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展썼果 

1. 問題 提起와 맑究目的 

現下 韓國社會를 계속하여 풍미하고 있는 가장 뚜렷하고 급격한 社會變化의 하나는 都市

化이다. 都市化는 第一義的A로 都市居住A口의 增加라고 定義되는 바 이는 都市A口의 빔 

然增加에 의해서 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농촌ξ로 부태 流A되는 移動A口에 의해 촉진된 

다 1) 

都市化가 全社會에 풍미하는 만치 社會科學의 여러 分野가 이 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핍 

究하고 있으며 그 까닭에 分野마다 都市化를 課發하는 A口移動의 개념을 理解하는 角度를 

* 셔 울大學校 環覆大學院 專任講師
(1) 우리나라의 都市A口增加는 市로의 昇格， 佛合.Á口移動， 팀然增加의 네가지 훨因으로 구성된 

다. 그러나 增大의 大宗은 A口移動과 덤然增加인 바 1960-66년 사이에 都市人口 增加分의 49.2 
%는 A口移動에 起因하였고 1966-70'건의 期間에는 同分이 73.5%에 달했다. 이사실은 60年代
의 前半은 自然增加와 A口移動의 比重이 비슷했으나 60年代의 後半에는 A口移動의 比重이 대 
폭 늘어었음을 돗한다. (Tai Hwan Kwon et a!, 1975: 75-7). 또한 面接調흉로 밝혀진 바에 의 
하더라도 移fìA口가 서울， 大邱， 全州 A口의 64%, 75.4%, 72.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Barringer, 197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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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달리한다. 社會學에서는 A口移動을 社會移動(social mobility)이라 하여 個A의 地

位向上 過程￡로 또는 近代化過程에서 社會動員 (social mobilization)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새로운 觀點에서의 近代化地理學(geography of modernization)에서는 이를 空間上의 후新 

據散의 한過程이라 정의한다. 사람이 옮겨가서 새場所(특히 都市)에서 새로운 童新을 接한 

다는 點에서 移動據散(relocation diffusion) 이라 이름하기도 한다(金炯國， 1974a: 85-86). 

經濟學에서는 A口를 生塵훨素인 勞動力의 개념￡로 파악한다. 그래서 都市集中 A口는 

國土空間上의 勞動力分布를 再編한다. 이 결과， λ‘口流入 및 流出地域의 經濟構造가 달라 

지며 이련 과정의 발생이 地h域發展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영향을 派生시킨다. 일반적으 

로 인식하고 있듯이 「서울市A口過密」은 바로 A口移動에서 연유하는 문제인가 하면 한펀 

서울A口의 地方流散 혹은 都市園內에서의 分散은 政策的무로 A口移動을 유발하여 問題解

決을 기 도한다는 點에서 λ、 口移鳳}은 發展의 問題와 可能性및 濟在力을 아울러 가지는 兩面

性을 그 특정 ò 로 한다. 

그래서 A口移헬!은 國家發展， 地域發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만치 關聯 學問分

野의 오랜 關心事이었다i 그.러나 우리나라의 A口移動이 地;域發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오늪 

달 알려 져 있는 知짧水準은 그 問題의 重大性에 극히 미흡한 寶情이 다. 그 部分的인 理由

로 지금까지 A口移動의 연구에 종사해온 社會學， Å口學，)、類學， 經濟學의 接近이 A口

移歡}에 따른 地域發展效果플 體系的으로 다루지 않았기 해문이기도 하다. 

이 런 狀況에서 60年代 以後 활발히 그 學問的 成長을 거듭해온 地域經濟學， 都市計劃學은 

A口移動의 發展的 때面， 특히 gE間1:의 經濟 • 社會的 效果에 대 한 體系的이 며 綠合的 關心

을 나타내어 왔다. 즉 A口移動에 關한 지금까지의 知識探究에 더하여 A口移出入 地域과 

그 地域에 살고 있는 住民 및 移動者의 福게止를 살펴보고 總體的ξ로 國家發展， 地域發展의 

問題를 考察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팎例룹 中心으로 地域짧많上의 A口移動이 지닌 意、味를 把握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彈調된 關心팎는 지금까지 알려진 19601건 이후의 우리나라 λ、口移動에 關

한 9itJ識水準을 經合하여 地域政策으로서의 A口移劇!政策展開에 示浚를 줄수있는 可能性을 

탐색하고， 앞A로의 人口移動政策이 보다 效果的이며 效率的이 되기 위해서 解明 되어야할 

問題를 훨出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글의 內容은 두 部分￡로 이루어진다. 첫째， 前半部는 A口移動에 대한 地域發展論의 

關心과 그에 대한 理論水準의 樹略的 紹介이다. 여기에는 A口移動의 地域發展效果를 說明

하는 重要 擺念圖式을 外國理論을 빌려 풍용約한다. 둡째 , 後半部는 1960年代 이 후에 발생 한 

우리나라의 A口移動을 핍究한 文斷을 經合하여 이를 前半部에 紹介한 搬念플에 맞추어， 

A口移動에 따른 우리나라의 地域發展問題와 이에 대한 地域政策의 示浚點융 導出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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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À口移動에의 接近 -知識水準 擺觀-

地域發展에 초점을 맞추어 A口移動을 考察함에는 지금까지 이 方面에 축적되어온 많은 

理論과 知識이 根幹을 이룬다.Á口移動에 관한 知識水準은 아래의 세가지 論題가 중심이 

된 다. (1) 누가 移勳하는가 (2) 왜 移動하는가 (3) 어 다 로 移動하는가에 대 한 解答이 그 

것이다.Á口移動의 지역개발적 측면을 論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質問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Morrison, 1975). 

가. 移動A口

「누가 移動하는가」 즉 移動A디의 特性은 (1) 生의 週期， (2) 就學 및 題購水準， (3) 敎

育水準， (4) Á 口移動의 經驗의 뼈II面에서 接近될 수 있다. 

첫째， 生의 週期(Life-cycle) 面에서 볼때 移動A口는 年顧과 밀접히 相關되어 있다. 移動

A口의 大部分은 育年層이며 특히 20代가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은 全世界的으로 

나타나는 普遍的 事實이다. 이 年觀層에서 移動이 많은 理由는 이 年觀에서 대부분 교육을 

마치고， 生의 最初로 職業戰線으로 나서거나 兵않을 치르게 되며， 또한 이때를 前後로 結

婚하여 家族을 形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社會學的 解釋에 더하여 A口移動을 自己投

資로 보는 A的 資本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移動의 전망을 가진 자가 나이가많을수록 그만‘ 

큼 移動에서 염을 수 있는 長期的 利得이 적어질 것이고 그만큼 移動의 費用이 증가한다. 

그래서 經濟的S로 합리적인 移動者는 生의 生塵的 時期에 일찌꺼 移動하여 예기되는 미래 

의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둘째， 展爛面에서 불해 低級勞動者는 憐近地域內外에서， 高級및 專門職은 全國市場 次

元에서 고용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前者보다 後者의 移動이 먼먼하게 된다. 또한 就業面에 

서 보면 單純勞動者와 「써비스」業 종사자들 보다 「화이트 • 칼라」가， r화이트 • 칼라」 가운 

데서도 專門職이 가장 빈번한 이동을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받은 高等敎育， 그리고 「인 

턴」 制度 등의 과정을 보낼 해 대부분 單期間 體留를 거치기 때문이다. 

年顧과 展橫 그리고 A口移動의 決行과 관련시켜 보아 대단히 홍미있는 사실은 年敵偏見

(age bias)과 職業偏見(job bias) 이다(Thompson， 1972: 107-8). 前者는 젊은 層이 大都

市의 生活與件을 갈망하여 移動을 決心하게 되면 곧 、決行하는데 反해， 그들이 그곳에서 立

身한 後 老後에 小都市나 農村에 돌아가고 싶어해도 A的， 經濟的 投資가 이루어진 大都市

를 쉽게 떠나지 못함을 뜻한다. 한펀 職業偏見에 의하면 大都市에 大部分 자리잡게되는 專

門職은 그 아래 低敵職을 고용하거냐 통제하기 때문에 後者의 移動응 前者외 移動에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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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된다 2) 한편 專門職의 立地選好는 大都市指向性인바 이 偏見들이 大都市A口 뻐大化 

블 촉진한다. 

세째，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λ、口移動의 빈도가 높아진다. 이는 敎홈水準과 專門戰， 高

級職 從事와 밀접 히 相關되 어 있음을 想起한다면 일반적 ￡로 수긍되 는 일이 다. 

