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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 리 말 

1. 연구의 배경 

「도시의 성장과 발달은 공업화없이도 가능하지만 공성성장은 반도시 도사에서 이루어 진 

다」라는 경험적 사실과 관련해 볼 때 601윤대 이후 공업주도의 국민경제성장은 적극적으로 

도시화를 유발하게 된다. 이촌향도(離村向都)의 도시화물결에 의해 19701윤을 고비로 전국 

인쿠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되고 결과적으로 도시생활이 국민생활에서 과반수(過半數)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도시-공업화의 동시현상에 의해 엮어진 서구의 근대화 과정과 비교할 때 601율대 이후의 

우리나라 도시화현상은 공업화에 의해 자극되고 유도되었음은 대단히 발전적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많은 발전도상국의 공엽화 과정에서 나타난대로 서구의 현대적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촉진된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국만경제의 성장에 상응하는 균형적 고용효과를 장 

출하지 못했다. 즉 자본칩약적 산엽이 지닌 저고용효과(低麗痛效果)는 도시경제 활동 특히 

도시취업 구조상에 파행적(破行的)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구체척으로 성공적인 공업성장 

을 이룩한 발전도상국의 산업생산은 매년 7""8%로 증가하고 있어서 선진국의 역사적 기록 

에 거의 펼적하고 있지만 취업율은 겨우 년 3%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環魔大學院 專任講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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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er, 1971 : 23-31). 이 사실은 우리 나라의 경 우도 예 외 가 아니 어 서 1970-75년의 기 

간에 국민총생산의 종가율은 년 11. 9%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고용증가율은 4.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애. 

이렇게 저초한 취업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계속해서 인구이동이 발생 

하고 있는 것은 농촌보다 도시에서의 실질소득(實質所得)이 높아서가 아니라 도시에서 기 

대되는 소득 즉 기대소득(期待所得)이 농촌보다 높기해문이 라는 섣득력 있는 이흔(Todaro， 

1969 : 138-48) 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시경제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취엽창출에다 개인적으로 도시유입인구의 낮은 교 

육- 및 기능(1)수준 때문에 도시유입인구는 도시에서 상당기간동안 완전실엽(完全失業)상태 

거나 취업하더라도 일시적 취업(一時的 就業)， 간헬척 취업(間歐的 就業)， 의창취업(擬裝 

就業)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버록 이들이 도시에서 취업하더라도 상당수는 공업등의 근대적 산업부문이 아니고 생산 

성이 낮은 도시 「써비스」부문에 종사하게 된다. 도시「써비스」부문의 생산성은 농업생산성에 

못지 않게 저초하다는 사실에서 도시경제， 도시취엽구조는 이른바 이중구조(二重構造: du려 

economy)를 나타낸다 (2) 

도시경제의 이중구초 가운데 전근대적， 전통적 구조는 물흔 제조업부문에서도 나타나지 

만 「써버스」부문의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발전도상국의 도시산업의 「써비스」부문은 크 

게 수요결정 적 (需훌決定的)부운과 공급결정 척 (供給決定的)부문흐로 대 별될 수 있는데 전자 

에 종사하는 사람은 임금(質金)과 봉급(庫給)소득을 얻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대부문인데 반 

해 후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자가취업(自家就業)을 주로하고 여기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 

는 상당수의 가족노동력 이 동원되는 까닭에 전통부문으로 남아 있다. 바꾸어 말해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행상(行商)이나 구두딱이는 수요지향적 취업이 아니라스스로 업종을 창출 

하는 공곱지향적 취업이다. 따라서 일인당소득이 높아지면 노동력은 「써버스」부문에 유리하 

게 재배분(再配分)된다는 Colin Clark의 명제(明題)가 발전도상국의 도시경제를 설명하는 

데 적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부문은 

근대부문의 「써비스」이지 전통부문의 「써비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데 우리나라와 경 

제발전과정이 유사한 대만의 경우， 도시경제의 수요와는 관계없이 도시유입암구의 30% 

이상이 전통구조의 판매「써비스」직에 종사한다고 알려져 있다(Bhalla， 1970: 519-20). 

