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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성장에 따른 음성군의 안구변화 

신용철* 

The Population Change ofEumseong-Gun according to Industrial 
Growth 

Shin, Yong Cheol 

요약 : 최근 공업성장으로 인한 인구변화가 많고， 한 때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음성군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인구분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연적 요인 및 공업성장과 관련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공업지역의 성 

장에 따른음성군의 지역별 인구증감을분석하파한다. 본고는 이러한 인구현상을각지역의 구조와관련시켜 지역성을더 

욱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보다 나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파 한다 

주요어 : 공업성장， 인구변화， 산업단지 

Abstract :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population change according to industrial growth. For 

this study Eumseong-Gun was selected as study area, where is located nearly in Seoul. The conc1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as a natural increase of population of Eumseong-Gun before 

1960’ s. 2) In the period of 1970’ s the population of Eumseong-Gun decreased steadily because of the 

migration from rural areas to urban areas, and in the period of 1980’ s decreased rapidly or with increasing 

speed. 3) In the period of 1990’ s study area has showed social increase in popul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Key Words : population change, natural increase, development of industry, migration 

1. 서론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실 

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은 바꾸어지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나 농촌도 인구이동으로 많이 변하고 있 

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농촌은 크게 변모하고 있 

다. 1960년대 이전에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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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 자연증가 상태로 인구 

가 약간씩 늘어났다. 그러나 1962년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업화，도시화로농촌의 인 

구가 도시 및 산업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즉 이촌향 

도 현상으로 농촌에는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다. 지 

금도 계속 인구가 감소하며 또는 가속도적으로 감 

소하는 지 역들이 대부분이나， 일부 농촌지 역은 

1980년대부터 교통망이 원활해졌고 공장이 들어 

서면서 공업지역으로 변모되어 많은 인구변화를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인구현상은 지역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인구에 대한 관심은 인구문제 

의 인식과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오늘날 인구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바 

로 그것이 현재 우리 개개인의 생활을 조건 짓고， 

사회의 여러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주며，나아가서 

는 인류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趙惠鍾， 1993: 

3-4) , 또한한지역의 인구현상은지역개념을구성 

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특정사회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제 조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Trewaπha ， 1953: 67-71), 

한 지 역의 인구란 인간의 집단을 말하며 일정 지 

역 내에 사는주민 전부를뭇하는것으로서，그 지 

역에 사는 외국인이나 이민족도 포함하며， 그 나라 

국민일지라도그지역에 살고있지 않으면제외된 

다. 인간은 생물적 존재로서 남녀성별， 체질， 연령 

등의 여러가지구성을달리하고있으며 이것은각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존재로서 생산의 측면에서 볼 때는 노동력 

을 제공하는 인력이며， 소비의 측면에서 볼 때는 

물품을 구매하는 수요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사회. 문화적 존재로서 세계 각지의 문화와 

-%-

사회제도， 사상， 생활양식을 전개하는 주체자이다. 

이렇게 볼 때 인구는 각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그 

구성，형태가다르며끊임없이 변동하고있기 때문 

에 인구성장과 변화， 인구의 분포， 인구구조， 인구 

이동이 인구의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최근 공업성장으로 인한 

인구변화가 많고， 한 때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음 

성군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인구분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연적 

요인 및 공업성장과 관련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공 

업지역의 성장에 따른 음성군의 지역별 인구증감 

을분석하고자한다. 본고는 이러한 인구현상을각 

지역의 구조와 관련시켜 지역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보다 나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혹제시하파한다. 

2. 연구지역 및 방법 

1) 위치 및 연혁 

음성군은 충청북도의 북서단에 위치하며， 수리 

적 위치는 대략 N 36
0 

4’ -37
0 

09’ , E 127
0 

26’ -

127 0 48’ 이다. 음성군은 동쪽에 충주시와 괴산 

군， 서쪽에는 경기도의 안성군에 접하고， 남쪽에 

진천군， 북쪽에는 경기도의 이천군과 각각 접하 

고있다. 

본군은 본래 진한의 영토였으나 고구려 장수왕 

때 이를 공략하고 내물현이라 하였다. 한편 지증왕 

때부터 발전을 거듭한 신라는 진흥왕 14년에는 한 

강 하류까지 점령하였기 때문에 신라의 영토가 되 

어 지명을 음성현으로 고치고 흑양군에 속하게 하 

였다. 고려 성종 2년에 지방행정구획의 재편성을 



실시할 때에 본 군을 없애 버린 것이 동기가 되어 

백년간을 충주부의 속현으로 지내게 되었다. 그 뒤 

이곳에 조선 태종 13년에 음성현을 설치하고 현감 

을 두었고 임진왜란 이후 일시 폐현이 되었다가 광 

해군 10년에 음성현으로 복구되었으나， 음성읍과 

원남면 지역을 관할하는 소현이었다. 고종 13년 

현감제도를 폐지할 때에 음성군으로 승격하고 군 

수를 배치했으나， 소군을 면치 못하던 중 광무 10 

년에 지방행정구획을 통폐합할 때에 충주군의 금 

왕면， 생극면， 대소면， 맹동면， 삼성면， 감곡면을 

편입하였고， 1912년에 또다시 소이면과 경기도 일 

부지역이 편입되었다. 해방 후 1956년에 음성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73년에 중원군 신니면 일부 

가 음성읍으로， 괴산군 불정면 일부가 소이면으로， 

생극면 일부가 금왕면으로 각각 편입되었고， 금왕 

면은 1973년 읍으로 승격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314). 현재 본 군은 음 

성읍， 금왕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대소면， 삼 

성면， 생극면， 감곡면등 총 2읍， 7면으로 구성되 

o 5Km 

'====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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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그림 1). 

2) 자연환경 및교통 

음성군의 북단에서 서쪽 경기도와의 경계부에는 

백족산， 임조산， 팔성산， 마이산， 덕성산 등의 차령 

산맥이 남서주하고 있으며， 북쪽 오월산에서 분기 

한 노령산맥은 원동산， 행덕산， 수리산， 수레이산， 

부용산， 큰산을 일으키며 정남주하면서 준봉을 자 

량하고있다. 

하천은 부용산을 분수령으로 하여 3개 하천이 흐 

르고 있다. 부용산 남사면에는 미호천이 발원하여 

남서류하면서 부윤천， 초평천을 합류하여 진천 평 

야를 형성하였고， 동사면은 음성천이 발원하여 남 

류하면서 갑산천， 구안천을 합하여 음성분지를 형 

성하였다. 그리고 서사면은 응천이 발원하여 북류 

하면서 하곡평야를 형성하고 경기도 청미천과 합 

하여 남한강에 유입된다. 이같이 음성군은 세 개 

강의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하천의 규모가 작고 

〈그림 1>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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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빈약하여 관개에 문제점이 많다. 특히 미호 

천 유역의 대소， 삼성， 맹동， 금왕의 콕창지대 관개 

시설은 숙원사업이었으나 미호천 유역 농업종합 

개발사업의 결과， 응천 상류에 용계， 무극， 금석의 

3개 탬을 축조하여 도수 터널을 뚫어 미호천 상류 

로 관개수를 역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초 

평천 상류에 삼생댐을 개축하고 맹동1댐과 2댐을 

축조하여 이 물을 소속리산맥을 뚫고 역류시켜 

서부 곡창지대를 관개하기 위하여 공사가 이루어 

졌다. 

이 지 역의 교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8년 

에 개통한 충북선 철도가 1980년에 복선화 공λ까 

완공되어 산업철도로서 구실을 다하고 있으며， 군 

내에는 음성， 소이， 보천역이 있어 철도교통이 편 

리하다. 한편 서울-이천-충주-문경을 잇는 3번 국 

도와 둔포-평택-장호원-제천-정션을 잇는 38번 국 

도， 대천-청주-음성-단양을 잇는 36번 국도가 있다. 