네째， 과거에 移動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듭해서 移動하는 경향이 있다. 農村을 떠난 

사람이 憐近 中小都市로， 다시 大都市로 옮겨 가는 段階A口移행U (stepwise migration)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나.Å口移動의 理由

A口移動의 가장 主된 理由(흑은 動機)는 「經濟的 事項」 때문임은 거의 疑問의 餘地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文化， 敎育， 社會的 機會의 追求가 A口移動의 理由가 되기도 한다. 

A口移動의 理由를 규명하는 맑究의 춧점은 單-의 理由만으로 A口移動이 發生하는 양 

으로 接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가지 주된 理由가 作用하기도 하지만 한가지 이상의 

理由가 複合的으로 作用하고 있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A口移動의 理由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移動을 實行한 者의 移動理由뿐 아니라 決心을 하고 있되 決行하지 못 

한 者의 理由도 相關的ξ로 分析되 어 야 한다. 

經濟的 理由로써 A口移動이 발생한다고 假定하는 經濟學的 接近은 地域間의 훌金隔差가 

A口移動의 決定的인 단서라고 說明한다. 한펀에서는 貨金差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就業

機會의 存tE與否가 質金差에 못지않은 重훨理由가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發展途上國의 경우 

에， 都市에로의 노동력이동은 도시 • 농촌간의 실짚소득격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도시의 직 

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期待所得과 농촌의 실질소득에 나타난 隔差에 의한다고 假定하 

고 있다(Todaro， 1969). 위에 지적한 사항을 미루어 보아 失業者는 就業者보다 移動의 가능 

성이 높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 一般的 結論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狀況이 다른 

바 예컨대 美國의 경우는 情報의 不足으로 失業者가 막연히 他地域에는 報빼가 낮고 職場

이 爾少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오히 려 移動碩向이 낮은데 反해 (Lansing and MuelIer, 1967) 

발전도상국에서는 오히려 사싣과 달리 移動對象地域의 經濟狀況을 過大評價하는 경향이 있 

어서 이로 말미암아 λ‘口移動이 촉발되고 있다. 

(2) 低級勞動者의 就業。l 高級 專門職의 就業場所에 依存한다는 사실은 後者의 福퍼II:面에 서 , 그래 서 國
家發展의 중요 目標價f直언 衝:zp:性의 {)jij面에서 많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大都市指向的안 

高級 專門職은 大都市에서 얻을 수 있는 利點인 多樣한 專門店， 演劇， 숍樂 등 高級都市文化를 
향유할 수 있는데 反해 低級職의 경우， 이틀이 居住하는 都市의 A口規模가 어느 水準까지 커질 
때 까지 는 大量取됐하는 都市經濟에 서 염 가의 물건을 높은 選擇性으로 이 용할 수 있지 만 同都市

가 더 이 상 巨大化되 면 비 록 多樣한 高級「써 비 스J. 文化 등을 이 용가능하더 라도 그들의 低所得때 
문에 거의 이용할 기회가 없고 오히려 대도시가 주는 各種 社會不經濟의 피해를 업게띈다는 點
。l 다 (Thompson. 1972: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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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A口移動의 方向

우리나라의 경우 A口移動의 方向은 解放後 지금까지 離村向都로 훨約될 수 있다. 이는 

都市化率이 높은 先進國에서 支配的으로 나타나는 都市間 移動과 對照된다.Á.口移動의 方

向에 대한 代表的인 理論은 push and puIl 理論이다. 經濟的안 理由가 人口移動의 가창 王

된 이유인 만치 人口移動의 方向은 洗出地域의 低調한 經濟與件이 「밀어내고J(push) 流入

地域의 成長勢에 있는 經濟與件이 「끌어당기는J(puIl) 式으로 A口移動의 方向이 결정된 

다. 다시 말해서 A口의 流出入地域에서 雙方우로 작용하여 A口移動을 發生시킨다는 것 

이다. 

그러나 通念으로 받아들이는 push and pull 理論을 실제로 統計的 檢證을 한 결과 流出

地域의 狀況은 별반 관계없이 주로 流入地域의 經濟與件이 一方的￡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 

다난다. 사실 A 口移動의 方向에 서 push and pull 模型。1 쭉當한가 아니 면 pull 혹은 push 

模型이 쫓當한가는 地域開發의 A口政策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理論 및 實務陣 一角에서 인식하기로는 push 模型이 주로 A口移動의 方向을 決定

한다고 前提하고 大都市의 과영 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push 要因의 除去를 中心A로 地域

A口配分政策을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農村開發이 촉진되면 都市流入 A 

口가 줄어들 것A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위 의 兩個 模型中에 서 push and pull 의 理論的 쫓當性을 주장하되 그것 이 經驗檢證에 서 

밝혀 지 지 않는 이유는 흔히 push 要因의 指標로 i定期間末의 失業率을 사용하고 있기 째 

문이다. 짧入地域의 낮은 失業率， 流出地域의 높은 失業率의 資料는 A口移動을 통해 期間

末에 調整되 어 地域間의 勞動力配分이 均衝을 이 푼 후를 기준으로 수집 된 것이 다. 그래 서 

流出地域의 低調한 經濟與件과 높은 失業率을 未來指向的 指標， 즉 濟在的， 觀測的 失業率

로 대 체 한다면 push and pull 模型。1 現實을 適實하게 說明할 수 있을 것 이 다. 이 問題의 

규명은 앞으로 地域開發理論과 政策展開에 중요한 관건을 지난 論題라 생각된다. 

3. 人口移動의 地域發展했果에 대한 分析模型

가. 地域間， 都市間 A‘口移動의 地域發展썼果 

地域開發論과 地域經濟學이 A口;移動에 대한 특별한 關心은 移動이 地域짧展에 미치는 

效果에 대한 것임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地域發展쳤果는 반드시 地域自體에 미치는 효과 

와 地域위에 살고 있는 住民에 대한 효과를 아울러 고찰해야 한다. 즉 地域發展理論에서 

代案的 理論援近。1 역 지 역 정 책 의 代案的 對象。1 지 도한 「佳民의 緊榮J (people prosperity)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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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所의 緊榮J (place prosperity) 3) 이 거의같은 比重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기 째문이다. 

A口移動의 地域發展效果는 A口移動의 여러 測面가운데 移動A口의 特性과 A口移動의 

方向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런 論議의 重훨性은 첫째， 常識的 水準에서 大都市로의 A 口

移動은 언제나 大都市 經濟와 社會에 不利益을 가져다 주고 동시에 A口移動의 主된 轉出地

인 農村地域의 經濟를 低下시키는 훌因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 點과 둘째， 특히 발전도상 

국의 경우에는 農村으로 부터 都市로 移動하는 人口는 거의 「數育받고J r技術이 좋은J r젊 

은」 사람들로 이 루어 지 는 「選別性J (selectivity) 이 작용하는 까닭에 A 口流出地域은 상대 적 

ξ로 辦後되고， Å口流入地域은 그만큼 더 성창하게 된다는 너우 單純한 理論構成에 대해 

批判的으로 考-察해 야 할 必要性이 切寶하기 때 문이 다. 특히 이 문제 에 대 한 이흔적 限界는 

Myrdal (I957)에서 발견된다. 그는 인구이동의 年顧選別性(age selectivity) 때문에 농촌지 

역이나 落後地域은 生塵性이 높은 젊은 층플 인구이동으로 앓게 됨으로 항상負의 效果 즉 

遊流效果(backwash effects)를 겪게된다고 지적한다. 

A口移動의 地域發展效果에 대한 不適實한 理論說明에 대한 反論은 먼저 A口移動의 地

域效果만 주로 고찰한 Okun and Richardson(I964)에 의해 제기된다. 이들은 먼져 A口移

動은 언제나 國家發展의 能率極大化라는 觀點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先入見을 批判한다. 

이들은 먼저 分析對象인 地域을 현재의 總對所得水準을 基準 o 로써 高所得地域과 低所得地

域A로 나누고 또 한펀으로는 所得의 增加率로서 高度成長地域과 低調成長地域으로 분류해 

서 도출되 는 4個地域￡로 分類했는데 이 를 行列로 나타내 면 아래 와 같다. 

