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農村移出者들의 選擇性

:

京離違內 六個村落昭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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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都市 A 口는 最近 數年동안 急、激히 成長하여 왔다

1970年 씬서스 速報에

의하연

全國市部의 人口는 約 1 千 3 百萬우로 全國 A 口의 43% 를 차지한 것오로 냐타났마. 이에 상당
하는 1949年 씬서스의 市部 A 口의 構成比는 단지 17% 에 不過하였다.

16페지의 〈表 1>은

1949

年 以來의 韓國都市A 口의 成長局面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都市A 口의 增加는 農村으로
부터 都市로의 A 口移動이 상당한 部分을 차치하고 있다는 것을 示俊해준다.

農村무로부터 都市로의 移住過程과 그 選擇↑生에 판한 數篇의 論文들이 專門學術誌에

發表

되었다. 이들중 어떤 論文은 道間의 人口移動 및 農村-都市移住의 量파 率을 評價하는데 重
點을 두었고 또 어떤 論文은 都市移住者들의 特性파

都市生活適應過程에 판한 陽究에

한 것이었다. 그러나 移住의 選擇住에 판한 大部分의 짧究는 이미 移住地에

판련

定쏠하고

있는

사량들을 대상무로 質問하는 方法￡로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少數의 맑究만이 原住地의

~

絡속에서 移出의 過程과 特{生을 밝히고자 試圖되었다. 그러냐 移出者의 移出動機， 條件，

特

性 等은 그들이 移出한 原生地의 全體共同體的 構造의 服絡속에서 移出하지 않고 남아있는 居

住者들과의 比較隔究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연 適切허 理解될 수 없을 것이다.
本鎬는 農村移出現象에 관련되 는 몇 가지 社會學的 要素들을 分析코자 試圖된 것 이 다.
히 이 陽究는 京離道內 6 個 自然部落을 對象으로 한 繼績調훌짧究 資料를 利用하여
同體內에서의 移出者들의

特

村落共

Personal network와 그들의 社會經濟的 特{生올 移出하지 않고 낭아

있는 居住者들의 그것파 比較分析하는데 관련한다l-.

2. 資料와 阿究方法
本밍주究의

資料는 李萬甲敎授에 의 하여

1958年파 1969年에 途行된

관한 繼續調훌陽究의 副塵物로 얻어진 것아다

이들

6 個部落의

社會構造에

村落은 서울에서 약 10'" 15 마알 옐어져

있는 京驚道 廣州那어l 位置하고 있￡며 읍各의 村落은대체로 30내지 90 程度의 비교적 小數의
1. 李萬甲敎授는 1958年 12月 京짧道內 6 f固村落을 對象￡로 韓國農業共同體의 社會構造에 관한 調곁Ellff
究를 시 행 한바 있 다. (그 報告書는 韓國農村의 社會構造라는 著書로 1960年 發刊되 었 다) . 그 後 同
敎授는 1969年 12 月 에 農村共同體의 社會變動에 關心올 두고 同-地域에 對한 再調흉를 途行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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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口를 갖고 있는 하나의 hamlet을 形成하고 있다. 이곳의 住民플은 大部分이

훌쫓業을

o 후 삼고 있￡며 韓國의 다른 村落들의 경우되- 마찬가지후 그들은 日常초活의 모든

主業
面에서

서료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꿇한 쫓훌團歸E끓意識을 갖고 있다.
이들 地域의 調호맑究를 寫해서 構造化된 質멈紙方法이 사용되었￡며 1958年
同村落어1 居住하고 있는 346 家디의 全體家口초카 面接되었다.
基本的인 A 口學的 資料블 비롯하여 土地所有關깜‘， 所得，

이 調효에 包含된

l 次調훌時에
c::!:::-L!ñ당1 끼성 。

」ζ 츠><::r

J 1:l'"-C

移住， 職業참動， 集國活動， 親族짧

帶 및 近I憐集團關係、 等이었다.
1969 年 再調홉時에

1958年 調호當時 原住하고 있던 346家口 가운데서

落을 퍼나 移{主하였음이 發見되었다.