이 중 3번과 38번 국도는 군의 북부지 역을 통과 

하고 있어 교통 이용 면에서는 큰 불편이 없으나 

청주-충주간을달리는 36번 국도는교통량이 대단 

히 많다. 이외에 음성-연풍간의 국도와음성-금왕 

간， 생극-진천 간의 지방도가 있어 군내의 교통이 

편리하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314). 특히 중 

부고속국도가 음성군의 북서부 지역을 관통하고， 

최근에 중부내륙고속국도가 개통되면서 군의 북 

동부지역을통과하게 되어 물류의 대량운송이 가 

능하게되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밝힌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파 

음성 

대소 

앵동 
쇼 01 

현낭 

〈그림 2) 읍면별， 시기별 인구증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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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첫째， 인구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고 이 중 자연적 요인과 공업성장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둘째， 음성군의 공업성장에 관 

하여 살펴본다. 셋째， 인구분포와공업성장이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 지 인구증감실태를 통하여 파 

악하여 본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음성군의 시기별， 면별의 인구증 

감을 통하여 분석 시기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분 

석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공업화， 도시 

화로 많은 인구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농촌지 역 

에서는 공업화에 따른 인구변화는 조금 늦게 나타 

나 1966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9개 

읍면의 각 시기별 인구증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地理學論흙 제45호 (2005.2) 

하면 거의 전부가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여섯째， 

1990년부터 대체로 인구감소현상이 줄어들거나 

다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부고속도 

로가 개통됨에 따라 이 지역의 농촌지역에 농공단 

지가 들어서고， 공장이 많이 들어섬 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기준으로 인구 

변화를 @ 대체로 인구가 증가되어 온 시기 0925-

1960년까지)， æ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시기 
0960-1990년까지)， G) 다시 인구증가가 시작되는 

시기0990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 인구와공장의 분포 

〈그림 2) 와 같으며 몇 가지 특정을 찾을 수 있다1) 인구의 분포 

첫째， 일제하0925-1944년)에서는 각 지역 모두 

인구의 큰변화를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해방이 인구분포는지역적으로매우불균등하게 나타나 

되면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월남동포들 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분포상태는 각 지역의 인 

이 정착하면서 해방후 1966년까지 계속 급격하게 구밀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인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동란 후 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지표공간을 점유하고 

이비 붐과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자연 끊임없이 변화시켜온 인간의 역사이며， 얼마만람 

증가율이 높았던 것도 이것의 원인이 된다. 셋째， 의 인구가， 어디에， 그리고 왜 그곳에 사는가 하는 

전체 지역이 1966년에 가장 많은 인구규모를 나타 문제는 인구와 지역 상호간에 관한 문제이며 이것 

내고 있다. 1962년부터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에도 이 곧 인구지리학 연구의 핵심이다. 인간을 비롯한 

불구하고 계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자연증 모든 생물은 처음부터 자연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가율은높은상태이고，그때까지 농촌지역에서 도 생존은자연에 의해서 규제될수밖에 없었다.자연 

시 및 산업지역으로본격적인 인구이동이 나타나 의 여러요소중에서가장원천적인것은물이다. 

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1966년 이후 이촌향도 물은 마시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식량의 공급 

현상으로 1975년까지 약간의 인구감소 내지 정체 원이기도 하며 식물을 자라게 한다. 고대 문명의 

를 보이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1975 발상지였던 지역들이 모두 하천 유역들이었으며 

년의 기간에는 인구변화가 많지 않다. 다섯째， 이런곳이 인구밀집지역을이루고있었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인구가 가속도적으로 감 기후도 매우 광범위한 인자로서 인간 거주에 직 

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6년과 인구를 비교 접적으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식생， 농업，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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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연의 여러 요소와도 조직적으로 관련된다. 특 

히 기온과 강수량은 식물의 생육기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서 수확과 직결된다. 세계 인구의 반 

이 온대기후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4/5가 위도 상 

으로 북위 20-60도에 거주하고 있음은 기후인자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토양과 식생 역시 

기후와 밀접하므로 인구분포에 영향을 준다. 

지형이 인구분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즉 평야지대에는 경지가 많아 

인구가 조밀하게 분포되고， 산간지 역은 경지가 좁 

아 인구가 희박하게 분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지세와 인구분포와의 상관성이 매우높게 나타 

나고 있다(趙惠鍾， 1993: 33-35) , 

인구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연적 요인 

하나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사회적， 인구학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요인들이 서로 결합해서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제 

도， 교육 및 과학기술 수준， 인구정책， 관습 그밖에 

개개인의 행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인문적 

요소들이 인구분포에 영향을미친다. 이러한모든 

영향력을 종합해서 인구분포의 다양성을 일정한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Clarke ， 1972: 14-27) ,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급속도로 성장함으로써 인 

구밀집지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석탄과 철광산지는 공업도시로 

성장하여 많은 노동력을 집중시켰으나， 새로운 기 

술혁신의 등장과 자원의 채광 경제성이 감소됨에 

따라 광물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인구분포에 미치 

는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업 

화가 진전되면서부터 토지와 광물자원이 인구분 

포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되어 갔으며 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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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신망의 발달과 보다 활발해진 무역은 토지 

와 자원에 결부되어 일어나고 있는 산업의 중요성 

을 약화시켰다. 왜냐하면 인구조밀지역은 교통망 

의 개선과 교역으로 원료와 식량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공업제품 또한 싼값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국제무역이 활발해지고 또한 교통수단이 개선됨 

에 따라서 불균등한 인구분포 패턴이 더욱 더 조장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인구과밀 현상까지 

초래하곤하였다. 

음성군의 인구분포는 이들 요인 중 지형 및 공업 

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맹동-금왕-생극-감곡의 

읍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21번 국도의 좌측에는 평 

야지역이 펼쳐져 있고，반면우측에는주로산지로 

되어 있다. 특히 음성천 유역의 음성분지는 부용 

산， 소속리산， 가엽산 등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분지지형을 형성하여， 분지 내의 넓은 평지에는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용산리， 신천리， 평독리 

등이 있으며 , 이들 지 역은 인구조밀지 역이다. 또한 

하곡평야로서 규모가 큰 소이평야는 음성천 승}류 

에 위치하며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어 관개에도 편 

리하며， 미맥작을 주로 하는 곳곳의 자연부락에 인 

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경지가 협소하 

여 주곡농업은 부진한 편이나， 면 중앙을 충북선 

철도와 36번 국도가 남북으로 달리고 있는 원남면 

은 국도를 따라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이특이하다. 

금강지류인 미호천의 상류부를 형성하는 진천평 

야는 침식분지로서 평지화 된 준평원이다. 특히 삼 

성， 대소면 지역은 옛부터 군내의 미곡 주산지로 

알려져 있는 저평한 평지로서 인구가 조밀하게 분 

포되어 있고 맹동면의 동부 산악지대에는 거의 인 

구가 분포하지 않고 있으며， 서부의 저평한 평야 



는 진천평야와 연결되어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광산촌으로 발달한 금왕읍의 인구분포는 동쪽에 

는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구가 희박하고， 서 

쪽은 진천평야와 연결되어 용계， 무극， 금석의 3개 

댐을 축조하여 농업용수를 이용한 미작 외에 경제 

작물을 이용하는 지 역으로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 

며， 읍시가지 중심에는 지방도가 교차하고 서울-충 

주의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인구가 조밀하게 분포 

하고있다. 

