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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論文은 韓國動亂 以後 急、速히

B.

맛슨

대두된 韓國의 都市化에 관한 하나의 意味있는 觀望

(overview) 을 意圖하고 있 다. 市의 境界變更을 포함한 都市成長의 몇 가치 構成要索에 관
한 內容윤， 兪 윷훌흉횟 博士가 그의 lff究分析에서 詳細하게 論及하고 있기에 여기에서는 除
外하였다.

都市化는 1955年以後 특히 1966年 以來， 그 自짧의 規樓로 보나， 다른 時期에 比하거나

急、速하게 進行되어 왔다.
6， 500， 000Á 이 增加되었다.

1960-1970年의 10年間 全國의 A 口는

그 約 1/4에 該當되는

그러나 農村A 디는 불과 總增加A 口의 4% 안 200， 000A청도

」증가하였다. 물 (A 口 20， 000Á) 올 包含한 都市A 口는 2/3가 더 늘었고， 총증가언구의 96
%언 6， 200， 000Á 이 놓였다. 1970年에는 人口 50， 000人 以上의 市 A 口가
급격히 더 늘어， 總增加人口의 92% 에 달하였다.
半가량에 해 당되 는

3/4 이상이나

그리고 서울市에서만 총증차언구의 約

A 口 가 늘었는데 , 특히 서 울市는 치 난 10年間 3， 000， 000人이 상이 들

어 A 口規模가 두배 이상이 펀 地域이다.

1966-1970年의 4年間에는 이러한 碩向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울， 부산， 대 구의 3個市에 서 1 ， 000 ， 000人 以上이 늘었는데 ,

를 압도하는 양이다.
7%의 下落인

1970年 서

이 증카인구는 총증가 언구

다른 市에서도 급격히 인구가 증가 되었 A냐， 農村人口만은 4年間

1, OOO, OOOÁ

이상이 減少하였다(表

1,

圖

1

參考).

10年間의 急激한 都市成長은 1960-1966年의 農村의 완만한 成長과

結附되어 있는데，

이러한 農村A 口의 相對的안 減少는 全國A 口에 대한 都市人口의 構成 比率을 높게 해주
고 있다(表
매년

2, 圖 2 마지막 3項 參考).

총인쿠의

0.8% 가량

市 居住A 口의 比重은

1960年과 1966年 사이에

순증가하여 1960年에 30.7%에서 1966年에는

35.3% 로 거의

5% 가량이나 증가하였다. 1966-1970年의 變化는 매년 市 A 口가 총인구의 2% 카량 순증
가하여 4년간

8% 정도의 增加를 보임무로써 훨씬 드라마틱할 정도다.

總對的안 數的 增加와 마찬가지 로，

市의 成흉率운 1960年 。1 래 市規模의 成長과 正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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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l하게 늘어났다個個의 市別로는 다소 差異가 있 A냐， 천체규모의 법위에서 본 變化率
(gradient) 은 1970年 市로 昇格펀

10個뭄(이중 5개읍은

있 다)을 除外하연 一律的인 分布이 다.

A 이상의 4개

안접 서울의

영향융 크게 받고

10년 동안에 首都 서 울의 부산， 대 쿠 빛 250, 000

도시에서 增加한 양 (61%)

보다도 2배가량(1 26%) 급격히 증가하였다.

100， 000Á의 都市가 47% 증가하고， .50， 00CÁ의 都市가 36% 증가하였다.

이러한 爆發的안 人口成長A로 서울은 1972년에 6, OOO , 000Á 이상의 A 口를 지난 都市
혹서 세계 굴지의 大都市 중의 하나가 되었다.

韓國에 있어 서울이 지니는

超支配的안

位置는 다음의 사실로서 업증펀다. 즉 매우 급격한 A 口成長에도 不抱하고， 각규모벌 市

에 居住하는 한국의 도시인 이중은 순전히 서울의 A 口를 除外하연

1960-1970年 10年

間 사살상 강소하였다는 사실로서 업증되는 껏이다. 그러하여 都市A 口에서 서울이 차지
하는 比重은 32% 에서 41% 로 상승하였다.

上記한 A 口變化의 결과로서 韓國은 都市國 (urban nation)~로서의 面鏡를

었다. 서울이 현재 6， OOO， 000Á을 념어서고

았고 부산이

갖추게 되

2， 000， 000人，. 대쿠가

<l00.Á을 능가하고 있다. 다른 29個市도 50 ， OOO.Á을 능가하고 있는데，

1, 000 ,

이러한 數는 1970

年 50 , 000 .Á 규모가 되어 市로 昇格펀 地城(펀)이， 市A 口로 再調整되연 101固 地域이 더

능 것이다. 1970年 센서스에 짜른 이러한 再分類는 아마도 1973年이 되어야 進行될 것이
다. 市 A 口 43% 와 昇格으로 附加펀 몸A 口 7% 를 合算하연 全國的A로 1970年 씬서스에
'50% 의 도시 안쿠로 냐타냐는 셈 이 다.