〈表-1)
成 長 갖합 

앞 F한 高 e양)j~J~ I {1\; i짧成長 
得 所得地t!，~ I 高所得地域
水

i홉 

{!t E굉F양rJll:R {1E댐퍼<:f강 

低所得地:I!!Z 低所得Jt!!域

이 行列을 土臺로 인구이동이 地域짧展 특히 地域間 所得隔差에 미치는 영향을 論議하고 

(3) 地域住民과 地域自體를 有機的 關係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地域的 誤꿇J (geographic faIlacy)에 
빠져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落後地域問題에 대한 하나의 政策代案은 同地域에 살고있는 住民을 
成長地域으로 이동시키고 前者地域을 安樂死시키는 방도가 있다. 그러나 가난하드라도 그地域을 
떠나려 하지 않는 사랍들이 있커때문에 이들의 福社向上을 위해 落後地域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짜라서 論理的으로 「場所의 緊榮」과 「住民의 緊榮」은 區別되어야 할 개념이고 이 
때문에 地域政策的으로도 「사람을 職場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느냐J. r職場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느냐」의 두가지 重薦代案이 提起펀다(Hoover. 1971: 272-7 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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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이를 훨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r低調成長·低所得地域」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人口를 流出시키는 것이 先·後進

國을 막흔하고 短期든， 長期든 항상 能率的이 다. 流出되 는 A 口 가 「高度成長 • 低所得地域J

으로 향하고 있으면 後者地域의 成長率을 短期的우로 저지시키지만， 長期的으로는 그 成長

率을 提高하거나 저지시키거나 하는데 그 結果는 非決定的이다따라서 두 地域間의 따녕差 

는 줄어들거나 늪어나거나 할 것이다. 

물째 , 短期的으로 볼 때 「힘度成;털 • 低所得地域」으로 부마 「흙度成長 • 高所得地域」에 로 

의 人口移動은 지역간 격차를 줄이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동인구가 「高度成長·高所得

地域」의 지 속적 발전에 핀요한 노동럭 으로 充짧펴 면 걱 차가 늪어 날지 혹은 줄어 들지 一律

的으로 논할 수 없다. 

세째， r低調행황 • 高所得地域」으로 부려 「합度成長， • 高所得地l或」에로의 人口이동은 後者

地域의 勞勳力의 質을 향상시 키게 되 므로 두 地域間의 격 자는 더욱 늘어 난다. 한펀 「低調

成長 • 高所得地域」으로 몰려드는 「低調成長" • 低所得地域」으로 부터의 유업 인구는 대체로 

생산성이 낮은 하급 노동력이기 째문에 前記 兩個地域의 격차는 더욱 늘어난다. 

네 째， r高度成長 • 低所得地域j~로 부터 「高度成長 • 高所得地域」에 로의 인구 이 동은 유 

입인구의 생산성이 後者地域의 zp:均生塵性보다 낮기 때문에 兩個 地域의 격차는 短期的 o

로 줄어든다. 또한 「高度成長 • 高所得地域」에로 「高度成長 • 低所得地域j~로 부터 인구유 

업이 있￡면 前者地域의 發展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고 더구나 단기적으로 後者地域의 한정 

된 자본때문에 노동력의 不足을 겪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以上의 論議에 서 지 적 된 바와 같이 Myrdal 의 劃一的 論議와는 달리 언구이 동이 지 역 간 

격차에 미 치는 효과는 인구이 동의 方向과， 그에 따른 長 • 短期的 效果， 그리 고 論議對象의 

나라가 先進國인가， 後進國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點이 주목된다. 

위의 論議와 같은 接近方法을 특히 都市間 A口移動에 적용한 Thompson(1972)의 說明

은 우리나라의 都市政策展開에도 參考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특히 移動A 口， 流出 및 流

入地域의 ft民들의 福社에 미 치 는 效果를 〈圖-1)과 같이 圖式化하면서 아래 의 論冒를 전개 

하고 있다. 

(1) 農村地域￡로 부터 A口流出이 이루어지면 論理的으로 보아 적은 數의 農民만 남게 

되어 圖의 A點에서 左上向으로 農民의 A當 所得과 福社가 증대된다. 

(2) 農村으로 부터의 流出λ、口가 中間規模 都市(圖의 D)에 자리장게 되면 그들의 生훌 

性을 증대할 수 있어 所得을 늘럴 수 있을 것이다. 同時에 當該都市의 市場。1 據大됨으로 

해서 商品， r써 비 스j ， 職業의 選擇福이 넓 어 지 는 까닭에 同都市의 住民들의 實質所得도 늘 

어 나게 된다. 萬若 A口가 늘어 남에 따라 鄭市經濟가 收獲週減하는 都市에서 A口流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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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 都市人口規模別 移動者 및 轉出入地域의 福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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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 Thompson, 1972. 

收獲適增케 되어 後者

都市에서 의 所得과 훌金水準이 上昇하면 「移動하는 사람j ， í A 口 轉出 都市의 佳民j ， íA 口

轉入 都市의 住民j 3者 모두의 福社가 개선 된다. 즉 圖에 나타난 바와 같이 A點으로 부 

있고 한펀 그 A口가 施入하는 都市는 人口增加에 따라 都市經濟가 

터 D點 o 로 옮겨 갈 경 우 모든 사람의 福社가 向上된다. 

(3) 小都市로 부터 大都市(圖上의 B애서 E)로의 A口移動은 移勳者의 福社는 向上되지 

만 남게되는 A口輔出 小都市의 住R과 人口輔入 大都市의 住民의 福社는 低下된다. 그러나 

移動者는 大都市에서의 풍부한 취업등 各種 機會플 享有할 수 있다. 換言하면 大都市로 옮 

겨 간 λ、口는 大都市애 자리 잡￡면서 발생 시 키 는 交通混雜， 住~不良化등의 限界社會費用보 

다 적은 願數의 脫金을 낼 뿐이다. 즉 移動者는 限界贊用보다 낮은 個人平均費用을 부담할 

뿔이어서 그 差領만큼 補助를 받는 셈이다(Richardson ， 1969: 394-95). 

둘째， 小都市에 남게되는 住民은 居住都市의 規模가 줄어들게 되묘로 많存公共施設의 運

營費用을 더 많이 負擔하게 되고， 줄이기 힘든 公共管理를 위해 더 많은 脫金을 납부해야 

된다. 또한 商品， í써버스」 그리고 就業機會의 選擇樞이 줄어든다. 물흔 여기에 대한 反論

이 가능하다. 즉 小都市의 많仔都市施設이 代替되어야 하거나 지금까지 超過 利用되어 온 

얻게된다. 

것이라면 A口流出이 오히려 小都市의 負擔을 럴어주는 셈이 된다. 

세째， 大都市의 住民은 大都市로 轉入한 人口가 얻는 惠、澤만큼이나 不利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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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 적 한 바와 갇이 住힘不足의 加重， 職 • 住交通距離의 據大등의 不經濟를 it受해 야 

한다. 그러나 流入A口로 말미암아 A口規模가 늘어난 大都市經濟가 不利해진다는데 대한 

대단히 碩聽할만한 反論이 었다. 그 代表的인 것으로 都市經濟學的으로 人口規模가 많아잘 

수록 大都市經濟의 利點은 增大한다는 새로운 理論的 省察(權泰埈， 1974: 21-28) , 大都市

에 ·流入되는 人口를 大都市經濟가 充分허 受容할 수 있으나 Ap游入이 캅자71 불려들게 

펌으로 해서 미처 大都市經濟의 吸收力의 一時的 差없왜문에 大都市不經濟가 發生한다는 

點 (Richardson, 1972) , 아니면 人口移動을 低費用￡로 寶現할 수 있는 반면 流入A口가 

巨大都市에서 발생시키는 限界社會費用을 利用者負擔 형대로 課脫허-지 못하는 價格體制上

의 창봇이라는 點(Richardson ， 1969: 365-6) 이 제기되고 있다. 

네째， 小都市로 부터 A口移動이 大都市 대신에 中間規模‘都市(A 口 20萬一50萬)로 向하 

게 되면 비교적 適正이라 할 수 있다. 中間規模의 都市정도연 담體j成長‘力(金炯國， 1973: 

196-7)을 갖추고 있어 세로운 流入A口에게 各種 都市利益을 提供할 수 있고 그래서 그 都

市自體는 더욱 能率的인 都市經濟로 성장할 수 있다. 結果的으로 中間規模都市의 住民과 

移動λ、口의 福社는 向上되나 小都市에 남게되는 住民의 福社는 低下된다. 