군의 북부에 위치하는 생극면은 동쪽에 수리산， 

수레이산，부용산등의 준봉이 줄지어 있어 인구가 

희박하고 서쪽의 팔성산， 임조산， 미남봉이 위치하 

여 이들 골짜기에는 청미천이 흘러 하콕평야를 이 

루고 있어 이 지역에 인구가 집중 분포하며， 군의 

최북단에 있는 감곡면은 동고서저의 산악지형으 

地理學論옳 저145호 (2005.2) 

로 동쪽은 인구가 희박하고 서쪽은 응천이 북쪽으 

로 흐르고 있어 궁장들， 원당들 등 곳곳에 하곡평 

야가 발달하여 미작 중심의 곡물농업이 성하며， 경 

제작물 재배로 인구가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과 공업성장으로 인하여 음성군의 

읍면별 인구분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1925년 충청북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4.3%를 차 

지하였고， 음성군은 충청북도 인구의 8.2%를 차지 

하고 있다. 음성군 총인구 69 ，304명에 대한 읍면별 

비율을 보면 음성읍이 16%를 차지하였고， 금왕읍 

이 14.1%, 원남면 13.2%. 감곡면 12.7%, 삼성면 

10.0%. 생극면 9.9%. 소이면 9.1%, 대소면 8.1%, 

맹동면 6.9% 순으로 되어 있다. 

1960년의 충청북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5.5%를 

차지하여 1925년의 비율보다 많고， 음성군은 충청 

〈표 1> 음성군의 읍면별， 시기별 인구분포 
(단위 명， 비율%) 

썩?뿔‘f뼈짧 1繼Q ~~빙 쩍‘i ?빼響’ e ;繼황 뼈擾 ’; 혔'r' 

저L..: 국 19,522 ,945 24,989,241 46136101 

충청북도 847.476 (4.3) L369_780 (5.5) 1,466,567 (3.2) 

음성군 69_304 (8.2) 116088 (8.5) 86.433 (5.9) 

드C그즈 A < j> 드 tjg 11. 060 160 20,560 177 18_221 211 
:C1그 ( CPjLL E t프j 9,794 141 20,565 n7 18_030 20.9 

소이면 6_287 91 9_880 8.5 4,495 5.2 

원남먼 9,157 13.2 11,503 9_9 3,591 42 

맹동면 4,756 6_9 7_370 6.3 4,731 55 

대소면 5_636 8.1 10,418 9.0 12,085 14.0 

삼성면 6_947 100 11. 733 101 7.479 8_7 

생극면 6_889 9.9 9_500 R2 6142 71 

감곡면 8778 12.7 14,455 12.5 9_659 11. 2 

주)충청북도의 ( )는전국 음성군의 ( )는충청북도에 대한비율임. 
자료: 조선총독부， 간이국세조사 결과， 1925;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국세조사보고서， 1960;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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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 인구의 8.5%를 차지하여 1925년의 비율보다 

약간 더 많다. 음성군 총인구 116 ，088명에 대한 읍 

면별 비율을 보면 음성읍과 금왕읍의 비율이 

17.7%로 두 읍의 인구가 거의 같으며， 감곡면 

12.5%, 삼성면 10.1%, 원남면 9.9%. 대소면 9.0%, 

소이면 8.5%, 생극면 8.2%. 맹동면 6.3% 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1925년의 각 읍면의 인구 비율 

과 비교해 보면 금왕읍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수있다. 

2000년의 충청북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3.2%를 

차지하여 1960년의 비율보다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60년 이후 이촌향도 현상으로 

충북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음성군 

은 충청북도 인구의 5.9%를 차지하여 역시 1960년 

의 비율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음성군 총인구 

86 ，433명에 대한 읍면별 비율을 보면 음성읍이 

21.1%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금왕읍이 

20.9%, 대소면 14.0%. 감곡면 11.2%. 삼성면8.7% ， 

o 5Km 

'==률=씌 

생극면 7.1%, 맹동면 5.5%, 소이면 5.2%, 원남면 

4.2% 순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1960년의 각 읍면 

의 인구비율과 비교해 보면， 공업성장이 많이 이루 

어진 대소면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대신 전 

형적인 농촌지역인 원남면의 비율이 크게 낮아졌 

음을알수있다〈그림 3). 

2) 공장의 분포 

공업활동의 본질은 원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 

을 가해 보다 유용성을 크게 하고 부가가치를 제고 

하여 상품의 효용을 높여 최종생산물을 시장에 공 

급하는 일이다. 오늘날 공업은 인간의 경제활동 중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농업에 비 

하여 매우국지적인장소를매개로하여 생산공간 

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특정이다. 그러나 

공업이 일정 장소에 집적되어 감에 따라공업지역 

의 공간구조가 점적 입지에서 면적 입지로 확대 발 

1 첨 200영 

〈그림 3) 음성군의 인구분포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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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는 성향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가가 생산 활동을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려 

고할때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주로개인 기업 

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공업입지의 패턴이 결정되 

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산업 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자본을 공모하고 경영을 조 

직화하여 기업을 계열화 한 대규모의 기업조직에 

의해 공업입지의 패턴이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최 

근의 공업지리학에서는 기업의 경영조직 및 

R&D(Research and development) 등의 개념을 도 

입하여 공업입지문제를 연구하는 경향이 고조되 

고있다. 

地理學論흙 제45호 (2005.2) 

업간의 연계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발전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공업의 

집적지는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도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업의 집 

적현상은 인구의 집중 나아가 제3차 산업의 발달 

을 가져와 도시화를 촉진시킨다. 

본절에서는 수도권 분산정책과 더불어 공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음성군 지역의 공업활동을 살펴 

보고자한다. 

공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산 

음성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근접하여 있고，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 

어 수도권과의 연결성도 훨씬 원활해진 까닭에 산 

〈표 2) 음성군 제조업체 주요지표 추이 
(단위: 개， 명， 백만원) 

警擊
쯤옛 .~ 

펀p i 똥Haf ‘ 、 3 繼灣 緣짧l ‘ :蠻繼썽%’ 
1985 42 1668 4,343 22452 36.072 13.620 

1986 58 2,328 6,835 21,419 39,990 18,571 

1987 71 3,441 11.265 56,422 90 ,846 34424 

1988 94 4705 17391 92 ,761 144,717 65814 

1989 114 5426 25296 138.876 235.326 96,450 

1990 126 6.783 37.765 226.223 353,577 127.354 

1991 172 9.120 58,052 370,014 595 ,811 225 ,797 

1992 219 10,625 77778 486,483 825,793 339.310 

1993 304 12,682 109536 650.454 1. 426.696 426915 

1994 343 14,182 156,616 834,325 2,145 ,465 592.371 

1995 372 16,424 211,960 1,237 ,459 2.145465 908 ,006 

1996 371 15,991 236 ,972 1,801,957 2.878436 1.076479 

1997 372 16403 261447 1706.051 2,906 ,580 1. 200529 

1998 397 14.651 207440 155,616 2.599.311 1,043 ,695 

1999 439 15,052 216 ,283 1,728,515 3,056 ,984 1,328,469 

2000 496 16.983 279.764 2018406 3,322,246 1. 303.840 

2001 557 18,035 311,084 2,131,112 3,496 ,616 1,365 ,504 

2002 574 18,582 375,731 2474.745 4,012 ,769 1,538,024 

자료: 충북지역 경제연보， 198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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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입지 여건도 매우 좋아졌다. 이로 인해 1980년 

대 이후 음성군은 상당히 유리한 투자지 역의 하나 

로 부각되었고，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음성군은 

전통적인 농업 위주의 지역에서 제조업 중심의 공 

업지 역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음성군은 제조업체 5747ß , 고 

용인구 18，582명으로 도내 10개군 중 양자 공히 1 

위를차지하고있다. 

음성군 제조업의 성장을 살펴보면， 1985년 42개 

이던 것이 2002년 말에는 5747ß 업체로 증가하여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충북도 

내 제조업체 점유율은 1985년 5.5%에서 2002년에 

는 20.4%로 높아졌다. 