그리고 農村보다 都市에서 괄목할 정도로 판， 센서스의 過少推定 -1970年 10 月 1 日의

센서스에서 처렴 도시의 바중에 대해 농촌지역은 적어도 1% 線은 더 附加되었을
--과 그후 2年半동안 계속펀 都市化를 감안한다연，

전국의

도시인쿠

것이마

바중(뭄포함)은

1973年 4 月 1 日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55% 에 달할 것이 거의 確寶하다.
急、激한 都市化， 交通의 建結，

環境의 :Z:害， 農村 • 都市의 所得隔差 等 提起되는 國家

‘的 意議 중에서， 현재는 특히 都市化가 여퍼 角度에서 보아 注意가
아 들여 지 고 있다. 흩n 그것은 새 마을운동 (New

集中펀 政策으로 받

Community Movement) , 그러 고 農村發展

의 圖짧와 農村所得의 增大를 위한 試間에 짧中되 고 있다. 서 울市는 地下鐵體制 (Subway

'System) 를 設立中이다. 租親職課와公害의 ~t制는 I場과 A 口를分散시키려는 手段으로

서 能動的으로 檢討되고 있다.

많은 I場;파 官廳의 再配置計劉 特히 國營企業體을 서울

혹 부-터 小都市로 재 배 치 하려 는 計慶j이 推進中이 다. 서울市에 현존해 있는 판자촌과 장정

적인

판자촌의 새로운 건립에 대한 항공촬영 감시가 실행되고 있고， 많은 판자촌지대가

철거되었다.

主要 市에 대하여 市民親 (Citizen Taxes) 가 提議되었다.

劉週動이 都市地域에 있어서

特히 出塵率야 높온 低所得層과 以前의

-병-로 問題視되지 않았던 서울市에 철저히 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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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고 있다.

全國的안 家族計

家族計엎j事業에서

또한 家族計劃 擔當

者들도 대 개 都市에서 反比例的으로 큰 했果를 가져오는 避雄， 落8읍에 대 한 個別的안 i!1Jl
戰要因틀을 分析， 檢討하고 있다. 그러 하여 朴大紙領도 서 울市가 6， 000， 000의

A 口릎

념

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렸다. 그러냐 1972년 10월 1 일의 市센서스는 6, 070 , 00 Ü'

A을 냐타내고 있고(確定된 推定은 아닙)， 1973년 4월 1 얼까지의 서울 A 口는 筆者의 킹F
公式的 建計에 依하연 6 ， 500 ， 000Á이 될 것 이 고; 最小A 口로 장아도 6 ， 300 ， 000Á은 휠 갓

이 다. 그러 나 중요한 問題는 多角度의 政策立案파 그의 檢討카， 都市化를 자극하는 강력 한
A 디學的·經濟的 그러고 社會力 (Social Force) 의 測面에서， 都市化의 靜關나 완만한추세

로이끄는 떼 충붐한 역할을 할 범위인 것이며， 그것은이러한검토카당연히 경제발전 等
의 政策計편j者에 의 한 아주 細密한 調효맑究에 의 거 하여 야 한다는 것 이 다. 그리 고 1970年

代 後半 年觀構造에 가능성 있는 兒童選好趣勢 (baby boom) 와 非好意的안 趣勢의 變化는
불가띄하게 隨伴되는 A 口成長率의 增加를 초래할 것이기에 설령 家族計劃이 彈烈하게 推
進되고 出塵率이 계속 -F降한다 하더라도 筆者는 그 當時의 立案設計가 완만한 都市化에
뚜렷하게 기여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그럽에도 불구하고

公式的인 A 口增加率은 反

對로 推定되고 있다).

그려나 立案의 어떤 部分은서울市 A 口의 分散에 肯定的안했果을가져올지도모릎다.
이러한 觀點에서 불혜 量要한 問題는 工場，
수 있는 距離의 小都市와 農村에 效率的으로

企業，

人口가 서울에서 寶質的￡로 補助괄

分散될 것안가 或은 이러한 재배치가 특히

仁JI(， 水原， 議政府 等의 衛星地域에 석당한 서울 分散의 形態로 냐타날 것얀가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衛星地域들은，
輸送機關의

發達과 마찬가지 로，

서울市와 위성지역간의 컴뮤니케이션， 高速道路 및

人 口 와 地域이 팽 창되 어

서 울 巨大都市 (Greater

Seoul.

Megalopolies) 에 밀정하게 結集되어 있다. 서울， 仁川， 水原， 城南(以前의 廣州國地)， 議

政府， 安養둠，

素沙、봅 및 신도연의 1970年 씬서스 人口는 6, 800 , 000Á 이었다.

그러냐

전국의 여타지역 보다 서울市에는 씬서스의 過少推定이 많고 또한 1970年 이후 2 년반 동
얀에 계속된 A 口成長을 캉안한다연

1973년 4월 l 일에 이르러서는

同地域의 總A 口는

34， 000， 000Á의 전국 총안쿠의 거의 1/4을 차지하는 8， 000， 000Á으로 推定되어야 쫓當할

것이다(그험에도 불구하고 公式的인 推計는 센서스 週少推定이 包含되지 않아 反對로 낮
게 냐타나고 있다).

이러한 數는 憐接 農村地域이 包含된다연 더욱 增大된다. 그러하여

표常的인 出現 보다 훨씬 급속히 發展 擾頭된 것이 首都 및 그 주변의 E大한 集合都市
서 울， 仁JfI， 水原， 城南， 議政府를 묶는 巨大都市-이 다.

꾸준한 批制의 努力이 試圖되

지 않고서는， 이렇듯이 짧展一路를 걷고 있는 巨大都市는 1981 年 第4次 5個年 計꽤j이 끝

날무렵에는 39 ， 000， 000Á의 천국 총인쿠의 約 1/3에 달하게 될 것이마(그럽에도 역시 公
式輩計는反對로낮게 나타나고있다). 이러한觀望은韓國의 社會·經濟的計劃의 擔當

者에 대한 꿇*한

挑戰을 意味한다. 파연 그틀은 이 挑戰에 對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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