(1) 1968년을 기준한 표본조사에 의하연 서울轉入A口의 45.2%가 국민학교수준으로 서울시의 38.5 
%수준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尹鍾周， 서울市 出호力 및 移入A口에 
關한 맑究， 서 울 : 서 울女子大學， 1970. 35-6.). 

(2) 아세아의 발전도상국에서 도시경제는 자본집약척이며 생산성이 높윤 근대부운과 노동집약척이 
며 저생산성의 「바자경제 J (Bazaar economy)로 이루어지는 이중성(二重性)을 특정으로 하는바 
이는 주로 공업화를 상회하는 빠른 도시화율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T.G. McGee, 

“ The Role of Cities in Asian Society," L. Jakobson and V. Prakash(eds.) , Urbanization and 
Nat삐'nal Deνeloþment，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1. pp. 1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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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첫째， 우다나려의 도시취업인구가 지난 구조적 이중성때문에 종래의 산 

엽부문별 고용통계는 도시경제， 도시생활， 도시취엽의 싣질적이며 구체적 상황을 절명하지 

옷한다. 바꾸어 말해 산업의 고차화(高次化)는 국민경제의 발전정도를 가르킨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2， 3차산업에는 농업경제의 생산성과 거의 다를바 없는 전통산업 

구조와 근대 산업 구조가 공존(共存)해 있다. 

둘째， 위의 이유때문에 도시경제， 도시생활을 발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 

정책을 전개할 수 없다. 정확한 싣태를 반영하지 않는 통계를 로대로 해서는 효과， 효율적 

인 정책이 전개될 수 없는 바 수도권 인구과밀이 문제로서 등장한지 어제， 오늘-이 아니며 그 

간에 실시한 과밀억제정책(過密빼制政策)이 비효과척 (3) 01 었음도 바로 그련 사실에서 척지 

않게 연유한다. 이렌 관점에서 현재와 장차(도시전업예정)의 대도시 노동력의 경제 ·사회 

적 동기(動機)， 가치지향(價{直指向)， 행태(行態)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방법을 필요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상의 배경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의 도시사회와 경제를 적살하게 접근하는 한 시도(試圖) 

로서 도시취업의 계층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발견척 모형(自己짧見的 模型: heuristic 

model)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동대로 특히 우리나라 도시문제의 정점(頂點)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인구과밀해소를 위한 정책모형을 예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의도하는 과밀해소 

는 자본의 측면에서가 아난 인구의 측면에서 다루는 인구이동정책(人口移動政廣 : migration 

policy)의 대상을 중심으로 한다. 

II. 도시취업인구의 계층구조 모형 

발전도상국의 도시경제구조는 고게 근대구조와 전똥-구조로 양분(兩分)되는 이중성(二重 

性)을 때고 있다. 따라서 각 구조별 취엽인구가 나타내는 경제 ·사회가치에 대한 지향(指 

向)과 행태(行態)， 그리고 도시경제에 미치는 역할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도시취업인구 

는 계층별로 각각 교육수순， 기능수준이 다르기 째문에 당연히 소득수준이 다르다. 소 

득수준은 도시인구의 사회적 생대에 영향을 주는 바 그들의 직장활동， 상품구매， 문화및 

위락활동의 잉;디il~ 단라진다. 경제 • 사펴적 휠동양상과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운에 그들 각 

자가 가진 시관(時顆)이 다르며， 주택 업지등의 공간적 선호(選好)도 계층간에 서로 구별된 

다. 이런 접에서 도시취업인구의 계층적 점근은 도시인구의 상이(相異)한 가치지향과 형태 

를 유형회(類型化)함으로써 도시경제의 싣태(實態)를 식별힐 수 있다. 

둘째， 도시취업인구의 계층적 전근은 도시경제의 문제파악과 이에 대한 효과척 정책전개 

(3) 盧貞鉉， “大都市A口成長과 移入人口政策 金善雄(編). 韓團의 人口問題와 對策， 서 울 : 韓國

開發맑究院. 1976. pp. 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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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밭전도상국의 도시취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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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iedmann and Sulliva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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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순다. 고용통계 (屬健統計)둥 관계 청부자료에 의하면 

사회의 불건전한 부문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취업인구는 그것이 불법적 이라는 이유로 고용 

않다 (4) 불건전한 취 업 부문 혹은 

대단히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인구에 포함되어 있지 

심각히 보는 입장에서는 

지하업종(地下業種)은 도시문제를 

국가경제 가 성숙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과소평가되 고 있는 부문이다. 그러나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도 

시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과대， 과소도 아닌 청확히 파악되어야 할 부문이다. 