82家口가 그들의 村

移出者들응 그들이 村落을 떠나기 전에 村落에

그대혹

移{主

남아 居住하고 있는 사람들과 密接한 판계를 맺고 있었기 혜룹에 大部分의 移出者들의
j也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 移住타였는카에 관한 몇가지 자

세한 情報는 그 村落의 里長과 그 밖의 그훈련을 맺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얻었다.
口中에서 41 家口는 서울로，

移出한 82家

5 家口는 다른 都市혹， 23家口는 다른 農村우료 移{主하였오며 13

家口의 移住地는 밝혀지지 않았다. 18폐지의 〈表 2> 는 -次調좁時부터 1969 年

再調 f갚 G훈까지

移出하지 않윤 家口와 移出한 家口의 移住地를 보여 주고 있 다.
1958年 調훌와 1969年 追없;調쪼의 資料-를 利用하여 論者는 移出家口의 헛카지 헐훨한 特{生

쓸 移면하지 않은 家 口 의 그것 파 比較할 수가 있 었 다. 그 比較는
濟的 特{生에

판해 서 이 루어 졌 는데

personal

person 2. 1 network와

network의 面에 서 는 近 I憐關係，

社會원

￥~â젓￡묘겪원 및 集믿핍
원E샀，

活웰의 參與가 檢討되었고 社會經濟的 特f生의 測힘에서는 移出家디의 移住의

社會 á0

移動， 默業的 移헬1 等이 移出하지 않은 家口의 그것과 比較되었다.
移出총들로부더 그들이 그들의 村落을 왜 떠 났는가에 판한 直接的안 情報는 얻을 수가
였￡며

없

1958年파 1959年에 시행띈 構造化된 質問紙上의 資料어}도 移出의 E흘接다성안 꿇h機나 쩔

由에 판한 어떠한- ↑띔짧도 提供해 주지 듯하였다.

그러나 論者는 흰장건j 者듣의

特{生을 챙出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第一次 調훌時의

꾀土會的

깥料흘

經濟 B얀

分析함￡혹

서 그들이 처해있던 條件과 移出의 理 EÉ 에 판한 ↑좁報플 간캡적 o 흐나마 얻을 수 있었다.

ï

리고 移出의 條件에 판한 附加的안 情報카 移出者외- 긴밀한 유대를 맺고 있던 사랑들에게 블
어서 入手되었마.
q
ι·

資料의 分析

1) 移 벼者으I

Personal Network

大部分의 韓國農村村落은 地理的무로 孤立化되어 있고 小規模이며 찰 짜여져

있다，

하냐로

짜여져 있는 村落의 境界內에 居佳하고 있는 個人들은 서.료 긴밀한 接觸을 갖고 있는 것 A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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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그들의 따t會的 經濟的 日常生活은 하나의 t왜同體系를 彈要맡고 있을 뽑만 아니

라 近I憐關係로서 나 親族組帶에 기 초한

集團{疑集力에 의하여 크게 영 향을 람아왔다~.

따라서

村落에 居住하는 個 A들은 하나의 彈力한 集圍歸屬急識을 갖고 있 o 며 이 것운 村落人들의 個
A 行動에 彈力한 영향을 주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農村居佳民들의 移出은 그들의 村落의

內的 連帶感에 영향을 주는 보다 큰

ifi會의

훌業化와 都市化의 服絡속에서 일어냐고 있으며 이러한 社會變動은村落內의 成員들을 結束하
고 있는 힘을 弱化시키고 있다. 農村居住民의 移出이 村落의 內的 連帶感의 렀化過程 속에서

일어냐고 있다는 事實은 農村￡로부터 都市로의 移住現象에 관한

하나의 分析이 移出者들의

村쭈內外블 망라한 personal network과 크게 관켠훨 것 이 라는 觀點을 提示해 준다.

이러한 見解는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住카 村落內의 近憐關係나 親族組帶에 의해서 크게 영

향을 밭을 것이라는 假說로 이끌어 주고 있다. 왜 냐하연 韓國農村村落의 大部分의 成員은 그
村落이 同歲村이 건 아니 건 간에 彈한 集團歸屬意識을

가져왔기 혜문이다. 이 假說은 소시오

메 트리 , 社會的 經濟的 參與度 및 親族細帶 等과 같은 personal

network을 分析함으혹서 檢

證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村落의 連帶로부터 陳外되어 있는 사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랑들 보다 더

많이 移出하고 있다는 事寶을 밝히고자 쏘시오메트럭 方法에 의하여 측정띈 村落의 集團連帶
感의 程度를 移出者集園파 移出하지 않은集團을 比較하였다. Sociometric network은 “貴下는
마을사람들 중에서 누구와 가장 多情하게 지내십니까?" 하는 質問을 家口主들에게

결과르 作成된 것이었다.

물어 본

이 質問에서 높은 點數를 받은 사람은 g휠한 集團連帶感을 가지 고 있

는 것 A로 간주되었으며 反面에 낮은 點數를 받은사람은弱한 集團連帶感을갖고있는 것무로
다루어졌다.