음성군 제조업체의 고용증가 추세를 보면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히 영세한 편이나 고용 증가 

속도만큼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음성군 

내 제조업체의 고용은 1985년 1 ，668명에서 2002년 

18，582명으로 늘었으며， 특히 1990-1991년에는 무 

려 2 ，300여명이나 증가하여 제조업체의 고용증가 

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1995년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음성군은 산업화와 더불 

어 고용증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생산액은 음성군 경제력의 성장 

여부를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총생산의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주민 

의 생활수준 향상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하였다. 음성군의 생산액은 절대액에서는 아 

직 미미한 수준이나 증가 속도만큼은 절대적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 음성군의 생산액은 1985년 

36 ，072백만원에서 2002년 말 4 ，012 ，769백만원으로 

크게높아졌다. 

부가가치란 총수입 중 원료 동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생산 요소의 비용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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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부가가치의 요소는 인건비，자본비 및 세금등 

으로서 세금은 외부적으로 주어지지만 인건비와 

자본비는 내부적으로 결정된다. 양지는 상호 반비 

례적 관계에 있다. 음성군의 부가가치 창출액의 추 

이를 보면 1985년 13 ，620백만원에서 2002년 

1 ，538 ，024백만원으로 증가하여 놀라운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음성군의 제조업의 성장은 지역 

경제력의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평가 

된다〈표 2). 

1960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 

됨으로써 공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농어 

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대도시와 

공업도시 및 그 주변지역에는 인구가 집중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도시지향이동 

은 흔히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 

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柳佑益， 1981: 34). 이러한 인구이동의 결 

과 도시지 역에서는 과밀현상에 따른 여러 가지 도 

시문제를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젊은 층의 

노동력이 선별적으로 離農하여 과소현상을 빚어 

내고있다. 

이와같이 전국의 군지역 인구가대부분줄어들 

고 있으나， 최근 충북지역의 진천， 음성군의 인구 

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1982년에 수도권 정비계 

획법과 중소기업진흥법 동의 제정으로 수도권 공 

장의 지방 분산이 촉진되고， 1983년에는 농어촌 소 

득원 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촌지역에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수 

도권 주변지역에 차츰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으 

며， 특히 진천， 음성군 지역은 1987년 중부고속도 

로 개통， 2004년 김천-충주-여주간 중부내륙고속 

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로 교통여건이 

좋아진데다 인근 충주호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공 



업용수 때문에 중부권의 으뜸 공업지로 부상하면 

서，크고작은공단들이 들어서고고용이 증가되면 

서 1990년부터는 인구가 차츰차츰 늘기 시작하였 

다 (홍숙 · 김학훈， 2002: 5). 

원래 농공지구 조성이란 농촌지역에 공업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960년대부터 추진된 우 

리나라의 경제성장 정책은 장기적인 발전효과 보 

다단기간의 조속한투자효과만을노린정책이 대 

부분이었다. 따라서 성장정책은 균형성장이 아니 

라 불균형 성장에 치중하게 되었고， 그 부문은 수 

출주도형의 제조업이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초 

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농민의 농촌이탈현상이 

심화되었고， 농업의 중요성은 날로 약화되었다. 

정부의 이런 파행적 정책으로 농민의 도시집중 

이 가속되고 도시간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1983년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을제정하게 되었다. 이는농어촌지역 

에 소규모 공업 단지를 조성해서 농어촌 주민의 취 

업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어가의 소득증대 

에 안정을 기하파 함이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만으로는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에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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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었다. 이후 다시 농어촌 종합대책을 마련하 

였고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소득 

원의 창출， 농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시 

책을폈다. 

그간에 이룩한 공업화의 혜택은 주로 도시지역 

에 집중되어 있었다. 1982년 현재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비율은 전체 제조업체수의 27%, 제 

조업 전체 종업원수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 농 

촌지역의 공업화는 1973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공 

장을 시발로 한다. 그러나 그 육성책은 실패로 돌 

아갔기 때문에 정부는 전술한 종합대책의 일환으 

로 농공지구의 조성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즉 1986 

년부터 1991년까지 180개의 농공지구를 조성하여 

농촌지역 공업화의 거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3년 12월 현재 음 

성군에는 5개의 산업단지와 3개의 농공단지가 만 

들어졌다〈표 3) . 음성농공단지는 음성읍 평곡리 

에 위하고 있으며， 단지내의 입주업체수는 167R 이 

며， 전체 종업원수는 174명으로 적은 편이다. 금왕 

농공단지는 금왕읍 내송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업 

체수는 l17R 업체이며 종업원수는 565명이다. 그 

리고삼성농공단지는삼성면상곡리에 있으며， 입 

〈표 3) 음성군의 산업.농공단지 현황 (2003.7.현재) 

짧~，뺑 
/ 

짧경륨購썼 ζ 용짧짧鐵 *쏟 
음성농공단지 16 174 

금왕농공단지 11 565 
사서。노o 고 o 다지 l 5 511 

대풍산업단지 6 495 

대소산업단지 17 711 
소이산업단지 4 529 

금왕산업단지 4 139 

니트산엽단지 3 30 

계 66 3.154 

자료: 음성상공회의소， 음성 기업체 총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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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Km 

1===톨톨-‘ 

• 씬엽딘지 ‘ 좀공단지 
~ 공장밀집지역 

〈그림 4) 음성군의 공업 분포도(2000) 

주업체수는 5개이고 종업원수는 511명이다. 

대풍산업단지는 대소면 대풍리에 있으며， 단지 

내의 입주업체는 6개 업체이고 전체 종업원수는 

495명이다. 대소산업단지는 대소변 대풍리에 위치 

하고， 업체수는 17개이며 종업원수는 711명으로 

많은 편이다. 그리고 소이산업단지는 소이면 대 

장리에 위치하고 입주업체는 4개이며 종업원수 

는 529명이다. 금왕산업단지는 금왕읍 내송리에 

위치하고 4개 업체 139명의 종업원을， 니트지방 

산업단지는 감곡면 문촌리에 위치하고 3개 업체 

에 3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작은 산업단지 

이다〈그림 4) . 

읍면별 제조업체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음 

성군에는 2003년 12월 현재 1 ，3077ß의 업체가 있 

으며， 주로 고속도로에 비교적 가까이 있는 삼성 

면， 대소면， 금왕읍에 공장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성면에 음성군 전체 제조 

업체의 26%인 3457ß 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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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읍과 대소면에도 각각 270여개의 많은 공장들이 

분포하여 있다. 또한종업원수에 있어서도대소면， 

삼성면， 금왕읍 동 3개 읍면이 음성군 전체 종업원 

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공장들은 1987년에 

개통된 중부고속도로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에 있는 공 

장들은 물론 맹동면， 생극면， 감곡면의 서쪽에 위 

치한지역에공장들이 많이 분포한다. 이들 3개 읍 

면에 제조업체가 많이 분포승F는 이유는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고 위치적으로 서로 가까 

이 있어 협력에 의한생산성제고가용이한데다중 

부고속도로의 음성 인터체인지 인근 지역으로서 

도로망을 이용한 소비지와의 물류여건이 양호하 

기 때문이다(홍숙 · 김학훈， 2002: 7). 

기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와 같 

다. 종업원 101명 이상인 대기업의 수는 30개이고 

전체 업체 중에서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 

고 51-100명의 중기업은 72개로 전체 업체의 약 



5.5%이며， 50명 이하의 소기업이 1 ，205개 업체로 

서 전체 업체 중에서 92.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중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삼성면에 있는 (주) 

톰섬유와， 감곡면에 있는 삼성물산(주) , 동부전자 

(주) 등 3개 업체가 있다. 이와 같이 음성군에 있는 

기업체의 절대다수가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많음 

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도 상당히 많다. 

