤， 聞훌에 18만톤의 공장을 동시에 

건셜할 계획이었으나， 전시의 자재난과 수송로 동 여러가지 사정으로 삼척 

공장만이 1942년에 江鳳道 三斷都 三斷몸 史直里에서 완공되었다. 전시의 

공사 자재난퉁이 겹쳐 이 공장은 5년이 념어서야 완공율 보았으며， 그 생산 

실적마저 본계획에 크게 미홉하여 年間 생산실척이 8만 톤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천쟁 막바지에 다달은 일제의 산업정책하에서 무리한 운전으로 잦은 

기계고장 때문에 이 삼척공장은 제대로 기능율 발휘하지 못하여 해가 갈수 

룩 생산량이 줄어둘었고 해방을 몇 개월 앞두고 運休狀顧로 률어갔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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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려운 여건 때문에 해방천에 문경공장의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재 되었 

다. 

이상에서 日帝가 추진한 시벤트공업의 略史률 살펴 보았는데， 일본의 두 

시멘트회사가 주로 한반도 북부지방의 원료산지에 많은 시멘트공장옳 건껄 

하였다. 이러한 시멘트공장 건설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 및 중국시장에의 

진출율 목표로 軍뽑흩業基地로서의 한반도률 생각했던 결과이지 결코 한반 

도내에서의 산업화률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 한반도 북부지방 

에는 많은 공장이 건설되었고 남부지방에는 삼척공장 하나 밖에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내에서의 시벤트공장 분포는 空間構造上 不혈홉율 초 

래하게 되었다. 

(2) 해방후 흩業化 이전의 시멘트공업 

해방이 되고 국토가 다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우리나라 시벤트 생 

산거점은 완전히 북에 귀숙되고， 삼척공장만이 남쭉에 남게 되었다. 이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의 시멘트 총년깐생산능력 180만론 중 162만톤옳 북에서， 

18만톤만율 남에서 갖게 되었다. 해방후 남한에 유일하게 남은 三陸 시멘트 

공장은 1945년 9월부터 보수，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공장은 

소규모나마 생산율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 생산실적은 지지 부진했으나 

1957년 聞훌 시멘트공장이 가동되기까지 10여년간 묵첨척 지위에 놓여 있었 

다. 1956년 삼척시벤트주식회사는 회사명을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 변경 

하였다. 

한면 6.25 동란 이후 復興需要에 따라 시멘트의 소비가 크게 눌 것으로 

예상하고 또다른 시벤트공장의 건설이 급선무라는 정책적 판단 아래 그 대 

책이 세워졌다. 공장의 신설장소에 관해서는 聞훌과 꿨陽이 논의 되었으나， 

해방전에 이미 문경에 대지의 일부를 매입해 두었기 때문에 문경으로 정해 

졌다. 축 훌北 MIJ톨都 店村물 新機里에 공장부지 4만여명. 年間 24만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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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올 보유하는 공장율 1957년에 건설하였으며 대한앙회공업주식회사 

라 하였다. 이 공장이 문옳 열었으나 시멘트의 국내소비가 대폭척으로 중대 

되어 여전히 수급균형이 잡히지 않아 시멘트 생산능력의 중대가 계숙 추진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동양시벤트공업주식회사가 1959.8 - 1961. 9 

사이에 18만론을 확장하여 36만톤의 생산능력올 가지게 되었고， 대한양회공 

업주식회사도 같은 시기에 키른 1 基률 중설하여 36만톤의 생산능력울 갖추 

게 되었다. 

시벤트의 공급은 1957년까지 동양이 묵주해 왔으나 대한의 문경공장이 본 

격적으로 가동된 1958년부터는 東洋과 大韓이 공급율 양분하여 담당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개발정책으로 국내수요가 급증하여 다시 시멘트공장의 증설 

내지는 신설을 긴급히 계획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이 이 시기는 국토분단으로 시멘트공장 대부분이 북에 위치하게 

되었고 남한에는 삼척 공장만 남게 되어 시벤트 공급에 큰 차질을 가져왔 

다. 그리고 6.25 동란으로 공장가동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후 천후북구 

사업 등으로 국내소비가 많아지자 삼척공장올 보수， 가동하고 문경공장올 

건설하여 수요에 충당하였으며 시설확장도 단행했다. 그당시 두개의 공장 

모두가 원료산지인 태백과 소백산지에 입지했기 때문에 제품의 수송에도 어 

려움이 많았읍율 알 수 있다. 

(3) 1960년 이후의 시벤트공업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충 정부는 시멘트산업을 전략적인 關훌훌훌 

業으로 션정하고 內外홉의 동원을 국대화함으로써 시멘트업계는 눈부신 발 

천율 이록하였다. 정부에서 강력한 경제개발올 추진하게 되자 모든 변에서 

활기률 띄고 륙히 건설부문의 수요증대는 눈부실 정도였다. 륙 정부의 자금 

공급과 각종 토몹사업의 확충， 개간정착사업 둥율 포함한 국토건설사업이 

일어나자 경제계의 각부문에 걸쳐 유효수요를 크게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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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工業 政策도 과감하게 시정되어 소비재공업 중심으로부터 생산재공 

업 중심으로 방향천환율 모잭함에 따라 대규모 공장의 증가가 현저히 눈에 

띄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계의 활력은 민간부문에서 영향율 받아 주택， 아 

파트， 상가률 중심으로 한 건축 붐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기존의 2개 시벤트 생산공장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신설공장 

률이 건설되었다. 이둘 공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시벤트는 1962년 정부의 핀고률 받고 국토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삼척 

시내에 있는 南山 절단공사률 실시하여 많은 석회석 완료를 얻율 수 있었 

다. 이 공사는 남산을 절단하여 삼척시내률 관류하는 오십천의 수로률 변경 

시킴으로서 수해를 방지하고， 약 10만명에 달하는 농지개간과 주택 및 공장 

부지룰 획륙할 수 있는 동시에 남산 절단 공사에서 나오는 석회석 및 점토 

는 동양시멘트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사였다. 그리고 1967년 

SP k i1n 1기률 증설하여 年훌훌홉겉力 93.5만론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후 

1970년대에 률어와 시설개조， know-how 공사률 통해 키른 5기에 年훌龍力 

351만론으로 늘어났다. 륙히 동양은 연료대체의 선두주자로서 1980년에 방 

카 C유 專홉施훌훌울 방카 C유와 석탄의 겸용 시설로 대체하였으며， 천기집진 

기 설치 둥 공장부대시설의 대폭적인 확장을 기하여 1989년 현재 477만폰율 

생산하고 있다. 

大尊洋成는 1963년 서울 서빙고동에 크링카 분쇄 및 포장공장율 건립하였 

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消흩地에 分工뿔율 설립한 것이다. 이외에 우 

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965년 西Jj(庫I:뿔 내에 레미콘 공장올 부설하였다. 

레미콘의 수요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레미콘 공장은 전국적으로 늘어나 

기 시작하였고， 1968년 4호 키른이 증설되어 年間 49.3만톤의 생산능력울 

보유하게 되었다. 그뒤 1975년에 쌍용양회에 홉수되었다. 

現代建짧은 제3시멘트의 사업주체가 되어 1964년 忠北 퓨陽都 梅潤面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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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里에 공장율 건설하였다. 이 공장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자셰히 기술하고 

자한다. 

제4시벤트의 사업주체인 한일시벤트가 1964년 忠北 꿨陽훌B 梅뼈面 友훌里 

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공장에 대해서도 제4장에서 자세히 다휴도룩 한 

다. 

경제개발계획상 제5시멘트는 1966년 年흩龍力 41만폰의 공장울 忠北 壘川

都 웰홉面 立石里에 위치한 약 6만명의 공장부지에 건껄하였다. 이 공장은 

주위에 약 40억톤의 석회석 광산올 가지고 있다. 사업주체는 1957년에 설립 

된 훌훌훌業이며， 1965년에 충북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 다시 1973년에 아시 

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로 회사 명칭이 바뀌었다. 아시아시멘트는 1976년 109 

만론 규모의 NSP kiln 1 基률 증설하였으며 이률 1979년에 know-how 공사 

률 통해 122만폰으로 률어올렸다. 이밖에 2호 키른의 NSP 개조로 180만폰으 

로 늘어났다. 

제6시벤트의 사업주체는 짱용시멘트가 선정되었다. 공장은 江鳳道 寧越都

西面 훌톨龍里에 年훌훌겉力 40만론 규모로 가장 짧은 공사기 간율 거 쳐 1963년 

에 세워졌다. 이어 쌍용은 江홈道 三斷짧 三階몸 三和里에 年흩能力 173만 

론 규모의 동해공장율 건설하였다. 이후 동해공장은 1980년까지 대규모 키 

른 5기률 증설하여 단일공장으로선 세계 최대 큐모인 882만론의 생산설비률 

확보했다. 그리고 영월공장도 1, 2차 확장이 이루어져 年흩龍力이 212.2만 

론이나 되었다. 이와같이 쌍용은 생산시설을 다른 회사보다 앞서 대폭적으 

로 중대시켜 두 공장과 1975년 인수한 문경공장(대한양회 )에서 생산되는 막 

대한 물량의 유통을 위해서 분쇄공장 및 포장공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 

었다. 그래서 大田， 서울 율洞에 분쇄공장율 건설하였고 훌뼈， 톨g水， 훌훌山， 

쏠山 둥 임해지구에도 포장공장율 설치， 확장시켜 나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白시멘트의 생산공장이 1964년 京홈道 홉川 

물 훌훌훌洞에 年間 1. 5만폰의 생산규모로 건설되었다. 유니온 白양회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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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1971 년 1. 5만론의 키른 1기률 증설하여 3만툴으로 생산능력이 충대되 

었으며， 이어 1979년 1호 키른옳 NSP로 개조하고 계속척인 know-how 공사률 

통해 1981년에는 5만론까지 확대했으며， 1982년 공장율 忠北 뽑原都 如웰面 

으로 이천하면서 年흩훌龍力 10만론 규모로 늄렸다. 연료는 질과 관련된 白色

度 때문에 천척으로 방카 C유만율 사용한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시벤트 업계에서는 훌홈化훌이 1969 

년 忠北 꿨陽都 據浦面 梅뼈里에서 공장율 가동하였는데， 이 공장에 대하여 

는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룩 한다. 

1970년 또하나의 시멘트 생산공장이 착공되었는데 이 공장은 高홉가 사업 

주체로서 시멘트공장이 전혀 없먼 全南 長城짧 長城물 판光里에 위치한 것 

이 륙징이다. 이 공장은 1973년 22개의 석회석 광구률 배경으로 年間 생산 

능력 68만톤 규모의 공장이 다. 

훌훌園홉발 시멘트제조주식회사는 1978년 흩北 補項에 공장율 건설했다. 제 

철용 용해로의 부산물인 슐래그(slag)를 원료로 하기때문에 슬래그의 원활 

한 조달을 위해 포항제철이 있는 포항에 공장율 세웠다. 시멘트공장의 주공 

정인 크링카 생산공정율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분쇄공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공장은 시간당 분쇄능력 65폰 규모의 시벤트 mill 1기률 신설하였 

고. 1980년 2호기 및 3호기률 증설하여 현재는 시간당 분혜능력 195론의 시 

설규모를 갖추였다. 

1985년 한라시벤트주식회사가 江鳳道 題써{훌ß :K훌훌面에 건설되었으며 이 

공장에는 NSP키른 1기의 시설이 갖추어져 年間 생산능력 118.8만론 규모률 

가지고 있다. 1988년 6월부터 증설공사를 시작하여 완공될 경우 생산규모가 

크게 증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전에는 일본의 시멘트회사률이 만주 및 

충국시장율 겨냥하여， 륙 전략적인 축면에서 주로 북한에 시멘트공장율 많 

이 건설하였다. 이로 인해 국토공간상에는 시멘트공장들이 불균둥하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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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그러고 해방이 되면서 북에는 많은 시멘트공장이 있었으나 남 

에는 삼척공장만이 남게 되어 수요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또한 6.25 

사변 이후 국토 재건에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자 대한양회 공장이 들어섰다. 

이 시기에도 역시 원료산지에 공장이 건설되어 국토공간상 불균형을 초래하 

였으며 소비지까지 시벤트률 공급하는 데 어려울이 많았다.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I業化， 都市化로 인한 수요가 폭발척으로 증가하 

자 기존공장률의 시설확장과 신설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주로 태백산지 

에 공장률이 많이 분포하나 원활한 공급율 위해 소비지 가까이에 분공장 및 

레미콘공장들도 많이 건설되어 우리나라는 시멘트공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였 

다. 

4. 시멘트 生훌 및 流훌 

(1) 시멘트의 生흩工程 

시벤트공업은 1980년을 천후하여 I程改善(NSP 방식도입 ) , 연료대체 둥 

에너지 節減技術이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제품 다양화와 함께 원료 혈質 

化률 중심으로 한 자동화기술개발， 분쇄공정개선 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5는 시멘트제조공정을 나타내며 공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석채광 

처읍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勞動集約的 I程이었으나， 장비의 대형 

화， 현대화 동 기술향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면서도 오히 려 노동력운 줄어 

드는 현상율 보이고 있다. 

시멘트 원료로 석회석율 초기에는 slope cut , glory hole 채광법으로 생 

산하였으나， 계숙척인 생산시설 증대로 현재는 bench cut 채광법으로 생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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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약 88"가 slope cut. 12"가 bench cut의 방법으 

로 채광했으나. 1970년대에는 약 18"가 slope cut. 12"가 glory hole , 70" 

가 bench cut 방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율이 완천히 역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이 현상이 심화되어 그 구성비는 5". 5". 90"로 나타나고 있 

다. 

채광장비의 대형화도 그칸 현져하게 진행되었다. 축 rock drill의 경우 

그 직경이 1960년대 초에는 30-40mm가 보롱이었으나. 1970년대초에는 

60-85mm가 보면화 되었고. 1980년에는 100-300mm로 더 커져 농옳이 향상되 

었다. 그러고 dump truck 은 1960년대 초 8-13론급이 1970년대 초에는 

15-35톤급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35-50톤급이 주가 되고 있 

다. 

이 공정에서 원석을 폭파하여 채광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폭음은 소 

음공해를 일으키고， 폭발로 인해 돌이 날아가고， 먼지가 바람에 날려 주민 

률에게 피해률 주며 또한 자연파괴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2}조쇄공정 

채광된 석회석은 갱내에 설치된 분쇄기 (gyratory crusher)로 1차 조쇄되 

고， 이는 다시 25mm 이하 크기로 hammer crusher와 cone crusher로 분쇄된 

후 belt conveyor로 석회석 置뿔까지 운반하게 된다. 

우리나라 시멘트업계의 crusher의 용량은 1960년 초에 50-100톤/h이었으 

나. 1970년대에는 200-350톤/h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1980년대에는 500-1300 

폰/h으로 되었다. 

따쇄， 분쇄시에 각종 機器의 소음이 발생하며. conveyor로 운반하는 과정 

에서 주변에 많은 분진을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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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분쇄기~I시멘트저장조뉴→關 :關

그럼 3-5. 시멘트의 생산공정 

3)예비혼합장치 및 원료치장 

조쇄된 석회석은 예비혼합장치에 의하여 균일한 품위률 갖추도록 혼합된 

후 저장되며， 자동차와 화차로 운반된 점토， 철광석 및 석탄도 치장에 분리 

저장된 후 raw mi 11 에 공급된다. 종래의 原料調슴은 반자동식이었으나 최근 

에는 석회석， 점토， 규사， 철광석 동 主·副鳳料의 調合에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고， 이 과정이 자동으로 신숙， 정확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수동식보다 원료 품질의 훌훌훌偏훌가 적율 뿐만 아니라 자 

동화에 따른 인력절감효과， 품질향상， 생산공정의 안정화에 따른 생산성 향 

상 및 에녀지 절감효과률 기할 수 있다. 

4)원료분쇄공정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점토， 철광석은 각각 weighing auto feeder에 

의해 일정 비율로 double rotator mill 에 투입 미분쇄된 후 raw mi 11 si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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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운반되는데 이때 raw mi 11 silo 내에는 homogenizing system이 있어 

원분율 균일하게 혼합한 후 storage silo에 저장된다. 

5)소생공청 

소성공청은 시벤트의 충간제품인 크링카 제조공정으로서 시맨트 제조과정 

에서 가장 에너지률 많이 소모하는 공정이다. 소성방법에 따라 협式(wet 

process) , 半乾式(semi-dry process) , 乾式(dry process)으로 구분된다. 

raw mill storage silo에서 인출훤 원분은 weighing hopper에 운반되어 

일정량이 연숙객으로 preheater cyclone에 공급되어 kiln의 혜열과 

calcinating burner에 공급된 연료로 원분은 850 oC 천후로 예열 가소되어 

ki ln에 루입 kiln내에서 1, 450 o C 전후로 소성하면 크링카가 생성된다. 

한면 kiln에서 생성된 크링카는 고온상태로서 냉각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공정은 키른의 열효율 및 시벤트의 강도， 색상， cement mi 11의 분쇄효율 

등에 영향율 미친다. 크렁카가 자연 냉각될 경우 시벤트의 품질저하 및 분 

진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急冷울 시킨다. 

소성연료는 대개 1960년대 이전에 설치된 시설률은 석탄을 사용하여 왔으 

며 이때문에 시멘트공장들이 석탄산지와도 가까이 입지하였다. 그리고 1960 

년대 충반까지 유연탄 혹은 무연탄을 사용하였으나 1966년부터 방카 C 油로 

의 대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방카 C 油의 部門.8U 사용량에서 시벤트 업계 

가 발천용 다옵으로 많은 비충율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나 낙진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2차 에 

너지 파동으로 시멘트업계에서는 脫石油化를 시도하여 또다시 유연탄을 소 

성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6)크링카 치장 

kiln내에서 생성된 크링카는 planetary cooler 또는 hydraul ic g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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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r에서 100 oC - 180 oC 정도로 급격히 냉각되어 크링카 치장에 저장된 

후 일부는 각 지역 공장에 이송되고 얼부는 분쇄공정올 거치깨 된다. 

7)시멘트 분쇄공정 

크링카는 용결 지연째인 색고 약 3-4"와 갑이 혼합하여 cement mi 11 에 투 

입 분쇄하며 separator률 이용하여 큐격 이상의 미분율 만든 후 cement 

storage silo에 져장하게 된다. 

시멘트 공장 관리애서 분쇄공정은 원가관리， 제품 포는 원료의 품질 관리 

변에서 충요시 하여 관리해야 하며， 동력소모량의 80" 정도가 분쇄에 소모 

되고 있으므로 단위 시간당 분쇄효율율 최대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최근 

신설되는 mi1 1 에서는 원료률 자동적으로 신숙， 정확히 쳐리하기 때문에 제 

품의 품질 향상과 성분 control의 無A{~률 기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술의 

발달로 노동력의 감소률 가져온다. 그리고 소비지에 자리잡고 있는 분공장 

에서는 본공장에서 가져옹 크렁카률 분쇄하는 공정옳 주로 하고 있다. 

8)포장 및 출하 

cement storage silo에 저장된 분말 시멘트의 일부는 분공장에 이송되고 

일부는 포장공정율 거쳐 수요지로 출하하게 된다. 

시벤트의 포장지는 주로 크라프트紙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우 

크라프트지 생산은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펄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으로서 시벤트 원가의 절감방안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포장재료의 대체방안 

이 검토되어 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bulk 훌하 

비중율 증대시키는 방안만이 남아있다. 한면 포장공정은 초기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했으나 지금은 기계화， 자동화로 사람의 힘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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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맨트 수송장비로는 hopper car , bulk car , bulk truck, cargo truck 동 

이 있으며， 철도수송옳 강화하기 위하여 화차를 제작하고 벌크 수송 화차률 

크게 놀리는 등 수송장비의 근대화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철도 

수송능력이 수송수요의 물량증대 추세에 해따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자동차 수송에 의 한 수송분담율이 높아지고 있다. 

포장된 시멘트를 자동차로 운반할 경우에도 많은 붐진이 도로애 떨어지 

고， 이것들이 주변지역에 날려 환경올 오염시킨다. 

(2)시맨트의 生훌 및 뼈흩 

우리 조상들이 각종 건축·토목공사에 석회 또는 시멘트훌 사용한 혼쩍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 불 수 있으나 언제부터 시멘트률 수입했는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890년 천후부터 주로 일본에서 수입해 왔다고 천해지고 있으 

며， 日本 統훌짧가 셜치된 이후인 1908년에야 정확한 수입량이 집계되고 있 

다. 1908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약 8, 400 톤에 불과했으나 약 10년 해 

인 1919년에는 44 ， 000톤으로 많이 늘어 났다 14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에 첩어률면서 약 5만톤 정도의 시벤트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1925년에 10만톤올 넘어서고， 1928년에는 생산량이 두배로 중가되 

어 年흩 26만톤옳 기록하였다.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시벤트가 공급되다가 

1936-1937년 사이에 새로운 공장률이 많이 률어서게 됨에 따라 생산량이 급 

증하여 1937년에는 67만톤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비도 그해에는 75만톤에 

이르러 상당량올 수입에 의폰하였음올 알 수 있다. 

備放이 되면서 남한에서 생산되는 시벤트 생산량은 얼마되지 않았으며 

1953년 이후 3만 내지 6만폰 쩡도률 생산하였다. 국내 소비량이 대폭척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땐트 생산량도 늄어났으나 1958년에는 30만론 이상옳 수입 

14)빠톨洋JKI훌훌홉흩， 1974 , 前빼출，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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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60년대에 접어들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표 3-5). 두재 공장의 시셀확 

장으로 1961 년 말 총생산능력은 72만론에 이르째 되었으나， 빼훌훌寶으로 

인해 국내수요가 급충되어 1963년에는 78만혼의 생산량과 28만론의 수입량 

올 합해 100만론 이상이 소비되었다. 또한 정째개발체획으로 모든 붐야애 

서 활기를 띄고 국토건쩔사업과 대규모 공장， 주택， 아파트의 건껄 풍으로 

시 맨트의 수요는 급척 히 놀어 놔다. 

표 3-5. 시땐트의 수급 현황(I 960-1969 ) (단위 :M/T) 

연 도 생 산 수 입 수 출 ~‘- 비 

1960 464.265 57, 810 - 533, 703 
1961 51 1, 371 75.647 - 572 , 540 
1962 789. 744 180.385 - 977 , 283 
1963 778.298 277 , 737 - 1, 063 , 266 
1964 1. 242. 784 - 19 , 720 1, 154 , 441 

1965 1. 614. 141 - 55.213 1, 479 , 368 
1966 1. 884. 353 190.325 90.087 1.902.305 
1967 2, 441, 026 533. 736 53, 899 2.766.467 
1968 3.573.538 106, 281 87 , 152 3, 370, 618 
1969 4.864.797 12, 000 328 , 970 4, 287 , 733 

(출쳐: 한국양회공업협회， 1974 , 한국의 시멘트산업， pp. 55-78.) 

1964년애 들어셔셔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애셔는 새로운 천기를 마련하였 

다. 측 쌓용의 훌훌훌I:훌이 가동올 시작하였고 이어서 한일 및 현대시벤트가 

훌훌훌옳 시착하였다. 이로 인하여 생산량이 많이 놀어났기 때문에 시벤트 공 

급의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판매경쟁이 심해져서 시중의 시세가 하락하였다. 

그래셔 시멘트률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즉， 1961 년 72만폰의 年뼈 생산능력 

이 1964년 172만톤으로 놀어나 많은 잉여분이 생겼고， 이 해에 최초로 뿔南 

에 약간의 시 멘트를 수훌하게 되 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생산량이 급증하여 1969년의 시맨트 생산량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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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여만폰애 이르렀다. 이들 대다수 생산량이 국내애셔 소비되고 수훌량운 

얼마되지 않았다. 

이상얘셔 1960년대 초애는 50만톤내외의 시뺀트훌 생산했으나， 1964년 이 

후 시벤트공장들이 많이 건셜되면서 계속 생산량이 늘어나 1969년 말애는 

1960년얘 비하여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500만폰애 육박하였고， 소비량도 그 

해 생산량과 비슷한 수준율 나타냈으며， 1964년부터 수훌이 시작되어 1969 

년에는 30만톤 이상올 수출하게 되었다. 