점 에서 불법 엽종도 망라하는 조사연구는 기존의 정부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관 

이러한 의의(意義)를 가진 도시취업인구의 계층구조 파악을 시도한 연구로는 발전도상국 

의 도시화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온 Friedmann (and Su l1ivan : 1972)의 연구와， 발전도상 

국은 아니 지 만 우리 와 많은 상황이 유사한 이웃 일본에 서 日 本女子大學 社會福社學맑究會 

(1963) 기 수럽한 모형 이 있 다. 

(4) 얘표척인 것으로 짧濟企劃院의 개정한국직업운류， 1974에서 。l 를 밝히고 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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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Friedmann는 도시취 업구조를 4개계층a로 분류(表l참조)하고 있는데 이 분츄는 고 

제 도시 인구의 취 업 기 관의 조직 형 태 에 준거 (準據)하고 있다. 최 상층(最上層)의 전문직 (專

門職) 및 관리직(管理職)과그 아래의 공사부문(公社部門)은 근대조칙에 종사하는 계층인데 

반해 그 아래의 가족취업(家族就業)부문은 전동적， 전근대조직에 종사하는 취업인구인가 

하면 최하층의 개인취업부문은 전근대적 형태나마 조직을 이루지 뭇한 채 단독A로 생존경 

제(生存經濟)를 이끌어 가는 부류이다. 

이와는 달리 〈표2>의 日本女子大學 社會福社學맑究會가 작성한 모형은 「가진자」와 「까지 

지 옷한자」로 대 별하여 「가진자」로서 는 「자본가 계층J(資本家階層)과 자영 업 자층(自營業者 

層)이 포함되고 í가지지 못한 자」로서는 「자본가계층」아래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과 자 

영업자층에 고용되는 「사용인J(使用Á) 이 대종(大宗)을 이룬다. í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도 속하지 못한 한계접단(限界集團)E..록 우업자(無業者)가 있다. 

위의 두 연구즐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싶태에 적실하게끔 새로이 정립한 것이 〈表 3) 

에 나타난 도시취업인구의 계층구조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나누어 

설명하면 아혜와 같다. 

1. 계층의 구분과 연계 

(1) 최고관리부문 

사개부문으로 나누어진 도시취업계층 구조에서 최고관리부문과 근대조직부운은 모두 근 

대적인 경영 및 행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오며 도시경제의 중추〈中樞)역할을 맡고 있는 점에 

社 會 l딸 層

1. 資本家階層
1. 會社經營者

2. 部門擔當者

3. 小經營主

ll. 勞動者階層
1) 資本制家內勞動者

1. 資本制家內勞動者

2) 單純勞動者

1. 單純勞動者(輕勞動)

2. 單純勞動者(輕勞動以外)

3. 飯賣， 서 비 스勞動者 

3) 生옳勞動者 

1. 工業勞動者 (上)

2. 工業勞動者 (下)

3. 기타 生옳勞動者 

〈表 2> 일본의 도시취업구조 
規 定

30A以上 規模의 會社經營者

同上規模의 部門擔當者

製造業 1O~29A規模，商業·서비스業· 

歐흉業 5~29人 規模의 經營王

職 種

5人以 F規模의 製造業王 • 피 고용자 j 쿠두수선공， 木工， 연 마加工工， 
프레스工，기계조립工 

雜&歸‘ 守衛， 廢品選別工

함投， 土工

9人以上規模의 商業 • 서 비 스業 • 餘食 | 飯寶店員 기 름판매 원， 收金員
業， 펴고용자 

30A以上規模製造業피고용자(男子만) 1 프레스工， 旅盤I， 載斷I，

lO"-'29A規模製造業 펴 고용자(男女全 | 玩具製造工
部 돼시 ·貨物自動車運轉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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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會 階

4) 其他勞動者

1. 其他勞動者

5) 庫給生活者

1. 事務員 (上)

2. 事務員 (下)