업종별 제조업체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음성군 

에는 음식료품 제조업체수가 가장 많다. 전체 제조 

업체 1 ，3077R의 약 14%인 182개 업체가 음식료품 

제조업체이며，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에 공장들이 

많이 분포한다. 다음으로 고무 및 플라스틱의 관련 

업체가 많다. 전체 제조업체의 약 12%인 1517R 업 

체가 있으며 역시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에 공장 

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기타 기계 및 장비와 조 

립금속은 대소면과 삼성면에 집중 분포하고， 가구 

및 기타제품도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음성읍에는 음식료품과 비금속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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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체가많고，소이면에는음식료품과기타기계 

및 장비 업종이 많은 편이다. 또한 맹동면에는 조 

립금속이 많고， 감곡면에는 비금속광물의 공장이 

많이 분포하고， 생극면에는 음식료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조립금속 관련 공장이 많이 분포한다. 

이와관련하여 고용측면에서 음성군의 지역연계 

를 파악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 

주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들의 출신지를 파 

악하여 음성군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 고용 

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그 지 역경제에 어느 정도 전 

이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종업원들의 거주지를 

분석한논문이있다. 

음성군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 

향 중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력이 큰 것은 음성지 

역 주민의 취업기회 확대라고보고 있다. 이런 면 

에서 출신지 분석은 취업에 의한 인구이동이 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 

어왔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무관리직은 종업원수 

〈표 4) 음성군의 지역별 규모별 업체수 현황 (2003.12 현재) 

쩌않명 앓鍵짝뇨 
디월I없 響쳐엽 

엽鋼4노 쫓없웠 합흉행*' 훌훌짧웰 짧j헤l.c양 

JD2- 入。~~ι 79 0 0 2 119 77 

二디그~% 님 。 274 4 687 18 1256 252 

소이면 28 2 272 97 25 

원남면 25 0 0 2 120 23 

맹동면 82 0 0 5 445 77 

대소면 272 14 2,167 18 1. 254 240 

삼성변 345 5 1. 072 18 1,234 322 

생극변 100 2 254 3 192 95 

감곡면 102 3 1,141 5 373 94 

겨l 1. 307 30 5.593 72 5,090 1. 205 

주) 대기업 (101명 이상)， 중기업 (51-100명)， 소기업 (50명 이하)의 분류는 이 논문의 분석상 기준임. 
자료: 음성상공회의소， 음성 기업체 총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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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1업 
1했 

쫓흉짧￥헬 

673 792 

2.605 4,548 

155 524 

220 340 

732 1,177 

2,677 6098 

3,214 5,520 

611 1,057 

765 2,279 

11.652 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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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5명 가운데 수도권이 31.6%를 차지하고 그 외 

충북도내 27.6%, 기타 시도 24%, 음성군내 16.7% 

순이었다. 생산직은 3 ，465명 가운데 음성군내 

37.2%, 그 외 충북도내 28.8%, 수도권16.8% ， 기타 

시도14.2% ， 해외 3.0% 순이었고， 외국인 근링}가 

생산직에 3%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업원의 출신지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사 

무관리직과 생산직 종업원의 고용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생활권내를 지 역고용이라 

볼 때 음성군내 출신비율이 사무관리직과 생산직 

에 각각 16.7% ， 37.2%를 차지하여 지역내 고용효 

과가 생산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종업원수에 

있어서는 충북도내 출신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 

았다. 또한 사무직의 경우 수도권과 기타 시도 출 

신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사무직 종업원의 경우가 

생산직 종업원들보다 지역간 이동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음성군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근무 

하는 종업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고용으로 인 

한소득이 물품구입이나서비스구입 등을통하여 

그지역에어느정도이전되는가를 파악할수있 

으며， 근화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종업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사무관리직은 음 

성군내에 45.5%가 거주하고 그 외 충북도내에 

31.0%, 그리고 수도권에 19.6%가 거주한다. 생산 

직은 음성군내에 62.5%, 그 외 충북도내에 27.7% 

가 거주한다. 특히 생산직일수록 음성군내 거주비 

율이 높은 것은 음성군의 고용기회 확대가 사무직 

보다는 주로 생산직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수도권 거주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무직의 임금소득이 서울 등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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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출되어 지역내 연계 수준이 생산직보다 낮 

다는 것을 말한다(홍숙 . 김학훈， 2잉001: 17-18). 

4. 지역벌 인구 변화 

어떤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거나 다른 지역의 인구성장속도 

와 비교하고자 하면 우선 인구증가의 속도를 나타 

내는 지표를 구하여야 한다. 인구증감의 속도를 나 

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 및 배 

가기간이 있다. 인구성장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인구성장률이다. 

이는 일정지역의 총인구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으로， 두 시점 간의 인구의 차이는 성장의 양을 나 

타내며， 그 두 숫자의 비는 성장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다. 센서스 시행 기간이 서로 상이한 지 역간 

의 인구성장속도를 비교할 때는 연평균 인구성장 

률 지표를 이용한다.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주어진 

기간 동안 연간 성장률이 일정했다고 가정하고 주 

어진 기간 동안의 인구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 

률로 바꾸어 표시한 것이다(李喜演， 1986: 44-4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인구성장률을 이용하여 지역별 인구증감을 비 

교분석하였다. 

한국가의 인구는그사회가겪어온중요한사회， 

경제， 정치적 사건 및 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 

고 변화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합 

방， 8.15 해방， 6.검 사변， 경제개발계획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변동에 따라 인구성장 패턴이 달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성장과정을 역사적 

으로 고찰하는 데 이 시점들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 



하고 있다. 또한 인구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 

인 개념은 인구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규모의 변동을 인구 성장이라고 일컴는데， 이 

때 인구성장의 개념은 인구가 증가될 때뿐만 아니 

라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 

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성군의 인구증감 실태를 

1960년 이전， 1960년부터 1990년까지， 그리고 

1990년 이후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1) 1960년 이전의 인구변화 

일찍이 고대부터 호적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었 

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통해 호구수 또는 인구를 간 

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호구조사가 전국에 

걸쳐 실시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막연한 추측에 

의한 기록들이 많아 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은 

극히 희박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한 후에 상주인구조사를 실시하여 호구통계를 작 

성하였으나 이 통계 역시 정확성이 의문시되고 있 

다. 그 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1925년의 센서스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에 의해 추진된 방역실시나 

종두접종 등 보건개혁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 

면서 서양의학과 서양식 의료시설이 도입되자 사 

망수준은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보 

건의료 제도의 개선으로 출생수준도 점차로 높아 

져 급속한 인구증가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 

고 1910년 이후 1945년까지 일제통치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정책으로 400여만에 이르는 한민족이 

만주， 소련， 일본 등지로 강제이민을 당했으며， 

1938-1942년 동안에 일본의 만주 농업이민정책에 

의해 45만명의 가족단위 농업이민이 있었고， 1938 

년-1945년 동안에 107만명 이 일본 군수공장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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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로 도일하여 1945년 종전 당시 재일 한국인 총 

수는 210만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이민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방 전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일로에 있 

었으며 ， 1925년에 1 ，950만명 이었던 것이 1944년에 

는 2 ，600만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7%를 나타내고 있다. 

해방 후에는 해외에서 많은 동포가 귀환하였고， 

또 북한에서도 많은 동포가 남하함으로써 남한의 

인구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그 후 6.25사변으로 

또다시 많은 동포가 남하하였고， 1955년 남한 인구 

는 2 ，150만명 에 이르렀고， 1960년에는 2 ，500만명 

으로 해방직전 남북한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숫자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인구증가율은 1925년-1935년에 1.3%, 

1935년 - 1944년에는 더욱 감소되어 0.2%를 기록 

하여 전국 인구증가율에 훨씬 미달되고 있다. 해방 

후에는 충북 역시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1944-

1949년에는 3.4%로 높게 나타났고， 1949년-1955 

년에는 0.7%, 1955년-1960년에는 3.9%를 나타내 

전국 평균치를 약간 밑돌고 있다. 