1970년에 들어서서는 인구의 도시집충얘 따른 아파트 건설과 대규모 토목 

공사 둥 건껄경기 활황에 따른 內톰훌大로 대폭척인 시썰확충이 이루어지면 

서 세체쩍인 사맨트 생산국으로 발롤울하였다. 륙히 시땐트 생산시옐의 핵 

심인 소생쩔비가 1970년대 충반 이후 본격척으로 NSP Kiln으로 재조되기 시 

작하면서 생산능력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 내무부와 각 시멘트 생산회사 간에 농촌 개발옳 위한 훌 

合計홉훌業으로 연간 50만론의 시멘트률 비수기 중 공급하기로 하는 새마옳 

가꾸기용 시벤트공급계약율 체결하면서 이로부터 해마다 9, 10월 경에는 

40-50만론에 달하는 새마율용 시벤트률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빼 

이리하여 시멘트의 생산은 1971 년의 690만톤에서 점진척인 증가세를 지속 

하다가 1975년에 쳐옵으로 1 ， 000만톤대률 넘었으며. 소비 역시 생산과 갈은 

추세로 1971 년 610만톤얘서 서서히 눌기 시작하여 1977년에 1， 000만톤대툴 

둘파하였다. 수출은 1972년에 100만론율 냄으면서 가숙화하여 1975년에는 

244만론으로 옳라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73년 12월， 1974년 2월 및 4월의 3차에 걸친 석유파 

동은 홈톨홈를 부채질했으며 이어 경기침체현상이 나타나 시벤트업체애 칙 

첩 ·간접으로 영향율 미쳤다 .• 훌훌는 1977년 가율 성수기부터 서셔히 풀려 

이 해의 시벤트생산은 1 ， 440만톤， 국내소비량이 1, 112만톤 그러고 수출이 

15)빼톰洋IKI業없흩， 1974 , 前揚훌， p.I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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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론이나 되었다. 수훌지역은 그 당시 한창 건썰볼이 얼어났먼 충풍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둥 이었다. 이어 건축경기를 비롯한 천 

반척인 경기가 과열현상옳 보이면서 시멘트 소비가 급격히 충가하여 1979년 

애는 1, 580만톤이 국내애서 소비되었다. 그래셔 1970년 이후 수입올 하지 

않다가 1978년에는 일시객으로 26만 6천혼올 수입하재 되었으며， 1979년의 

생산량은 1, 660만폰올 나타냈고 170만론이 수훌되었다(표 3-6). 

표 3-6. 시벤트의 수급현황0970-1979 ) (단위 :M/T) 

연도 생 산 수 입 수 출 ~‘ 비 

1970 5, 821 , 604 - 546 , 230 5, 330, 952 
1971 6.872.289 - 940 , 365 6, 101, 859 
1972 6.486.293 - 1. 181. 512 5.672.163 
1973 8, 179, 801 - 1, 527, 036 7, 182, 039 
1974 8, 838 , 306 - 1, 875, 969 7, 655 , 164 

1975 10, 129 , 264 - 2.463.298 8.434.663 
1976 11 , 873, 092 - 3, 665 , 855 8, 983 , 133 
1977 14 , 418 , 187 - 4.040.287 11. 116.764 
1978 15, 466 , 872 266 , 000 1. 869. 277 14, 762 , 331 
1979 16, 614 , 450 - 1, 774 , 417 15, 825, 014 

(훌쳐: 한국양회공업협회， 1983, 시멘트， 제91 집， P. 163. ) 

이상얘셔 보는 바와 갑이 1975년 생산량이 1 ， 000만톤옳 념어서면서 국제 

척인 시멘트 생산국으로 발롤용하였으며， 해마다 수출량도 늘어나 1977년에 

는 400만톤이나 수출하게 되었고， 국내 소비량도 생산과 거의 같은 추세로 

증가하여 1979년에는 1 ， 500만론율 념어섰다. 

1980년대에 들어와셔는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가상승 및 천반척 경기 

침체애 따른 시벤트 수요감소로 일시척인 생장둔화훌륭 겪었다. 측 국내 시멘 

트 소비는 1979년의 1, 580만톤올 쟁점으로 1980년애 1 ， 320만혼， 1981 년 

1 ， 240만폰까지 감소하였다. 수출은 1980년 441만혼올 기륙하여 3년만애 다 

시 400만톤대를 기륙했고 1981년에는 시멘트 수훌사상 최고인 577만론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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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으나 다올 해에 560만톤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1982년부터는 건축허가 

면객의 증가와 건설공사 受注觀이 계숙 증가하는 둥 公共짧門보다는 民뻐都 

門에서 그러고 상업용건축옳 중심으로한 전반척인 국내 건껄경기의 활황애 

의한 내수의 증가로 1983년에는 사상 처융으로 생산량이 2천만론올 념어섰 

다. 

표 3-7. 시멘트의 수급현황(I 980-1989 ) (단위 M/T) 

연 도 생 산 수 입 수 출 &:‘- 비 

1980 15.573.117 - 4.409 , 112 13.172, 037 
1981 15.599.640 - 5. 773. 773 12, 438 , 683 
1982 17, 912 , 285 5.598.206 14 , 301 , 021 
1983 21. 213. 807 5, 052 , 312 17, 648 , 742 
1984 20.358.740 - 3.177.050 18, 506, 172 

1985 20.498.373 2.942.804 18.976.265 
1986 23.225.377 - 4, 404 , 811 20.387.363 
1987 25.661. 794 - 4.837.102 22 , 755 , 184 
1988 28 , 995 , 332 177, 000 3.594.588 26.201.987 
1989 30.473.832 416.000 3.342.444 28.210.064 

(출처: 한국양회공업협회， 1989 , 시멘트통계연보， p.347.) 

1986년에는 그동안 추진하여 왔먼 아시안게임 둥의 시설확장 공사가 마무 

리되고 1987년부터 경기회북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증대와 주택건설부문 

의 경기회북 동으로 국내건설이 활황율 보이면서 시벤트생산은 증대되었으 

며 1988년에는 올림픽， 서해안개발 둥 륙수요인이 겹쳐 최근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울 보이고 있다. 1989년에 들어와서는 전년의 올림픽， 총선 동의 륙 

수가 사라지고 국내경기침체 및 성장둔화로 시벤트업계는 내수감소률 우려 

하였으나 주택건축율 중심으로한 건설경기의 호조와 계숙적인 公共훌業훌훌注 

에 힘입어 시멘트생산은 3천만론율 넘어섰다(표 3-7). 

한편 시벤트 수요 역시 국가경제개발과 더불어 지숙척으로 증가하여 왔으 

며 륙히 건설， 토북공사에 크게 화우되며， 최근의 국내건설경기의 지속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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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에 따라 시땐트수요가 신장세를 보여왔다. 측 높은 시벤트 내수충가를 

보인 주요 요인으로 건축경기의 천반척 상승옳 팝올 수 있으며， 특히 주택， 

상업용 건축이 활발하여 시벤트 소비가 크게 충대되었다. 이외에도 천반척 

인 內톰훌業의 活性化， 아시안 게입 및 올림픽의 초생공사와 마무리공사 둥 

이 시멘트산업의 호황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리하여 1985년에는 시땐 

트 소비가 1 ， 900만론이었으나 그 다융해에 2 ， 000만톤올 넘어섰고， 1989년에 

는 2， 800여만론이 소비되었다. 內톰톰버淸를 수요부품벌로 보면 1989년 현재 

民뽑가 2 ， 606만폰으로 92.4", 官톰가 214만톤으로 7.6"를 첨하고 있다. 

시 벤트는 훌를훨品으로 가격 에 비 하여 수송비 가 많아 수출 附1Jo ftl빼가 매 

우 낮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은 훌용.性보다는 주로 톰홈給훌뭘節 목척으로 이후 

어져 왔다. 1980년 초에는 석유파동과 내수부진으로 수훌활동올 강화하여 

가장 많은 수출실척율 기록한 바 있으나 1982년 이후 국내건셜 호황으로 인 

한 내수호전과 해외건쩔시장 위축， 시멘트 수입국률의 自給度 향상에 따라 

수출은 최근 수년간 1987년의 480만톤율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우리나 

라의 시벤트 수출시장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의 중동지역과 

동남아지역으로 크재 양분되어 왔는데 최근 동남아지역에서는 개발도상국들 

의 자급옳이 높아지고 있으며 충동지역은 주변지역인 스페인， 그리스의 수 

출공째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일본， 홍콩. 마카오 

지역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종래 최대시장이었던 중동지역으로의 수훌이 

1988년부터는 완천히 충단되어 뿔出市훌의 #훌造훌化가 얼어나고 있다.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는 시멘트산업이 천형적인 내수산업으로 1970년대 

이후 거의 완전 자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987년까지 수입이 거의 없었 

으나 최근의 국내건껄경기 활황에 따라 급속한 수요증가로 인한 일시쩍인 

수급불균형으로 부축분올 수입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에 18만톤， 

1989년에 42만론 규모로 주로 인도네시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국쩨 

교역이 최근에 와셔 이루어졌다. 

- 46-



이상애셔와 갈이 1980년대애도 계속 생산량이 놀어나 1983년애 2， 000만혼 

옳 념어셨고 국내건셜경기의 지숙객 성장애 따른 수요 충가로 1989년얘는 

3 ， 000만론 이상율 생산하게 되었다. 국쩨 수급의 변에셔 볼때 1980년대 초 

반에는 국내소비가 약간 감소되면서 수훌이 확대되어 지금까지 가장 많은 

570만톤올 수출하였으나 다시 국내소비가 많아지면서 차홈 수훌량이 훌어률 

고 있옵올 알 수 있다. 

(3) 시땐트의 버빼 및 流훌훌 

시맨트의 生훌 및 消훌훌.은 앞에서 쌀펴본 바와 갈이 그동안 급충하여 왔 

다. 이러한 훌.1를빼인 시벤트가 어떤 홈路를 통하여 버뼈되며， 그 수송수 

단 및 수송형태는 어떤 변화률 가져왔는 지 알 필요가 있다. 

유통은 깐단히 발해서 제품이 생산공장에서 소비자에재 공급되는 과쟁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애게 원활하게， 필요한 시 

기에， 훌正톰格으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멘트의 유통경로에는 商的 流훌훌훌훌홉와 "的 流훌훌흩홉가 있다. 그 경로 

률 나타낸 것이 그립 3-6과 그림 3-7의 내용이다. 먼져 상척 유통경로률 보 

면 무포장(bulk)시맨트 수요자와 대량수요자는 특약점과 직첩거래를 행한 

다. 그러나 소량수요자는 륙약점 밑에 있는 소매점율 경유하여 구매하고 있 

다. 다옴으로 물척 유통경로는 두가지 형태률 나타낸다. 그림 3-7에서 보듯 

이 하나는 시맨트 생산공장에서 톨톨빼置뿔과 흩촬送專用뼈흩를뿔에 시멘트률 수 

송하여 수요자에게 유통시키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本I:홉에서 分I훌으 

로 시멘트률 이송하여 수요자에게 유통시키는 것어다. 전자의 물척 유통정 

로로는 포장시멘트가， 후자의 물척 유통경로로는 본공장에서 생산된 크링카 

혹은 훌包裝 상태의 시멘트가 분공장으로 이송되어 포장시맨트 혹운 벌크시 

맨트로 유통된다 11 이때 생산공장얘셔 하치장까지의 운송비는 공장애서 부 

16)빼柱成， 1985, 前홉훨文，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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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시벤트의 상적 유통경로 

(출처; 한주성， 19'5 , P.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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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시벤트의 물적 유통경로 

(출처; 한주성， 19'5 , P.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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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며 하치장에서부터는 소비자가 뿌담한다. 

우리나라의 시멘트 유통 및 소비는 주로 포장시맨트애 의존하여 왔다. 

1973년에 벌크화(無包裝시멘트)율은 10.2"이고 나머지 89.~가 포장시땐트 

로 소비되었다. 그러나 벌크시맨트의 수송이 가농해지면셔 벌크시벤트의 수 

요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83년 시멘트 총소비량의 32.3"가 벌크시멘트 

로 나타났고 이중 레미콘용이 64.1"를 절하여 래미콘공업의 급속한 벌천옳 

가져 오기도 했다. 이처럼 벌크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충은 첨첨 늘어나셔 

1989년 현재 포장시땐트는 36.7"(1 ， 035폰)이고 벌크시땐트는 63.3"(1 , 786 

폰)를 차지하여 벌크시멘트 소비의 지숙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와갈이 벌크화는 수송효율의 중대， 보관관리의 홍훌， 유통의 단순화， 뼈짧 

흩用 및 포장비용의 철감 동에 이점이 많아 앞으로도 벌크화율은 지속척으 

로 높아질 천망이다. 

시맨트의 수송수단으로는 철도， 자동차， 션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 

다. 시맨트는 충량화물로서 수송비가 생산비용의 약 10"률 차지한다. 철도 

에 의한 수송비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철도 수송량이 많은 비중올 차지한 

다. 시멘트 생산공장이 대부분 석회석 광산이 위치하고 있는 산간오지얘 핀 

충되고 소비지가 생산지로부터 멸리 떨어져 있올 뿐만 아니라 광역화되어 

있고， 또한 이들 지역에서 무연탄 수송과 경합될 뿐만 아니라 시맨트 및 무 

연탄의 수송수요가 다 같이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수송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다 171 총수송물량의 규모가 확대되기 이천에는 무연탄의 생수기(1 1월 

-3월)와 시벤트의 성수기 (4월 -10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 물량의 

조절로서 대처할 수 있었으나 年次的으로 시멘트와 무연탄의 공급량이 대폭 

증대됨에 따라 그와갈은 방법은 한계에 다달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結7K期 및 雨期의 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멘트 

의 수요가 계절척으로 생수기와 비수기로 뚜렷이 구분되어 왔으며 따라셔 

17)훌뿔午， 1984 , 新빼톨地理， 大훌훌k材出版훌t，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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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도 계철척으로 면중되어 왔다. 축 건축활동이 저조한 1-2월이 시멘트의 

비수기이며 7월에도 장마동으로 수요가 약간 떨어짐을 표 3-8에서 알 수 있 

다. 

표 3-8. 월별 수송 비중 ( 1989년) (단위 :%) 

그리고 시벤트의 소비가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수송의 집중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181 이와같이 季節的·地城的 수송의 집중은 시벤트 수송 

에 또하나의 어려운 점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수면의 부촉과 도 

로사정이 좋지 않아 내륙지역에서는 철도에의 수송의존도가 놓으며 대량화 

물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시멘트의 철도 수송의존도는 

경제개발 초기인 1962년에는 92.6%였으나， 1977년에는 48. 7%로. 1989년에는 

36.2%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자동차， 선박에의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다(표 3-9).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에의 수송의존율이 10% 

에 못 미쳤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크게 높아졌다. 이것은 고속도로망의 확 

충과 각지에 건설된 분쇄공장， 포장공장 service silo 동 충계기지로부터 

의 2차 수송은 거의 자동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거리 수송과 2 

차 수송에는 자동차가 유리하며 이로 인하여 각 공장에서는 많은 자동차와 

기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최근에는 시벤트 벌크화 증가 추세에 

따라 수송장비도 종전의 Cargo트럭 중심에서 벌크트럭 및 벌크트레일러 중 

심으로 천환되고 있으며， 또한 생산공장으로부터의 근거리 자동차 수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멘트공장이 집중된 태백산지 지역의 도로망이 정비된 것 

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18)웰홉흩業開훌훌훌H究院， 시멘트의 中長期 需給構造分析과 流運構造改編方案

흉퓨究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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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수송수단멸 시멘트 수송량의 변화 (단위，，) 

연 도 철 도 자동차 선 박 

1962 92.6 5.6 1. 9 

1967 87.6 6. 7 5. 7 

1972 68.3 3.6 28.1 

1977 48. 7 19.9 31. 4 

1982 38.5 18.8 42.7 

1989 36.4 31. 8 31. 8 

우리나라는 시멘트 생산지의 상당수가 내륙에 위치하고 해운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1960년대는 해상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 

때에는 포장시벤트로 대부분 유통되었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큰 이점이 없었 

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동해지역에 공장이 신설되고 선박에 의한 수 

송비의 저렴화 때문에 해상운송 의존율이 높아졌다. 또한 1980년대에는 무 

포장 시벤트의 수송량이 증대되고 또하나의 공장(한라시벤트)이 임해지역에 

신설되고 北햄港이 건설되면서 해상운송 의존율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우 

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의 각종 공업지역 및 관광지역으로 개발이 

혹진되고 있는 지역률은 시멘트의 소비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선박 

이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지역은 臨홉中훨基地의 계속적인 신·증설을 통하 

여 임해생산공장으로부터 연안운송율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중계기지로부터 

일정구간의 내륙지방도 그 제2차 수송권으로 묶을 수 있게 하여 철도에의 

수송의존도률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대형 탱크의 

개발， 항만개발과 발맞추어 중계기지의 건설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시벤트 유통은 1960년대에는 포장시멘트의 비 

중이 놓았으나 차츰 벌크 시멘트의 수요가 증가하여 왔음율 알 수 있으며， 

수송수단도 초기에는 철도률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물동량이 많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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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동차와 선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나타나는 계절적 수송의 편중과 대도시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척 집중현상이 시벤트 유통의 空閒빼造에 많은 영향율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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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뽑뼈빼빼의 시멘트 공업 

1. 빠뿜행홉 훌훌훌 

梅#훌물은 1903년까지 北一面과 北二面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兩面울 병합하여 悔浦面이라 하였으며， 1980년 12월 1 일 

부로 물으로 승격하였다 11 읍 승격 당시에는 梅뼈， 友홈， 於훌훌감， 上홉， 遭

田， jU양， 島홈， 下樓， 上빼， 安東，~洞， 遭各， 下詩， 上詩， 令훌， 佳햄， 

三삼， 홉陽 둥 18개 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8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 

탐， 상진， 도전， 별곡리는 꿨陽몸으로 편입되었다. 또 1987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魚上川面의 옳山里가 梅浦물에 편입되어 현재 15개 里로 되어있 

다. 

연구지역은 대부분 산악지대로서 남동단에 남한캉이 흐르며， 동쭉에는 甲

山 (776 m)이 있어 魚上川面과 경계를 이루고， 서쭉은 ~城面과 경계를 이루 

고 있다. 장방형 형태를 나타내며 면적은 64.8km2로 꺼陽짧의 물·面 충 가 

장 작다. 이 지역은 朝蘇系 大石띤岩統의 석회암 지질로 륙히 홈陽里， 佳웰 

里， 令훌里， 上詩里에 이르는 해발 240-300m의 삭박변에는 원형， 타원형， 

장타원형의 툴리네가 발달하여 모식척인 Karst 지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 

일시벤트， 현대시멘트， 성신양회 동 시멘트공장과 장자석회， 대곡석회， 광 

진산업둥의 석회공장과 현대종합금속의 카바이드공장이 있어 忠北의 주요 

광공업지 역으로 각광받고 있다(그림 4-1) . 悔浦붙은 구단양읍으로부터 약 

12km 북쭉， 뚫川市로부터 약 30km 남동쪽에 위치하며 중앙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5번 국도로 시외버스의 운행이 잦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편러한 

곳이다. 

1 }훌훌훌部 홉立地理院， 1982 , 韓團地名要톰，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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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홈地#홉에는 풍부한 석회석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이률 바탕으로 시멘트 

공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하였지만， 교통이 편리한 첨도 시땐트공업의 立地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하다. 

梅뼈물은 북으로 훌川市， 남으로 꿨陽물과 이웃하고 있다. J훌홉홈g훌系의 관 

점에서 보면 뿔川市， 퓨陽물， 梅뼈붙이 중심지 계충율 이루고 있다. 매포지 

역은 행정구역상 꺼陽都에 숙하나 주민둘의 소비활동은 오히려 훌川市에 많 

이 의존하고 있다. 륙 中心地 利用 設問뿔훌에셔 보면 대다수의 주민률이 

뿔川市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로 앵활필수품 구입을 목척으로 하고 

있으며， 그외에 소매상인의 물품조달， 또는 병원 이용， 약품구입， 농기구 

구입을 위하여 壘川市 중심지률 이용한다. 륙히 趣川市와 인접한 홉陽里， 

三참里， 佳f1i里 주민률이 훌川市률 중심으로 生活團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꿨陽물은 都.所在地로서 f광陽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홉 

뼈물의 주민률은 퓨陽물에도 많이 의폰하고 있다. 행정상의 몹척이 주가 되 

고 있으며， 장날에 생활필수품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묵척으로도 꿨陽물의 

중심지률 이용하고 있다. 륙히 퓨陽몸과 거리가 가까운 梅뼈里， 友*훌里， 下

빼里， 於흩훌各里 주민들의 f한陽물 이용도가 높다. 

그리고 매포지역 자체의 중심지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주로 행정상 업무 

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으며， 또 장이 열리는 날에 농촌지역 주민들의 농산 

물 판매， 농기구 수리， 농협 이용， 농약 구입둥이 북척이다. 오래천부터 面

所在地였던 홉浦里에는 면사무소， 우체국， 경찰지서 동의 행정기관이 모여 

있었율 뿐 아니라 5일장이 이곳에서 열리고 21 상업기능이 활발하여 매포지 

역의 중심지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물훌務所가 핸洞里로 이천되면서 이 

제는 뼈洞里가 海뼈물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휴훌浦里에는 상업척 

인 기능만 약간 남아있는 실청이다. 

물의 북쪽에는 현대시벤트， 남혹에는 한일시벤트 및 성신양회 동 시벤트 

2)요즘도 4일， 9일에 정기시장이 열리고 있으나 활발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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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입지함으로써 이률 중심으로 상가， 주핵， 사택퉁이 벌집하여 인구 

집충지역율 형성하고 있으나，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典훨的 

인 농업지역으로 인구가 희박하고 절대인구마져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 梅뼈빼흩 시뺀트공엽의 立빼와 시뺀트생산 

(1) 梅*홈地城의 立地條件

모든 제조활동은 鳳料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원료는 지구상에 불균둥하 

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원료의 분포는 그 자체로서 그 원료률 필요로 하 

는 工뿔立地의 주요 결정인자가 된다. 立地꿇에 의하면 原料指向的 흩業이 

란 원료산지에 입지하여 생산활동율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료가 공간적으로 偏在되어 있거나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비 

싼 경우 공장은 원료산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륙히 단위무게당 시 

장가격이 매우 저렴하거나 제조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상당히 감소되는 경 

우 원료산지나 원료산지 근처에 입지하는 것울 선호하게 된다. Weber는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최척입지라고 보았으며， 원료수송 

비에 따른 立地췄果률 분석하기 위하여 원료률 보면척 원료와 국지척 원료 

로 구분하고 또한 제조과정에서 무게가 감소되는 원료와 무게의 변함이 없 

는 원료로 구분하였다. 原料指數는 공업입지에 중요한 역할율 하는데 이 원 

료지수는 局地鳳料를/製品量:1: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원료지향적 산업의 대 

표척인 예로는 제련업， 식품가공업， 제지업둥으로 주로 제련소， 제당공장， 

제지 ·펄프공장， 시맨트공장 퉁이 원료산지에 입지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원료지향척 산업으로서의 시멘트공업이 梅뼈地城에 발달하게 된 

유러한 조건률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벤트공업의 주원료인 석회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 

다. 이 지역은 朝蘇흙 石JK岩 地質로 양질의 석회석이 동부 산악지대에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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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역 공장들은 배후지의 석회석 광상율 

직접 소유할 수 있으므로 鳳料求得이 용이하다. 

둘째， 철도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시벤트공업은 일반척으로 넓은 공 

급지역율 背後地로 갖고 있으면서 대규모 생산시설율 갖추고 있는 공장이어 

서 수송이 편리한 교홍의 結節地點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륙히 운송시 

의 무게/거리 비용옳 감안한다면 重를의 시멘트를 대량으로 수송하는데 철 

도교통은 시멘트공업 입지에 必須條件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철도 

(충앙선)가 이 지역율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각 소비지까지 

제품울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철도교통의 충심지언 제천역이 

인접하여 있고， 전국 각지로 철도가 연결되므로 製品 飯흩 및 짧賣材 구입 

이 쉽다. 또한 梅浦물내에 三各， 島홈의 두개 역이 있기 때문에 화물훈송이 

쉽고 또 각 공장으로 철도의 引入線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5번 국도가 

이 지역율 통과하고 있어서 육송에도 편리한 조건율 갖추고 있다. 

셋째， 石뾰흩地와 인접하여 있다는 점이다. 시멘트공업은 에너지률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꿨陽， 寧越 둥의 탄전지역에서 쉽게 

석탄 연료률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한 입지조건이 된다. 시멘트생산의 

歲成工程에 필요한 연료로서 1960년대 중반까지 무연탄율 사용하여 왔고， 

이후 방카 C유로 대체되었으나 1980년대에 둘어와 다시 유연탄율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點土 代用으로 저질탄도 이용되기 때문에 석탄산지와 인 

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에서 시벤트공업의 원자재인 點土를 쉽게 얻율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주변지역에는 석회암이 化훌的 風化作用을 받아 형성된 

점토가 풍부하여 각 공장에서는 점토 광상을 가까운 곳에 확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훌휴홈地城은 시벤트 공업의 立地와 발달에 가 

장 좋은 조건율 갖추고 있으므로， 실제 공장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시멘트 

공장 설립의 훌地로 논의 되어왔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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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시멘트공장 

매포지역에는 현재 3개의 대규모 시멘트공장들이 입지해 있다. 이률 공장 

들이 건설된 動홉， 背景， 立地， 規훌 둥율 각 회사별로 살펴보면 다옴과 같 

다. 