3. 技術者

4. 其他傳給生活者

뾰. 自營業者層

1) 自營業者

1. 建設職A
2. 建設以外職A

層

"3. 商業 • 서 버스업 ·飯食業者
4. 其他自營業者

2) 名目上自營業者

1. 行商·露天商·小商A

2. 뺀買A 

3. 임금을 받고 일하는자 

lV. 使用)、
1) 生훌的 便用A

1. 商業 • 서 비 스업 • 음식 정 
사용인 

2. 피고용자 

2) 非生훌的使用人 

1. 家事使用人
2. 浮浪的서비스業 

V. 無 業

1. 失業者

2. 病院·其他

3. 金利生活者

規 定

펴고용자로서 

9A以下의 手I業者

4A以下規模 商業‘서 버 스업 ·飯食業者

消費者에 직접 연결되는 內職者

m 의 (1)의 3의 피고용자 

톰의(1)의 1.2의 펴고용자 

27 

職 種

消防士， 警察官， 保母

營業事務員，經理士般事務員

一般事務

電氣技師

木I. 쫓裝I. 家具製造工

野菜行商， 포장마차집 

不動옳業 

店員

家展歸

資家業， 地主

出處 : 日本女子大學 社會福祖學맑究會. r大都市周邊地區生活의 構造J. 社흩福힘~.1963.10月 p.25(再引
用-伊顧善市(編). 都市問題의 훌R훌~짧， 東京 : 有裵聞. 1975. pp. 174-5. 

서 도시취업의 선도부문(先導部門)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상층(最上層〉의 최고관 

리부문은 선도부문에서도 도시사회와 경제의 움직임을 의사결정(意思決定) 혹은 정책결정 

(政策決定)한다는 점에셔 도시기능의 핵심(核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근대조직 

부문에 포함되어 있ξ면셔 그 정상(頂上)에서 도시발전을 이끄는 혁신적인 소수 「엘리포」 

칩단이다. 그리고 갱부융자(政府顧資)등 사회가치를 선점(先古)하는 까닭에 도시사회의 특 

권층(特權層 : priviJeged sector) 이 라 할 수 있다. 

최고관리부문은 정부지도층과 사회지도층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이 두계층간에는 대단히 

먼번한 수평허용(水平利動)이 이루어진다. 대학교수가 청부의 고급꽁무원으로 임용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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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우리나라 도시취업구조의 예시적 분석모형 

部 門(大分類)/ 階層(中分類) I 職 群(小 分 類) I 짧흉 협헐擺류(경제기획원)의거 
1. 最高管理部 1 1) 政府指導層1 (1) 國會議員

門 1 (2) 2級以上公務員

(3) 判檢事

(4) 國營業體部長以上

2) 社會指導層I (1) 敎授
(2) 社會宗敎團體 및 言論機關任

職員

(3) 從業員 500Á이 상 企業體 任

員 및 關聯經濟A

2. 近代組織部 1 1) 政府機關및 I (1) 3級以下 공우원 

門 ! 公共部門 從I (2) 學校동 公共部門 從事員

事層

2) 近代企業從I (1) 近代的 經營方式을 따르는第 

事層 I 2次 第3次 훌業部門에 종사하 

는 事務 • 管理職， 生훌職의 技

術職， 技能職，

대분류 0/1의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와 대분류 그의 행정 및 관리 

직 종사자中 갱부와 사회단체에서 最

高意思決定 및 政策決定에 참여 하는 

자 

대 분류 0/1과 2가운데 最高管理部門

의 종사자를 제외한 부문과 대분류 

3， 4， 5 ， 7， 8， 9中 종업원 100인이상 고 

용업체에 종사하는 자 

3. 傳統家內組 1 1) 自營業者層1 (1) 第2， 3次 훌業部門의 零細業主| 대분류 3， 4， 5 ， 7， 8 ， 9中 종업원 100안 

織部門 및 家族從事員 | 야하， 5언이상의 업체에 종사하는차 

2) 被爛A層 I (1) 위 의 零細業所의 被健A

4. 街路짧濟部 1 1) 不安定就業 대분류 3， 4， 5 ， 7， 8 ， 9中 5인이하의 업 
門 | 勞動層 I 체 에 종사하는자 

2) 名目的自營1 (1) 行商 (2) 쿠두닦이 (3) 福德 | 대분류 4， 5中 單獨鼓業者 및 중분류 
業者層 | 房 (4) 기타 , x3해당자 

3) 不法地下業1 (1) 姐女 (2) 소매치기 (3) 暗「달 | 중분류 49， 59이면서 x3에 해당하는 
從專層 | 러」商 (4) 不正流出品去來商 (5) I 자 