1925년 - 1935년의 군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청 

주군， 음성군， 충주군이 전국 인구 증가율을 웃돌 

고， 나머지 군들은 충북 인구증가율을 밑돌고 있 

다. 한편 1935년 - 1944년에는 1910년부터 실시된 

영세소작농의 대량창출 및 이농유민의 대량 창출 

을 초래한 토지조사사업과 그 후의 산미증산계획 

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농민들이 만주， 소련， 중국 

본토， 일본으로 해외 이주를 하고， 1940년을 전후 

하여 일본 군수공장의 노무자로 강제 징용 당함으 

로써 충북의 인구는 0.2%밖에 증가하지 못하였다. 

이 기간의 전국 인구증가율 1.5%를 고려한다면 

충북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단양군은 전국 인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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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웃돌고， 진천군과 제천군이 전국 평균치 에 약 

간 미달되며， 청주군， 음성군， 충주군은 충북 평균 

치를 약간 웃돌고， 영동군을 포함하여 보은군， 옥 

천군， 괴산군은 절대 인구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1946년 시로 승격한 청주시는 많은 해외동포가 

도시에 정착함에 따라 1944년-1949년에는 높은 증 

가율을 나타냈고， 이 기간에 진천군을 비롯한 보은 

군， 영동군이 충북 평균치를 넘고 있다. 그리고 음 

성군은 충북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며， 옥천군， 

충주군， 제천군， 단양군은 충북 평균치에 미달하 

며， 청원군은 인구가 청주시로 빠져나감으로써 인 

구감소 군으로 나타났다. 1949년- 1955년에는 충 

주의 인구증가에 힘입어 충주군이 충북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제천군 및 단양군도 충북 평균치보다 

높다. 나머지 군은 충북 평균치에 약간 미달되나 

괴산군은 약간의 인구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음성군의 1925년 - 1935년의 면별 인구증감을 보 

면 전국 평균인구증가율을 웃도는 지 역은 음성면， 

금왕면， 소이면， 감곡면이다. 특히 금광이 있는 무 

극을 포함한 금왕면과 그 이웃지 역인 음성면은 전 

국 평균인구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소이면 

과 감곡면은 이보다 약간 더 높은 편이다. 대소면 

은 전국 평균인구증가율보다는 낮으나 충북의 인 

구증가율보다는 높다. 삼성면과 생극면은 약 1% 

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며 원남면과 맹동면은 인구 

증가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기간 

에는 음성군 대부분 면의 인구가 음성면， 금왕면， 

소이면， 감곡면을 제외하면 약간의 인구증가현상 

을보이고있다. 

1935년-1944년의 경우 읍면별 인구증감을 보면 

전국평균치를 초과하는 지역은 없으며， 대소면이 

충북 인구증가율을 웃돌고 있으며， 금광이 있는 금 

왕면이 전기에 이어 인구증가가높은편이다. 그리 

고 음성면， 맹동면， 삼성면은 충북의 인구증가율과 

비슷하고 소이면， 원남면， 생극면， 감곡면은 절대 

인구감소현상을 보인다〈표 5). 

1945년- 1949년의 읍면별 인구증감을 보면 음성 

면과 금왕면이 전국 평균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 

〈표 5) 음성군 읍먼별 인구증감 (1925 - 1944) 
(단위. 명. %) 

f鐵짧 1935 t앓4 繼繼쩌續찮혔ι f형35'약 

전국 19,522,945 22.899.038 25.917881 1. 6 14 

1三f그 H了 847,476 959.490 980.488 1. 2 02 

음성군 69,304 82.541 83,875 1. 7 0.2 

3디Zλ ~% 11,060 14227 14.419 2.5 0.1 
二Dl오 。L걷 tjL 9,794 13.231 14.335 3.0 0.9 

소이읍 6.287 7,444 7.179 1.7 05 

원남면 9,157 9991 9.583 0.9 0.4 

매o도 。며 1.l 4,756 5.172 5.274 0.8 0.2 

대소면 5,636 6.497 7241 1. 4 12 

삼성변 6,947 7.670 8.247 1. 0 0.8 

생극면 6,889 7.699 7.640 1.0 02 

감곡면 8,778 10.610 9.957 1.9 0.6 

자료: 조선총독부， 간이국세조사 결과표 1925;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보고서， 1935; 조선총독부 인구조사결과보고，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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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 소이면， 맹동면도 충북인구증가율을 웃돌고 있 

다. 나머지 면들도 대부분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 

내고 있다. 이는 해방 후 많은 귀환 동포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온 결과로 보인다. 

1950년 -1955년 사이에는 음성면이 많은 증가율 

을 나타냈고， 대소면， 삼성면， 감곡면은 충북인구 

증가율을 넘고 있다. 나머지 면들은 약간의 인구증 

가현상을 보이고 생극면은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6.경 전쟁 후 사회가 안정되지 못한 상 

태 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1955년- 1960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읍면이 전국 

의 인구증가율과 비슷할 정도로 높은 인구증가율 

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높은 자연증가율에 의한 

것이며，음성읍만이 인구정체현상을보이고 있다 

〈표 6) . 

이와 같이 1960년 이전의 음성군의 지역별 인구 

증감은 전국의 다른 농촌지역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인구이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은 

地理學論훌훌 저145호 (2005. 2) 

상태로 그 지역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연증 

가가이루어지고있다. 

2)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인구변화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변천 

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1962년부터 실시된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인구이동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역별 인구 

증감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1960-1970년의 전국 인구증가율은 2.3%를 기록 

하였는데， 이는 1962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된 가 

족계획에 의해 1950년대 후반보다 다소 둔화된 것 

으로 보인다. 1970-1980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욱 두드러져 1.7%로 낮아졌고， 1980-1990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1.5%로 줄어들어 자연증가가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음성군 읍면별 인구증감 (1945 - 1960) 
(단위 명， Ofo) 

ι?ι ‘’ ’ ‘ 。 ηr ‘ 
鋼$￥ J955 1앓혔월 ￥944"ν1앓4앓 1織상織흉훌 

υ “ ?‘? 

져'-' 국 20.188.641 21,526,374 24.989.241 11 3.0 

충청북도 1,146,509 1191268 1,369,780 3.1 0.7 2.8 

음성군 97.997 101753 116088 3.2 0.6 26 

」口~ λ Oj j 닙~ 18,049 20093 20,560 4.5 18 0.4 

二iS- qf ι 님L 16.887 17,253 20.565 4.9 0.4 3.5 

소이면 8.745 8.876 9.880 3.9 0.3 2.1 

원남면 10,794 10426 11,503 2.3 0.3 2.0 

맹동면 6.195 6,292 7,370 32 0.3 3.3 

대소면 8,233 8,725 10,418 2.6 1. 0 3.5 

삼성면 9312 9,940 11,733 24 11 33 

생극변 8,403 8152 9500 1.9 0.3 30 

감곡변 11. 379 11996 14455 27 09 37 

자료: 내무부통계국， 간이총인구조사보고， 1949, 1955;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국세조사보고서，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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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인구증가율은 1960-1970년에는 0.6%를 

기록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절대 인구감소 

현상을보이고있다. 이는급속한산업화가진행되 

어 대도시와 그 주변 지 역으로 충북의 인구가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충청북도 내에서는 1960년 

이후 청주시가 괄목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충주 

시， 제천시도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제천군과 단양 

군이 전국 평균치를 훨씬 넘는 고율의 인구증가를 

나타냈으나， 1970년 이후에는 이들 군들을 포함하 

여 대부분 군들이 절대 인구감소현상을 보였다. 음 

성군도 1960년대 초반에는 약간의 인구증가가 있 

었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 

하여 1970년대 이후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1987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 

됨에 따라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1980년대 후 

반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음성군 읍면별 인구증감은 〈표 8)과 같다. 1960-

1970년 사이에 읍면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1960 

년에 실시한 인구통계와 1970년의 인구통계를 비 

교하면 각 읍면의 인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읍면의 경우 1960-1966년 

사이 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여 1966년의 인구가 

현재까지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으며， 그 이후 이 

촌향도 현상으로 인구가 다시 줄어들었기 때문 

이다. 이 기간에는 읍면들 모두가 인구가 줄어들 

었다〈표 7) . 