19폐지의

〈表 3>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多情하게 지내는 이웃”으로 選

擇받치 뭇한 總原住家口主 가운데서는 약 36% 가 移出한 반연에 “多情하게 지내는 이웃”으로

選擇받은 家口主中에서는 단지 11% 만이 移出하였다

X 2 檢證은 移住가 여커서 測定된 바와

같이 集團連帶感의 程度와 有意味하게 판련되고 있음을 指橋해주고 있다.

(X 2 =29. 02:þ<. 001)

이에 附加해서 다른 農村A 로 移住한 사람들은 都市로 移住한 사랑들 보다 더 낮은點數플
記錄하였￡며 移住地不明안 사랑들은 모두가 그들의 前居住地였던 村落의 사람들로부터 한번
도選擇밭지 뭇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調훌의 對象地였먼 六個村落 가운데서 한 村落은 大部分이

同鎭集團成員 o 로

構成되어

있었다. 20페지의 〈表 4> 는 同族集團成員이었던 40家口中에서는 단치 3家口만이 移出한 반연
에 非同族集團이었던 家口中에서는 8 家口냐 再調흉時까지 移出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同族村의 경우 同族集團의 成員이 아난 사랍이 同族集團에 속해 있는 사량들

보다 더 않

2. Robert Redfield , “ The Folk Society" , ]ourχal 01 Sociology , Vo l. 1I, January 1947 and R. P.
Dore , Laη d Redlorm iχ ]apan , (Oxford University Process. 1959) , Chapter XIV 參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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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移出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영백허 보여주고 있다.

村落內에서의 A 間關係에 관한 위의 .測面에 附加해서 품앗이， 횟 等의 接觸의 測面도 農村
居住民의 移出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農村村落의 경우 大部分의 村落들윤

로 孤立되어 있고 잘 짜여져 있 A며 적을 뿐만아니라 各各의 村落은하나의

地理的우

自給自足的 經濟

單位로서 機能했었기 혜문에 一定 村落에서 살고 있는 個人들은 그 村落內의 여러가지 集團活

動에 參與해 왔다는 事實은 매우 보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村落內의 集團活動의

參與

度는 移住에 관련되는 또 다른 要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1 페지의 〈表 5) 에서와 같
이 集團活動에 적게 參與하는 사람들이 많이 參與하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이 移出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품앗이의 경우 移住地別로 볼혜， 다른 農村4로 移住한 사람들은

都

市로 移住한 사량들 보다 더 많이 參加하고 있였다. 이는 다른 農村으로 移住한 家口의 大部
分이 小作農이였기 혜문에 품앗이를 더 많이 하지 않을 수 있었커 혜문인 것으로 判斷된다.

以上에서 集團連帶의 弱化過程속에서 集團活動을 통하여 그들의 이웃과 보다 적게

接觸하

는 사람들은 村落의 組帶로부터 輝外되어 더 많이 參與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移出하는 경
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Park에 의하여 發展된 移住와 관련하는

“限界人 "3

本빠究의 諸 發見에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郞 우리는 그플의 共同體로부터

이라는

擺念이

趣外되어 있는

사랍들은 어떤 限界狀況 속에서 生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限界 A

둘윤 “더 나윤 生活條件”이 라는 刺軟을 보다 더 잘 밭아들일 것 이 다.
農村住民의 移出윤 역시 村落外部와의 personal network에 판련되어 있을 것이다.

郞 農村

居住者의 移出윤 移入地에 있는 사랍들과의 傳統的안 -次的 人間關係， 特히 親族組帶에

基

鍵한 A 間關係가 介:tE함A로서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韓國農村村홉에는 都市地域에 살고있는 別居者를 갖고 있는 많은 家族이 있다 4 都市에 居
住하고 있는 이들 別居者가 成功的￡로 定훌할 경우 흔히 그들의 남아있는 家族은 그 地域우
로 移佳한다. 이러한 形態의 家族移動을 “運延된 家族移住 "5라고 稱할 수 있을 것이다. 再調

훌 結果에 의하면 이와 같이 運延된 家歲移住를 한 家口의 比率은 都市로 移 ËË한 全體家口의
約 30% 나 되고 있다.
위의 過程파 바숫하게 보다 큰 親族組帶가-特허 據大家族의 成員內에서-역시 農村A후부
터 都市로의 移住를 이끄는 경우가 있다. 例를 들연， 都市로 移住한 어느 한 家族이