나. 國家經濟의 能率性과 地域經濟間의 衝平性어i 미치는 j\口移動의 影響

A口移動이 地域發展에 미치는 영향은 移動始終點地域(흑은 都市) 間에 富와 福社의 隔

差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하는 結果를 나다낸다. 거의 例外없이 發展途上國에서는 隔差의 

鍵大로 나타나는레 이 는 대 부분의 경 우 國土와 國家經濟 發展에 커 다란 問題를 發生시 킨 

다. 이 問題에 대한 理解는 λ、口移動政策의 展開에 필수적이다. 여기에 대한 가장 精密한 

理論的 說明은 Alonso(1968)의 模型이 다. 이 模型의 特色은 人口移動이 地域政策의 重異

目標價h直인 能率性과 衝平性(金炯國， 1974: 53-74) 에 미치는 效果를 理念的으로 밝히고 있 

다. 여기에는 資本의 移動은 一定하다고 假定하고 있오며 한나라를 先進地域과 落後地域으 

로 區分하여 移動人口가/後者에서 前者로 移動하였을 때를 想定하여 〈圖 2>와 같은 說明圖

式을 構成하고 있다. 

이 圖에서 限界生塵은 移動A口 가 農村에서 흑은 都市에서 얻게 되는 個人所得을 뜻한다. 

圖의 理解를 돕기위해 二象限의 點 P 에서 발생한 A口移動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不特定AP 가 農村에서 얻 었떤 個A所得은 Pa 이고 그가 都市로 옮겨 간 후의 個)、所得은 

Pd 이다. 農村에서의 그의 個人所得은 農村의 zp.均所得(Yp 線 아래에 자리잡고 있음)에 미 

치 지 못했는데 都市에 옮겨 간 후는 都市의 zp.均所得(Yc) 위 에 자리 잡고 있다. 종합하면 個

人 P 의 生塵性이 提高되 었고， 農村에서는 zp.均生塵力에 미 치 지 못하던 勞動力。1 빠져 나감 

￡로써 農村의 所得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都市로서는 새로 流入된 勞動力이 都市經濟를 

뼈張시키고 있어 모두가 能率的이 된다. 뿐만 아니라 Pb(농촌지역의 負의 相對的 向上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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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例

+=增加

減少

MPc=限界都市生훌 

MPp=ß.&界農村生￡휠 

〈뼈-2> 離村向都 移動의 效果

J.JPc 

EF=能率住덤標없就 

EQ=衝ZF性 目標成就

Yc=都市平均所得

Yp:::農村ZF均所得

YP 

環 境 論 홉훌 

2 

가 Pc(도시지역의 相對的 向上分) 보다 크기 때문에 도시-농촌간의 衝zp.性도 提高된다. 

圖表의 各部門을 重點的으로 論議하면 部門A의 上端은 위의 事171J에서 설명한 바이고 下
端은 都市에 로의 A口流入은 都市經濟의 收짧週減을 유발시 켜 견과적 a로 都市zp.均所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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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뜨리지만 地方에는 심한 過剩人口가 자리잡고 있다. 찌論 上端의 狀況이 바람직한 것 

이지만 下端의 경우도 不利한 ;、況에서의 最善의 方策이라 할 수 있다. 

풀째， D部門은 A部門과 完全히 反對되는 상황이다. 특히 D部門內의 下端에서는 都市

人口는 服大하여 새로 A口가 늪어남에 따라 都市經濟는 收獲週減하는데 反해 農村은 A口

와 함께 그 經濟는 더유 뼈張된다. 01 경우는 政策的見地에서 都市에서 農村으로 A口移動

을 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世界的인 經驗에 비추어 볼 때 都市로 移住했던 사 

람을 農村에 再定홉시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로 알려져 있다. 

세째， c와 F部門은 能率性과 衛zp:性의 두 價個가 갈등하고 있다. 홍미로운 관계는 역시 

두 價個가 상충하고 있는 部門 B와 E 이 다. 이 경 우는 能率뾰의 價{直는 充足되 나 衝ZP:性은 

그렇지 못하지만 모든 사란이 前보다 福社向上을 이푸게뭔다. 寶際的 狀況오로 農村에는 

A、口가 남아돌고 都市는 收짧週f혐의 法則이 적용된다. 이 경우를 政府政策으로 유도하거나 

放置할 때는 國民의 所得水準은 전반적a로 向上되지만 地域間 所得隔差가 늘어난다. 이와 

正反對의 政策을 취해 A口移폐j을 빼制하게 되면 地域閒所得隔差는 줄어들지만 國民經濟의 

成長은 낮아진다. 싶제로 「이태리」의 地域政策은 後者의 路線에서 南北地域間의 지역개발 

방향을 전개했으나 그 後 前者의 方向￡로 轉換했다. 

마지막 o 품 部門E는 人口移動은 能率{生을 代價로 衝ZP:l生을 얻게퍼지만 모두의 福社는 

下落한다. 다만 위의 觀念圖式은 모든 移動λ‘口는 同一한 能力을 가진 勞動者로 간주해서 

전개되고 있다. 

4. 우리나라 A口移動의 地域發展 效果

위에서 人口移動이 地域發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準據되는 개념， 分析模型， 說

明圖式을 械觀하였다. 이 를 土臺로 하여 。1 分野의 理論精密化와 政策展開을 위 해 1960年

代의 우리나라 A口移動의 地域發展 效果를 살펴 볼 必훨가 있다. 따라서 아래서는 이 글 

의 序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60年代의 우리나라의 地域間 λ、口移動特徵을 이 分野에 關

한 廳存文歡을 綠合하여 살펴본 후 이런 論議에서 導出될 수 있는 政策的 含홈을 9앙味하고 

자 한다. 

대체로 1960年代의 A口移動은 @ 移動A口의 年觀選別性， @Á口移動의 經濟的 動因，

@Á口移動의 離村向都性，@ 地域間 衝zp:性을 代價로 한 國家經濟의 能率性 追求와 이 過

程에서 나타나는 社會的 問題 發生￡로 第約된다. 

가. 移動A口의 年觀選別性

都市指向的았 우리나라 移動人口는 그 현저한 특색￡로 全世界的인 經驗과 다를바 없이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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塵年敵層。1 그 大部分을 차지 한다. 이 는 單獨￡로나 家族單位의 人口移動에 꼭같이 적 용된 

다. 우리나라의 λ、口移勳에 있어 年觸選別↑生의 特徵은 이 方面의 모든 맑究에서 지적된 바， 

그 가운데 Yu (1974) , Barringer(197l), 尹鍾周(1966; 1970)등의 없究가 주목된다. 

그러 나 서울로 集中되는 移動人口의 敎좁選댔IJ性은 外國의 많은 경 우와는 달리 나타나지 

않는다. 1968年을 기준한 標本調훌에 依하맨 移入人口의 45.2%가 國民學校水準으로 서울 

市의 38.5% 水準에 比해 높은것을 보아 移入λ、口의 敎育水準은 大體로 서울市의 그것 보 

다 낮다 (커’迎周， 1970: 35-6). 또한 激합과 技能水準은 상호 밀점히 관련되어 있음 

(Chang, 1974: 231-3)을 불 째 Hi能選別↑生도 서윤짧中A口에는 나다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家族웰位가 아닌 單身으로 大홉ß市에 몰려드는 純入A口는 아직 高級의 敎育을 받지 

않아 低水準의 기능을 가졌윤 뿐인 젊은 年聯I혈 (15-29歲 年觸層)이 그 王流를 이푼다. 

單身a로 農村을 떠나 全1'1‘l떠로 유입되는 移動A口는 全體 轉入λ、口의 25%인데 反해， 서 

울 • 大邱로 輔入되는 A口의 40-50%7} 單獨移動者이며 특히 後者 두 都市에의 轉入은 

敎育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로 나다난다 (Barringer 1974: 14). 이 사실은 農村을 떠 

날 때외 젊은 移動λ、口의 敎育 링 技能選別的 特徵을 나타내 지 않음을 간점 적 으로 示浚한다. 

이 사싶에서 地域政策으로서의 人口移動政策에 먼저주는 暗示는 地方大學의 育成과 地方

의 各種職業밟1\練機關의 養成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大都市流入A口를 줄일 수 있을 것이 라 

는 點이다 4) 그러나 敎育機會의 擺大가 地方A口의 大都市轉出을 줄일수 있는 必훨한 條

件이 지 만 充分한 條件은 아니 다. 왜 냐하띤 敎합을 많이 받을수록 個A의 移動性向이 높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敎품뱉은 人口가 계속해서 地方에 定홉케 할 수 있는 就業機會의 

鍵大가 필요하다. 