이와 같이 1960년 이후 음성군의 지역별 인구변 

화는 1966년을 정점으로 인구규모가 가장 많은 상 

태를 보이다가 이후부터 대부분 읍면들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1980년대 후반까지 인구가 급 

속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3) 1990년 이후의 인구 변화 

1983년은 우리나라 출산력 변동에 있어 하나의 

〈표 7) 음성군 읍면별 인구증감 (1960-1966-1970 ) 
(단위 명. %) 

ι “ι‘ιι 〈‘ι 。、 i양66 t월170 쓸f繼홉織혔햄 ;繼혔혔"ι繼繼 

져'-' 국 24,989,241 29.207.856 31,469 ,132 2.6 1. 3 

충청북도 1.369.780 1.548.821 1,453 ,899 2.1 -1.6 

음성군 116.088 125.108 110,654 1.3 -3 .1 

l口~ λ 2 % 20.560 22,435 20.537 1. 5 -2.2 

금왕읍 20565 21. 742 19,900 0.9 2.2 

소이면 9.880 10,653 9.185 11 -3.7 

원남면 11,503 12.281 10,253 1.1 -6.5 

맹동변 7,370 7.585 6.477 0.5 -3.9 

대소변 10.418 11.824 10.395 2.1 -3.2 

삼성변 11,733 13.011 11. 450 1.6 -3.2 

생극면 9,500 10.609 9.382 1.8 -3 .1 

감곡면 14.455 14.952 13.081 0.6 -0.6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국세조사보고서， 1960, 1966,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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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음성군의 읍면별 인구증감 (1960 - 2000) 

(단위: 명， %) 

μ 1~앓짧 1짧휠앉 1繼o 20였했 1앓60""짧 f흉?였’"'8웠 f했훌10"""앓g 1鐵횟앉~혔흉 

져l→ 국 31. 469 .132 37.436.315 43,410,899 46,136,101 23 1. 7 1. 5 0.6 

충청북도 1. 453.899 1424083 1389686 1,466,567 06 -0.2 -0.2 05 

음성군 110.654 96.342 74.700 86,433 0.4 -1. 4 -2.5 1.5 
Eoδι」늠。 20,537 20.793 17213 18221 0.2 0.1 -19 0.6 

二口} 9J- 조 H즈 19.900 15857 12,230 18.030 03 -23 -2.6 3.9 

소이면 9185 7.380 4.881 4.495 -0.7 2.2 -41 -0.8 

원남면 10253 8224 4,827 3,591 -11 -2.2 -5.3 -3.0 

맹동면 6.477 5.614 5109 4.731 -14 -1. 5 -0.9 -0.8 

대소변 10395 8.939 6.963 12.085 -0 .1 -1. 5 -2.5 5.5 

삼성면 11450 10.102 6,963 7.479 -0.3 1. 3 -3.7 0.6 

생극면 9,382 8069 6.551 6.142 01 1. 5 -2 .1 -0.6 

감곡면 13.081 11.364 9.966 9.659 10 -1. 4 -1. 3 -0.3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1970, 1980, 1990, 2000. 

이정표적 계기를 마련한 해라고 보여질 만큼 출산 

력 감소추세가 그 이전까지의 감소추세보다 훨씬 

급속하게 나타난 시기이다. 1983년 이후부터 출생 

률이 급속하게 감소되기 시작하여 1987년의 출생 

률은 16%:,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망률도 안정 

기로 접어들어 6%:，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인구 

성장률은 1%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 

로 인구가 성장한다면 2020년경에는 인구정지 상 

태에도달할것으로기대된다. 이와같은출생률의 

저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의 인구증가는 상당히 완만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1990년-1995년 사이에 연평균 인구 

증가율010.5%를나타내는데， 이는 1985년-1990년 

의 1.4%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이 기간동안 서울시가 인구센스서 실시 이후 처 

음으로 인구감소를 보였으며， 이는 서울 주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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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건설로 인하여 서울에서 주변 도시들로 인구 

분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경기도와 인천은 매우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과 가까이 있는 충북이 중 

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공업의 성장으로 

0.1%라는 약간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는 점이 특 

이하다. 반면에 전남이 가장 인구감소가 많았고， 

충남， 전북， 강원， 경북도 인구감소현상이 두드러 

지게나타나고있다. 

이 기간도 역시 도시지역은 인구가 증가되고， 농 

촌지역은 높은 감소율로 인구가 감소되는 대조적 

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신도시들은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김해， 창원， 울산， 구미， 여 

천 등의 공업도시들이 다소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 

인 반면에， 과천， 태백， 마산， 서귀포시는 인구의 

절대감소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통합시 

의 경우 군부지 역과의 통합에 따라 1990-1995년 

동안의 인구증가율은 매우 낮거나 또는 군부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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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구의 감소로 인해 인구감소를 나타내기도 했 

다. 한편 수도권 주변의 양주， 광주， 용인， 이천， 안 

성군과 충북의 진천， 음성 그리고 대구주변의 달 

성， 칠곡및 경남의 양산군만이 미증한증가를보 

이고 있다(이 희 연， 1998: 100-139). 이 기간 동안 

음성군은 충북에서 인구감소를 나타내는 다른 군 

과는 달리 진천군과 더불어 인구증가지역으로 나 

타나는데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0.9%를 보이고 있 

다〈표 9) . 

1990-1995년의 읍면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이 

전과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부고속국도에 면하여 있고 공장이 많은 대소면과 

삼성면이 높은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소이변 

인구증가율이 아주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군청소 

재지인 음성읍이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금왕읍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농업적 토지이 

용이 많은 원남면， 맹동면， 생극면， 감독면 등은 인 

구감소현상을보인다. 

1995년부터 2000년의 기간에는 전 기간(1990-

1995)에 이어 비슷한 현상이 전개되어 전국의 연 

평균 인구증가율은 0.7%를 나타낸다. 이 기간 충 

청북도는 전국보다 높은 LOO/o의 연평균 인구증가 

율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은 진천군， 청원군과 더 

불어 인구증가지 역으로 나타나며 , 전국과 충북의 

연평균 인구증가율보다 높은 1.5%를 나타내고 

있다. 

1995년-2000년의 읍면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소이면과 원남면， 맹동면을 제외하고 모든 읍변지 

역이 인구증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 

기간에 이어 공장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 

다. 특히 대소면은 공장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증 

가율이 아주높게 나타나며，금왕읍도 인구증가율 

이 높은 편이다. 그 외 음성읍， 삼성면， 생극면， 감 

곡면도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부고속국 

〈표 9) 충청북도의 시군별 인구증감 (1990 - 1995 - 2000) 

￥醫혔흉 、("‘ 1995 2000 

전국 43.410.899 44,608,726 46,136,101 

7흐r 그 님f 1. 389 , 686 1,396,728 1,466,567 

청주시 477 , 783 531,376 586,700 

충주시 193 , 608 205,206 217.927 

제전시 137765 137 , 070 143710 

정원군 114647 112132 116129 

보은군 52,271 42.700 38 , 332 

옥천군 70.130 61. 474 57 , 586 

영동군 76 , 818 62002 60.468 

진전군 49,259 52492 57.559 

괴산군 93,071 73.980 67629 

음성군 74,700 78258 84.433 

단양군 49.634 40 , 038 36.094 

주) 분석 편의상 충주시는 중원군포함， 제천시는 제천군 포함， 괴산군은 증평출장소 포함 
자료: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1990, 199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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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셔i낭i‘^，jν ~M‘ .. ' ' 1，9앉5"'-!2영00 
‘Mιιν “、，

0.6 0.7 

0.1 1. 0 

21 2.0 

1. 2 1. 2 

- 0.0 0 , 9 

-0.4 0.7 

- 4.0 2.2 

- 2.6 1. 3 

- 4.3 - 0 , 5 

1. 3 1. 8 

- 4 , 6 1. 8 

0 , 9 1. 5 

- 4.3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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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음성군의 읍면벌 인구증감 (1990 - 1995 - 2000) 

(단위· 명， %) 

f驗Q 1앓웠g 짧g업 1앓혔ø，.￥j옳혔§ 1驗폈""'2000 

저L:. 국 43,410,899 44608.726 46 ,136,101 0.6 0.7 

충청북도 1.389.686 1. 396728 1. 466567 0.1 1. 0 

음성군 74700 78258 84433 0.9 1. 5 

J口Lλ2 % 17.213 17.654 18.221 0.5 0.4 

二口} 9d- ~ 닙l 12.230 14.310 18.030 29 4.9 

소이면 4.881 6444 4495 5.6 -0.7 

원남면 4827 3971 3591 -1.9 -02 

맹동면 5109 4819 4.731 01 01 

대 소 면 6.963 8.396 12,085 3.7 73 

λn} 서 。 며 6.960 7.319 7,479 1. 0 0.4 

생극면 6,551 5,922 6.142 -0.2 0.7 

감곡면 9,966 9.603 9,659 -0 .1 0.1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1990, 1995, 2000. 