富給해

치고 어떤 權力을 얻게될 경우 이 家族은 그들의 親雄을 그들의 居住地혹 移住케 하는데

影

3. Rober E. Park. “ Human Migration and the Marginal Man". Amer z" can Joμrnal 01 Sociology.
Vo l. XXXIII. May 1928, pp. 881-893.
4. 李萬甲， “韓國農村社會의 變化” 이 論文윤 亞細亞學術li1f究會가 主{崔하여 1970年 慶州에 서 。블 란 韓
國農村近代化의 諸 問題”에 관한 第四回 세 미 나에 서 發表된 것 이 다. 同主題論文集 5 페 지 참조.
5. John S. Macdonald & Leatrice D. Macdonald. “ Chain Migration. Ethnic Neighborhood Formation an Social Networks". The Mz"baηk Memorial Fund Quarterly.Vo l. XILI I. No. 1, ]anuary
1964 ,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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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形態의 移住現象은 Macdonald 카 지적한 바와 같이 “連錯的

住 "6 現象이라고 稱하여칠 수 있을 것이다.

된 東部 Kentucky의

James S.

Brown파 그외 同際뜰에

의해서

移
시행

3 個 近憐集團에 對한 事例f다究 7 도 이 러 한 發見과 類似한 것 을 보여 주

고 있다.

2. 移버者의 社會經濟的 特性; 社會的 移動의 經驗 測面에서
여커서는 移出過程이 移f主者의 社會的 移動의 經驗파 -反復的 移住， 社會經濟的 地 f立移動

및 職業的 移動과 같은- 어 떻 게 판련되 는가를 分析코자 한다.
Goldstein은 그의 Norristown 딴究8 에서

移出者들은 以前에 移入者들인

사량이 많을

것

이라는 假說을 檢證한 바 있다. 이 陽究에서 分析펀 資科는 Norristown_으후부터 移出은 以前
數十年來 Norristown_으로 移入한 사람들가운데서 많이 얼어나고 있다는 假說과一致하였다.

그는 이러한 現象에 대하여 다음파 같이 指橋하고 있다.
數가 同一 A오로 이루어져

郞 “계속적안 移入과

移出은

많은

있기 혜문에 移生者의 大部分은 一定時點에서 볼해 어펀 點에서든

共同體內에서 거의 關心이 없는 限界 A 이거나 共同體의 核心的안
時間을 必要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9는 것이마. 移住者들은

社會組織에

浩合하기에는

이와 같이 그들의 共同體로부

터 團外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移住 그 自體가 反復的 移住의 한 自生的안 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本考의 資料 역시 最近에 村落￡로移入한 사람들이 같은村落에서 오래동안 居住해 온 사랑
들 보다 더 많이 移出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3페지의 〈表 6)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第

2 次 世界大戰以後에 村落으로 移入한 사람들 카운데서는 35% 가 移出하였는데 만해서 그 以

前부터 居住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단지 17% 만이 移出하였다.
다음오로 移住는 地理的 移動일 뿐만 아니 라 社會經濟的 地位의 變化를 포항한다는 意味에
서 移出者들의 훨直的 移動의 經驗을 檢討해 본다는 點이 重要할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農村

으로 부터의 移出率은 上向移動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보다 下向移動을 경험한
서 더 높을 것이라는 하나의 假說을제기할 수 있을 것이마.

立證해 주었다.

23페지의

〈表 7) 이 보여주는

바와

사람들가운데

이러한 1뭘說은 本 딴究의 資料가

같이 現在의 社會원濟的

그것보다 비교적 낮아진 家口들은 上向移動을 경험한 家口들보다 더 많이

水準이

以前의

移出하는

경향이

6. 上獨휩， p. 82.
7. James S. Brown , Harry K. Schwarzweller , and Joseph J. Mangalam. “ Kentucky Mountain
Migration and the Stem.family; An American Varriation on a Theme by Le Play" , Kenneth
C.M. Kanmyer (ed.) , POþulation Studies ; Selected Essays and Research , (Rand McNally &
Company , Chicago , 1969) , p. 232.
8. Sidney Goldstein , Pattern 0/ Mobility 1910-1950; The Norristowχ Study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1958) , Chapter 10.
9. Goldstein. “ Repeated Migration as a factors in High Mobility Rates" , American Joμrnal 0/
Sociology , Vo l. 19 , No. 5, October 1954 , p.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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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은 반드시 移出者들이 一般的￡로 낮윤 經濟成層어l 속하여 있다능 것슬

의미하지는 않는다. 24페지의 〈表 8) 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移出者들윤 거의 오든 經濟的 成
I홉에 屬해 있는 사량들로 構成되어 있다.
마지막우로 移住와 職業的 移動과의 판계에 관한 운제로 方向을 돌려 보자.