農村을 떠 나는 家族짧位의 移폐인 경 우 역 시 生塵年關層인 25-39歲層이 全體 移動 家口主

의 80% 以上이며 이들의 家口뿔位는 全國平均家口人數보다 작다. 또한農村을 떠나 서울로 

流入한 家口의 38%는 家口主가 移動 以前에 서울을 펴問하여 各種 情報를 얻었다는 사실이며， 

單獨 移住者도 마찬가지로 이플의 서울移住時期는 3月이 가장 높은 分布(尹鍾周， 1974: 15-6; 

Barringer, 1971: 315)를 보인 點으로 보아， 서울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職種인 建設고 

事場 등의 就業(Brandt， 1973: 13)을 고려하여 農緊期를 앞당겨 移動를 實行하고 있다. 

나.À口移動의 經濟的 動因

人口移動의 勳機에 대한 광법위한 田究가 이루어진 바있다.Á口移動에 關한 많은 핍究에 

(4) -團의 都市計뽑j專門家들이 서울市에 建議한 政策事項(首都A口政策에 關한 짧究報告書， 서울 
特別市， 1974.12.30, pp. VI-44-46)에 이 內容이 포항되 어 있다. 

(5) 都市땐練部門에는 手工헨勞者(껴’}따I. 縮物T， );:fiI:工) , 街路去來者와 써버스I(구두닦이， 修績
工， fð:J1짧E達者， 안마사) • 建찢I짧J짜人夫， “j따下” 業種從事者(援待歸， 職業的 ε人， 소매치기， 

警察密i願) 등이 있다 -Friedm?~r. and Sul\ivan (1975: 4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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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多角的으로 다푸어 온 이 主題의 接近은 크게 두가지로 大別된다. 즉 하나는 移動人口

을 實行했거 나 그 협在力이 나 可能性을 가진 者들의 態度를 調훌하여 移動을 決心했거 나 

決行하게 된 心理 • 動機的인 횟因을 다루는 昭究이 며 , 한펀은 各種 經濟的賣困， 文化 • 社會

制度등 比較的 客觀的 훨素에 投影된 /\口移動의 理由에 대한 연구인바 이 두가지 類型의 

굉구究는 밀접 히 相關되 어 있다. 

心理的次元에서 A 口移動의 훨l因을 살펴 보면 農村을 떼 난 單身 移住者의 50% 以上이 職

業을 5.:!'t해서 고 서-윌로 轉入한 家口는 心理的 期待{直가 加味펀 「보다 向上펀 生活의 追求J ，

「子女敎育J ， r就業」 順의 理由에서 移住하였다 (띤鍾周， 1974: 18). 위의 세가지 흉§素는 

바로 都市集積의 利點을 代表하고 있다. 

A口移動을 홉發하는 始終地域의 客觀的 與件은 push aitd pulI 模型6) 0 로 代辯되는 바 

都市指向 A口移動 가운데 서울로 輔入하는 경우에는 pul1 훨因이 彈하게 {'F用하고 地域中

心都市(道廳所在地)로 몰려드는 경우는 push 훨因이 더 강하게 作用한다는 主張이 있다 7) 

그러나 서융로 移入하는 A口移動의 pull 몇因作用에 대한 反論으로 移動理由가 經濟的 機

會의 鍵大에 있지만 就業이 확정된 후 들어오는 率이 35%에 불과한 점올 미루어 보아 A 
口의 都市集中이 都市의 pull 훨因에 있는 것이 아니고 農村의 push 훌因에 의한다고 지적 

한다(尹鍾周， 1966). 

사실 상 이 런 論議의 重흉용性은 地域開發에 어 떤 意味를 가지느냐 하는 것 이 다. 우선 理論

的으로 그럴듯하지만 아직 實證되지 않은 假說이 檢證되어야 할 것인 바 pull 홈因에 의해 

課發된 A口移動은 「積極的 選別性J(移動하는 사람이 보다 生塵的임)을 딴고 push 要因에 

의한 A口移動은 「消極的 選別性J(移動하는 사람의 生塵住이 殘留者보다 낮음)을 띤다는것 

이 다(Hoover， 1971: 178). 

또한 寶務面에서 얻을수 있는 政策示浚는 萬一 서윷로 몰려도는 人口移動의 경우 pull 愛

因이 중요한 作用을 한다면 서울로 몰려도는 A口集中을 막기가 힘들것이라는 蓋然性을 暗

示한다. 흔히 都市政策의 展開에 있어서 農村A口의 都市指向性은 不可避 하다는 點을 前

提로 할 때 巨大都市의 )、口集中을 막는 길은 中小都市를 育成하여 移動A口에게 都市利點

의 代案的 場所를 提供하는 일 이 다. 成長據點(growth center) 理論￡로 代表되 는 中小都

市 育成方案을 通해 巨大都市로 向하려 던 移動)、口를 諸致해 서 한펀으로 巨大都市의 集積

不經濟를 해결하고 또 한펀으로 中小都市의 集積經濟를 提高할려는 두目的을 가진 하나의 

政策이 시도되고 있다. 

(6) push and pull 模型을 적 용한 많은 웹究中 몇 篇을 紹介하자면 鄭觸， “A 口의 都市集中現況分析과 
그에 짜른 問題點서울을 中心으로-" À口問題論集， 第1號. 1965.12月; 金大煥， “社會移動
으로서의 離題現象 韓國社홉學， 第2輯. 1966; 邊衝尹， “過剩A口의 壓力 -韓國의 경우를 中
心￡로-" À口問題論集， 第6號. 1968.6月 이 있 다. 

(7) Barringer(1974) 에서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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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國士面積이 지극히 좁고， 國民文化의 同質↑生이 높은 우리나라의 宗主都市 서울은 

오랜 傳統속에서 他中間規模都市가 도저히 앞지흔기 힘든 諸般 立地的 優越{生을 가지고 있 

음을 상기 한다면 都市體系間의 移勳A口를 適正配分하기 위 해 서울의 代案的 地域都市에 

農村A口을 유지하기에 充分한 pull 훨素를 育成시키는 일은 대단히 힘들거나 아니면 高價

의 費用과 長時日을 必要할 것이라는 點이다. 

다.Å口移動의 離村向都性

우리나라의 A口移動方向은 「離村向都」라는 말료 잘 代辯된다. 이를 부연하면 첫째， 먼 

저 大部分 農村地域이 라 간주할 수 있는 全國 139郵 가운데 116個鄭이 1966-70年 사이 에 

人口의 細對減少를 나타냈음을 불때 社會移勳A口의 始짧地는 農村地域이다. 둘째， 移薦lA

口 의 主된 行先地는 서 울과 大都市을 主로한 都-rIJ地域 이 다. 특히 1966-70年 사이 에 全國

A 口 自然增加率 2.3%를 훨씬 능기-하는 年平均 9.4%의 增加率， 全國A口 가운데 서울A 

〈圖-3) 69-70 道間純A 口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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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 李핏핸(197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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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가 차지하는 比重이 1960年의 10.4%에서 1970年에는 17.6%로 7.2%가 늘어났음 등이 

서을로 集中하는 A口移動의 方向을 찰 代辯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近했의 都市·

豊村地域의 곱속한 增加와 서울 以外에 부산과 道廳所在地(大邱， 大田， 光州， 全州， 淸州，

春} i 1)의 빠른 A口增加이다(Tai-Hwan Kwon, 1975: 73-78). 農村A로 부터 주로 大都

市 指向性이란 그 內在的 特徵을 감안하면서 移動方向을 쉽게 看破할 수 있는 것은 〈圖 3> 
이다. 