1 ) 현대시벤트공업주식회사 

현대건설주식회사는 1957년 단양 시멘트공장 설립계획율 세워， 1963년 6 

월에 착공하여 1964년 7월 忠北 퓨陽都 홉뼈面 高陽里에 공장부지 약 6만 

명， 年흩廳力 20만론의 공장을 건설하였다. 현대시멘트 공장이 입지한 梅뼈 

물의 북단지역은 甲山율 중심으로 시벤트공업의 주원료인 석회석이 풍부하 

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다 4) 이 공장은 본래 건설 취지가 現代建設이 필요 

로 하는 시멘트의 자체공급울 주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의 적국척인 시책에 맞추어 

1964년 10월에 많存I:뿔의 확장계획이 있었으며， 제 1차 확장공사률 1968년 

12월에 완료함으로써 年間 40만론 규모의 시멘트 생산능력율 보유하게 되었 

다. 그리고 규모가 커진 회사의 생산시설과 훌훌율 효율척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1970년에 현대건설주식회사의 시멘트짧에서 훌훌A. I훌인 현대시멘트공업 

주식회사로 탈바품하였다. 

한편 현대시멘트는 양질의 시멘트률 낮은 鳳톨로 생산하기 위해 연구 노 

력한 결과 1965년에 KS 표시 허가를 받았고， I期률 단축할수 있는 早훨 시 

벤트률 생산하여 륙수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3)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애서 공장의 신설장소에 대하여 문경과 단양이 논 

의되어 왔으나， 해방천에 소야천시벤트에서 문경에 대지의 일부률 매입 

해 두었기 때문에 문경지역에 공장율 건설하기로 하였다. 

4 )1 959년 6월 상공부 지질연구소에 의뢰하여 8 ， 200만폰의 석회석 매장량옳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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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2. 현대시벤트공장 주변 (1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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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대시벤트주식회사는 현대그룹 자체의 시멘트 공급 뿔만 아니라 충 

가일로에 있는 국내시멘트 수요의 충혹올 위해 1974년 쩨2차 확장공사로 年

훌 120만폰 규모의 시맨트 생산능력율 갖추게 되었다. 그러고 1981년 2호 

키른 改造 및 1985년 10월의 확장공사로 年훌뿔力 300만론으로 물어옳렸다. 

이와같이 계숙된 시설확장으로 현재 工훌훌뼈는 8만 1천명의 광대한 면척 

율 차지한다. 이 안에는 시멘트공장 뿐만 아니라 종업원옳 위한 독립사택 

21세대， 연립사택 234세대와 120실의 독신숙소가 건립되어 있다. 그러고 g 

生福밟훌훌훌로는 부속병원， 종합식당， 교회， 유치원， 복지회관， 테니스 코 

트， 욱외 풀장， 배구장 풍의 시설율 갖추고 있어 종업원 및 그 가축률의 住

居률 m뻐훌훌하는 홈t~흔村이 형성되었다(그림 4-2). 

한편 현대시벤트주식회사는 서울의 城北， 大田， 全州， 大邱， 옳海 둥에 

포장공장율 건설하여 소비지에 시멘트률 척기에 공급하고 있으며， 매포지역 

에서의 확장이 점점 어려워져 1990년 5월부터 훌훌훌에 또다른 공장울 건설하 

고 있다. 

2) 한일시벤트공업주식회사 

한일시멘트공업주식회사는 1961 년 홈本金 3억원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年

間 생산능력 40만톤 큐모의 시멘트공장울 1964년 忠北 꿨陽훌B 梅뼈面 友4훌 

里의 약 6만명 부지 위에 건설하였다. 공장은 쩍회석 완료가 풍부하게 매장 

되어 있는 솔미산(631m) 바로 밑에 위치해 있다. 이 공장부지는 安東川과 

遭씁川이 만나는 곳이어서 옛부터 벼농사가 많이 행해지먼 곳이다. 공장과 

바로 이웃하여 홉 •• 톨이 있어서 한일시멘트공장은 제품의 수송 뿐만 아니 

라 훔훌材 및 홉R홉材의 구입에도 유리하다(그럼 4-3). 공장이 입지하기 전 

인 1962년 당시 地形뼈5)에 友홈里， 海뼈里， 安東里， ￥F洞里 일대에는 가욱 

5)이 지도는 육군축지부대에서 1961 년 현지조사하고 1962년에 면집하여 

1965년에 인쇄된 것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과에 소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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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리 많지 않았으나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장 주변지역애 많은 인구가 늘 

어나기 시착하였는데， 이것은 이 지역일대가 徒步로 훌퇴근하기에 척당한 

거리에 속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근로자률올 위한 공원이 友德里에 조생되었는가 하면 福활훌훌훌 및 

회사 사돼도 많이 건립되었다. 이리하여 이둘 공장주변에는 인구가 집충하 

게 되었고， 시멘트공장의 입지와 더불어 聚홈이 본격척으로 발천하는 천기 

률 마련하였다(그림 4-4). 

1967년 7월에는 10만톤 규모의 1차 폐훌훌 改造로 年훌 50만론 공장으로 생 

장하였다. 그러고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국내시멘트 수요률 충당하기 휘하 

여 1968년 3월 50만톤 倍加의 2차 증설 공사률 착수하여 1969년에는 100만 

론 규모의 대단위 공장의 면모률 갖추게 되었다. 또 1969년 8월에는 流훌뿔 

造를 확립하고 시벤트의 원활한 시장공급을 위하여 서울 영동포에 年흩 27 

만론 규모의 크링커 분쇄공장율 건설함으로써 시멘트의 시장휴통에 많은 편 

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1971년에는 시벤트의 수송이 어려운 내륙지방에도 

시멘트공급율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大邱에 年흩 28만폰 규모의 크링커 분 

쇄공장율 건설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늘어나는 시벤트 수요에 대처하여 다 

시 3차로 110만론의 증설공사률 통해서 1976년에는 年흩 210만톤 규모의 공 

장으로 확장되었다. 

1978년에는 쏠山地城에 원활한 시벤트공급율 위하여 年훌 20만론 규모의 

포장공장올 건설하였다. 한편 각 지역의 분공장울 통한 원활한 수급율 위하 

여 1980년 1호 kiln의 NSP 改造， 2호 및 3호 kiln의 know-how 공사， 1984 

년 2호 kiln NSP 改造I:훌 완료로 年흩 295만 론으로 시설규모가 증대되었 

다. 

이와갈은 계숙된 시설확장으로 공장부지가 현재의 15만 7천명으로 눌어났 

으며 , 이 에 못지 않게 福利 庫生施設도 많이 률어 섰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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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일시벤트， 성신양회 1962 ) 

그림 4-4. 한일시벤트， 성신양회 주변 (1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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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충업원률올 위하여 건립한 연립사택 180세대， 독립사핵 74세대와 톡신 

숙소 105실올 비롯해셔 유아원， 경노당， 새마올구판장， 이발소， 미장원， 당 

구장 풍의 시셜율 갖추고 있는 훌슴福밟훌館， 종업원과 그 가축들의 체력향 

상올 위한 테니스코트와 운동장 동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 

한편 한일시멘트주식회사는 시스탬화 된 流훌1JoI業인 혜미콘공장옳 1978 

년 훌훌院. 1979년 大邱. 1980년 옳山. 1981 년 永훌뼈. 1983년 함州.1983년 

城南. 1984년 大田에 건설하여 공사현장으로 직접 혜미콘율 공급하고 있다. 

3) 생신양회공업주식회사 

제2차 경째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인 1967년 3월 셜립된 훌홈化훌珠式* 

훌t가 忠北 꿨陽都 梅뼈面 홉뼈里의 약 11. 5만 명에 달하는 넓은 부지 위애 

年閒 100만론 생산규모의 공장율 1969년 12월에 건설하였다. 이 공장의 횟 

산은 바로 석회석이 약 5억톤이나 매장되어 있는 원료의 산지이며(그림 

4-4 ), 전형척인 차르스트 지형이 잘 발달해 있는 곳이다 61 이 공장이 가동 

됨으로써 건설활동의 확대에 따른 국내 시맨트 수요의 증가률 충축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국내 시멘트업계의 수출의 중대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 

한 급격히 증가하는 국내외 수요에 대웅하기 위하여 1975년 기존 1호 및 2 

호 키른의 know-how 공사률 완료하고， 1979년 NSP kiln 1 기률 증설한 후 바 

로 그 이듬해 3월 改흩하여 年훌훌麗力 250만론으로 증대시켰다. 그리고 1985 

년 1호 kiln을 改遭함으로써 年間 생산능력율 329만톤으로 확장시켰다. 

생신앙회는 시벤트의 공급율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 수송옳 위한 견 

인 기관차 5대， 사유화차 250량， 벌크자동차 100여대 동의 수송장비률 갖추 

고 있다. 또한 1981년 3월 키른 3기의 혔料代替趣設울 완료하고 附帶뾰훌훌로 

6)이 지역에는 둘리내，우발례가 많이 분포되어 지리과 학생둘의 답사지억 

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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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톤/h 분쇄능력의 coal mi 11 2기를 껄치하였으며， 공해방지시설로서 각 

종 홉훌훌를 보유하고 있다. 

1977년 회사 이륨올 생신화학주식회사에셔 현재의 훌홈洋흙工業妹式*흩t 

로 변정하였으며， 충주댐 건설로 공장부지의 얼부가 수몰되고 철도 引入훌 

율 새로 건설하게 되어 현재 공장부지는 약 9만 3천여명에 이르며. 1990년 

에는 공장이 물에 잠기는 수해률 입기도 하였다. 

복리 후생시설로는 A사택 54세대. B사택 10세대. c사택 60세대와 75월의 

톱신숙소가 下빼里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단양에 108세대의 사원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다. 성신은 전사원의 가축화률 실현하기 위하여 주택제공， 자녀 

의 학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취미， 여가선용율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율 갖 

추고 있다. 

한편 성신양회주식회사는 서울의 城北， 경흩감， 洪城， 春)11. 훗江， 홉山 둥 

에 포장공장율 건설하여 소비지에 시멘트률 척기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있 

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科훌化， 大훨化 추세에 발맞춰 1978년에 설립된 f훌 

켜홉1톨it인 주식회사 진성례미콘은 교문리， 훌)11 • 安훌， 水홈.2fS-홈， 光州에 

첨단 생산시설의 레미콘공장과 500여대의 믹서 트럭율 갖추고 양질의 시멘 

트률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다. 

4) 시벤트공장 從業員의 現끊 

Q) 흩$훌>>u 훌.現æ 

홉$톨>>u 인원은 각 시벤트공장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비슷 

한 양상율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종업원율 가진 부서는 역시 생산과로서 

시벤트공장의 주요 공정인 분쇄， 소성 공정에 배정된 인원이 많다. 다옵으 

로 팡업부인 援훌톨 및 裝備課에 많은 인원이 배정되고 있으며， 수송부에도 

상차 인원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관리부서 중에는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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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홈훌(서무과와 인력관리과 또는 노무과 포함)의 비중이 상대척으로 높은 편 

이다(표4-1 ). 

공장마다 부서 조정올 하여 몇년간에 걸친 변화률 보는데 어려옴이 있으 

나， 한일시벤트의 1981 년 부서벌 인원과 현재의 것올 비교해 보면 다용과 

갈은 사실올 알 수 있다. 먼져 생산시설능력이나 실제 생산량운 많이 충가 

(200만톤에서 300만톤으로)했으나 종업원수를 보면 1981 년 778명에서 1991 

년에는 638명으로 오히려 140명이 줄었다. 

표 4-1. 시멘트공장별 부서별 현황 (단위: 명， ,,) 

현대 시맨트 한일 시멘트 성신양회 계 
부서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총무과 55 7.8 51 8.0 53 6.6 159 7.4 
수송과 88 12.5 59 9.2 192 24.0 339 15.8 
생산과 179 25.5 195 30.6 204 25.5 578 27.0 
천기과 36 5.1 39 6.1 39 4.9 114 5.3 

기계과 66 9.4 82 12.9 61 7.6 209 9.8 
채광장비과 152 21. 6 135 21. 1 164 20.5 451 21. 1 
품질관리과 42 6.0 30 4. 7 30 3.8 102 4.8 
기 타 84 12.0 47 7.4 57 7.1 188 8.8 

계 702 100.0 638 100.0 800 100.0 2.140 100.0 

서무， 회계， 창고과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생산부의 분쇄 및 소성과 

도 자동화 시스템을 훌入하여 종업원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고 공무부 

의 공무과(기계과)에서 11 명이 줄었고， 전기과에서도 4명 정도가 감소하여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며 토건과는 없어져 18명이 준 셈이다. 그러나 1981 년 

수송1과( 51 명 )와 수송2과(55명 )는 부서가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1 년에는 수 

송과(59명 )로 통합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둘었다. 이는 상차 부분이 都給

으로 념어갔기 때문이다. 비상계획실 인원이 50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 것 

도 경비부분이 用投業體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팡업부에서는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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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가로 그만큼의 석회석 원료가 더 필요하였옳 것이다. 그러면 채량과와 

장비과에는 보다 많은 장비와 인원이 필요하였올 것인데 오히려 인원이 20 

명정도가 더 줄어률었다. 이는 새로운 대형화된 장비가 률어왔기 때문이다. 

륙 자본이 노동력율 대체화 한 예이다. 

이상과 같이 생산량은 많이 충가하였는대 종업원은 오히려 청체 또는 감 

소현상율 보이는 것은 工程의 일부가 都給으로 넘어갑에 따라 종업원이 감 

소한 점과， 또한 기계의 自Ib化와 大훨化에 의한 것입올 알 수 있다. 

@ 性>>u 年홉훌>>u 뿔成 

시멘트공장의 종업원은 거의 대부분 남자이며 여자는 78명으로 천체의 

3.6"에 불과하다. 이들 여자 종업원률은 대부분 훌務훌에 종사하며 24셰 이 

하의 연령층이 60"를 차지하고. 40세 이상의 18명은 철석반 청소률 하는 單

빼努務홉이다. 

3개 시멘트 공장 충업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 보면(표 4-2 ), 현대시멘트 

와 생신양회는 35-39세의 연령충 비율이 가장 놓게 나타나며 30-34세， 

40-44세의 연령충도 많은 비중율 차지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40-44세의 

연령충이 가장 옳게 나타나며 30-39세의 연령충도 비슷한 비율율 보이고 있 

다. 이처럼 3개 시멘트 공장 종업원의 연령벌 분포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이 

천체의 3/4올 차지하고 있어 다른 業훌에 비해 높은 연령충올 구성하고 있 

다. 이는 단순노무직의 경우 높은 임금수준으로 이직율이 낮고， 최근에 신 

입사원올 멸로 채용하지 않아 상대척으로 연령충이 옳아졌기 때문이다. 이 

점운 7년 천인 1984년에 초사된 종업원의 연령벌 분포와 현재의 것을 비교 

하면 쉴게 알 수 있다 7’ 축 1984년에 25-29세의 연령충이 7년 후인 1991 년 

에는 30-39세의 연령그룹에 숙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시멘트의 경우률 

7) 申흉澈. 1984(b ), 홉R훌훌훌文. 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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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24셰이하는 1984년에 14"이었으나 1991년에는 겨우 6"에 불과하고 

25-29세의 연령충은 같은 기칸에 19.1"에서 14.2"로 감소하여 젊은 연령충 

이 많이 줄었으며， 반면에 30-39세의 연령충운 갈은 기간에 38.9"애서 

43.6"로. 40-49세의 연령충은 19.6"에서 27.5"로 늘어나 30대와 40대의 비 

중이 많아졌음울 알 수 있다. 

그리고 25-29세의 연령충과 50셰 이상의 연령충은 각각 약 10" 내외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종업원의 연령분포는 홉뼈물의 연령계급벌 분포에 많 

은 영향옳 주고 있다. 

표 4-2. 시멘트 공장 종업원의 연령별 분포 (단위:명. ,,) 

현대시멘트 한일시땐트 성신양회 계 
연령별 

종업원 비율 종업원 비율 종업원 비율 종업원 비율 

18 - 19 6 0.9 8 1. 3 3 0.4 17 0.8 
20 - 24 36 5.1 25 3.9 31 3.9 92 4.3 
25 - 29 100 14.2 68 10.7 52 6.5 220 10.3 
30 - 34 141 20.1 112 17.6 117 14.6 370 17.3 

35 - 39 165 23.5 121 19.0 245 30.6 531 24.8 
40 - 44 115 16.4 129 20.2 131 16.4 375 17.5 
45 - 49 78 11. 1 108 16.9 121 15.1 307 14.3 
50셰이상 61 8. 7 67 10.5 100 12.5 228 10. 7 

계 702 100.0 638 100.0 800 100.0 2, 140 100.01 

@ 現居住地>>u 分布

서울에 가축율 두고 혼자 내려와 공장 사택이나 간부숙소 또는 톡신숙소 

에 있으면셔 근무하는 종업원수는 90명이나 된다. 이률은 전문대 이상 훌신 

이 75"를 차지하는 홉훌歷者이고， 이률 중 70명은 관리 ·사무직에 총사하며 

대부분 공장 간부률이다. 그래서 소특수준도 놓아 A시벤트공장의 경우 서울 

거주자 35명 중 12명이 월소륙 100만원 이상의 홉所짧者이다. 처음부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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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있으면서 공장에 채용되어 온 경우가 많으나， 이 지역에서 소륙수준이 

높아져 자녀교육율 위하여 서옳로 훌住하는 정우도 있다. 

서울 외에도 京훌遺 24명， n: J훌遭 20명， 톨北 16명， 忠南 11 명 둥 他市遭

거주자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근래 실제로 홈州， 훌훌훌， 榮州등에서 

통근인구가 발생하고 있는 동시에 최근 입사자 중에는 未婚이 많고 이률은 

주민둥룩율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톡신숙소에 있기 때문에 現居住地가 

주민등록지로 파악된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소특도 부모가 있는 곳으로 송 

금되기 때문에 지역외로 유출되고 있다(청주시에서 1990년 성신양회에 입사 

하여 노무과에 근무하는 미혼인 정현덕씨의 증언). 

시멘트공장이 있는 忠함北道에서 살고 있는 종업원이 1 ， 974명 (92")으로 

대부분이며， 이둘 충북 거주자 충 공장 소재지인 꺼陽都에 61" , 공장과 인 

접한 훌川市에 37"가 거주하고 있다. 

각 공장별 종업원의 거주지률 보면 다음과 갈다(표 4-3). 현대시벤트 종 

업원률은 시멘트공장이 훌川市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제천에서 통근하는 

사원이 많으며 퓨陽물에는 별로 많지 않다. 홉뼈몸에서는 공장이 소재한 高

陽里에 255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245명이 사택에 거주한다. 그리고 공장 

과 인첩한 佳쩔里에 45명， 三감里에 7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에 생신양회 종업원률은 공장이 퓨陽물에 인접하여 있율 뿐만 아니라 

사택의 일부가 퓨陽물에 있기 때문에 꿨陽물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륙히 이 아파트에는 3급이상 사원과 반장이상의 기능직 사원만이 입주 가능 

하기 때문에 공장건설 초창기의 입사자률이 이 아파트에 많이 입주해 있다 

(이 공장 노무과장의 증언). 교통의 발달로 훌川市 거주자도 271명으로 

33.9"를 나타내며 梅뼈물에서는 下빼里의 工훌 훌t촌에 147명， 공장이 있는 

매포리에 74명이 거주하고 공장 인첩지역인 友짧里에 47명， 현재 옵소재지 

인 椰洞里에 55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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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종업원 거주지별 현황 (단위:명， ,,) 

현대 시멘트 한일 시맨트 생신양회 쩌‘- 쩨 
거주지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포 318 45.3 355 55.6 313 39.1 986 46.1 

제 천 282 40.2 180 28.2 271 33.9 733 34.3 

단양옵 13 1. 9 23 3.6 164 20.5 200 9.3 

서 울 35 5.0 35 5.5 20 2.5 90 4.2 

기 타 54 7.6 45 7.1 32 4.0 131 6.1 

계 702 100.0 638 100.0 800 100.0 2.140 100.0 

한일시맨트 종업원률은 공장 사택이 있는 ff洞里에 266명이 거주하고 있 

으며， 공장 인첩지역인 友홉里 39명， 安東里 32명， 홉뼈里에 13명이 쌀고 

있다. 그리고 뿔川市 거주자는 3개 시벤트공장 충에서 가장 비율이 낮은 약 

28"률 나타낸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시벤트공장 종업원들은 다른 훌工業地城에서 

와 마찬가지로 공장 사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공장과 인접 

한 지역에도 많이 거주하며， 교통이 발달하면서 주변 도시지역에서 통근이 

많이 이후어지고 있음율 알 수 있다(그럼 4-5). 

이와 관련하여 공장 종업원들의 훌훌훌b훌훌相율 살펴보면， 대부분 홉浦물과 

꿨陽물， 훌川市에 거주하고 있으며，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꿨陽郵， 훌川 

짧 천역에서 통근이 이루어지고 있율 뿐 아니라 江鳳道의 홈州市， 寧越짧 

西面， 훌北 榮州市와 훌훌훌$의 국도변지 역도 훌動團에 일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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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업원의 1톨옳構遭 

A시벤트공장 종업원의 1991 년 10월 현재 임금수준은 다옵과 갈으며 이는 

報뻐月狼올 기준으로 본 것이다(표 4-4). 이 공장의 1990년 l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l년간 총지출액 중에서 給與銀이 차지하는 비율은 13.3"이며 매포 

지역의 3개 공장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월액의 범위률 보면 최저가 23만원이며 최고는 290만원으로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크며， 천체 종업원의 명균 입금은 약 61만왼 청도가 된다. 

30만원 이하는 7명에 불과한데 이둘은 청소원과 구내식당， 세탁소에서 근무 

하는 여자 종업원이며， 30만원에서 39만원 사이의 월급울 받는 종업원은 사 

무직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여자 사원 (20명 )이어서 여자 종업원률의 임금이 

낮옴율 알 수 있다. 그리고 39만원 이하의 월급옳 받는 남자 종업원률은 대 

부분 최근에 입사한 신입 사원들이다. 

표 4-4. 공장 종업원의 임금수준 (단위: 명， ,,) 

보 수 월 액 인 원 비 율 

39만원 이하 97 13.8 

40만 - 59만원 224 31. 9 

60만 - 79만원 259 36.9 

80만 - 99만원 81 11. 5 

100만원 이상 17 2.4 

계 678 100.0 

40만원에서 79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종업원들은 사무직과 기능직들이 

대부분이며 근무년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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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에서 99만원 사이의 임금올 받는 총업원 81 명 충애는 능률급의 상 

차 및 포장 일올 하는 총업원이 가장 많다. 농률급 62명 충 52명이 이에 숙 

하며， 기능직 중 입사년도가 빠른 반장률과 각과 간부률이 이에 포함된다. 

100만원 이상의 高훌홉 1톨옳올 받는 사원은 17명이며， 천문대 및 대훌 훌신 

이 15명으로 대부분 입원 및 간부사원이다. 이 충에는 12명이 셔옳에 거주 

하고 있어 지역소특이 밖으로 유훌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이 내는 세금이 빠陽都 財政애 미치는 영향은 지 

대하다. 훌B짧인 주민째 수입 약 98억원 중에셔 92"률 차지하는 약 90억원이 

悔浦물에서 징수되고 있다. 또한 시멘트공장 및 다른 공장률이 많아 사업소 

륙세도 꺼陽郵 천체에서 약 86"률 점하고 있다. 