즙E간j"추 移믿한

家口와 移出하지 않은 家口의 比較는 移出하지 않은 家口뜰의 청우 大部分이 農業에

從事하

고 있는 만연어1 移出한 家口들은 非農家이거나 非農職業을 暴業무로 하는 앓家안 경향을

여주고 있다.

24페치의

〈表 9) 에서와 같이 都市로 移住한 全體家口의 단지

복

1/4정도만이 移佳

前에 農家였다， . 그리고 그들의 前居住地에서 非農職業을 가졌먼 移出家口들은 類似한 職業에

從事하는 경향이 있다는 事寶을 發見했다. 이러한 事實은 그들의 移入地에서도 職業的 適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移出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要

約

國內人口移動은 f專統的￡로 全體社會內에서의 한 人口調整의 過程￡로 觀察되어 .왔다.
口調整 過程A르서의 國內人口移動은 諸 地域間에 存在하는 社會的 經濟的 不均衛에

人

의해서

기인한다고 通論된다. “移住의 理由가 무엇이든 간에 重要한 觀點은 一定 社會內의

어느 한

地域 또는 共同體가 經灣的인 沒落을 겪고 있을 혜 그 地域을 벗어나서 보다 緊했하거나

約

束하는 地域우로의 原住民의 移住는 社會의 經濟的 社會的 均衛을 짧展시 키 는 1)t힘을 한다 "10

移住에 판한 이러한 見解는 主로 하냐의 社會變動 ò 로서의 移住現횡을 관찰하고자 하는 機能
的 解釋에 :훈련된다.

그러 나 이 러 한 見解는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移住가 두 地域間의 社會的 經濟的 不:t힘衝 ò

로부터 일어난다는 點을 잘 뒷받칩해주고 있을지라도 移住의 過程 그 自體를
分허 適切하치 는 뭇하다. 本鎬에 서 는 移住現象이 personal network의
한 過程무후서 觀察되었￡며 그것은 또한

分析하는데 充.

服絡속에 서

以前의 社會的 移動의 經驗과

일어 냐는

密接하게 판련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觀點에서 移住의 過種에 판한 變數들이 다음 네가지 要素들로 範廳化되었다

(1) 移出地內에 서 의 內的 連帶

(2) 移入地의 居住民파의 人間關係
(3) 移出以前의 社會的 移動의 經驗
(4) 職業的 適應面에서의 移住를 짧한 樓在能力.
移住의 過程에 관한이들變數들의 판계는農村村落內에서의 移出者들의 特性파移出하지않는
者들의 그것을 比較함무로서 各各 獨立的￡로 檢討되 었다. 그 重要한 짧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0. Kammeyer.

前揚書，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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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村村落￡트부터의 移出者들은 그 村落의 內的

personal

network에 있어서 限界的암

狀況에 있는 사람들인 경향이 있다.

(2) 村落居住者의 移出은 村落의 連帶카 弱化되는 過程속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移出者으f

移住地에 定흉하고 있는 사랑들과의 A 間的 接觸에 의해서 조장된다는事實도나타값다‘

(3) 村落에서 오래 居住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居住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移出하는

경

향이 있다.

(4) 下向移動을 經驗한 사람들이 上向移動한 사람들 보다 더 많이 移住하는 경향이 있다.
(5) 非農職業에 從事하거나 暴職農에 從事한 사람들은 農業에만 從事하는 사량들 보다

더’

많이 移出하는 경향이 있다.

農村오로부터 都市로의 移住의 選擇{生에 관한 過去의 大部分의 짧究는 이 미 都市로 移生하
여 어느 程度 定훌하고 있는 都市居住民을 對象A로한 調훌에 의존하여 왔다.

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究者들은

이 경우

移出者들이 移住할 當時 移出地에서의 客觀的

앞에

條{牛들을

찾아내는데 困難을 겪게된다.

따라서 移住의 過程을 分析하기 위한 하나의 바랍직한 맑究方法은 移出地의 社會的 經濟的
服絡속에서 繼續하여 居住히·고 있는 사람들파 移出한 사랑들의 比較짧究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本爾에서는 移住에 관한 닭究가 移出地로서의 村落속에서 위 두개의 集團을 比較함으로서 成
功的 o 로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였다.

이러한 方法무로 몇가지 重要한 社會學的

特허 人間相互關係의 面에서 移住의 過程과 密接하게 그관련되어 있음을 밝혀 내었다.

-

33-

要素들。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