위의 論議를 土台로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間接的으로 示浚되는 A口移動의 方向이 지닌 

經濟地理的 特性과 여기서 導出될수 있는 政策的 考慮事項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周擾의 中小都市(安養， 議政府， 新道面 동)와 서울과의 近接↑生이 좋은 都市

〈서울-大田 사이의 市둠)들이 急速한 A口成長을 나타내고 있음 (李漢淳， 1973)은 個別

都市自體의 巨大集積經濟 뿐만 아니라 大都市가 아니라도 거기서 鄭市間 集積經濟를 누랄 

수 있는 立地도 A口 移動의 重要 行先地가 되고 있다는 사싣이다. 이 趣勢는 앞￡로도 계 

속될 展쏠이어서 都市機能園도 종래 點立地 (point location)에서 그 外延이 大福 據大되 

는 都市國(urban :fieId)으로， 그리고 흔히 E帶都市(megalopolis) 라 블리는 發展輔(devel-

opment axis) 흑은 都市回顧(urban corridor)8)로 向한 A口移動이 이루어 질것이 다. 이 렇 

게 되면 A口:移動을 確認하는 地域單位의 搬念도 새로히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플쩨， 특히 서울로 集中하는 移動人口가 全南퉁 遠距離地域A로 부터 많이 轉入하는 경향 

을 보아 物理的 距離마찰(distance friction)은 거 의 介在되 지 않는다. 즉 外國의 事例를 대 

상ξ로 하는 λ、口移動分析模型에서 距離變數가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 이 들 模

型이 우리나라의 事께j에 成功的으로 適用된 隔究는 아직 없다. 그리고 文化的 異質性(美國

에서 볼수 있는 人種差別등)으로 因한 社會的 距離(social distance)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A口移動에서 物理的 距離 흑은 交通距離는 λ、口移動에 關한 情報獲得， 移動의 實際費用

에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外國의 A口移動政策에는 特定 落後地域의 λ、口를 他地域으로 

‘壓出시키는 手段으로 道路網을 改善하는 貝體的 手段이 강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는 이 政策手段의 實效性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째， 서울등 大都市指向의 A口移動에는 「段階移動J (stepwise migration) 碩向이 나타 

난다. 計量經濟的 接近(Ro， 1974)과 이를 補完하는 標本設問調훌맑究 (Barringer, 1974: 

(8) r urban fieldJ 職念에 대 해 서 는 John Friedmann and John Miller, “The Urban Field," Journal 
of the Aηurican Institμte of Planners. Vol. 31, No. 4 (Nov. 1965) , pp. 312-20 그리 고 E帶
都市形成의 理論은 C.F.J. Whebell, “Corridors: A Theory of Urban System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π Geographers, VoI. 59, No. 1 (March 1969) , pp. 1-26. 이의 寶댐l에 
대 한 考察윤 Brian Berry, “The Geography of the United States in the Year 2000," Ekistics, 
Vol. 29, No. 174 (May 1970) , pp. 339-5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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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서 이 경 향이 밝혀 지 고 있다. 後者맑究에 의 하면 直接移動者가 아닌 段階移動者는 

· 서 울， 大邱， 全州의 경 우 全移動者의 38.1 %, 9.6% , 16.3%를 각각 차지 한다. 

大邱， 全州의 경우는 微細한 경향이지만 서울로 몰려드는 A口가 農村에서 中小都m로， 

그리고 서울에 정착하는 段階移動의 경향은 地域政策上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最終的으 

로 서울에 자리잡게 마련인 人口가 미처 서울에 到홉하기 前에 中小鄭市의 都市經濟彈化

와 就業機會의 據大를 통해서 中小都市에 그들을 定홉시킬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背後農村을 開發하기 위한 地域中心의 成長據點政策은 段階移動의 自然的 趣勢와 결부될때 

그 했果가 提高될수 있으며， 앞서 지적한 Thompson (1972)의 說明과 같이 쳤率많도 확보 

될 수 있다. 한펀 段階移動A口를 中小都市에 意圖的으로 定홉시킬수 없드라도 이 碩向은 

都市指向의 農村λ、口로 하여금 都市文化에 순조롭-게 適應할수 있게 함으로써 大都市에서 의、 

文化衝擊을 줄얼수 있게된다. 

네째， λ‘口移動의 方向과 그彈度는 純移動量(轉入-轉出)로 파악되지만그內在的 力學을 

알기 위 해 서는 總、轉出量과 總轉入量을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 왜 냐하면 비 록 轉出 • 轉入

量이 같아서 純移動量은 「바란스」를 取하지만 그 뒷면에는 都市化의 諸局面이 소용돌이치 

고 있기 째문이다. 어떤 홈ßñ섬의 社會的 λ、口增加는 없어도 轉入·轉出이 빈번하다면 그곳은 

都市化의 學習場所라는 點에서 都市政策上 支援되어야 할 理由가 成立된다. 特히 이 뿔項은 

小都市의 開發方向에 크게 고려되 어 야 할 變數이기도 하다(Thompson， 1972). 

우리나라의 경우에， 都市經濟力은 沈游 내지 減少하지만 道內에서 A口를 吸收하여 大都

市로 내보내는 經由地의 역할을 하는 忠州， 天安， 三千浦， 慶州 등의 群小都市(李漢淳，

1973: 14) 에 대해서 바로 위에 지적한 觀點에서 特別한 政策配慮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 

다.2-5萬A口의 럼에도 都市化의 學習場所로 기능하는 곳도 마찬가지의 고려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大都터j人口가 地方 中小都市나 農村으로 평流하는데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서울人口가 憐接 京鍵道로 移動하는 碩向이 있으나 이는 相異한 行政區域間의 

移動이기 해문에 A口移動무로 集計되고 있다. 그러나 經濟機能面에서 사실상 同一한 通動、

圖內에서의 웅직임이기 째문에 全體地域經I齊의 局面에는 큰 영향이 없다. 

地i或開發에 意味있는 A口移動은 專門職， 管理職이 大都市에서 地方에 자리잡고 있는 母

會社의 子I場 o 로 就業 移動1히는 경우이다. 이는 大都市가 獨白하다시피 하는 發展效果블 

地方 o 로 據散시킬 수 있는 가장 效果的인 通路이다(Berry ， 1972; Lasuen, 1969). 이블의 

移動碩向은 個別的으로 散見되기는하나 人口移動의 統計에서 확인될수 있는 性質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A口移勳1政策의 중요한 政策變數로 이용필수 있다. 

都市A口의 農村移動은 特珠별:例가 紙上의 話題로 등장하기는 하나 正確허 集計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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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發展論的 立場에서 볼때 都市文明에 接한 사람이 農村오로 돌아갈 경우 

農村開發의 投軍이 될것이라는 假說을 定立할수 있다. 아직 檢證되지는 않았지만 現下 많 

은 農村새마을指導者들이 都市生活의 遊境을 體驗한후 農村a로 돌아간 適話들이 間接的。1

나마 이를 佛證하고 있다. 

또하나 離村向都의 A口移動 方向을 햇流할수 있는 政策的 素地가 있다， 그것은 韓國A

特有의 彈한 歸第性이 다. 韓國A 傳來의 意識構造는 항상 出身地로 돌아간다는 彈한 彈追

觀念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의 具體的 實例는 年末의 많은 歸省客S로 나타난다 9) 한펀 서 

울로 轉入한 單身 移住者는 세 가지 部類가 있는데 (1) 無作定 上京型， (2) 家族의 聲援아 

래 上京한 部類， (3) 學業을 寫한 上京型무로 大別된다(Brandt ， 1973; 7-9). 이가운데 第

2 部類는 隨時로 歸省할 뿐 아니라 都市景氣의 沈帶로 失業하게 되면 農村으로 歸鄭한다. 

여기서 A口移動政策이 鄭市A口의 農村選流기- 그 目的이라면 歸東↑生을 彈하게 나타내는 

第 2 部類가 가장 效果的인 政策對象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 地域發展에서 A口移動의 投홈U 

앞서 A 口移動이 地域開發에 미 치 는 效果를 說明하는 Okun and Richardson, Thompson, 

그리고 Alonso의 分析模型을 紹介한 바 있다.Á口移動에 대한 地域經濟學的 關心이 日擾하 

기 때문에 이 方面의 우리나라 文斷이 繹少하다. 그러나 最近에 이루어진 몇몇 짧究는 A 

口移動이 地域開發에 미치는 效果의 여러 斷面을 表出해 주고 있는바 여기에 나타난 地域

發展上의 A口移動投웹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Okun and Richardson 類의 發想으로 A 口移動과 地域經濟의 相關{生을 接近한 金安濟

(1974)의 맑究는 經濟的 水準과 成長速度를 기준으로 1960年代의 道別(特別市 포함) 經濟

力을 설명하는 行列을 提示한바 있다. 이를 土臺로 하여 移動者의 f生格(機能水準， 敎育水

準， Á口學的 特{生등)을 얀다면 Okun and Richardson 의 說明에 準하여 地域隔差의 現況

과 長短期的 展쏠을 설명할수 있다. 