5) 시멘트공장의 配훌圓 

시벤트공업은 裝훌훌훌인 만큼 시멘트공장 특유의 .. 홉(사진 3)옳 보인 

다. 그립 4-6은 공장 境內와 부근의 륙징율 살려 시멘트공장의 일반 륨려풀뼈 

(1 ayou t map)를 모형화한 것이다. 일반척으로 시벤트공장들은 공장부근에 

자체 광산올 소유하고 있다(사진 2). 그래서 공장 뒷산에는 석회석율 캐내 

는 석회석광산(사진 1, 2)과 석회석 원료를 운반하는 꼬불꼬불한 도로가 있 

다. 그러고 광산에서 나온 석회석율 조쇄하여 척치장에 보판하며， 석회석 

외에 유연탄과 철광석， 점토 둥도 척치장에 보관되고 있다. 또한 거대한 원 

통기둥의 원료 싸이로가 공장 건물과 인접하여 있고 시벤트 싸이로가 첼로 

부근에 자리잡고 있다. 이 시벤트 싸이로 옆에는 포장실이 있고， 포장된 시 

멘트와 무포장 시땐트가 철도 혹은 육로로 운송된다. 그러고 시멘트공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른 및 예얼탑과 공장 건물이 충앙에 위치하고 있다. 공 

장 부근에는 原홉材 및 훨品올 실어 나르기 위하여 여 러 갈래의 철로와 引

入훌이 보인다. 본부 사무실이 공장에서 약간 떨어져 위치하고， 공장에서 

멀리 벌어진 곳에 공장 사택(사진 4) 및 福흩t훌훌훌훌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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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진 l 석회석 팡산 (석회석을 캐낸 광산은 산허리률 자른 것쳐 

럽 보이며，예석이 계곡으로 흘러내려 미관상 좋지 않다) 

사진 2. 팡산과 시멘트공장 (각 시멘트공장운 자기 소유의 팡산올 

풍장 가까이어l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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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시벤트공장 전경 (팡산. 공장건물， 싸이로， 키른. 예열탑 

퉁이 보이며， 사택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사진 4. 공장 사택 (공장에서 떨어진 콧에 현대식 시설의 사택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기존주택과 총은 대조률 이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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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梅뼈빼城의 시땐트 生훌 

1964년부터 이 지역에셔 시멘트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럼 4-7은 대 

수방안지 (semi-log graph)어1 천국과 매포지역의 시땐트 생산량옳 나타낸 것 

이다. 두개의 공장이 준공된 첫해는 생산량이 많지 않으며 천체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16.5"였다. 그러나 이듭해인 1965년에는 현대시멘트가 

19.6만론， 한일시땐트가 34.2만론올 생산하였기 때문에 매포지역의 시멘트 

생산량은 천국 생산량의 1/3을 차지하였다. 그후 1967년 한일시땐트， 1968 

년 현대시벤트에서 시설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시땐트 생산량이 서서히 늘어 

났으나 다른 지역에서 시멘트공장률이 건설되는 바람에 1969년 천국 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또 성신양회 공장이 1969년 말에 가동올 

했으나 그 해의 생산량은 얼마되지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일시멘트와 생신양회가 100만론 이상올 생산하 

기 시착하여 1974년에는 3개공장의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31.4"를 차지하 

였다. 

표 4-5. 공장멸 시멘트 생산량 ( 단위 : 천M/T，") 

1964 1969 1974 1979 1984 1989 

전 국 1, 243 4, 865 8.834 16, 614 20 , 359 30.474 

매포지역 205 904 2. 777 5.216 5, 311 8, 575 
(16.5) (18.6) (31. 4) (31. 4) (26.1) (28.1) 

현대시멘트 63 366 397 1, 075 1, 400 2, 660 
(5.1) (7.5) (4.5) (6.5) (6.9) (8. 7) 

한일시맨트 142 525 1, 198 2.140 1.899 2, 928 
(11. 4) (10.8) (1 3.6) (1 2.9) (9.3) (9.6) 

생신양회 - 13 1, 182 2, 001 2, 012 2.987 
(0.3) (13.4) (12.0) (9.9) (9.8) 

* ( )안은 천체 생산량에 대한 비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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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74년 현대시멘트， 1975년 생신양회， 1976년 한일시멘트가 각각 

대폭척인 시셜확장옳 실시하여 생산량이 급충하였다. 1979년애는 3개공장의 

생산량이 무려 500만론올 넘어섰으나， 천국의 다른 시멘트공장들도 다갈이 

생산규모가 커져서 천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4년과 갑은 31.4" 

를 나타내고 있다. 1979년과 1980년대 초반얘는 훌홉不훌으로 천체 생산량 

과 매포지역의 시땐트 생산량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후 다시 경기가 

회북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천체 시멘트 

생산량은 年후혈 약 8.4"의 8) 신장세률 보였으며 1984년에 2펀만폰올 념 었 

고， 1989년에 3천만톤옳 념어셨다. 이 기간중 매포지역의 시멘트공장들도 

천국 명균보다 더 많은 성장율 하여 9-12"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9) 그 

리고 공장별 생산량율 보면 각 年度마다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는 비슷한 

생산량옳 보이며，현대시벤트는 생산량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포지역 3개 시벤트공장의 생산량이 천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에 률어와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1984년 26.1"에서 1989년에는 

28.1"로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이 지역 시벤트 공장의 생산 규모가 

상대척으로 첩첨 커지고 있다는 사실율 말하는 것이다(표 4-5). 

8 )1 981 년 생산량 1 ， 560만론에서 1989년에는 3， 047만톤으로 충가하여 年平

혈 중가율이 약 8.4"이다. 

9)현대시벤트는 1981 년 생산량 98.3만론에서 1989년 266.0만톤으로 증가하 

여 年2ft혈증가율 12.4"를 나타냈고， 한일시멘트는 같은 기간에 129. 7만 

톤에셔 292.8만폰으로 10.2", 생신양회도 142.5만톤에서 298. 7만톤으로 

증가하여 9.3"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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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짧뼈의 시벤트 공업 0] 뺑빼홉뼈 및 Ao빼훌에 0] 친 짧훌 

어느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그 지역의 흩흩과 A口成훌에 미치는 영향 

은 크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척 축면에서 불때 공장의 입지는 제품의 생산 

과 판매률 통하여 훌홉과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인구의 유입을 혹진하 

기도 한다. 유입된 인구는 그 자체의 서비스 충촉율 위해 또다른 훌톰율 창 

출하며 이러한 과정율 반북하면서 지역경제는 성장 발전하게 된다. 본장에 

서는 매포지역 시멘트공업의 성장시기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훌훌 및 A 口

成훌에 미친 효과률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1. 홉뼈의 시벤트공업이 *뭘城훌*훌애 미친 톨%훌 

(1) 홉#훌地城 시멘트공업의 훌훌農時期 및 훌W훌 훌훌훌훌 

梅*홈地城에 두개의 시벤트공장이 건설된 1964년의 시설규모는 60만론이었 

고， 종업원수는 400 여명이었다. 그후 1967년과 1968년에는 약간의 시설확 

장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9년에는 한일시멘트의 倍1J[)~훌훌훌 공장과 성신 

양회 공장이 세워지면서 매포지역의 年間 생산능력이 240만론 규모로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종업원수도 1 ， 000명을 념어섰다. 성신양회는 1969년 12 

월에 공장율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본격적인 시멘트 생산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래서 1970년 이천까지는 매포지역에 시벤트 

공장이 건설되고 공장이 가동되는 초창기라 할 수 있으며， 1970년부터가 시 

벤트공업이 획기적으로 成長 훌훌훌하는 시기라 불 수 있겠다. 

1970년대 중반에는 국내수요와 輸버빼를 중대에 따라 3개 시멘트공장 모 

두가 대폭적인 시설확장을 단행하여 1976년에는 매포지역의 年閒 생산능력 

이 460만톤으로 크게 확장되었으며， 종업원수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였다. 

79 -



지수 

1,500 

1,000 

500 

100~ 

표 5-1. 

현대시맨트 

한일시맨트 

성신양회 

매포지역 

( 1964 년 지수 : 100) 

/ 
/ --

l “ I 、

l 
l 

I 
/ 

/ 
/ 

/ 
/ 

/ 
/ 

/ 

75 .5 

생산규모 

、--------- 종업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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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 1. 생산규모와 종업원수 

시멘트공장벌 연생산능력 (단위: 만톤) 

1964 1967 1968 1969 1974 1975 1976 1980 1981 1984 1985 

20 20 40 40 120 120 120 120 130 130 300 

40 50 50 100 100 100 210 250 250 295 295 

100 100 130 130 250 250 250 329 

60 70 90 240 320 350 460 620 630 675 924 

자료: 각 시벤트공장 서무과 및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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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반과 중반에 국내 시벤트수요에 부웅하여 또다시 대폭적인 시 

설확장율 단행하여 1980년에는 매포지역의 年間 생산능력이 620만톤으로 눌 

어났고. 1985년에는 900만론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생산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증가하지 봇하고 오히려 약간씩 줄고 

있다. 이와갈이 1980년대는 건설활황에 따른 수요증대에 따라 홉械化 및 自

뭘化로 시벤트가 大를으로 生훌되는 시기라 볼 수 있다(표 5-1, 그럼 5-1) . 

이상에서 매포지역의 시멘트공업은 1960년대의 工훌建훨 및 工훌훌훌b 훌n 

훌u期. 1970년대의 成훌 훌훌훌期. 1980년대의 大를 自動化 生훌期 둥 크게 3 

시기의 발천시기로 나누어 불 수 있다. 

(2) 시멘트공업의 훌훌훌R훌期.8U 훌傳效果 

1 ) 工훌훌훌훌時期 및 훌훌훌b 훌n創期의 R훌條췄果 

@ 工훌建훌훌時期 

연구지역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太白山地에 면한 순수 산간농촌지역이었 

으며. 5번 국도률 따라 나타나는 약간의 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으로 이 

용되었다. 인구에 비하여는 경지가 부축하여 火田율 일구어 농사률 짓는 사 

람률도 많아 경제척으로 어려옴이 많았다고 한다1) 그러먼 것이 1960년대 

초반에 유러한 立地條件을 배경으로 시멘트공장 건설이 시작되면서 전환기 

를 맞이하게 되었다. 

공장건설 당시 한일시멘트의 경우 본사에서는 현지에 건설사무소를 설치 

하여 所長이 건설사무소의 운영을 직접 통괄하게 하였으며 그 밑에 건설부 

와 공무부률 두어 공사률 감묵하였다. 그러고 총무과와 경리과가 있어 약간 

의 사무직 요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일시멘트의 1962년 말 임직 

1 )정북 예천에서 고양리로 농사률 지율 목적으로 1920년에 이주해옹 90세 

의 村老인 安昌솜씨와의 면탐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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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총수는 62명이며 임원 3명， 부장 4명， 과장 3명， 사원 23명， 준사원 14 

명， 흩흩^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여기에는 본사 인원도 포함되나21 건셜인력 

은 제외되어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시땐트공장 건설시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 초반에는 

공장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이 많이 유입되었다. 공장부지 션정이 끝나고 공 

장 훌趣훌趣工를I 때에는 훌훌훌備 技土와 인부률이 필요하였다. 충장비 기술 

자률은 외부에서 유입되었고 인부들은 현지에서 대부분 조달되었다(한일시 

멘트 관리부장의 증언). 

공장건설은 홉械훨흩工톨J ， 톨훌훌I훌， 土木I.가 주률 이후었으며 이둘 

공사는 주로 都給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1963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요원 

률이 매포지역으로 移住하기 시작하였다. 

기계설치 및 전기공사에는 기술자가 필요하며 륙히 외국에서 기계률 들여 

왔기 때문에 그 회사의 기술자률 데리고 왔다. 現代建훌훌의 경우 미국 

Fuller社， 한일시멘트의 경우 서톡 Polysius社와 기술용역율 체결하였다. 

이들 기술자률은 키른， 크릿샤， 싸이로， 로밀， 공기수송장치둥 기계부문의 

拖題과 配톨 둥 전기부문의 시설공사률 맡기로 하였다. 이률과 함께 공사률 

담당할 국내 기술자들은 公開 技術社員훌集율 실시하여 현장에 루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계， 천기， 토목분야에 필요한 인원울 대한양회와 동양시멘트 

에서 4훌훌形式으로 홉아 현장에 배치하는 것올 상례로 하고 있었다. 거대하 

고 청밀한 시벤트공장의 건설에는 많은 경험으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였 

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963년말 한일시멘트의 임직원은 1962년의 62명에서 

95명으로 늘어났다. 

토목공사는 공장사무실， 사택 건설， 부대시셜공사， 채석장 시설， 철도전 

용선 시공 동으로 많은 기술자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이들 공사도 대부분 

都給으로 행하여졌다. 

2)한일시벤트， 1981, 前揚훌， p.l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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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그 당시 공장건설에는 많은 기슐자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대 

부분 기술자률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와서 정착하였다. 처옴에는 공 

장 사택이 없었기 때문에 공장 근처의 마율에 月훌， 훌훌， 또는 집올 사거 

나 지어서 거주하였다. 이 때 기술자 혼자 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가촉율 

동반한 경우도 많았다. 현재 현대시벤트 생산1과에 근무하는 김영환씨에 의 

하면 三隆의 동양시벤트에서 근무하다가 1964년 기술자로 채용되어 가축과 

함께 이곳에 왔으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 홈陽里에서 월세로 3개월 청도 

살다가 社촌으로 옮겼다고 한다. 

단순 노동자률은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휴입되어 공장 근쳐에 임시로 

지은 여러 개의 합바(륙신 근로자 합숙소)에서 寄居를 하였으며， 이률과 함 

께 현지 주민률도 단순 노동에 많이 참여하였다. 

노동자률이 많이 모여 들자 공장 근처에는 식당과 주점이 많이 생기기 시 

작하였다. 1964년 전기 기술자로 현대시멘트에 입사한 퓨陽都 i눔城面 出身

인 신필학써에 의하면 현대시멘트 공장 근처인 톨훌前 삼거리에는 주첨 5개 

내지 6개가 새로 생기고 공장인근 부락에는 상점과 주택이 많이 불어났었다 

고 전하며， 1964년 1월 한일시벤트 공장에 현지주민(梅浦물 友홉里)으로서 

채용되어 현재 관리부장으로 있는 신동필씨에 의하면 한일시멘트공장 근처 

인 友德里， 悔浦里에도 가로률 따라 상점과 주점이 많이 들어섰다고 한다. 

한일시벤트는 공장부지 133 ， 206명에 건물명수 8 , 765명， 건물동수 32棒율 

건립하였다. 이 공장을 건셜하는 데에는 1 년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일반사 

무칙 8 ， 340명， 기술자 20 ， 573명， 노무자 171 ， 748명 동 總延A員 약 20만명 

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31 그래서 하루 평균 약 350명의 건설인력이 동원되었 

으며 준공 당시 종업원 수는 311 명이었다. 그리고 현대시멘트는 공장옳 건 

설하는데 약 1 년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하루 명균 약 200명 내외의 건설인 

력이 동원되었으며 준공 당시 종업원수는 약 100명 정도이었다(신필학， 김 

3)한일시벤트， 1981 , 前揚훌，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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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씨의 중언). 

시멘트공장 건셜 당시의 쳐월城 흩. 現æ올 찰며보기 위하여 현재 두개의 

시멘트공장에 근무하는 1964년 입사자들옳 상펴보면 다용과 갈다. 1964년 

입사자는"1 현대시멘트 4명， 한일시멘트 7명 모두 11명으로 관리 ·사무칙이 4 

명， 기능칙이 7명이다. 기능직의 7명 가운떼 三涉의 동양시멘트에서 2명， 

聞흩의 대한양회에서 1명이 륙채로 뽑혀왔옵올 면담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이률 11명율 本활地빼로 살펴보면 }풍陽훌B 홉뼈面 출신이 2명， 꿨陽都 i늄城 

面 출신 1명으로 그 당시에도 현지 주민율 많이 채용하였옵올 알 수 있으 

며， 밟北과 인접한 道인 훌北 출신 3명. n: J홈 출신 2명이 채용되었다. 이들 

은 모두 50세 이상으로 현재 회사의 사택에 대부분(7명)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자도 2명이나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장율 건설할 때에는 기계설치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가 주률 이루었으며 대부분 都給으로 행하여졌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자률은 대부분 외부 지역에서 왔으며 특히 경험있고 숙련된 기술자는 

기존 시벤트공장에서 4훌훌훌 형식으로 채용하였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은 

주변지역에서 많이 流入하였으며 現地住民률도 많이 참여하였다. 

@ 工홉훌톨b 훌n훌u期 

1965년부터 1969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시땐트 산업이 크게 발돋움한 시기 

였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安定基調 위에 R홉度成훌율 이륙하고 제조업부 

문의 성장이 비약척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속도로 건설율 위시하여 항만건 

셜， 工業빼地 造成 둥 활발하게 추진된 정부건설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매포지역은 두 공장의 시설확장과 또하나의 공장 건설로 훌톰 

홉'*는 더욱 풍부해겼으며 이률 자세히 살펴보면 다옴과 갈다. 

4)이들 중 공장 준공 이천에 입사한 사람은 7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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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건설되면서 훌期 홉所에 公훌훌 또는 홈훌훌률 해왔으므로 준공 당시 

종업원수는 한일시맨트가 311명이었으며， 현대시멘트는 100명이었다(표 

5-2). 

표 5-2. 시벤트 공장멸 종업원수0964-1969) (단위:명) 

공 장 1964 1966 1967 1968 1969 

한일 시멘트 311 374 361 414 512 

현대 시벤트 100 165 197 188 223 

성신양회 - - - - 452 

계 411 539 558 602 1. 187 

자료:한국양회공업협회， 1974 , 한국의 시멘트산업， P.114. 
한일시벤트， 1981 , 한일시멘트 20년사. 

현대시멘트 총무과. 

공장이 가동되면서 홈톰홉홉는 더욱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공장이 가동된 

2년 후인 1966년 한일시멘트 종업원수는 준공 당시보다 63명이 늘어났고， 

현대시멘트 종업원수도 65명 정도가 늘어났다. 한일시멘트의 경우 10만폰 

증설공사와 시벤트 밀 1기의 증설로 1968년에는 종업원 수가 많이 늘어났으 

며 또한 사원용 사택도 30據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1969년에 대폭적인 시설 

확장율 단행했기 때문에 종업원수가 많이 늘어났다. 시벤트공장의 종업원수 

는 각 生훌工程의 필요한 勞聊力에 의하여 결정된다. 생산능력이 향상되면 

축 키른 1基가 더 설치되면 이에 따른 附帶極훨도 늘어나야 하고 석회석 완 

료도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각 공정에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 

하게 되고 신설되는 기계에는 새로운 기술자가 다시 배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직 종업원이 많아지게 되면 관리자가 더 있어야 하고 사무직도 또 

늘어나께 된다. 축 한일시멘트는 50만톤 倍加 훌張工훌 준공에 대비하여 공 

개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훌t員級(대졸) 21 명과 技I級(고훌) 61명율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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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율 포함하여 100명의 종업원이 증가했고 SI 현대시멘트 종업원수도 35명이 

나 증가하였다. 또한 한일시맨트의 경우 50만톤 증설 공사시에 건설요원이 

많이 투입되었다. 토목공사， 기계제작， 천기시공 동은 국내 여러 업체에 都

給율 주었으며， 홉入홉훌훌훌훌흩는 서톡 Polysius밟에서 파견된 10명의 기술자 

와 공장의 기술진이 탐당하였다. 

1967년 12월 100만톤 규모의 공장건설올 착공한 星홈化훌훌훌式 .. 社는 2년 

만에 공장율 완공하였다. 프랑스 Polysius사와 자재도입율 위한 차관계약체 

결율 하고 기술용역율 받아 외국의 기술진과 국내 기슐진율 투입하여 도입 

기계률 설치하였다. 토목공사와 기계설치공사 및 전기시공은 도급율 주었으 

며， 다른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기술자률율 륙채하기도 하여 공장 가동시 종 

업원수는 452명이었다. 같은 매포지역에 있는 한일시멘트와 현대시멘트에서 

근무하먼 사람률도 성신양회로 많이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두개 시땐트공장의 시설확장에 따른 훌훌增加와 신설공장으 

로 인하여 1969년 말의 매포지역 세개 시멘트공장의 천체 종업원 총수는 

1 ， 187명이 되었다. 

현재 세개 시멘트공장의 총업원 중 1969년 이전 入社者률의 現끊율 살펴 

보면 그당시 훌뭘췄果률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다. 

매포지역의 현재 세개 시벤트공장 천체 종업원 2， 140명 충 1969년 이천 

입사자는 128명으로 약 6"률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한일시멘트가 46명， 

현대시멘트가 17명， 생신양회가 65명이며， 현대시멘트 입사자가 척은 수를 

나타내는 것은 그 당시 충업원수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충 관리·사무칙에 약 30"(38명)가 근무하고 있어 눔은 비율올 나타 

낸다. 이는 공장 건셀 초창기에 입사한 사람들이 빨理聯에 많이 발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나머지 70"는 기능직이다. 

본척지별로 보면 忠北 出身이 60"로 가장 많으며 인접한 道인 江原遭 훌 

5)한일시벤트， 1981 , 前揚훌，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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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14". 훌北 출신이 17"를 차지한다. 忠北 훌신 76명 중 꿨陽都 훌신이 

51명으로 가장 많으며 공장과 인접한 뿔川都 훌신도 16명이나 된다. 그러고 

판陽都 출신 51 명 충 홉뼈물 출신이 35명으로 그 당시에도 홉뼈地城 훌신율 

많이 채용하였옵율 알 수 있다. 

훌育水훌올 보면 고졸 출신이 63명으로 거의 반율 차지하고 다옵 충졸이 

34". 천문대 및 대줄은 8명으로 6"률 나타내고 있어 그 당시 R홉훌훌훌門A力 

은 많지 않았옴율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 시기는 현대시맨트와 한일시벤트가 工훌훌聊과 훌훌훌훌훌張올 

하였고 성신양회가 공장율 건설하였기 때문에 훌傳홉홉가 많아져 많은 기술 

자와 노동력이 매포지역으로 유입하였다. 이때에 입사한 사람률은 忠北 버 

身이 많은 편이고 梅浦地城 住民률도 많이 채용되었다. 또한 忠北과 인접한 

江原道 출신과 훌北 출신도 많이 채용되 었음율 알 수 있다. 

2) 成훌 훌훌期의 흩W훌效果 

우리나라의 경제는 훌홉開훌훌計빼의 추진에 의해 工業化의 방향으로 지속 

적인 고도성장율 성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률어와 정부의 안정화 정 

책이 수행됨에 따라 생산활동과 투자활동이 다소 둔화되고 석유파동 둥으로 

어려울도 있었다. 시벤트생산업계도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호황의 경기 

률 누리기도 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방카C유의 가격 앙동 둥으로 難빼에 처 

한 척도 척지 않았다. 그래서 국내소비 뿐만 아니라 홉外市뿔율 개척하여 

輪버에도 힘율 기울였다. 

이 시기는 매포지역에 있는 세개 공장 모두가 대폭척인 시설확장율 단행 

하여 대단위 공장으로 발돋움하였고 NSP 키른이 설치되어 最新式 製遭훌훌備 

률 갖추게 되었다.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는 100만론 규모의 공장으로 1970 

년의 종업원수가 500여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그 당시 100만톤 큐모 공장 

의 종업원수는 대략 500명 내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시멘트는 40 

- 87-



만폰 큐모의 공장으로 종업원수가 두 공장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이다. 한일 

시멘트의 110만폰 중셜공장 건설에는 167>> 회사가 토목공사， 기계셜치， 천 

기설치， 기계제작옳 탐당하였으며， 延Á톨 357 ， 000명이 동원되어 준공되었 

다. 이때 사원 사팩 26훌도 건설되었다. 이와갈이 공장올 증설하는 동안에 

매포지역에는 많은 훌훌훌 A力률이 流入되었다. 그리고 年훌 210만톤의 능력 

율 갖훈 국제적인 대단위공장으로 성장하게 되자 각 공정마다 많은 노동력 

이 필요하게되어 1977년， 1978년에는 종업원이 많이 늄어났다. 

표 5-3. 시벤트 공장멸 종업원수(I 970-1979 )단위:명) 

공 장 1970 1971 1973 1975 1977 1978 

한일시멘트 555 576 571 693 869 931 

현대시멘트 220 278 333 398 609 817 

성신양회 502 452 518 616 665 

계 1, 277 1, 306 1, 422 1, 707 2, 143 2.633 

자료:한국양회공업협회， 1974 , 한국의 시멘트산업， P.114. 
한국양회공업협회， 1978, 시벤트통계연보， P.140. 
한일시땐트， 1981 , 한일시멘트 20년사. 

각 시땐트공장 서무과 및 총무과. 

현대시멘트도 77만론의 대폭적인 t훌훌훌로 인하여 시설확장공사가 률난 후 

인 1975년에는 1970년보다 170여명이 늘어났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종업원 

수가 늘어나 1978년에는 800명율 념어섰다. 성신양회는 1975년 know-how 공 

사률 단행하면서 계속 인원율 증원하여 1978년에는 세개 공장의 종업원수가 

비슷하게 되었다(표 5-3). 

다옵으로 成훌 훌훌흩期의 4훌훌율 알기 위하여 현재 세개 시맨트공장의 종 

업왼 충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의 入社者 現æ올 보면 다옵과 갈다. 

매포지역 세개 시벤트공장 전체 종업원 2， 140명 중 이 기간의 입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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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39명으로 거의 반율 차지하며， 공장율 떠난 사람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 

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공장별로 보면 성신양회가 466명으로 가장 많 

고， 한일시땐트가 321 명， 현대시멘트가 252명이다. 