〈표 11) 음성군의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통계 

擊홉훌 驚9짧짧 옳싫뚫 &홉醫훌훌 ~Ol~헛 

1990 1.414.295 74,717 17214 12.239 4.881 

1991 L382911 78.673 18. 398 13.703 5410 

1992 L403633 80.009 18. 268 14.021 5563 

1993 1,418,403 81,298 18,216 14506 6.316 

1994 L425.295 81,811 18,812 14,521 6,325 

1995 1.396.728 84.109 19.698 15.041 6349 

1996 1.454.524 85.954 20.015 15.793 6.257 

1997 1,470,776 87,976 20,313 16,098 5,955 

1998 1,489,361 87,762 20,207 16345 5,392 

1999 1,497,494 88.679 20.010 17.620 4.892 

2000 1,504,722 89.305 19.810 18.252 4820 

자료: 충청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1990-2000. 

도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공장이 별로 없는 군의 

동부에 위치한 소이면， 맹동면， 원남면의 인구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표 10) . 

이 러한 사실은 주민등록에 의한 읍면별 연말 인 

구통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금왕읍， 대소면， 

(단위 명) 

훌헬늪t~첸 행훌룡響 tII~~챔 싫췄5혈 짧응극혔 웰꿇협 

4830 5109 6.994 6.960 6.551 9.969 

5401 4.759 7.249 7.578 6.178 9992 

5152 4803 7610 7.759 6149 10,684 

4,985 4,853 7,749 7,878 5,921 10.874 

4.785 4790 8.069 7.882 5.886 10,741 

4688 4756 9,162 7,995 5,758 10.662 

4.568 4,679 10,113 8,042 5,793 10,694 

4,400 4.582 12.024 8.290 5,707 10.607 

4,318 4,601 12,449 8,253 5,657 10,540 

4145 5107 12.650 8.368 5.577 10.310 

4.120 5.038 13.050 8358 5.553 10.304 

삼성면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해마다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음성읍과 감 

곡면은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1) . 

이상에서 1990년 이후 음성군의 지역별 인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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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즉 중부고속국도가 개 

통되면서 수도권 주변에 있는 농촌들이 크게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음성군의 농촌지 역들도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인문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인 

간이라고볼수 있다. 이처럼 지표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 

며， 또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정도는 어떠 

한 가 등등 인구의 수， 인구분포 인구밀도에 관하 

여 관련학자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관 

심을 가져왔는데 본 연구는 음성군의 공업성장에 

따른 인구분포， 인구증감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다음과같다. 

@ 우리나라는 공업화， 도시화로 많은 인구변화 

를 가져왔으며， 1980년대부터 일부 농촌지역에서 

도 공업화에 따른 인구변화가 나타났다. 그 중의 

하나가 음성군이며， 읍면의 각 시기별 인구증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몇 가지 특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제하에서는 인구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 

고 있으나， 해방 후 1966년까지 계속 급격하게 인 

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귀환 및 윌남 

동포들이 많이 정착한 것과 1950년대 후반 및 

1960년대 초반 자연증가율이 높았던 것도 이것의 

원인이 된다. 

둘째， 전체 지역이 1966년에 가장 많은 인구규모 

를 나타내고 있으며 , 이는 자연증가율이 높은 상태 

를계속유지하고，그때까지 농촌지역에서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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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으로 본격적인 인구이동이 나타나지 않 

았기때문이다. 

셋째， 1966년 이후 이촌향도 현상으로 1990년까 

지 인구가 가속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으며， 

자연증가율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넷째， 1990년부터 대체로 인구감소현상이 줄어 

들거나 다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부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이 지역의 농촌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공장이 많이 들어섬 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 센서스가 처음 시행된 1925년의 경우 음성군 

총인구 69 ，304명에 대한 읍면별 비율을 보면 음성 

읍이 16%를 차지하였고， 금왕읍이 14.1%, 원남면 

13.2%. 감곡면 12.7% , 삼성면 10.0%. 생극면 

9.9010. 소이면 9.1%, 대소면 8.1%, 맹동면 6.90/0 순 

으로 되어 있다.1960년의 경우 1925년의 각 읍면 

의 인구 비율과 비교해 보면 다른 읍면지 역의 비율 

은 비슷하나 금왕읍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2000년의 경우 음성읍이 21. 1 %를 차지하 

였고， 금왕읍이 20.9% , 대소면 14.0%. 감곡면 

11.2%. 삼성면 8.7%, 생극면 7.1%, 맹동면 5.5%, 

소이면 5.2%, 원남면 4.2% 순으로 되어있다. 이것 

을 1960년의 각 읍면의 인구비율과 비교해 보면， 

공업이 많이 성장한 대소면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대신 순수 농촌지 역인 원남면의 비율이 크 

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 음성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근접하여 있 

고，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산업입지 여건이 매우 좋아 1980년대 이후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농업 위주의 지역에서 



제조업 중심의 공업지 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 음성군의 제조업의 성장을 살펴보면， 1985년 

42개이던 것이 2002년 말에는 5747~ 업체로 증가 

하여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충북도내 제조 

업체 점유율은 1985년 5.1%에서 2002년에는 

20.4%로 높아졌다. 음성군 내 제조업체의 고용은 

1985년 1 ，668명 에서 2003년 22 ，335으로 늘었으며 , 

산업화와 더불어 고용증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 

나고있다. 

@ 음성군에는 현재 1 ，307개의 업체수가 있으며，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에 공장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 공장들은 1987년에 개통된 중부고 

속도로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업원 101 

명 이상인 대기업의 수는 30개이고 전체 업체 중에 

서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51-100명의 

중기업은 껴개로 전체 업체의 약 9.1%이며， 50명 

이하의 소기업이 429개 업체로서 전체 업체 중에 

서 86.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음성군에 있는 기 

업체의 절대다수가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많음을 

알수있다. 

@ 이러한 공업의 성장으로 1990-1995년 사이에 

음성군의 읍면별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부고속 

국도에 면하여 있고 공장이 많은 대소면과 삼성면 

이 높은 인구증가를보이고 있으며，소이면 인구증 

가율이 아주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군청소재지인 

음성읍이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금왕읍도 높은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농업적 토지이용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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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남면， 맹동면， 생극면， 감곡면 등은 인구감소 

현상을보인다. 

@ 1995년-2000년의 읍면별 인구증감을 살펴보 

면， 소이면과 원남면， 맹동면을 제외하고 모든 읍 

면지역이 인구증가지역으로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 기간에 이어 공장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대소면은 공장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 

증가율ö] 아주 높게 나타나며， 금왕읍도 인구증가 

율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중부고속국도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공장이 별로 없는 군의 동부에 위치한 

소이면， 맹동면， 원남면의 인구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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