Thompson 模型에 依據한 우리 나라 都市經濟의 現況과 灣在力을 파악하는 것은 現下 서 

을A口의 過密柳制가 절실한 政策課題로 되어있는 實情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經驗的 돼究는 全無한寶情이다. 都市政策展開를위해 밝혀져야할 事項은 

첫쩨， Á口增加가 都市經웹에 收獲週減을 가져다주는 限界都市規模는 어느 水準언가， 둘 

(9) 韓國A의 意識構造가운데 歸뚫性을 李圭泰(朝蘇日報 1975年 12月 27 日字)는 다음과 같이 表現하 
고 있다“出世하는 것은 세상에 나간다는 출업개념으로 파악한다. 또 서울에 왔을 해 언제 올 
라왔느냐고 묻듯이 오르내렴으로 표현한다. 나간다는 말은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전제에서 비릇 
된 말이요， 올라온다는 말 또한 내려간다는 복귀의 전제에서 가능한 말언 것이다. 나오고 올라 

온다는 것은 비록 나와서 또 올라와서 여생동안 산다해도 그것은 장기체재에 불과하며 항상 돌 
아간다는 전제 아래 나와 있고 올라오}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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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뚫~ 
〈훌-2> 經濟的水準과 成長速度에 依한 市‘ • 道의 類型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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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 北

經 濟 的

成長速度

(1964-70年)
低 位 成 長 L쪽 全北， 全南

出處 : 金安濟. 1974a: 13 

째， 自體推進的 成長力을 가짚뿐 아니라 A口增加가 收獲週增을 나타낼 都市A口規模의 範

圍는 얼마인가， 셰째， 특히 巨大都市에서 A口增加가 뜻하는 社會， 文化， 心理， 安保的 意

味는 무엇인가 등으로 지적할수 있다. 

한편 A口移動이 地域發展에 미치는 效果를 全‘體 國土上에서 總體的으로 파악하는 맑究 

가 있어 注目된다. 아래에 소개하는 昭究는 모두 Alonso (968)가 論議하는 國家經濟의 能

率性對 地域經濟間의 衝zp:性間의 相殺關係를 土臺로 하고 있다. 

먼저 Hwang(黃明燦， 1973)은 1960-66年 사이에 우리나라의 地域(道)間 所得隔差는 人口

移動에 의해 수렴되고 있음을 號計的S로 立證하고 있다. 그의 理論模型에서 取한 f렁定은 

移動의 選別l生은 고려 하지 않고 勞動力의 供給과 勞動對 資本tt가 A 口移動의 效果를 가릅 

한다는 것이 다. 이 假定을 前提로 할째 剩餘勞動力이 많은 農村의 親地面積對比 擬裝失業은 

A 口移動에 의 해 勞動者當 ß.명界生盧性의 增大를 보게 될 것이고 그 移入A口에 依해 都市의 

勞動者當 資本率이 低下되는바 이 結果로 地域間 隔差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假定의 條件에 移動人口의 選었IJ性은 「正常」이라고 간주할때 勞動의 供給을 

면 都市經濟는 移入人口에게 有利하게 作用하지 않는 까닭에 그들은 상당기간 

門에 머 물고 되 고， 그 결과 都市zp:均所得은 減少한다. 

추가한다 

都市傳統部

이짧究結果가 現寶을 適實하게 反映한것이라면 地域間 所得關差의 解消는 都市經濟의 能

率↑生을 費用으로 하여 微細한 짧村의 勞動生塵性增大를 통해 實現된 것이다. 그러나 이 結

論은 1960-1970.건 사이 에 都市와 題村을 풋하는 觀과의 l λ‘當附加價{直로 본 隔差가 더 욱 

늘어 나고 있음을 밝힌 金安濟0974b)의 닮究와 -應 背훌IÞ.된다. 이 兩者를 統合할수 있는 解

釋은 Okun and Richardson의 說明을 밸리면 가능하다. 즉 「低調成長 • 低所得地域」인 農村

￡로 부터 「高度成長 • 高所得地域」인 大都市에 로의 人口移動은 短期的￡로 :t1!!域間 I원差를 

줄였지만， 長期的￡로 移動A口가 「高度成長 • 高所得地域」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勞動力

A로 충당되면서 오히려 격차가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두 맑究의 結果가 相異한 것은 衝

zp:性의 測定地域을 市 • 道單位와 市 • 那單位로 달리 하고 있음에서 起因되 기 도 한다. 즉 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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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地域單位가 좁아지 면 衝zp:性의 指標變異는 늘어 냐기 때 문이 다. 

A 口 移動이 우리 나라의 國家經濟 能率性과 地域間의 衝zp:.tt의 力學-關係에 미 치는 영 향을 

考察한 崔相哲(1974)은 두 基準間의 補完性보다는 相殺性(trade-off)을 前提로 한후 發展途

上國의 二重經濟라는 構造的 特徵아래 지 난 60年代에 우리 나라의 地域開發를 說明하고 있 

다. 그에 의 하연 都市塵業部門과 農村塵業部門의 實質質金率을 對比한 결과， 1966年 以前

까지는 農村의 過剩勞動力을 農村部門의 生훌力低下를 招來하지 않은채 都市로 J移轉시킬수 

있다는 古典學派의 說明이 쫓當하지만 1966年 以後에는 農村部門의 限界生塵이 都市部門

의 그것보다 높음을 볼해 農村勞動力의 都市移動은 國民經濟의 總體的 能率性을 低下시킨 

다는 新古典主義學派의 說明이 더욱 適實하다고 記述하고 있다. 그러나 이 國民經濟의 能

率性低下는 주로 60年代 後半과 農村 새 마을運動이 始發되 기 前인 1971年 以前까지 에 農塵

物의 相對的 交易條件低下등 全般的안 農村部門의 政策配慮가 낮았기 해문에 農村의 젊고 

교육받은 勞動力이 選別的으로 農村을 떠 난 結果로 農村勞動力의 限界生塵性이 낮아진데 

起因한다고 暗示하고 있다. 

위의 論冒와는 달리 Renaud(1973)는 1968年의 韓國經濟를 分析한 結果， Mera (1967)의 數

學的 模型에서 나타난 바 그대 로 國民經濟의 能率性과 地域經濟間의 衝zp:性은 서 로 調和되 

지 않은채 後者를 代價로 能率뾰이 확보되 고 있음을 檢證하고 있다. 물흔 生겉훌훌素의 移動

이 地域經濟間의 衝Zp:j1: 向上에 7] 여 할수 있￡나 중요훨素는 勞動移動이 아니 라 落後地域

에 投入된 政府主導型의 資本形成에 起因한다고 지 적 한다. 그려 나 1968年의 勞動力移動方

向은 勞動力의 限界生塵性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볼때 限界生훌性이 낮은 農村에서 限

界生盧뾰이 높은都市로人口移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잠정적인 

結論을 導出하자면 A口流出地域과 移動者의 福社와 國民經濟의 能率性은 向上시켰￡며 또 

한 、빼入地域이 都市인 곳의 都市經濟와 그곳의 都市住民에 끼 친 效果는 대 체 로 Thompson 

(1972)의 模型이 說明한바와 같이 流入地域의 都市經濟에 短期的￡로나 長期的으로 積極的

效果를 미쳤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특히 大都市에로의 移動이 大都市의 不經濟블 提高했 

는지 는 쉽게 斷定지 을수 없다. 巨大都市가 지 닌 交通混雜， 住~不足등의 問題는 都市內部

構造的인 결함(Mil1s， 1972) 에 起因하고 있는 까닭에 이 問題의 責任所겉E를 전적￡로 流入

A口에게 묻는 것은 論理的 飛鍵이 라는 -部의 설득력 있는 주장도 있다. 

위에서는 主로 A口移動에 의한 地域緊榮的 測面의 效果를 주로 논의하였다. 아래서는 

A口移動을 前後한 始終地點의 住民과 移動者를 포함한 住民福피止的 얘u面을 살펴보고자 한 

다.Á.口를 移入하거나 轉出한 地域의 住民福祖는 위에서 多角的으로 論議한 地域經濟， 都

市經濟의 變鏡를 살펴봄A로써 파악할 수 있다. 例를 들어 轉入A口를 받아들인 大都市의 

住民福社는 同都市가 人口의 追加增加로 收獲週增 혹은 收獲適滅段階에 있는 것인가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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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풀이할수 있다. 그런 點에서 住民의 福빠는 移動者中心무로 考察하는 微視的接近과 

全體 j혈購水準을 살펴보는 巨視的 觀點으로 나누어 理解될수 있을 것이다. 