管理·훌훌훌훌이 16. 7"로 1960년대 입사자에 비하여 그 비율이 아주 낮으 

며， 技麗홉이 74"률 차지하고 單純勞務職은 9.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 

폭척인 시설확장으로 각 공정의 기능직 사원과 단순노무직옳 많이 채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기서 기능직은 관리 ·사무직울 제외한 생산근로자률 지칭 

하며， 단순노무직은 능률급으로 상차 및 포장하는 근로자훌 말한다. 능률급 

으로 일하는 단순노무직은 일이 힘들고 3교대로 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학력은 홉후이 거의 대부분이며 現地住民이 많이 채 

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륙징으로는 3교대로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농 

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며 그래서 농업을 하면서 시땐트공장에 나가는 경 

우도 있다. 그리고 톨金水훌이 높기 때문에 일단 就業이 되면 停年 때까지 

근무를 한다는 점이다. 현대시멘트의 상차 반장율 맡고 있는 이병학씨에 의 

하면 상차반 36명율 12명씩 3개조로 나누어 일율 하며 누군가가 결근옳 하 

더라도 나머지 11 명이 일율 하여 日當율 나누어 가진다고 말하고 있으며， 

자신은 훌川에서 농사률 짓다가 1977년 이 공장에 취업하여 佳쩔里에 집옳 

사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본척지별로 보면 忠北 출신이 68"로 1969년 이전 입사자들의 60"보다 더 

많은 비율율 보이고 있다. 이는 건설 초창기에는 전국적인 채용이 이루어졌 

으나， 성장 발전기에는 I뿔 所在地城에서 더 많은 채용이 이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측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現地住民도 많이 채용되었음율 다음 

의 예에서 알 수 있다.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순수농촌지역인 遭各里

에서 1971 년 성신양회에 입사한 고영복씨(생산과 근무)는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농사률 지으면서 공장에 나가고 있다고 한다. 공장 근무가 3교대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가능하여 현재 논 1 ， 000명과 밭 1 ， 000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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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경작하고 있다. 쳐옵에는 日用홉으로 근무하였으나 그튀 농력이 인정 

되어 技홉홉에 채용되었다고 노무과장 임화용씨는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각 공장마다 현지주민이 농업율 하면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당수 있으며 

륙히 농경지가 넓은 安東里.'f洞里에 많다고 한다. 한일시멘트의 경우 홉 

뼈톨民훌校 同門 62명 중 30명을 포함하여 40-50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한일시멘트 장오봉써 중언). 

역시 이 시기에도 忠北과 인접한 道인 n:홉道 출신이 14". 훌北 훌신이 

11"률 차지한다. 忠北 출신 702명 중 f퓨빼훌B 훌신이 382명으로 가장 많으 

며， 훌川都 출신도 209명으로 많은 편이다. 이쳐럼 공장 所在짧 및 이와 인 

접한 짧에서 홈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옵울 알 수 있다. 꺼陽짧 출신 충 

홉#홈물 출신이 262명으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물·面은 10명 내지 2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율 보면 고줄이 43". 중졸이 28". 국졸이 23"를 차지한다(표 

5-11 ). 특히 국줄이 많은 비중율 차지하는 것은 單純훌務훌(상차， 포장)에 

많이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천문대 및 대훌 훌신은 많지 않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매포지역의 시벤트공업이 成훌 훌훌훌 

하는 시기로서 대폭척인 충셜로 인하여 종업원수가 크게 률어나 1978년 매 

포지역 시맨트공장의 총업원수는 2.633명이 되었다.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올 

많이 채용하였으며， 륙히 3교대 근무로 일율 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면서도 

공장에 훌t業하는 것이 가농해격서 훌村地쳐훌 住民이 많이 채용되었다. 

3) 大를 自Ib化 生훌期의 톨.췄果 

정치 ·사회척으로 혼란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환율인상과 油톰引上에 수훌 

마져 감소한 전례없는 不끊이 야기된 1980년의 우리나라 경제는 마이녀스 

성장옳 기룩하였으며 시멘트생산업계의 훌聊훌도 77"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한일시멘트의 경우 1978년에 23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하였으나 198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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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만톤， 1981년에는 129만톤으로 생산량이 격감한 것율 보더라도 그 당시 

사청율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를 고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후 지속척 

인 경제성장과 함께 홉民生活水훌이 크게 향상되었다. 주택건쩔 및 상업용 

건축의 확대， 기업의 설비투자증대， 1986년 아시안게입， 1988년 올림픽올 

위한 시셜공사 동 국내 건셜경기의 활황으로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였다. 따 

라서 대부분의 시벤트공장들이 시설확장울 단행하여 대큐모 공장으로 생장 

하였다. 

표 5-4. 시맨트 공장멸 종업원수(1980-1991 )단위:명) 

공 장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한일시맨트 778 855 708 642 673 638 

현대시멘트 847 803 775 747 722 702 

생신양회 797 943 924 800 787 800 

계 2, 422 2, 601 2.407 2.189 2.182 2, 140 

자료: 한국양회공업협회， 1983, 시멘트통계연보， P.140. 

각 시멘트공장 총무과. 

이러한 생산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부터 계숙 증가해오던 종업 

원수가 1978년을 고비로 정체현상율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한일시멘트의 경 

우 1970년대 중반 이후 대폭적인 시설확장으로 많은 종업원율 필요로 하였 

으나， 1979년 이후 1980년대 초까지의 불황으로 인하여 시멘트공장 가동률 

이 떨어져 생산량이 격감함에 따라 종업원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1984년 

에 조사한 한일시벤트의 入社 年度別 종업원수률 보면 이러한 사실율 확실 

히 알 수 있다. 축 1974년 37명， 1976년 69명， 1977년 71 명， 1978년에는 무 

려 146명의 입사자가 있었으며， 그동안 이 회사률 떠난 사람률까지 포함하 

면 이 숫자보다 더 많았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던 것이 年度빼 입사자가 

1979년 28명， 1980년 34명， 1981 년에는 8명 밖에 되지 않음에서 간접척으로 

- 91-



이러한 사실율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일시벤트의 종업원수는 1970년대 말부 

터 줄기 시작하며， 1981년에는 상차와 포장하는 일올 한일흥업(한동기업의 

전신)에 도급으로 념겼기 때문에 778명으로 쩍어졌다. 다시 생산설비가 증 

가함에 따라 1982년과 1983년에는 新規 入톨t홉가 많아 종업원수가 중가하였 

으나(표 5-5) , 이후 일부공정율 用짧業빠에 홉B給으로 념겼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다시 많이 줄어들었다. 

표 5-5. 입사 연도멸 종업원수(한일시멘트) (단위:명) 

1964 

18 

1975 

29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6 10 20 36 24 24 13 13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69 71 146 28 34 8 66 77 2 

* 1984년 2월 29일 현재 기준임. 
* 상용근로자 26명이 포함되었고，일용근로자는 제외됨. 
* 자료: 한일시멘트 서무과 

1974 

37 

계 

732 

공장에 따라 200만톤의 생산능력옳 가지게 된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대체 

로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에 해당되며 종업원수는 800명 내외였다. 1985 

년 이후 셰개 시땐트공장 모두가 30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으 

나， 종업원수는 오히려 률어들어 700명내외의 슷자률 나타내고 있다. 현재 

성신양회가 800명으로 가장 종업원수가 많으며， 한일시벤트는 638명으로 가 

장 척다(표 5-4). 그러나 한일시멘트의 경우 상차와 포장하는 일율 한동기 

업(종업원수 140명)에 도급올 주었고， 경버도 용역업체인 범아실업(종업원 

수 38명 )으로 념겼기 때문에 이률율 합하면 800명 정도가 된다. 그리고 현 

대시벤트도 훌越I:톨 건젤에 지원 중인 종업원올 합하면 800명 정도가 된 

다. 이와같이 300만론 규모의 생산능력울 가진 시땐트공장의 종업원수는 

800명 청도로서 이것은 200만론 큐모의 생산능력올 가졌율 때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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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능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에 버혜해서 종업원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直툴으로 운영하먼 

석회적 채광의 일부를 下빼훌l훌에 주고 경비와 챙소 동올 用짧훌I훌로 념기 

면셔 시멘트공장 자체에 소속된 종업원수는 률어들 뿐 아니라 시벤트공업이 

裝풀훌業이고 시멘트업계에서 오랜 경험과 기슐 축척으로 언한 각종 기계의 

자동화와 대형화로 노동력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룰 률면 종래의 原

혐뿔슴은 半自動式이었으나 최근에는 主·團훌料의 조합에 자동화 시스탬이 

도입되어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와잡은 자동화로 A力홉減혔果 뽕만 

아니라 품질 향상과 에녀지 절감효과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화의 예 

률 들면 시멘트공장이 건셜된 초기에는 厭石 探훌過程에셔 장비가 낡았거나 

소형의 장비로 인하여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였으나 기술향상과 援훌裝備의 

大型化로 근래에는 노동력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현대시땐트 채광과에서 

20년동안 근무하다 1991 년 10월에 퇴사한 장대식씨의 증언). 이와같이 홉뼈 

에 있는 시멘트 공장률도 생산과정에 도입된 자본시설의 비중이 커져 생산 

량이 많이 중대되면서도 종업원수는 늘지 않고 있다. 

大를 自動化 生흩期의 *향훌&율 살펴 보기 위 하여 1980년부터 1991 년까지 의 

入社홉 現끊과 工훌훌훌훌 홈n創期와 成훌 훌훌農期의 時期률 서로 비교하여 살 

펴보면 다옴과 같다. 

매포지역 세개 시멘트공장 전체 종업원 2 ， 140명 중 이 기간의 입사자는 

973명으로 약 45"률 차지한다. 1970년대의 입사자보다 적은 것을 보면 1980 

년 이후는 채용율 척게 했움을 알 수 있다. 공장별로 보면 한일시멘트가 

271 명， 생신양회가 269명으로 비슷한 수치률 나타내고， 현대시벤트가 433명 

으로 가장 많다. 이는 현대시멘트에서 1980년대에 률어와 생산능력율 대폭 

척으로 물어올렸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많이 뽑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고 

1980년대의 종업원 감소현상과는 탈리 1990년대에 접어률면서 각 공장마다 

뭘훌훌훌훌톨에 대비하여 新規探用율 늘리고 있다. 축 한일시벤트와 성신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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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과 1991 년의 기간에 각각 88명율 채용하였고， 현대시맨트는 훌훌I훌 

준공올 앞두고 104명이나 채용하였다. 공장건옐 초창기에 입사한 사람률이 

관리직에 많이 발탁되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 입사한 종업원들의 경우 관리 

·사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1970년대에는 대폭척인 시설확장으로 기 

능직과 단순노무직올 많이 채용하였기 때문에 기능직과 단순노무직 비율이 

눔고 상대척으로 관리 ·사무직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 이후 

관리 ·사무직 비율이 약 30"를 차지한 것은 시멘트공업이 裝를를흩훌이기 때문 

에 최근에 률어와 기능직보다 관리 ·사무직 쪽으로 충원올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기능직이 61"로 비율이 낮으며， 단순노무직이 9"률 

나타낸다(표 5-6). 현재 천체 종업원 중 관리 ·사무직 비율이 약 23"률 나타 

내고 있어 시멘트공업은 섬유， 의류 빛 피혁제품 제조업과 제재， 몹제품 및 

가구 제조업 보다 이의 비율이 옳은 편이다 6’ 

표 5-6. 시기벌 직종멸 종업원수 ( 단위:명. ,,) 

관리사무직 기능칙 단순노무직 계 

1960년대 입사자 38(29. 7) 89(69.5) I( 0.8) 128 (100.0) 

1970년대 입사자 173(16.7) 768(73.9) 98(9.4) 1.039(100.0) 

1980년이후 입사자 289(29.7) 596( 61. 3) 88(9.0) 973(100.0) 

천 체 500(23.4) 1, 453(67.9) 187(8. 7) 2.140(100.0) 

6 )1 989년 량공업 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사무 및 기타 

종업원의 비율이 22. 1". 섬유， 의휴 및 피혁제품 제조업의 경우 이의 비 
율이 14.9". 제재， 북제품 및 가구 제조업의 경우 이의 비옳이 16.6"률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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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의 本쯤地 分析올 통하여 地城의 흩톰이 얼마나 이루어졌는 지를 

간첩척으로 알 수 있다. 본척지률 도별로 보면 1960년대 입사자의 경우 忠

뺨北道 출신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1970년대에는 공장소재지역에서 채용 

이 많이 이루어져 그 비율이 68"로 높아졌으나 1980년 이후는 공개채용이 

많이 이루어져 밟北 훌신 버옳이 다시 62.5"로 낮아졌다. 현재 견혜 총업원 

2， 140명 중 약 65"에 해당하는 1 ， 386명의 본객이 忠빼北遺이고 없北과 인접 

한 江厭遭 출신이 12.6", 훌北 출신이 11"률 치지하고 있다(표 5-7). 이처 

럼 3개 遭 출신이 전체의 88.4"률 차지하고 있어 공장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에 훌훌홉1톨가 많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종업원의 본적지별 분포 (단위: 명，")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기타 계 

1960년대 2 2 18 76 22 8 128 
입사자 (1. 6) (1. 6) (1 4.1) (59.4) (1 7.2) (6.3) (1 00.0) 

1970년대 24 12 140 702 111 50 1.039 
입사자 (2.3) (1. 2) (1 3.5) (67.6) (1 0.7) (4.8) (100.0) 

1980년이후 51 33 111 608 102 68 973 
입사자 (5.2) (3.4) (11. 4) (62.5) (10.5) (7.0) (1 00.0) 

전 체 77 47 269 1, 386 235 126 2.140 
(3.6) (2.2) (1 2.6) (64.8) (11. 0) (5.9) (1 00.0) 

L ~ 

충청북도 출신율 市·都別로 살펴보면(표 5-8) , 1960년대 입사자의 경우 

공장소재군인 꺼陽都 출신이 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1970년대 및 1980 

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줄어들고， 반면에 공장에 인접한 훌川짧 및 그외 지 

역의 출신 비율이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률어와 교통의 

발달로 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흩偏의 波及效果가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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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충북 출신의 시 ·군벌 분포 (단위: 명， ,,) 

충주 펴산 충원 제천 단양 기타 계 

1960년대 3 3 16 51 2 76 
입사자 (3.9) (1. 3) (3.9) (21. 1 ) (67.1) (2.6) (100.0) 

1970년대 12 14 33 209 382 52 702 
입사자 (1. 7) (2.0) (4.7) (29.8) (54.4) (7.4) (100.0) 

1980년이후 18 13 26 220 287 44 608 
입사자 (3.0) (2.1) (4.3) (36.2) (47.2) (7.2) (100.0) 

천 체 33 28 62 444 720 99 1, 386 
(2.4) (2.0) (4.5) (32.0) (51. 9) (7.1) (100.0) 

f만陽都 출신율 물·面iU로 살펴보면(표 5-9 ), 1960년대와 1970년대 입사자 

의 경우 공장소재지역인 홉뼈물 출신이 69"로 가장 많았으며， 1980년 이후 

에는 꿨陽물 및 다른 面의 출신 비율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다. 륙히 1980년 

이후에는 홉뼈물 출신이 이 시기의 천체 종업원의 17"률 차지하는데 1970년 

대의 25"보다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는 專門A力율 채용하는 경향 

으로 공장소재지인 매포지역 주민의 채용비율이 떨어지고 있융율 의미한다. 

표 5-9. 단양군 출신의 읍·면벌 분포 (단위: 명， ,,) 

매포 단양 대강 가곡 척성 기타 계 

1960년대 35 6 5 3 51 
입사자 (68.6) (11. 8) (9.8) (2.0) (5.9) (2.0) (1 00.0) 

1970년대 262 45 14 14 25 22 382 
입사자 (68.6) (11. 8) (3.7) (3. 7) (6.5) (5.8) (100.0) 

1980년이후 173 44 14 22 18 16 287 
입사자 (60.3) (1 5.3) (4.9) (7.7) (6.3) (5.6) (100.0) 

천 체 470 95 33 37 46 39 720 
(65.3) (13.2) (4.6) (5.1) (6.4) (5.4) (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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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훌물 출신율 里.9U로 살펴보면(표 5-10 ), 천체척으로 볼때 시멘트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인 훌빼里가 115명으로 가장 많고 友홈里가 64명， 홈홈里가 

31명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공장 인접지역인 JI1헤명里， 安東里， 下빼里， 

崔헬里 출신도 많은 편이다. 

표 5-10. 매포옵 출신의 里별 분포 (단위: 명， ,,) 

매포 우덕 안동 명동 고양 기타 계 

1960년대 11 7 5 3 8 35 
입사자 (31. 4) (20.0) (1 4.3) (8.6) (2.9) (22.9) (100.0) 

1970년대 65 28 27 41 16 85 262 
입사자 (24.8) (10.7) (10.3) (1 5.6) (6.1) (32.4) (100.0) 

1980년이후 39 29 16 19 14 56 173 
입사자 (22.5) (1 6.8) (9.2) (11. 0) (8.1) (32.4) (100.0) 

천 체 115 64 48 63 31 149 470 
(24.5) (13.6) (10.2) (13.4) (6.6) (31. 7) (100.0) 

이상의 분석에서 드러나듯이 시멘트공장이 입지함으로써 I:홉所在빼률 충 

심으로 한 인접지역의 *훌條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다옵의 예에 

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한일시벤트의 경우 홉浦몸이 본척인 종업원은 

185명이고 천체 종업원 638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이다. 이중에서 

현재 홉빼물에 거주하는 종업원은 142명으로 本활地에서 훌t業이 되어 그 곳 

에서 계속 공장에 근무하는 축 본적지와 현거주지가 동일한 경우가 69명(농 

사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음)， 본적지에서 취업이 되어 공장 사택으로 이사 

한 종업원이 34명(농업율 그만 두었거나，분가한 경우가 많음)， 본척지에서 

梅浦물의 다른 지역으로 移住하여 살고 있는 종업원이 39명이다. 그러고 본 

척지가 홉뼈물이면서 현재 異川市에 거주하는 종업원이 36명이며 이률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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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지에서 농업율 그만두고 훌住률 하였거나 分훌하여 나간 경우가 많다. 그 

외에는 R뿔물에 이동한 4명， 훌川都에 이륭한 1명과. 자녀교육올 톡척으로 

협州로 훌住한 2명 이 있다. 

훌育水훌올 보면(표 5-11) 1960년대 입사자의 경우 고줄이 거의 반율 차 

지하고 고급 천문인력은 많지 않았으며， 1970년대에도 기능칙올 많이 채용 

한 결과 고졸 및 충졸 훌신이 많고 륙히 국줄이 많은 것운 단순노무직에 많 

이 채용되였기 때문이다. 1980년 이후에는 천문대와 대졸 훌신이 21"로 그 

비율이 아주 높아졌다. 이는 앞서 진술된 바와 갑이 관리·사무칙 비율이 높 

은 것과 공개채용으로 高훌훌門A力율 많이 홉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졸 

이 48"롤 차지하고， 충졸 및 국졸은 상대척으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이는 

최근에 률어와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륙히 Ii홉 빛 훌山홈 훌신이 많이 취업 

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5-11. 시기별 종업원 교육수준 (단위 : 명， ,,) 

대 졸 천문대졸 고 줄 충 줄 국 졸 계 

1960년대 5 3 63 43 14 128 
입사자 (3.9) (2.3) (49.2) (33.6) (10.9) (1 00.0) 

1970년대 40 28 446 289 236 1, 039 
입사자 (3.8) (2. 7) (42.9) (27.8) (22. 7) (100.0) 

1980년이후 148 58 474 172 121 973 
입사자 (1 5.2) (6.0) (48.7) (17.7) (1 2.4) (100.0) 

천 체 193 89 983 504 371 2, 140 
(9.0) (4.2) (45.9) (23.6) (1 7.3) (100.0)1 

천체 종업원 가운데 대졸 훌신이 193명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천문대 훌 

신이 89명으로 4"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시벤트의 경우 대졸 훌신이 72명으 

로 1980년대에 30명， 1990년에 8명， 1991 년에 19명이 채용되어，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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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훌 훌신이 많이 채용되고 있옴올 알 수 있다. 공개채용된 사원이 65명으 

로 薰業， 化훌， 훌훌홉材料I빼툴科 출신 20명， 홉훌훌， 톨률， 훌훌I훌科 출신 

30명 둥이 자기 천공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충 서옳얘 주 

거지훌륭 가진 사람이 26명이나 되며， 束훌훌 6명 둥 忠北 이외에 주거지훌 가 

진 사람이 41명으로 고졸이하 출신률보다 륙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I:뿔所 

在빼 지역 밖으로 소둑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융율 알 수 있다. 쩨훌#홈물 거주 

자는 23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햄洞里 사택에 거주하고 있다. 홉뼈물 安東里

출신으로 함州에서 대학율 졸업하고 이 공장에 공채되어 서무과에 근무하는 

장오봉씨는 자기처럼 이 지역 출신이 다른 도시에 나가 교육율 받고 공채에 

홉훨하여 자기 고향으로 오는 사람률도 많이 있다고 말한다. 고졸 훌신은 

983명 (46" ), 중졸 출신이 504명 (24")으로 이들은 대부분 기능직에 근무하고 

있다. 국줄이하의 학력율 가진 종업원은 371 명 (17")으로 능률급인 단순노무 

칙이 많으며 채광과， 장비과， 분쇄과에도 많이 근무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세개 시땐트공장 모두가 300만론의 

대단위 생산규모를 지니게 되었으나 공정의 일부률 하청업체에 념기거나 또 

는 生훌過程윷 自Ib化하여 종업원수는 오히려 줄어률어 1983년 2 ， 601 명에서 

1991 년에는 2 ， 140명이 되었다. 1980년 이후는 공개채용으로 천문대와 대졸 

출신의 고급 전문인력올 많이 뽑아 관리 ·사무직 비율이 높아졌으며， 서울 

경기 훌신이 많이 채용되어， 梅휴홈地城 住民의 採用이 낮아지고 있옵옳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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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홉뼈의 시땐트공업이 A口成長 및 #훌훌에 미친 훌훌 

(1) 梅浦地城의 A口成훌 훌努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됨으로써 I業化， 都市化가 

급속히 이루어져 1960년대 후반에는 농어촌 인구가 급격한 감소현상율 나타 

내고， 대도시와 공업도시 및 그 주변지역에는 인구가 집충되는 결과률 가져 

왔다. 1960-1966년의 全홉 A口增加훌은 연명균 2.6%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62년 훌族計빼이 국가척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1950년대 후반(전국 연 

평균인구증가율 3.0%)에 비하여 다소 둔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지하자원이 풍부한 뚫川郵(3.3%) , 퓨陽郵(4.8%)의 年平혈A口增1m寧은 전국 

연명균 인구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것이 忠北의 연명균인구증가 

율(2.1%)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1966-1970년에는 전국 

연명균인구증가율이 1. 9%로 떨어지고， 忠北(1.8%의 감소)은 離村向都 現象

으로 절대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뿔川都(0.6% ), 퓨陽郵 

(0.7%)은 약간의 인구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표 5-12. 연명균 인구증감율 (단위: 명， %) 

1960-66 1966-70 1970-75 1975-80 1980-85 1985-90 

천 국 2.6 1. 9 2.0 1. 5 1. 6 1. 5 

충 ~ 2.1 -1. 8 0.9 -1. 4 -0.5 -4.2 

단양군 4.8 O. 7 -0.4 -4.0 -2.9 -4.9 

포 8.4 7.6 1. 9 -1. 6 -3.5 -5.1 I 

(1 4, 570 ) (1 9, 744 ) (21 , 727) (20 , 091) (1 6, 707) (1 2, 957) 
듀 
」 L 

* ( )는 1966, 1970, 1975 , 1980 , 1985, 1990년 인구를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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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매포읍과 단양군의 인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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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浦의 인구는 1960년 8. 798명에 불과했으나 두재의 시벤트공장이 건설되 

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60-1966년의 기간에는 年~혐 8.4"라는 

높은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였다. 그후 또하나의 시멘트공장이 건설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어 1966-1970년 사이의 연명균인구증가율도 7.6%를 나타 

내었다. 

1970년대는 전국인구의 증가율이 점차로 둔화되고， 忠北의 인구도 초반에 

다소 증가현상을 보이는 듯하다가 1975-1980년 기간에는 연명균 1. 4"가 감 

소하였으며， 꿨陽짧도 계속 감소현상이 두드러져 1975-1980년에는 忠北의 

107fl 군 충 가장 높은 인구감소율을 보였다 71 梅浦물의 경우 1970-1975년 

사이에는 전국과 거의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나. 1975년에 최대의 인구규모 

률 나타내다가 그후 1975-1980년 사이에는 인구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전국인구의 증가율은 연명균 약 1. 5"를 나타내고 있으며， 충북 

인구의 경우 초반에는 약간의 감소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후반에는 많은 감 

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j광陽都도 계속 많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梅浦

地城도 계숙 인구가 줄어 1980년 2만명의 인구가 1990년에는 12.957명으로 

줄어들었다(표 5-12)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포지역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1960년 

대의 인구 急成長期. 2만명 내외의 인구규모를 지속하는 1970년대의 인구 

停빼期， 인구가 크게 줄고 있는 1980년대의 인구 감소기 동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그림 5-2). 

(2) 梅浦의 시벤트공업과 A口成長

매포지역에는 시벤트공장의 건설과 시설확장에 따른 훌傳機슐가 풍부해 

7) 申容澈. 1984(a). 前揚論文.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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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인구성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서는 매포지역에서 시벤트공 

업이 발달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성장을 세 시기로 나누어 중점척으로 알 

아본다. 

1) 1960년대 A口 急成長期

1962년 11월부터 매포면 友德里에 한일시멘트， 그리고 1963년 6월부터 

梅浦面 高陽里에 현대시멘트가 건설되기 시작함에 따라 많은 인구가 늘어났 

다. 또한 1968년 3월부터 성신양회가 梅浦面 梅浦里에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었다. 이와같이 처음에는 시벤트공장 건설에 많은 노동력 

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설요원들이 모여들었고， 공장이 준공된 후에는 廣備

機슐를 찾아 종업원들이 많이 유입하였다. 이때 대부분 종업원들은 가족과 

함께 移住하기 때문에 1960-1970년의 기간 동안 많은 인구가 늘어나， 梅뼈 

의 인구는 1960년에 비하여 두 배가 넘는 19 ， 744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 이후 훌I業 훌훌運에 따른 A口增加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으며， 설문조사의 결과 나타난 매포지역으로의 移住훌b廳를 보면 더욱 확 

실히 이 사실을 윗받침 할 수 있다. 

표 5-13. 가구별 이주동기 (단위: 가구，") 

이주동기 1970년이전 1970년대 1980년대 계 

농업에 종사 67 6 9 82(23.8) 

광공업 종사 42 60 66 168(48.8) 

상업·서비스 23 25 26 74(21. 5) 

기타 이유 3 4 13 20 (5.8) 

계 135(39.2) 95(27.6) 114(33.1) 344 (1 00.0) 

표 5-13에서와 같이 설문에 웅한 총 3447t구 중 광공업에 종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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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포에 이주한 가구는 1687}구로 가장 많은 비충율 나타내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숙 이주하고 있음율 알 수 있다. 그러고 

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移住한 가구도 22"률 나타내며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률은 대부분 오래천에 移住하였음율 알 수 있다. 

이상에서 1960년대에는 시벤트공장의 건설로 매포지역은 폭발척인 인구증 

가를 가져왔먼 시기라 불 수 있으며， 시멘트공장의 건설로 據浦물의 地城別

A 口 分布는 많은 변화률 초래하였다. 

표 5-14. 里別 인구중감(I 963-1969) (단위:명. ,,) 

지 역 1963 1969 증 감 연명균증감율 

매 포 2.183 4.371 2.188 11. 6 
우 벅 1.993 2.146 153 1. 2 
어의곡 618 614 - 4 - 0.0 
하 괴 590 1.176 586 11. 5 
상 꾀 164 238 74 6.2 

안 동 647 1.182 535 10.0 
회。 동 1. 114 1.779 665 7.8 
도 곡 278 327 49 2. 7 
하 시 504 581 77 2.4 
상 시 378 483 105 4.1 

여。 천 504 610 106 3.2 
가 회。 1.134 1.426 292 3.8 
삼 곡 743 863 120 2.5 
:J1.‘- OJ 775 1.680 905 12.9 
상 진 351 432 81 3.5 

도 전 134 162 28 3.2 
별 그~ 240 130 - 110 - 10.0 
도 탐 258 336 78 4.4 

계 12.608 9.539 6.931 7.3 

시벤트공장 착공 이천의 里.su 인구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공장건설 

시기에 해당하는 1963년의 里별 인구는 표 5-14와 같다. 友德里에 한일시멘 

트가 공장율 세우면서 근로자들이 모여들었고， 공장 가동 후에는 종업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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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착하면서 1969년 이곳의 인구는 2 ， 146명이 되었으며 공장과 인첩한 # 

빼里， 安東里에도 많은 인구가 늘어나 1 ， 000명 이상의 인구 규모률 지니게 

되었다. 또 성신양회가 공장을 건설하면서 #훌뼈里는 인구집중지역이 되어 

1963년보다 1969년에는 두 배가 념는 인구규모롤 가졌다. 이곳은 面所在趣

였기 때문에 행정기능이 집중하였고 상엽이 발달하였으며， 인구의 집중으로 

서비스 시설률도 많이 률어셨다. 또한 공장 인접지역인 下빼里에도 인구가 

1963년에 비해 1969년에는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율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시벤트가 공장율 세우면서부터 홉陽里 뿐만 아니라 이웃한 佳

헬里에도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高陽里는 1963년 775명이었 

던 인구가 1969년에는 두 배가 념는 1 ， 680명으로 되었고， 佳￥F里도 1 ， 426명 

의 인구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듯이 3개 시벤트공장 所在 里률 중심으로 많은 인구집 

중이 이루어졌고， 그외 다른 순수농촌지역들의 인구증가율은 천국 명균 인 

구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2) 1970년대 A口 停빼期 

1970년대 초반에 2만명에 육박한 梅補의 인구는 1975년에 21 ， 727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그후 1975년을 고비로 서서히 줄어들 

어 1980년에는 20 ， 091 명으로 되었다. 이와같이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인구 

수에 큰 변화가 없고 후반에는 소규모이기는 하나 절대인구가 줄어들고 있 

지만， 광공업에 종사하기 위한 이 지역으로의 A口流入이 계속 나타나고 있 

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률 들면 한일시멘트가 시설확장으로 1970년대 중 

반 이후 신규입사자률 많이 채용한 것율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광공 

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유입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서도 알 수 있다. 첫째， 현재 훌I業에 종사하고 있는 1657}구(설문조사에 

용한) 중에서 광공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가구는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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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로서 전체의 약 86"률 차지하고 1가구당 약 4.3명의 가축율 동반하고 

있다. 나머지 가구률은 이 지역에 계숙 거추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 지역에 와서 광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 지역으 

로 이주한 시기률 보더라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가구가 이주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표 5-13 ). 

그리고 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의 결과 꿨陽과 훌川을 포함 

한 遭內에서 樞뼈로 이주해 옹 가구는 75가구로 64"를 차지하며， 江홈遭 

지역에서 약 20". 훌尙北遭 지역에서 약 9"률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매 

포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近距離 移動 축 遺內(륙히 훌川市와 꺼陽몸이 많 

음)와 忠北과 인접한 江鳳遭 및 흩北地城(海浦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鳳州， 寧越， 榮州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5. 移住源別 가구수 (단위:가구. ,,) 

지 역 가구수 비 율 지 역 가구수 비 율 

단 양 읍 21 17.9 경상 북도 10 8.5 

제 천 21 17.9 서 울 6 5.1 

遭 內 33 28.2 그외 지역 3 2.6 

강 원 도 23 19.7 계 117 100.0 
__ .L __ 

또한 이 기간에는 세개 시멘트회사에서 확장공사를 단행하여 대큐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축 현대시벤트가 1974년 제2차 확장공사를 완료 

하여 120만론 규모로， 한일시멘트가 1976년 제3차 증설공사률 하여 210만톤 

규모의 공장으로 확장하고， 성신양회도 1979년 키른 1기률 증설하여 年흩훌能 

力 250만폰 규모로 크게 확대한 때가 주로 이 기간이다. 이점율 감안한다면 

시벤트공장의 생산규모 확대로 홉偏農홈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 

고 있다고 불 수 있다. 륙히 현대시멘트와 한일시멘트가 대규모 확장공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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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인 1975-1978년 사이가 인구유입이 가장 많아 梅뼈의 A口成훌이 절정 

기률 이룬 시기였다. 

그리고 시벤트공업과 관련된 고려포장공업사가 1971년에 이 지역에 설립 

되어 훌傳農홉률 제공함으로써 지역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 

다. 또 카바이드 제조업체인 現代篇슴金屬이 1973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지역인구률 증가시켰다. 이 외에도 소규모의 석회석 제조업체와 석회석 광 

업이 문을 열어 짧業홉홉률 제공하고 인구를 유입하였다. 이와같이 1970년 

대에는 광공업 분야에서 제공된 展傳機會를 바탕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발생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1970년대에는 시벤트공장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시멘트 

공업과 관련된 공장이 률어섰기 때문에 A口流入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농 

촌지역에서의 A口流버이 많아 二重構造的 A口成長 빼係률 나타내게 됨으 

로쩌 기간중 梅浦의 총인구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같이 1970년대에는 梅浦물의 인구가 2만명 내외의 인구규모를 나타내 

고 있으나， 인구분포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의 매포지역내 인구 분포를 보면 한일시벤트가 자리잡고 있는 友

홈里는 1960년대 말에 성신양회가 들어서자 1971 년에는 인구가 2 ， 971 명으로 

늘어났고， 한일시멘트의 시설확장으로 1976년에는 3 ， 059명까지 증가하였으 

나 이후 약간씩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에 급성장한 悔浦里는 

4 ， 000명 내외의 인구률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나， 1976년 面所在地가 핸洞里 

로 移빼하면서 차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두개의 공장으로 인하여 安東里

와 ￥F洞里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륙히 ￥F洞里는 면소재지로 바 

뀌면서 年~혈 인구증가율이 7%에 달하는 인구 急增地城이 되었다(표 

5-16 ). 下樓里는 성신양회 사택이 들어섬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또한 島훌三峰의 관광자원율 바탕으로 觀光聚짧이 발탈 

한 것도 인구증가의 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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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벤트공장에 盧業할 目的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대부분 공장 가까운 

곳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현대시멘트공장이 있는 홉陽里， 佳￥F里의 인구가 

1970년대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高陽里는 현대시벤트의 사택이 더 많이 

건설됨에 따라 年2ft혈 인구증가율이 7.6"률 나타내며， 崔￥F里에는 고려포장 

공업사와 현대종합금춤이 률어 섬으로 인하여 1960년대 말 보다 훨씬 많은 

인구규모률 지니게 되었다. 三各里의 경우 농가가 많아 한편으로는 인구유 

출이 나타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과 비교척 가까이 있는 국도변에 

공장 종업원률이 居住하거나 商街가 발달하여 A口훌化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5-16. 里別 인구증감(1971-1979) (단위:명， ,,) 

지 역 1971 1979 증 감 연명균증감율 

매 포 3, 992 3.801 - 191 - 0.5 
우 덕 2.971 2.670 - 301 - 1. 9 
어의곡 678 722 44 0.8 
하 괴 1.363 1.459 96 0.8 
상 꾀 249 216 - 33 - 1. 8 

안 동 1, 278 1, 485 207 1. 9 
명 동 1.776 3.104 1, 328 7.0 
도 곡 288 222 - 66 - 3.1 
하 시 520 490 - 30 - O. 7 
상 시 454 436 - 18 - 0.5 

여。 천 628 549 - 79 - 1. 7 
가 명 1, 415 1, 628 213 1. 7 
삼 곡 971 974 3 0.0 
고 。~ 1, 088 1.999 911 7.6 
상 진 398 413 25 0.5 

도 천 146 166 20 1. 6 
멸 곡 243 170 - 63 - 4.5 
도 탐 321 233 - 88 - 4.0 

계 19.440 20. 737 1.297 0.8 

시땐트공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농사률 주로하는 농촌지역들은 대체 

로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현상올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전국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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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훌村向都 현상인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의 인구유출이 이 지역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축 於훌깜里， 道田里는 인구 정체현상율 보이고，1:빼 

里， 遭各里， 下詩里， 上詩里， 令훌里， 別깜里， 島홈里 둥 대부분 농촌지 역 

률이 인구 감소률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이 시기는 시벤트공장 소재지역과 주변지역들은 인구유입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형척인 농촌지역률은 인구가 유출되어 二量構遭的

A口成훌 빼係률 보이고 있다. 

3) 1980년대 A口 減少期

1980년 12월 1 일부로 물으로 昇格한 홉浦물의 인구는 계숙 줄고 있다(표 

5-17). 1980년대 초반에는 석회석 제조공장과 석회석 광업이 들어섬에 따라 

종업원과 그 가촉에 의해 지역인구가 상당수 늘어났다. 륙히 백광광업과 장 

자석회는 종업원 큐모가 큰 공장이어서 지역인구 변화에 많은 영향윷 미치 

고 있다. 

표 5-17. 매포읍의 인구중감 (단위 : 명 ) 

또 1980년대에는 시멘트공장들이 대규모로 확장공사률 실시하여 세개의 

공장 모두가 300만론 규모의 생산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시벤트공 

장률이 大規훌 生흩能力을 가지게 되었으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장비의 

대형화로 노동력은 크게 더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장마다 폭 필요한 

경우률 제외하고는 자연감소로 인한 자리는 채우지 않았고， 또한 일부 공정 

율 하청업체 및 용역업체에 都給을 주었기 때문에 표 5-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업원의 수는 줄어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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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시땐트공장 종업원수의 변화 (단위:명) 

회 사 명 1983 1991 중 감 

현대시멘트 803 702 -101 

한일시벤트 855 638 -217 

성신양회 943 800 -143 

계 2, 601 2.140 - 461 

시벤트공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종업원이 줄어 

률고 있어 梅뼈물의 인구감소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륙히 현대종합금 

숙의 종업원은 1983년에 261 명이었으나 1991년에는 11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고 석회석 공장인 장자광업소의 종업원도 1983년 330명에서 1991 년에는 

146명으로 줄어둘었으며， 소규모 공장들의 종업원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또 

한 신광석회， 갑산석회， 풍년석회가 폐광되어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인구감 

소의 한 원인이 되었다. 

행정구역 개편도 매포지역의 인구감소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85 

년 7월 15일 신단양 4개리(上홉里， 道田里， .9U잠里， 島홉里)가 훌뼈물에서 

꿨陽붙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4개 里의 인구가 홉*홈물에서 

꿨陽물의 인구로 바뀌어졌다. 

그러고 교통의 발달로 통근이 가능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주변도시로의 이 

주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는 시벤트공장 종업률 

의 거주지 현황율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표 4-3 참조). 륙히 각 회사가 회 

사 버스로 출·퇴근율 시키기 때문에 주로 훌川市로 移住하는 사원이 많다. 

이상애서 1980년대에는 시멘트공장 및 기타 공장 종업원의 감소， 행청구 

역의 변경， 추변 도시에서의 통근가농 둥으로 홉뼈물의 인구는 점점 줄어둘 

고 있옵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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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구시가지 (한때 매포연의 중심지 역힐올 했던 매포리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행정기관의 이천으로 쇠퇴하고 있다 ) 

사진 6 신주거단지 (명동리는 행정기관의 이전과 수불 이주민의 

주택 및 사댁이 입지하여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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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분진 (분진으로 인하여 가게문은 이중창으로 하고 상품율 

신문지 둥으로 엎어 보호하고 있다) 

사진 8 환경오염 (분진으로 슐레이트 지봉의 홈이 박히고 농작물 

에 피해률 주고 있다) 

- 112 -



이처럼 1980년대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A口分布에 영향율 미쳐 지역척인 

변화률 나타낸다. 축 1980년 충주댐 수몰지구로 확정되면서 더 이상 홉뼈里 

와 友홈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게다가 건물의 新·改

훌도 불허했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더욱 더 열악해졌다(사진 7, 8). 이후 이 

지역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상업기능도 아주 약화되 

었다(사진 5). 下빼里의 경우에도 聚짧과 훌훌#地가 거의 모두 수몰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 이곳은 1984년부터 관광취락이 모두 철거되 

었고， 농가률도 다른 곳으로 이주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성신양회 사택만 

남아있다. 

표 5-19. 里別 인구증감(1981-1989 ) (단위:명， %) 

지 역 1981 1989 ~ 감 연평균증감율 

포 3.489 1.355 - 2, 134 -12.0 
우 덕 2, 469 1, 332 - 1. 137 - 7.9 
어의곡 682 430 - 252 - 5.8 
하 꾀 1, 377 408 - 969 -15.3 
상 꾀 193 65 - 128 -13.7 

안 동 1, 373 657 - 716 - 9.4 
명 동 3, 638 4.453 815 2.5 
도 곡 202 204 2 0.0 
하 시 488 324 - 164 - 5.1 
상 시 450 419 - 31 - 0.9 

여。 천 545 347 - 198 - 5. 7 
가 명 1, 723 1, 011 - 712 - 6. 7 
삼 곡 957 498 - 459 - 8.2 
고 OJ 2, 144 2, 025 - 119 - O. 7 
계 20 , 416 13.528 - 6, 888 - 5.1 

* 상진，도전，별곡，도담리는 제외되었옴. 

홉陽里는 시멘트공장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2 ， 000명 내외를 계속 유지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의 발틸로 뚫川市로의 이주자가 많은 핀이다. 심 

지어 사택에 거주하는 사원들까지도 자녀교육올 위하여 또는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훌川市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고 安東里， 佳햄里， 三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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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 둥 공장주변지역률도 많은 인구감소현상율 나타내고 있다. 농촌지역률은 

이 시기에도 계숙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룩히 上빼里， 下詩里，

令훌里 둥이 많이 감소하였다. 

이와는 달리 ￥F빼里는 많운 인구가 계속 증가해 왔다. 1976년 이 곳으로 

면사무소가 이천해 왔고， 현재는 물으로 승격되어 물훌훌흩所 주변에는 우체 

국， 소방서， 상가， 식당， 다방 동 서비스 시설이 많이 률어서게 되었다. 또 

1988년 한일시멘트 사택이 友篇里에서 jqi洞里로 집단 이주해 왔고， 같은 해 

에 安東里의 한일 시벤트 사택도 햄洞里로 이주해 왔다. 그리고 1988년 수 

해로 上빼里 및 安東里에서 이 곳으로 많은 가구가 이주해 왔기 때문에 헬 

빼里의 인구는 해마다 늘어나 현재는 4 ， 400여명으로 홉浦몸에서 가장 많은 

인구규모률 가지게 되었다(표 5-19 , 사진 6).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갈이 1980년대는 공장소재지역과 공장주변지역 모두 

가 인구감소현상율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농촌지역들도 인구유출이 많아서 

홉뼈물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행정 중심지인 끝F洞里 

만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3) 홉빼趣城의 A口뿔遭 

매포지역에 시멘트공장이 건설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러한 인 

구유입은 매포지쩍의 A口뿔遭에 큰 영향율 미쳤다. 그래서 梅浦의 성별， 

연령벌 인구구조롤 시벤트공업과 관계되는 시멘트공장 소재지역 및 그 주변 

지역( 이하 공장지역이라 함)과 시벤트공업과는 비교적 상관이 없는 농촌지 

역으로 나누어 비교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 性jU 뿔成 

빼域jU 性比를 살펴보면 1989.1 1. 1 일 현재 농촌지역은 여자 100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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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남자 97.5명으로 女超現훌이 나타나며， 공장지역은 여자 100명에 대하여 

남자 104.4명으로 男超現훌울 보인다. 이는 시멘트공장 종업완 충 톡신자가 

많기 때문이며 현대시벤트에 120실， 한일시벤트에 105실， 성신양회에 75실 

의 묵신숙소률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2) 年빼>>u 構成

매포지역의 인구구조룰 천국의 인구구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몇가지 륙징으로 나타난다. 

첫째， 농촌지역은 전국에 비해 45세 이상의 연령충 비율이 많이 나타나 

연령구조상 老節化 現훌율 보인다. 설문조사 가구 중 농가만의 인구구조률 

살펴보면 륙히 50-69세의 연령충이 더옥 많은 비충을 차지하며 이들이 주로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장지역은 老年톨의 인 

구가 많지 않다. 시벤트공장 종업원 가구의 인구구조에서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충의 비율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그럼 5-4 , 5, 6, 7) 

표 5-20. 이출인구의 연령계급별 분포 (단위:명， ,,) 

15-19세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이상 계 

12명 55 53 18 6 6 160 
남 

7.5 " 34.4 33.1 11. 3 3.8 3.8 0.6 0.6 100.0 

7명 43 12 0 0 0 0 63 
여 

11. 1 " 68.2 19.0 1. 6 0 0 0 0 100.0 

19명 98 65 19 6 6 223 
계 

8.5 " 43.9 29.1 8.5 2. 7 2. 7 0.4 0.4 100.0 

자료 : 설문조사에서 산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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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 농촌지역의 인구구조(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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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 -4 공장지역의 인구구조(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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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농가의 인구구조( 1991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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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시벤트공장 종업원 가구의 인구구조( 1991，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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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째， 농촌지역 및 공장지역에서 15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연형충의 인구 

구성비가 전국인구의 그것에 비하여 큰 陳뿔율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률 

은 뿔빼的 移훌b麗力이 가장 큰 연령충에 숙하고 교육， 취업， 병역， 결혼기 

의 연명충에 속하는 인구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순수농촌지역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그 구성비가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가축 중 部分 移버者에 

대한 셜문 조사자료률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부분 이출자 160명 중 67.5"인 108명이 20-29세의 연령충에 

숙하고 移버 理由는 盧業， 훌業， 兵投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5-19세의 

연령충도 7.5"가 되며 주로 數育율 목적으로 移버하고 있다. 륙히 25-29세 

의 연령충은 33.1"률 나타내어 이 지역의 짧業홉흩도 있지만 다른 도시지역 

으로 많은 빼버율 보이고 있는 점이 륙이하다. 이점은 이 지역에서 제공되 

는 훌훌홉1톨가 시벤트공업과 판련된 것에 집중됨으로서 다양성이 부촉한 때 

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자의 경우 천체 이출자 63명 충 약 68"가 20-24세의 연령충에 속 

하고， 또한 15-19세 및 25-29세의 연령충도 상당수가 이 지역율 떠나 있는 

상태이다(표 5-20 ). 이률의 이출지역은 헐業의 경우 취업기회가 풍부한 서 

울 및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편이며 쏠山， 톨南地城으로의 移버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빼州， 忠州， 異川 둥율 비롯한 충북도내 지 역으로도 

이출하고 있다. 학업의 경우 뺨州로의 이출이 가장 많으며 서울， 大邱， 安

東으로 進훌율 위해 많이 移出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훌業율 북척으로 이출하는 것보다 짧業을 위한 移出이 많이 

이후어지고 있으며， 반면에 광공업 및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는 학업율 북척으로 더 많이 이출하고 있다. 또 농가의 부분 이출자 비율이 

팡공업 총사자의 부분 이출자 비율보다 더 많옴이 분석과정에서 밝혀졌다. 

셋째， 공장지역에서 35-54세에 이르는 남자 연령충의 인구구성비가 갈은 

연령층의 전국인구의 그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청장년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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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는 이 연령층의 인구는 사회 ·경제척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Á 

口훌的으로도 再生흩期에 있는 연령충에 숙한다. 이는 시멘트 공장 건셜로 

인하여 생산연령충이 이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며. 3개 

시맨트공장 종업원의 연령을 참작하면 더옥 확실히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표 4-2참조). 축 3개 회사에서 30-40세의 연령충 비율이 모두 가장 

눔게 나타나며 40-49세의 연령충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갈이 매포의 공장지역은 다른 대도시 및 산업지역에서와 같이 生훌 

年빼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충북의 다른 순수농촌지역의 

인구피 라빗에서 보는 이 연령충의 큰 결손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율 알 수 있다(그림 5-4). 

넷째， 공장지역에서 30-39세의 여자 연령충이 전국인구의 그것에 비해 많 

은 비충올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어느정도 연령 

차이률 두고 결혼을 하며， 시멘트 공장종업원률의 30-49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표 4-2참조) 결혼 후 이들이 함께 이 지 역으로 

유입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며， 또한 시벤트공업 발달에 따른 3차 산업의 

발달로 륙히 서버스업(주로 식당， 다방， 술집)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 

문이다(그럼 5-4 ). 

다섯째， 공장지역에서 5세부터 14세 이하의 유소년충의 인구가 최대의 구 

성비률 가지면서 전국의 그것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률 나타내고 있는 점이 

다. 5-14세에 이르는 소년충의 인구가 두럽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再生흩年빼홈인 30-49세의 연령충이 많기 때문이며 3개의 국민학교와 

1개의 중학교가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톨民훌校와 中훌校의 교육은 이 

지역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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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홉뼈의 시땐트공업과 他훌훌과의 삐홉 

(1) 시 멘트공업 빼톨훌훌業의 成훌 

1 ) 짧立 R훌期.BU 흩業훌훌훌톨 

지금까지 시멘트공장의 흩빼올 工뿔建훨 휩創期， 成훌 훌훌흩期， 大를 自훌b 

化 生훌期의 3시기로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인구성장을 1960년대. 1970년 

대. 1980년대의 시기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 시기에 맞추어 매포지역의 他

훌훌훌의 훌훌立時期률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과갈다. 