첫 째 , 離村向都의 勞動者는 그 過半數 以上이 經濟的 目的을 成功的 o 로 달했다는 사실 

이 많은 標本設問 調뿔에 서 밝혀 지 고 있다. 所得水準뿐 아니 라 文化生活도 농촌에 서 보다 

向上된 것을 都市에서 享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Barringer， 1971: 1974). 그러나 移住者가 

都市의 就業市場에서 經驗하는 通路(Friedmann and Sullivan, 1975)에 따라 個人， 社會，

國家的으로 여러 어려운 問題를 말생시키고 있음-이 注目된다. 

둘째， 都市中心의 巨視的 麗爛水準은 위 의 微視的 接近의 結果와 서 로 相純되 면서 , 發展

途上國 特有의 問題를 露몰하고 있다. 이 相짧點은 社會現象을 보는 「나우」와 「숲」의 觀點

差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問題를 接近하연 아래와 같다. 

Woo(l975)의 論文은 都市轉入者의 就業水準에 많은 差股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1960-701건 시-이 의 臺灣과 韓國經濟의 成長을 比較한 結果， 2 個國의 急速한 經濟成長은 世

界에서 그 類例가 없던 일이었￡며 두 나라의 經濟成長은 共通的으로 輸出第一主義에 바탕 

을 두고 있 다. 그러 나 開發의 戰略에서는 臺蠻은 1960年代의 前半期에 農村開發， 農業生훌 

에 注力한 후 後半期에 輸出寫主의 製造業部門 據大에 힘쓴 反面， 韓國은 60年代 全般에 

결쳐 農業部門의 개 발을 比較的 看過한채 輸出型 製造業에 注力하였다. 그 結果， 앞서 지 

적한 바와 같이 國民經濟의 總量成果는 年10% 前後의 增加率을 거의같이 나타냈지만 60年

代의 臺轉과 韓國의 農村人口流出은 각각 2.45%와 2.64%인데 農業및 非農業을 合한 總、塵

業뭘購의 增加는 각각 4.21%와 3.13%로 나타난다. 이 點은 Singer (l971)의 說明과 같이 

經濟成長率에 훨씬 未達되는 層橫增加率이 발전도상국이 體質的으로 안고 있는 문제임을 

우리 나라의 경 우도 實感할수 있음을 示뺏하고 있다. 

그러면 都市로 몰려드는 農村勞動者의 就業狀況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Renaud 

(1971)의 解答에 의하면 Todaro(l969)의 模型을 適用한 結果， 1965-70年 사이에 都市의 現

代的 塵業部門 增加率은 9.9, 都市勞動力의 成長率은 都市A口의 自然增加率과 비 슷한 1. 6 

S로 나타난다. 이 를 根據로 할때 現代的 옳業部門의 就業率은 73%로 나타나는바 이 는 現

代的안 都市塵業部門에 3 名이 취엽하고 있음에 反해 l 名은 勞動生盧性에 훨씬 미달되는 

都市의 傳統的 산업 부문에서 f필就業상태 에 있음을 의 미 한다. 

綠合하면 60年代의 人口移動은 地域間의 衝.zp:j生을 代價로 國家經濟의 能率↑生을 결과하였 

다. 그러 나 能率性의 巨大한 雨짧아래 國民의 .zp:均 福피止는 向上되 었는데 특히 移動A口의 

福社는 增大되었다. 이가운데 政策上의 問題로 擾頭하는 것은 都市運偶問題및 農村開發 問

題의 解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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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Á口移動政策의 課題

지금까지 地域發展의 觀點에서 본 A口移動의 意味와 우리나라의 實際를 論述하였다. 특 

히 우리나라의 事例에 대한 짧存맑究를 綠合하면서 여기서 導出할수 있는 地域政策的 意味

플 提示한 바 있다. 이글을 맺음에 있어서도 地域政策A로서의 A口移動政策의 重훨性을 

다시 한먼 彈調하고자 한다. 

20세기 初半의 5%內外의 都市化率이 4 半世紀後의 末來에는 70%前後에 달하게 되어 우 

리나라의 A間定住形態는 農村에서 都市로 뒤바뀌게 된다. 이 挑戰的인 變化는 바로 A口

、移動에 起因한다. 이 過程은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的￡로 發展可能性을 內包하고 創出하 

지 만 그 內在에는 大都市人 口 「過密J ， 都市-農村間의 發展隔差， 空間上의 國民純合缺如

등의 다루기 힘들고 그라고 費用이 많이 드는 難題를 만들고 있다. 

그간， 政府主導下에 여러 名目무로 A口의 地域分配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政策

이 斷續的￡로 전개되어 왔는 바 大鄭市 특히 서윷A口把大化를 막기위한 諸錯置， 成長勢의 

都市經潤가 미처 수용할수 없는 급격한 農村A口壓出을 막기위한 農村開짧政策등이 多角的

S로 案出 ·實施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政策은 A口移動을 發展的으로 유도하기에는 非效

果， 非效率{生을 露皇하였먼 바 여기에는 이 問題解決에 適實한 知識의 缺如， 政策實務上의 

經驗不足 그리고 蘇合體系的인 政策의 不在등에 그 責任의 所在가 있다. 

이 方面에 必훨한 知識과 政策上의 考慮를 앞서 本論의 該當分野에서 지 적 한 바 있는데 

結論으로 理論과 實務가 共히 追求해야 할바를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A口移動政策 展開에는 國家都市體系에 대한 綠合的 理解가 먼저 필요하다. 왜냐 

하면 A口移動의 方向이 都市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政策目標와 方向의 정해진 것을 바 

탕으로 서울人口의 把大를 해결하기 위한 代案的 中間都市의 育成， 農村支援型의 小都市

育成， 그래서 大中小都市의 統合을 성취하고 서울을 起點으로 하는 빼新據散의 效果的 「메 

카니 즘」 形成등의 政策이 추진돼 야 한다. 

둡째， A口移動을 政策變數로 다푸기 위해서는 어떤 몇素와 「표로그램」에 의해 人口移動을 

意圖的으로 유발할수 있는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外國의 경우， 中央政府의 購買政策， 道路

建設計劃， 鄭市再開發과 住~供給據大， 農村開發， 地域間에 서로 달리하는 福社政策등이 

利用되고 있다10) 이런 點에서 지금까지 이 問題를 위해 시도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目的

-으로 시도되었으나 結果的으로 A口의 地域配分에 영향을 미천 大小 政府政策이 면밀히 分

(10) 地域政策의 明示的이거나 默示的인 效果를 美國의 事例에서 言及한Alonso (1971) 의 論文이 많은 

示埈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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析， 評價되어야 한다. 

세째， λ‘口의 地域配分政策은 民間部門의 自發的인 市場機能에 많이 依存하는 것이 能率

性을 얻을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本文에서 斷片的으로 지적한 人口移動의 펌然的 흐름인 

段階移動등 大都市A口를 地方中小都市로 유치할수 있는 寶現性있는 「메카니즘」開짧과 이 

의 效果가 갚히 연구되어야 한다. 

네 째 , 地域政策에서 커 다란 比重을 차지 하고 있는 서울의 都市經濟 • 都市社會的 司能↑生

과 問題點이 철저히 규명되고 이를 바탕￡로 소위 A口빼制政策(Á口移動防止를 포함한) 

이 전개되어야 한다. 서울의 都市施設이 轉入λ‘口에 의해 過多利用되는 문제는 오히려 農

村에서 接할수 없었던 都市施設。1 移動者에 의해 이동함￡로써 集約的으로 flJ用되는 것이 

아닌지 反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洞察力있는 專門家들의 見解와 같이 서윷과 같은 E 

大都市는 農村에서 轉入되는 成就動機가 充滿한 移住者를 수용할 底力이 있으나 그 轉入흐 

름이 고르지 않고 여 기 에 미 처 都市의 內部構造가 적응치 못한데서 大都市A口問題가 발생 

한다면 都市內部構造의 發展的 改編￡로 A口의 大都市集中 問題를 해결할수 있는 싣마리 

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大都市問題는 先進國의 어느 누구도 그 解決의 妙方을 가지고 있 

지뭇하다. 그런 點에서 좁은 國土에서 過密한 人口를 適正配分하는 試圖는 이 方面에 종사 

하는 우리 나라 理論 • 實務家등의 創造的인 實驗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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