CD 1960년대 

1960년대에는 한일시벤트와 현대시멘트의 두개 공장이 1964년에 건설되었 

고， 성신양회가 1969년에 완공을 하여 이 시기에는 시벤트공장만 있먼 시기 

이다. 물론 빼城 흩業인 대양토건사가 1966년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의 건설 

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ø 1970년대 

1970년대에는 매포지역에서 시멘트공장들이 대폭적인 시설확장을 하는 성 

장 발전기로서 많은 훌훌홉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벤트공장에 포장지률 

納品하기 위하여 1971 년 崔헬里에 고려포장공업사가 들어섰다. 포장지률 만 

드는 주원료는 크라프트지， 실， 잉크이며， 생산공정은 原紙롤 인쇄하여 절 

단하고 쩌l봉하여 제품을 만들어 버術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장지 

제품 중에서 약 2/3는 현대시벤트 공장， 나머지 1/3은 강원도의 한라시멘트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이 공장 사무원 한현구씨와의 면담). 

1973년에 이 지역의 풍부한 석회석을 주원료로 하는 카바이드공장인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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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현대종합금숙의 천신)이 현대시멘트 공장 바로 옆에 자리률 잡았다. 

이 공장은 훌工業 훌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국내 최대의 칼슐 카바이드 

훨造業빠로서 석회석율 이용하여 주로 용접봉율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풍부한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1974년에 셜립된 광진산업 

의 석회공장과 1973년에 세워진 대곡석회 및 1978년 설립된 영신기업사 퉁 

석회석 광업이 매포지역에 자리잡아 훌홉홉슬률 제공하였다. 륙히 영신기업 

사는 성신양회 공장 안에 위치하면서 석회석올 채광하여 이 공장에 공급하 

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인 도탐제재소와 매포합동양조장이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 1980년 이후 

1980년에는 종업원 규모가 200명이 념는 백팡팡업 새마울 공장이 於훌훌양 

里에 건설되었고， 1983년 장자단양광업소， 장자광업(주)16토채석장이 각각 

上詩里， 令훌里에 세워졌다. 장자단양광업소는 1983년 설립 당시 330명의 

충업원율 가졌으나 석회석 수요가 줄어 1991년에는 종업원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표 5-21) . 

표 5-21. 기타공장 종업원수의 변화 (단위:명) 

회 사 며。 1983 1991 τ '% 감 

장자석회광업소 330 141 - 189 

현대 종합 금숙 261 115 - 146 

대 곡 석 회 41 28 - 13 

광 진 산 업 36 15 - 11 

계 668 299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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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81 년 삼보광업， 1984년 휴립종합판매주식회사， 1985년 한일산 

업， 1987년 삼민기업사 둥 소규모의 석회석공장이 매포지역에 률어셨다. 이 

중에서 한일산업， 삼민기업사는 한일시맨트공장 안에 위치하면서 석회석올 

이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륙히 카바이드 제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근로조건 

이 악화되어 現代훌合훌톨운 1983년에 261 명이먼 종업원의 수가 1991 년에는 

대폭 줄어 115명으로 되었다. 그래서 2基의 키른 중 지금은 l기의 키른만 

가동되고 있다(이 공장 관리부장과의 면탐). 그러고 소큐모 공장인 광진산 

업과 대곡석회의 종업원수도 많이 줄어들었다(표 5-21). 이외에 신광석회， 

갑산석회. 풍년석회가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으나 1980년대 말에 훌훌되 

었다. 

이 시기에는 시멘트공장의 用짧業앓가 많이 건설되었는데， 현대상운(1985 

년 셜럽)은 현대시멘트의 제품을 운송하며， 한일흥업(1981 년 설립， 한동기 

업의 천신)은 한일시멘트 공장 안에 위치하면서 이 공장의 원자재 및 제품 

의 상하역올 맡고 있으며， 법아실업 (1984년 설립)은 한일시벤트의 경비률 

담당한다. 그리고 1981년에 설립된 대우상사는 土建業꿇로서 이 지역의 건 

자재률 공급하고 있으며， 1988년 설립된 은재실업은 비료포장지를 제조하는 

소규모 업체이다. 이와같이 1980년대에도 매포지역에는 集홈利益 때문에 많 

은 공장이 집충되었다. 

1990년대에는 화물수송이 계속 늘어나 화불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충북공업사， 1991 년 설립)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한성기업(현대시 

멘트)과 생용기업(생신양회)은 청소하는 用짧율 맡고 있다. 그리고 1990년 

에 태영석회의 석회공장이 새로 건설되었고， 1991 년에는 대덕건설이 이 지 

역에 틀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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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공장의 빼聊業월 

한 지역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게 되면 이 공장이 이와 관련된 새로운 

企훌올 홈引하기도 하고 創버하기도 한다 81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소규모 

공장이며 단톡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下謂活뼈올 통하여 대기업과 상호의존 

척인 관계률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하청업체를 필요로 하는 대기 

업의 경우 새로운 입지에서 下謂울 통해 그 지역의 소자본가에게 創業홉1톨 

률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홉뼈에는 시벤트공장과 관련되는 業體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각 시땐 

트공장별 관련업체는 다음과 같다(표 5-22 ). 

표 5-22. 시벤트공장별 관련업체와 종업원수 (단위:명)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성 신 양 회 

고려포장공업사 70 한 동 기 업 142 영신기업사 34 

현대상운 48 한일산업 34 성용기업 10 

한성기업 6 삼민기업사 38 

범아실업 38 

계 124 252 44 

* 기계설비 업체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제외되었음. 

이들 업체들은 각 공장과 下請 및 홉力빼係률 지니면서 대부분 시멘트공 

장내에 立地하며 다음과 같이 네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CD 시멘트의 

鳳홈材 供給과 관련된 업체(고려포장공업사， 한일산업， 삼민기업사， 영신기 

업사)， <2> 제품의 上·下짤율 담당하는 업체(현대상운， 한동기업)， @ 공장 

8)Moseley, M.J. , 1973, "The Impact of Growth Center‘ s in Rural Region

n," Regional Studies , vol.7 ,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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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비 및 청소를 탐당하는 업체(법아실업， 한생기업， 성용기업). @ 시멘 

트공업 자체가 裝톨훌훌이기 때문에 기계제작， 설비， 보수와 관련된 업체가 

많은 편이다. 현대시멘트의 성보기계， 영우기계， 대진기계와 성신양회의 충 

앙기계， 혁진기계， 삼흉기공 둥이 현재 공장내에서 용역율 맡고 있다. 이 

외에도 훌훌， 土木I훌률 맡고 있는 하청업체률도 있다. 

3) 기타 서비스산업 

매포지역에는 시땐트공장 및 시벤트공업 관련공장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업체들이 많이 있으며 훌훌分홉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의 경우 2377H 사업체가 있는데 이률 충 

읍식료품종합소매점이 71개소로 가장 많고， 이외 대중음식점 26개소， 간이 

음식점 33개소， 다방 12개소， 양곡소매상 11개소， 정육점 107H 소， 여관·여 

인숙 7개소 둥이 있다. 특히 음식료품종합소매첨은 1973년에는 9개소에 불 

과하먼 것이 1981 년 44개소로 늘어났고 현재는 71개소로 수위를 차지한다. 

이것은 최근에 각 자연부락마다 2-3개의 슈퍼마켓율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다. 1970년대에 비하여 최근에는 대충음식점은 늘어나고 酒店율 포함한 간 

이옵식점이 점점 줄어둘고 있다. 다방도 인구집중으로 12개로 늘었으나 여 

관， 여인숙의 숙박업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표 5-23) . 한편 운수·창고·통산 

업에는 8개 사업체가 있으며 소규모 공장률이 많아 運뚫業이 발달하고 있 

다. 금융·보험 ·부동산업에는 8개 사업체가 있으며 큰 공장률은 많으나 이 

지역의 옳홉， 保險옳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 및 개인 셔버스엽의 경우 이용실 7개소， 미용실 127H 소， 쿄회 

12개， 학원 13개소， 세탁소 8개소 둥 99개 사업체가 있다. 1973년에는 이용 

실이 14개로 많았으나 현재는 그 절반수준이며 미용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표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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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서비스업종의 성장 (단위: 개) 

옴식료품 대중옴식점 간이옴식점 식육첨 다방 이용 미용 숙박업 

1973 9 6 54 6 3 14 12 21 

1981 44 15 47 9 4 12 8 10 

1991 71 26 33 10 12 7 12 7 

셋째， 훌業의 경우 대부분 이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회석올 

생산하고 있다. 장자단양광업소， 대곡석회， 삼보광업， 장자광업(주)16토채 

석장은 석회석광업으로서 석회석율 주로、생산하며 여기서 생산된 석회석은 

포항제철공장 및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넷째， 製造業의 경우 이 지역의 풍부한 석회석율 주원료로 생석회， 소석 

회， 석회분말， 석회비료 둥율 생산하고 있다. 백광광업， 광진산업， 태영석 

회， 유림충합판매주식회사， 광진석회， 진성석회， 영화산업은 석회 제조업공 

장이다. 그리고 현대종합금속주식회사 꿨陽 그:뿔은 카바이드 제조업체로 석 

회석울 이용하여 주로 용접봉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담제재소， 매포 

양조， 은재실업(비료포장지 제조)이 있다. 

다섯째， 전기 ·가스·수도업에는 한전단양변전소가 있어 많은 동력을 필요 

로하는 시멘트공장에 전력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포지역에는 시멘트공장 및 시멘트공업 관련공 

장 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있다. 그외 시벤트공장과 직 

접척으로 관계되지는 않더라도 이 지역의 석회석을 바탕으로 훌業과 製遭業

이 많이 발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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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멘트공업 빼훌훌業의 톰.췄果 

1 )시멘트공장 빼聊훌빠의 톨.췄果 

매포지역에는 시멘트공업이 발탈함에 따라 관련산업이 계속 입지하여 흩 

뭘홉*도 많이 훌u버되고 있다. 축 한일시멘트와 판련된 업체에는 종업원이 

142명이나 되는 한동기업을 포함하여 네개 업체에 252명의 종업원이 있으 

며， 이들운 시벤트공장 종업원과 함께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 

고 현대시멘트에는 셰개 업체에 124명， 성신양회에는 두개 업체에 44명의 

종업원이 있다. 

시멘트공장과 관련되는 下歸業꿇 중에서 종업원이 가장 많은， 한일시멘트 

의 도급업체인 한둥기업의 경우 A톨톰올 살펴보면 다옵과 같다. 이 회사 종 

업원들은 한일시벤트 공장에 근무하다가 도급업체로 소속이 바뀌어진 근로 

자률이 대부분이다. 이들 종업원은 사무직 3명율 제외하면 모두 능률급인 

단순노무직이며， 천체 종업원 142명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106명이 園Z휴 

또는 훌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멘트공장의 단순노무직의 경우와 비 

슷한 현상이다. 일이 힘들고 교대근무로 인하여 공장 근처에 많이 거주하 

며 • 3교대 근무이 기 때문에 상당수가 농사도 같이 하고 있다( 이 회 사 사장 

과의 면탐). 그리고 本쯤빼률 보면 忠北 출신이 약 60"률 차지하고 이들 중 

퓨홈짧 출신이 대부분이고， 홉浦물 출신은 천체의 27"로서 현지주민 채용이 

높은 펀이다. 

또다른 예로 시멘트공장 納品業體인 포장지를 생산하는 고려포장공업사의 

훌훌올 쌀펴보면 다옵과 같다. 이 공장의 천체 종업원수는 70명이며 관리 ~ 

사무칙 5명， 기능직 4명， 단순노무직 61 명으로 되어 있다. 학력은 단순노무 

칙이 많아 충졸 이하(84")가 대부분이며 여자 종업원 비율(60")이 높다. 그 

러고 홈뼈물이 본척인 종업원은 22명이며 이 중에서 工뿔所在地인 佳￥F里

출신이 14명으로 현지주민이 많이 채용되었옵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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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서비스산업의 R톨W톨效果 

이와 더불어 매포지역에는 일반도매·소매·옵식·숙박업의 경우에도 23778 

사업체에 336명의 종업원이 있다. 이러한 업체는 대체로 한 두명의 종업원 

율 두고 있다. 그리고 운수·창고·통신업에는 8개 사업체에 53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99개 사업체에 123명이 종사하 

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석회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석광업이 

발달하여 훌톨業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67명으로 많은 편이다. 륙히 장자 

단양광업소의 경우는 1983년 법인을 설립하면서 330명의 종업원을 가져 이 

지역에 많은 홉傳훌훌훌률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수요 감소로 종업원이 141 명 

으로 훌減하였다. 이 공장에는 梅浦물， 꿨陽물 주민이 주로 종사하고 있다 

(부소장과의 면탐). 

훨造業 충에서 현대종합금속주식회사 꿨屬 I:훌의 훌홉올 살펴보면， 설립 

초기인 1973년에는 112명의 종업원이 있었고， 키른 2基가 가동된 1983년에 

는 261명으로 많았으나， 현재는 카바이드 공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키른 

1基만 가동되면서 종업원수가 115명으로 줄었다. 이 공장에는 현지 주민이 

많이 채용되고 있으며， 종업원들은 주로 공장 소재지인 佳핸里와 이와 인첩 

한 홈陽里， 三씀里에 대부분(66명 ) 거주하고 異川市에도 46명이 거주한다. 

또 이 지역에는 석회제조업 공장이 가장 많다. 이들 공장에는 單純 工程이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여종업원률이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의 종업원 수는 273명이다. 제조업에는 이외에도 정미소， 방앗간， 양복점， 

양화점， 인쇄소 동 25개 사업체가 있으며 대부분 自營業主이기 때문에 36명 

이 종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포지역에는 시벤트공장 및 시벤트공장 관련업 

체 외에도 38978 사업체에 608명의 종업원이 있다. 이들중 일부는 시멘트공 

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시멘트공장 건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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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흩業뚫와 훌훌홉1톨가 創버된 것으로 생각된 

다. 

(3) 홉뼈빼城 全l훌 훌業l훌와의 有홉的 빼係 

*훌뼈에 자리잡고 있는 10인 이상 훌業빠의 男女.8U 종업원수는 다음과 갈 

다(표 5-24 ). 

표 5-24. 사업체멸 종업원수 (단위: 명) 

사 업 체 남 여 계 사 업 체 남 여 계 

현대 시벤트 674 28 702 삼보광업 22 9 31 
한일 시벤트 619 19 638 장자토채석장 55 12 67 
생신양회 769 31 800 삼민 기업사 38 39 
백광광업 163 47 210 현대종합금숙 111 4 115 

광진산업 7 8 15 현대상운 47 48 
유럼종합판매 11 4 15 고려포장 28 42 70 
장자 랑업소 116 25 141 범아실업 37 38 
대곡석회 24 4 28 대덕건설 9 3 12 

영신 기업사 34 0 34 영광기업 70 10 80 
충북 공업사 23 2 25 대우상사 12 0 12 
태영석회 14 15 한동기업 139 3 142 
한일산업 33 34 성용기업 8 2 10 

합계 3.063 258 3.321 

* 총업원수는 1991. 4. 30. 현재임. 
* 시멘트공장 및 고려포장， 한둥기업은 1991. 12.31.현재임. 

1991 년 12월 31 일 현재 3개 시멘트공장옳 포함하여 24개 사업체에 3.321 

명의 총업원이 종사하고 있다. 이률 충 남자가 3.063명으로 약 9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여자는 258명으로 약 8%률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은 남자의 취 

업율이 아주 눔음올 알 수 있다. 이는 광업과 시벤트제조업이 대부분 남자 

노동력올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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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률 24개 사업체률 종업원 規훌別로 分類하면 표 5-25와 같으며， 기업체 

의 큐모는 그 지역의 成훌홈在力율 이해하는 데 중요한 指훌가 된다. 

표 5-25. 종업원 큐모별 사업체수 (단위 :개， 명 ) 

규 모 사업체수 종업원수 규 .5!. 사업체수 종업원수 

10 - 49인 14 356 100 - 299인 4 608 

50 - 99인 3 217 500 - 999인 3 2, 140 

계 24 3.321 

500연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3개 시벤트공장이며 읍 규모의 도시에 이 

런 대큐모의 공장이 입지한 경우는 보기 드물며， 시멘트공장 종업원 2, 140 

명이 매포지역 전체 종업원 3 ， 321 명의 64"률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에 지대 

한 영향울 미치고 있다. 

종업원 100-299인 사이의 기업체는 석회제조업체인 백광광업과 석회석 생 

산업체인 장자단양광업소 및 제품의 상·하역율 맡고 있는 한둥기업 그러고 

카바이드 제조업체인 현대종합금숙 동 4개이며， 한동기업율 제외한 이률 공 

장 역시 이 지역의 풍부한 석회석 원료를 이용하는 업체률이다. 시벤트공장 

외에도 종업원 큐모가 100명이 념는 업체들이 4개나 있어 이 지역에 흩傳홉 

홉롤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들 4개 공장 종업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18.5"이며， 여기에 시멘트 공장 종업원 비율을 합하면 약 84"를 차지한 

다. 

50-99인 사이의 종업원율 가진 업체는 석회석 생산업체 및 시멘트 포장지 

제조공장과 토목·건축업체이며， 이들 세 업체의 종업원수는 217명으로 매포 

천체 종업원의 약 6.6"에 해당한다. 그리고 10-49인에 속하는 업체는 석회 

제조업체와 석회석 생산공장들이 대부분이다(그림 5-7). 

- 129 -



~-------- 500명 이상(종엽훤) , ~---~------100 - 299 

" .----\--1- … 50 -99 
、11，，-.;.，..t-~----- 10 -.49 

o 2km 

그렘 5-7. 규모벌 사엽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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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사업체의 形顧.9U 特性율 보면 다옵과 같다(표 5-26). 기업 

형태의 륙생은 지역의 홈홉훌行力에 영향율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의 

統合훌度와 밀첩하게 관련되어 있어 어땐 지역의 I業構遭的 特性율 파악 

하는데 있어 충요한 훌훌가 되고 있다 91 

기업의 형태멸 륙성은 그 업체가 單一工뿔이냐 多工뿔이냐에 따라 또 本

닮률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뻐 

홉뼈물에는 단일공장기업으로 본사와 공장입지지역이 동일한 ‘지역내 소 

속 단일공장’이 12개이다. 이들 중 대부분 업체가 이 지역의 풍부한 석회석 

율 생산하는 석회석 광업과 이 지역에 건설자재률 공급하는 토목·건설업이 

다. 공장규모도 소규모 공장이어서 他地城과의 空間運홉가 낮은 편이다. 이 

러한 업체에 종사하는 총업원들은 규모는 크지 않으나， 거의 대부분 지역주 

민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다. 

표 5-26. 기업의 규모 및 형태벌 사업체수 (단위: 개) 

형태 지역내 소숙 지역내 소숙 지역외 소숙 지역외 소속 
계 

규모 단일공장 다공장 단일공장 다공장 

10 - 49 10 3 14 

50 - 99 3 

100-299 3 4 

500이상 3 3 

계 12 0 4 8 24 

9)Watts , H.D. , 1981 , The Branch Plant Economy: A Study of External 

Control , Longman , pp.I-4. 

10)훌훌映， 1989 , 前揚짧文， p.34. 이 논문에서 분류한 기업형태를 따른 것 
。1
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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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이 따로 있는 ‘지역외 소숙공장’이 127ß이며 이률 충 단일공 

장은 4개이고 나머지 8개는 다공장이다. 지역외 소숙공장이면서 단일공장의 

경우 종업원 규모가 별로 크지 않으며 지역주민의 톨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시멘트공장 3개와 백팡광업 및 장자광업소 둥 대체로 종업원 규 

모가 큰 업체들이 ‘지역외 다공장’에 숙하고 규모가 커서 他地홉과의 空뻐 

훌훌훌가 높게 나타난다. 이와같이 본사를 외부에 둔 공장의 경우가 그 지역 

에 본사를 둔 업체에 비하여 대체로 규모가 큰 것율 알 수 있다 11’ 공장규모 

가 크기 때문에 시벤트공장처럼 외부지역의 노동력이 많이 유입되고 또한 

地城 住民의 훌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외 소숙공장’의 본사 소재 

지률 보면 12개충 11개 업체가 서울애 본사률 두고 있고， 1개의 업체만이 

훌川에 본사률 두고 있다. 

11 )Park Sam Ock and Wheeler , James 0. , 1983, "lndustrial Loation 

Policies and Manufacturing Employment Change: the Case of the 

Republ ic of Korea," Regional Development Dialogue , vol.4 , no.2 , 

p.246. 

- 132 -



제 6 장 ^l벤트공업에 대한 홉몹의 홈했뿔훨 

매포지역에 시벤트 공장이 건설， 확장됨에 따라 여러가지 켈훌챙훌훌化가 얼 

어났으며， 실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여건과 意훌뿔遭面에도 많 

은 영향옳 미쳤올 것으로 간주된다. 본 장에서는 시멘트공업과 관련한 주민 

률의 의식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시멘트공업의 입지에 따른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 주민률이 실제로 어떻게 짧講， 홈，.하고 있는가률 알아본다. 

1. 훨間훌훌훌의 內흉과 分析方훨 

훌훌間빼훌는 매포옵 총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훌本調훌로 행하여졌다. 

훌本운 單훌R任훌抽버홉(simple random sampling)율 사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옳山里는 민가가 없어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147H 里의 

344훌口가 설문조사률 위한 훌本훌口로 선정되었다(표 6-1) . 

본장의 내용율 분석하기 위한 賣料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구 

체척 조사항묶은 부룩(설문지 )에 기재된 바와 같다. 설문자료에 대한 분석 

은 매포지역 추민율 시멘트공업과 관련한 훌I業에 종사하는 集團， 商業에 

종사하는 집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집단， 그리고 純牌農業에 종사하는 집 

단으로 분휴하고， 意醫의 륙정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가 

구주가 겸업농가일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광공업 

에 종사하는 집단은 시멘트공업에 직접 종사하는 가구와 기타 광업에 종사 

하는 가구이다.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집단은 소매업과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집단은 3차산업 중에서도 공무원， 

교사， 묶사， 운수업 퉁에 종사하는 가구에 해당한다. 

한편 설문조사 자료분석의 補完的 뼈d面율 강화하기 위하여 4개 集團別 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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析 외에도 현재 쌀고 있는 住居빼의 륙성율 감안하여 매포지역올 시벤트공 

업과 판계되는 시멘트공장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이하 공장지역이라 함) 

과 순수농촌지역으로 나누고， 兩 회힐域 住民의 1훌훌훌#훌造률 비교 분석하는 방 

법올 병행하였다. 이때 공장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홉뼈물의 홉浦里， 友짧 

里， 下빼里. 安東里， 웰뼈里， 佳￥F里， 홉陽里 둥이고， 그 나머지는 순수농 

촌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표 6-1. 설문조사가구수 (단위:가구) 

초사지역 전체가구수 
설 τ Ir그 aζ'- 사 가 구 수 

계 농업 광공업 상업 서비스업 

매 포 344 44 4 30 9 
우 덕 336 38 4 19 8 7 
어의곡 122 10 6 3 0 
하 펴 130 19 0 19 0 0 
상 괴 17 0 1 0 0 

안 동 165 20 10 8 0 2 
명 동 1, 077 91 7 48 20 16 
도 곡 40 6 6 0 0 0 
하 시 100 12 9 2 0 
상 시 81 10 9 0 0 

어。 천 78 13 9 2 
가 회。 251 27 6 15 5 
삼 곡 164 22 13 6 2 
고 양 470 31 9 12 4 6 

계 3.340 344 92 165 46 41 

2. 住民의 훌훌홉#훌훌훌 

(1 ) 시멘트공장 건셜에 따른 地률利흥에 관한 주민의식 

시멘트공장의 건셜이 이 지역에 利훌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住民의 홉훌 

훌內뺨온 다옵과 같다(표 6-2). 

천체객으로 보면 34471-구 충 60"가 시벤트공장이 이 지역에 이익윷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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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고 있으나， 훌훌業에 따라서는 주민의 홈훌훌姓向이 상당한 차이를 보 

인다. 륙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약 70%가 否定的 견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시멘트공장 건설 이후 짧塵으로 인하여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입 

거 때문에 농민률은 이륙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6-2. 지역이익혜 대한 주민의식 (단위:가구. %) 

놓업종사 광공업종사 상업종사 서비스종사 계 
웅탑 

가구 답l 옳 차구· 벼율 i 가구 tJl 율 카구 비율 가구 비율 

여} 27 29 123 75 30 65 205 60 

아니오 65 71 42 25 16 35 16 39 139 40 

쳐1 92 100 165 100 46 100 41 100 3짖4 100 

(X2=50.9069 df=3 P=O.OOOO) 

이와는 달리 광공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3/강이 。l 지역에 이익을 준 

다고 웅답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生活基盤을 시맨트공장에의 취업을 통하 

여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캉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도 65%가 이 지역 

발천에 이특율 준다고 웅답하였다. 이는 공장건설로 인하여 인구가 증자하 

면 상업이 터욱 발탈하케 될 것이라는 期待心理의 결과로 풀이된다. 서버스 

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경우도 약 61%가 이 지역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만들은 

시벤트공장이 이 지역에 머치는 肯定的 혔果， 즉 塵鷹홈홉寶나 수요의 확대 

동율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아 있는 반면에， 농업에 종사하는 주만들은 

否定的안 敏果， 훔 環境f륭藥의 문제 동을 더욱 강하께 인식하는 경향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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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순수농촌지역과 공장지역 주민칸의 훌훌뿔造률 비교해보면 聯業>>u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의식의 차이와 유사한 돼번올 보입으로써 시벤트공장이 

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住民意뿔의 훌化性율 윗받침하고 있다. 축 

시멘트공업과 별로 상판이 없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4가구 중 55가구 

(74")가 시벤트 공장 건설이 지역발천에 이익율 주지 못한다고 웅답하고 있 

는데 반해서， 시멘트공업과 관련이 많은 공장지역에 거주하는 2707t구 충 

1867t구(69")는 시벤트 공업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율 주고 있다고 생각하 

고 있어 대조률 이루고 있다. 

(2) 시멘트공장 건설과 所得水훨에 관한 주민의식 

시벤트공장의 건설로 이 지역의 소묵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에 대 

한 웅답내용율 보면 다음과 같다(표 6-3). 

표 6-3. 소륙수준 변화에 관한 주민의식 (단위:가구. %) 

농업종사 광공업종사 상업종사 서비스종사 계 
웅 답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많이 향상 9 10 64 39 13 28 16 39 102 30 

초금 향상 36 39 77 47 23 50 18 43 154 45 

그대로 47 51 24 15 10 22 7 17 88 25 

계 92 100 165 100 46 100 41 100 344 100 
L 」←듀듀 」 」←(

(X2=51.8896 df=6 P=O.OOOO)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공장 건설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다로 웅답 

한 가구가 천체의 반올 차지하였고， 소륙수준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생각하 

는 가구는 39". 많이 향상되었다는 가구는 10"에 불과하다. 이는 시멘트 공 

장의 건셜이 겸업농가가 아닌 경우 農業所得의 향상과 직접척인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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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하여 광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이률이 

칙캡 시벤트공장에 뾰業하거나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시멘트공장 건셜 이후 

소득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벤트 공장 건설 이후 소륙수준이 많이 향상되 

었다고 보는 가구는 천체 3447}구 충 30%. 조금 향상이 45%. 그대로률 유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25%이다. 륙히 광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 

사하는 가구에서는 소묵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률은 공장건설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순수농촌지역에 사는 주민과 공장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웅답내용율 

비교해보면 농촌지역 주민률의 경우 시벤트공장이 건설됨으로써 소묵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가구는 74가구 중 겨우 5가구에 불과하며， 조 

금 향상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35가구， 공장건설 이전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34가구로서 시벤트공업이 농촌지역의 소묵수준에는 

상대척으로 큰 영향율 주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장지역 

에 사는 주민률은 2707}구 중 97가구가 소륙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 

하며. 119가구가 조금 향상. 54가구가 소특수준이 그대로라고 보고 있어 職

業빼에 따른 露훌의 차이률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 시벤트공장의 훌張에 관한 주민의식 

시멘트공장의 확충여부에 대한 주민의식은 다음과 같으며， 표 6-4에서 보 

듯이 대체로 각 집단 가구의 반 정도가 현재상태가 척당하다고 보고 있다. 

천체적으로 보면 3447}구 중 169가구인 49%가 현재 상태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더 불기률 바라는 가구가 22%. 줄어들기률 바라는 가구가 29%를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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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순수농혼과 공장지역으로 나누어 불 경우 순수농촌지역에 사는 주민 

들은 시벤트공장 수가 현재상태가 좋다고 보는 가구가 44가구로 59"률 차지 

하며， 늘어나기를 바라거나 풀어률기률 바라는 경우는 각각 22". 19"툴 나 

타내고 있다. 공장지역의 경우 현재상태가 좋다고 보는 가구가 1257t구로 

46"를 차지하며 눌어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23". 줄어들기를 바라는 경우가 

31"이다. 이처럼 公훔問題와 지역여건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현재의 공장수 

(3개)가 척당할 것으로 본다. 

표 6-4. 시멘트공장 확충에 관한 주민의식 (단위:가구. ,,) 

농업종사 광공업종사 상업종사 서비스종사 계 
웅 답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늄기 바람 13 14 43 26 13 28 8 20 77 22 

현재가좋다 48 52 80 48 17 37 24 59 169 49 

줄기 바람 31 34 42 25 16 35 9 22 98 29 

계 92 100 165 100 46 100 41 100 344 100 
」←←」

(X2=9.6341 df=6 P=0.1409) 

(4) 시땐트 공장의 肯定的 效果에 대한 주민의식 

시땐트공장 건설이 이 지역에 미친 긍정척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민 

률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웅답내용율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5).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취업의 기회가 많아졌다와 교롱이 더욱 펀 

리해졌다률 지척하고 있고， 인구의 증가률 그 다옴으로 인식하고 있다. 

량공업 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활業홉슬가 풍부하다고 웅답한 수가 압도 

척으로 많으며，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경우에도 취업의 기회가 많아졌음 

옳 인식하고， 교통의 발달과 인구증가로 상업 및 서비스업이 더욱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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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고 서버스업 종사자의 경우 약 50"가 취업기회가 

풍부해졌고 그로 인하여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고 믿고 있다. 

이상에서 시맨트공장의 건셜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여러 部門애서 

취업기회가 중대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인구도 증가하게 되었옴율 깊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순수농촌지역과 공업지역의 주민 모두가 취업기회가 풍부하여쳤고 

이로 인하여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교통의 발달울 가져왔 

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6-5. 시멘트공장의 궁정척효과에 관한 주민의식 (단위 ,,) 

농업종사 광공업종사 상업종사 서비스종사 계 
옹 답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버율 가구 비율 

취업 기회 풍부 42 46 105 64 17 37 20 49 184 54 

교 통 발 달 31 34 27 16 11 24 11 27 80 23 

상업셔비스발달 2 2 12 7 7 15 6 15 27 8 

문화 시설 확충 4 2 2 4 0 0 7 2 

인 구 증 가 16 17 17 10 9 20 4 10 46 13 

계 92 100 165 100 46 100 41 100 344 100 

(X2=30.6674 df=12 P=0.0022) 

(5) 시멘트 공장의 홈定的 혔果에 대한 주민의식 

시벤트공장의 건설이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어떠한 부정적 효과률 가지는 

가에 대해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표6-6).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경우 34%는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 

고 있다. 시멘트공장이나 석회공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은 별로 

농작물 피해률 입지 않으나 그래도 예전에는 훌業의 경우 미세한 석회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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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하여 피해가 많아 누에치기률 중단했다고 한다. 그러고 공장 및 도로 

주변에는 낙진으로 농작물 생장에 막대한 지장올 받고 있다. 生活뀔I홉의 피 

해도 약 51"가 인식하고 있다. 이와같이 농업에 총사하는 가구들은 시멘트 

공장 건셜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의식올 가지 

고 있다. 

표 6-6. 시멘트공장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주민의식 (단위:가구， ,,) 

농업종사 광공업종사 상업총사 서비스종사 계 
용 답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농작물피해 31 34 7 4 2 2 40 12 

생활 환경 피해 47 51 108 66 28 61 33 81 216 63 

옴료수이용불편 3 3 10 6 3 7 2 5 18 5 

건강에 해롭다 11 12 40 24 14 30 5 12 70 20 

계 92 100 165 100 46 100 41 100 344 100 

(X2=66.1571 df=9 P=O.OOOO) 

광공업 충사자의 경우 2/37t 생활환경의 피해률 느끼고， 건강문제를 심각 

하게 생각하는 가구도 24"나 된다.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경우도 광공업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거의 60"가 생활환경의 피해률 률고 있으며， 건강에 

해롭다는 대탑이 30"률 차지한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약 81%가 생 

활환경의 피해률 지척하고 있어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하여 生活의 不便율 

훨씬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와갈이 광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률은 생활환경의 피해 

와 함께 건강문제에 대하여 많은 피해의식올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지역 주 

민들은 시멘트공장이 훌훌훌하는 公害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에 대해 가장 

강한 부정척 인식올 하고 있는 가운데 직업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건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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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표출되고 있다. 

한편 순수농촌지역의 경우 생활환경의 피해 (54")와 농작물의 피해 (28")률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공장지역의 경우 앞에서 살핀 광공업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반웅율 보이고 있다. 

본장올 요약 정리하면 다옴과 같다. 시멘트공장이 어헌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그 지역에 여러가지 영향율 미치게 되며， 주민들은 그러한 영향울 명 

가하게 된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肯定的인 혔果와 否定的인 效果로 나타 

나며， 그 지역 주민률은 시멘트공장 관련 집단과 관련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되며， 영향에 대한 명가는 이렇게 구분된 集빼間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 

다. 시멘트공장과 관련이 많은 광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은 시멘트공장이 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 

이 있다. 륙 시멘트공장이 지역발전에 이익율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소특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종사자들은 이익보다 

는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률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소득수준이 별 

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시멘트공장이 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 

척인 효과률 강하게 인식한다. 이와같이 홉業에 따라 意講構造에 많은 차이 

가 나타나고 있옵울 알 수 있다. 또한 공장지역과 순수농촌지역 주민간의 

의식구조도 직업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식의 차이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지역간 차이는 地城의 特性과 관련해 나타나는데， 공장지역은 

주로 광공업，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순수농촌 

지역은 대부분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면 시벤트공장의 확충 

에 대해서는 戰業íJU ， 地城別 집단간에 큰 차이률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체 

로 현재의 상태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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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훌뺑 및 홈꿇 

본 연구는 시벤트공업의 훌훌훌過훌과 그 훔性올 빼城과 판련하여 파악하였 

으며， 시멘트공업 발달에 따른 사회 ·경체척 변화를 흩 •• ^口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러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 지률 알기 

위하여 홉뼈趣城올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벤트공업이 地城의 R훌.과 A 

口成훌에 미친 톨4톨옳 분석하였다. 또한 시멘트공업과 관련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총합쩍인 명가로서 住民의 意훌홉쩨톨훨를 알아 보았으며， 훌퓨究結果률 훌훌 

約하면 다옵과 같다. 

1 ) 시맨트의 本工홉은 厭料훌趣에 입지하며， 大都市 및 工業都市인 消톨! 

빼에 分I:홉과 레미콘공장률이 입지한다. 홉뼈빼城은 원료산지의 利點율 바 

탕으로 세개의 대큐모 시벤트공장이 입지하여 주요 시벤트 생산지역으로 발 

천하였으며， 공업발달 초기에는 공장지역 주변에 인구가 집중하여 都市化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셀확장으로 工훌훌地， 훌톨똥이 확대되면서 4흩흉#地는 

점검 잠식당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주거환경이 

좋운 곳으로 이추하는 사람률이 많아지고 있다. 

2) 홉뼈地城에는 1960년대에 세개의 시벤트공장이 건설， 가동되면서 훌륭 

훌훌훌톨， 홉Ib者， 技術者률이 외부에서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1970년대는 대 

폭쩍인 시셜확장으로 각 공청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훌빼홉홉 

가 더욱 풍부해쳤으며， 이 시기부터는 忠北 出身의 技能홉이 많이 채용되었 

고， 륙히 3교대 근무로 농업올 하는 현지 주민들도 다수 채용되었다. 한편 

시벤트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빼聊흩業이 입지하여 새로운 홈빠홉1톨도 계속 

창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각 회사가 工程의 일부를 用投業뿔에 都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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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었옳 환만 아니라 오랜 경험과 기슐 혹척으로 인한 각총 기계의 自Ib

化와 *훨化로 노동력이 대체되어 종업원이 줄어률고 있다. 

3) 현재 세개 시멘트공장에 고용된 총업원의 훌신지률 보면， 忠北 出身

(65"; 이톨 충 퓨陽都 훌신 52". 훌川都 출신 32")이 가장 많으며， 인접한 

江홈遺( 13"; 홈州， 훌훌이 많음)와 훌北 出身(I l"; 榮州， 安東이 많읍)도 

많다. 이를 롱하여 시멘트공장의 입지가 인첩지역 주민의 흩.홉1톨에 미치 

는 영 향이 큼율 알 수 있다. 

4) 이와 관련하여 매포지역의 A口成훌율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세개 

의 대규모 시벤트 공장의 건셜에 따라 폭발척인 A口뭘加륨 가져왔먼 시기 

라 볼 수 있으며 주로 시멘트공장 所在趣혈에 인구가 집충되었다. 1970년대 

에는 시땐트공장의 확장이 크게 이록어지고 시멘트공업과 환련된 공장이 많 

이 들어섬에 따라 A口流入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농촌지역에서의 A口流버 

이 많아 二훌뿔造的 A口成훌빼係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도 공장소재지 

역과 인첩지역에 인구집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0년대는 홉械化 및 自

Ib化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로 시벤트공장 및 기타 공장 종업원이 감소하고， 

인첩도시에서의 통근인구의 증가 동으로 홉뼈물의 인구가 줄어률고 있는 시 

기이다. 그래서 공장지역 및 그 인접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인구가 감소되었 

고 行政 中心地인 첼洞里만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A口成長은 홉浦 

地훌의 性.9U. 年빼.9U A 口構遭에 많은 영향울 미쳐 공장지역 및 그 인접지 

역은 男超現훌이 나타나며. 30대와 40대의 연령충이 많다. 

5) 시벤트공장 建짧에 따른 住民의 意講構造률 살펴본 결과 훌工業에 종 

사하는 축 시멘트공장과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들은 시멘트공장건설이 地城

훌훌훌에 利훌옳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所뿜水훨이 많이 향상되었음율 인식 

- 143 -



하고 있으며， 商業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는 지역발전에 이익은 

되지만 生폼훌塊의 피해와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종 

사자들운 이억보다는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훌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 

하고 또한 所뿜水훌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톨홉業에 따른 

훌훌흩뿔훌애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옵올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수농촌지역 

과 공장지역 주민간의 훌뿔뿔훨률 비교해 보면 훌業.8U에 따라 나타나고 있 

는 훌훌의 차이와 유사한 패헌옳 보임으로써 시벤트공장이 이 지역에 미치 

는 췄훌에 대한 住民意훌의 차이률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갈이 매포지역의 시멘트공업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톨톨빼톨홉힘的 축면의 홉뼈地城 시멘트공업이다. 問훌훌提起에서 언급한 

바와 갈이 자원난 시대에 이 지역의 시땐트공업은 풍부한 석회석을 이용하 

여 훌홉훌훌으로 발달함으로써 국가척 차원에서 jIj度의 훌톨홉 成훌울 이물 

수 있었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를흩홉흩률 提供함으로써 所得水훨율 향 

상시키고， 또한 교통의 발달과 상업 및 서비스업의 발달올 가져와 地域홈흙 

얘 많운 도용올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上位 中

心빼인 져1천시와 경쟁관계에 놓임으로써 홉뼈地城 자체의 商團을 위축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축 시멘트 공장의 건설로 所뽑水훌은 향상되 

고 있지만 이 지역주민률은 대부분 훌川地훌으로 가서 생활필수품 구입， 농 

기채 수리， 문화시셜 이용， 병원 이용， 여가활동올 하고 있다. 이는 단적으 

로 소특의 他地城 流버現훌에 따른 地훌훌失이 크다는 것율 의미한다. 따라 

서 훌川쭉옳 향하던 삐톨買力윷 梅뼈물과 f광陽물으로 홈회훌하여 이 지역발천， 

나아가 R홈都의 발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옳 강구할 필요가 있다. 

률째， 시멘트공업의 뿔홉顧的 측면이 있다. 즉 시멘트공업의 입지와 관련 

해셔 이 지역 住民에 內在해 있는 칙 ·간첩의 피해의식이다. 우션 빼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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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크다. 이지역의 천체 가구충 약 22"에 해당하는 

훌훌를 생각할 때 이 문쩨는 심각하다’ 또한 生活훌境에 많은 불편율 추고 

있다. 물론 각 시벤트 공장률이 제방 공사를 비롯한 河川월훌I훌， 홉훌工 

훌， 上下水這工훌와 도로포장 및 生活훌境 改홈에 시벤트률 지원해 주고， 

국민학교와 충학교에 趣짧補聊옳， 훌훌훌賣材， .. 1훌톨훌k材， I훌育 育成옳율 지 

불하며 훌훌#地1흩地作業 둥 여러분야에 걸쳐 公훌훌業옳 벌이고 있어 어느청 

도 지역주민들의 불명올 막고 있으나 梅뼈地城 전체주민의 福화向上에 판한 

홈후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해 방지시셀의 확충과 함께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옳 工業地城으로 묶어 주택 및 농경지의 확대률 규제하 

는 방안 동도 생각해 불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륙정 공업이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률 가진다. 

첫째. 일반척으로 한 지역에 공장이 률어서면 고용기회와 인구가 증가되 

고，!:E.한 관련산업이 률어서고 서비스업이 발달하여 지역인구가 계숙 늘어 

나는 현상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소지역 

인 매포지역율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공업발달 초기와 성장기에는 고용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모텔에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대량 자동화 생산기 

에는 공업이 발탈하면서 기술축적과 기계의 자동화 및 대형화로 고용과 인 

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업이 고도의 기술수준 

에 도달하면 고용이 더이상 창출되지 않고 노동력이 자본에 의해 대체되고 

있옵옳 의미한다. 

툴째， 홉뼈地城율 롱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장이 立地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에게 屬W훌홉1톨률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기술 

이 부촉하기 때문에 日用職이나 單純勞務職에 채용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 

1 )천체 3, 340 훌口 중 7437}구가 훌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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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쩨첨옳 지니고 있다. 그러고 천문직이나 관리 ·사무직 요원운 지역 외 

후얘서 유입되고， 이률은 홈훌훌， 홈所홈홉로 서율 거추자가 대부분이므로 

지역소톡이 타지역으로 많이 유훌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불 때 

큰 손월입애 를림없다. 이러한 문제점올 해결하기 위하여 技術훨|훌 둥올 통 

해서 현지 인력올 최대로 홈用하는 방안이 결꽉될 때 I業立地가 地城훌훌톨 

成훌애 보다 큰 역할올 힐 수 있올 것이다. 

이상에서 홉뼈地域의 륙수한 빼城與件올 감안할 때 홉뼈물울 忠北의 I業

都市로 育成시킨다면. t훌#훌地城은 물론 주변 농혼지역의 주민들에게 흩웰홉 

i훌 쩨공하고 所뿜水훌율 높여 주는 빼方의 小都市로서 륙화된 홉能의 역 

할옳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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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용답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옳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 

료의 분석 결과가 시맨트공업의 발천과 이 지역의 발천에 조금이라도 도움 

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정확하게 기입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신 용 철 

*용답자 : 주소 읍(면) 리 부락 

l.거주현황 

(1)현재 거주하는 주핵은?1 )자택( ) 2) 천세( ) 3)월세( ) 4)사택( ) 

(2) 언쩨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셨습니까? 

1 )거주년한: ( 년 

2)전거주지: 도 시(군) 동(옵，면) 

(3)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는 어느 것입니까? 

1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 2)광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 

3)공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 

4)상업 및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 

5)기타: 

(4)자추 가시는 지역(도시)은 어디입니까? 또 어떤 북척으로 가십니까? 

1 )지역 :~ @ ~ 

2)목척 :~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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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지역에 대한 이해 

(1)시땐트공장의 건셜이 이 지역에 이익올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 2)아니오( ) 

(2)시땐트공장의 건쩔 이후 이 지역의 발천이 있었다면 어떤 점율 지척하 

시겠습니까? (한 곳에만 표시) 

1 )휘업의 기회가 많아졌다. ( ) 2)교퉁이 더욱 편리해졌다. ( 

3)상업 및 서비스업이 증가되었다. ( 

4)문화.공공시설이 확충되었다. ( ) 

5) 인구충가가 많이 이루어졌다. ( ) 

(3)사멘트공장의 건설로 이 지역 주민률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점은?(한 

곳에만 표시) 

1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크다. ( ) 2)생활 환경의 피해가 크다. ( ) 

3)옵료수 이용이 불편하다. () 4) 건강에 해롭다. ( ) 

(4)시벤트공장의 건설로 이 지역의 소륙수준은 어느정도 향상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1 )많이 향상되었다. ( ) 2)조금 향상되었다. ( ) 3)그대로이다. ( 

(5)시멘트공장의 확충에 대하여? 

1 )공장수가 더 늄기률 바란다. ( ) 2)현재 상태가 좋다. ( 

3)공장수가 오히 려 줄어들면 좋겠다. ( 

3. 가축사항 

(1)동거가촉(자취，하숙 포함) 

판계 연령 성별 학력 직업 

(2)비동거가축(취업，교육，군북무，기타) 

관계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전출지역 전출년도 동거사유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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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1매.pact of Cement Industry on Regional Rmployment 

- The Case Study of Maepo-Eub , Danyang-Gun -

Shin Yong Che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cement industry on regional 

employment. 

For this study Maepo-Eub was selected as study area , where three 

cement factories are located. The data for analysis were obtained from 

interviews , questionaire surveys and the employee list of each cement 

factory. 

The analytic procedures for this study are as fol1ows: 

1) The change of regional employment was analyzed by developmental 

stage of cement industry in terms of the permanent address , education 

level , occupational status of the employee. 

2) The degree of population growth and population structure are 

analyzed by comparison between the study area and the whole Korea. 

3) The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cement industry is explained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s. 

Some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1ows: 

1) In Korea, plenty of limestone is widely distributed. Though many 

cement factories were located in northern part of Korea before 1945, 

newly constructed cement factories are located in mountain region of 

Taebaek. Main cement factories are located in the producing center of 

raw material. The branch factories and remicon factories are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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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etropolitan areas and industrial cities. The study area , Maep。

was developed as the main cement producing region. The favor‘able 

conditions of Maepo as a cement industry area are as follows: plenty 

of lime stone and clay, conveniency of ra i1 road networks , and easy 

access to coal field. 

2)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cement industry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is the ruling period of Japanese 

Imperial ism when cement factor‘ i es were bui 1 t by Japanese and played 

the role of Japanese war base. The second is the period from 1945 to 

1960, during which needed much cement demand for the construction of 

building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The third is the period of 

indust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1960. Maepo cement factories 

were constructed during the third period. 

3) As the three cement factories were built at Maepo in'the 1960 ’ s , 

there were plenty of employment opportunities. Thus many technicians 

and workers flooded in. In the 1970 ’ s through the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there were much more immigrants to the 

industrial region , while there were outflow in the rural areas. In the 

1980 ’ s the opportuni ty for the employment of cement factories was 

being decreased through autom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large-size 

machine. 

4) Among the employee of three cement factories a native of 

Chungcheongbuk-do(65~ in them Danyang 52~ ， Jecheon 32~) is most , the 

next is Kangwon-do (13~) ， and the next is Kyungsangbuk-do(ll~) 

adjacent to Chungcheongbuk-do. It means that there are more employment 

opportunity in the near of cement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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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the period of 1960 ’ s study area had showed rapid social 

increase in population by the development of cement industry. That is , 

cement industries created a number of new job opportunities and 

attracted large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study area. In the 

period of 1970 ’ s the population of the industrial region increased 

continuously, wh i1 e the population of rural areas decreased. ln the 

period of 1980 ’ s the population of Maepo decreased steadily because of 

decrease of labour forces through automation and commuting. 

Thus in the early stage of idustrial development large population 

concentrated in the neighboring vi llages of cement factories , and 

residential areas , commerce region and service areas are formed. As 

factories expanded increasingly , so agricultural land are encroached, 

people leave this area to live in the suburbs which is convenient to 

1 ive. 

6) From the results of immigration , males are more than females , and 

the ratio of the age group 30-49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lt 

means that the in f1 0w of labour forces possess high productivi ty. 

Therefore the study area revealed high proportion of the age group 

0-14 because of this reproductive age class~ But the age group 15-29 

are leaving this area for education or employment. 

7) People who are engaged in cement industry think that cement 

industry has a favorable influence on regional development.(to create 

opportunity, to rise a income level , to develop business and service 

sector, to lead high economic growth) 

Whi le farmers and other people think that cement industries as a 

pol1ution causing factories have a harmful influence on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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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o injure the crops , environmental pollution , harm to 

health) 

If pollution problems are solved , 1 think Maepo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s a regional center which can offer employment 

opportunity, business and service function to pheripheral r‘ural areas , 

and rise a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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