기타 

4) 無職層 1 (1) 失職者 (2) 求職者 l 충분류 x1을 중심 으로한 대 분류 X 

에 해당하는자 

우가 그 한 예이다. 사회지도층에는 근대조직부문에 취업하는 자 이외에도 비록 자가취업 

〔딩 家就業) 흑은 업 주계 청 취 업 (業主計定就業 : owner account employment)하는 점 에 서 얼 

견(-見)하여 전통조직부문으로 분류되지만 사회적 역할로 보아 영향력 있는 자유업종 

(自由業種)종사자도 함께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의사， 변호사둥은 사회지도층 가운데 사회 

종교단체 및 언론기관 임직원에 s:..함된다. 

전체적으로 최고관리부문에 폭함되는 소분류 직군(職群)은 펀의상 정부가 발표한 시책에 

서 시사(示俊) 받은 것이다 (5) 최고관리부문을 더욱 엄격히 정의하자면 여러 신문 통신사 

(5) 76년7월에 보건사회부가 불우아동보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각계 저명인사와의 결연을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바 저명인사의 갱의(定義)플 〈表 3)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보사 

부의 발표에 의하면 저명인사는 전국에 34， 700명인바 직군의 분류를 보면 모두 도시거주자임에 
틀 림없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76. 7.15일자 東亞
日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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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 (A名離典)이 참고가 될 수 있다. 1976년판 한 인명사전에서 조사한 

서윷거주 저명인사(著名A土)의 직업분류를 정리하면 〈表 4>와 같다. 최고관리부문에 종사 

하는 노동력은 총 도시취업인구의 3%이내로 추정된다. 

〈表 4.) 서울거주 저명인사의 직업분포 

中 分 類* 職

01 자연과학자， 관련기술공 

02/03 건축·공학기술자， 관련기술공 

05 생명과학자， 관련기술공 

06/07 의사， 수의사， 치과의 풍 

09 경제학자 

11 회계사 

12 법무종사자(변호사， 검사， 판사， 기타) 

13 교원(대학， 전문 및 중고등) 

14 종교관계 

15 저작·언론 

16/17 화가·조각·작곡·연예 

18 체육인 및 관련자 

19 커다 전문가， 기솔자 

20 입 법 , 정 부관려 직 공무-원 (업 법 209. 정 부관리 505) 

21 관리자 

61 농업경영자 

군장성 

計

자료 : 한국인명사전 • 합동76년감 별책， 서울 • 합동통신사. 1976 
* 경제기획원， 개정한국직업분류(1974)의 분류기호 

(2) 근대조직부문 

群 A 數

23 
43 
31 
68 
5 
3 

230 
791 
36 

144 
74 
9 

81 
744 

1610 
10 
8 

3910 

근대조직부문의 취업인구는 도시경제 발전의 가장 직접적인 원동력이다. 이 부문은 도시 

취업인구에서 양적A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크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종사층과 

근대기엽 종사층우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취업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만치 그 내부의 구 

성도 기능(技能)과 역할(彼劃)에 따라 복잡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부문은 무엇보다 근대적인 경영 및 행정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까닭에 최저임금(最低홉 

金)， 중간착취(中間揮取)의 배제， 근무시간(動務時間)등 근로조건의 법적 보호조치 (6)가 우 

선 적용된다. 이들은 대체로 중등(中等)이상의 교육을 받았A며 소득도 일정액의 임금(置 

金) 내 지 봉급(庫給)소득을 받는다. 

흔히 이 부문은 직접생산활동에 종사하는 흔히 「불루 • 칼라J (blue color) 라 불리는 기능 

(6) 현행 動勞基準法(法 791호)과 同雄行令(大緣領令 제 4220호)에 의하연 이 법의 척용대상에는 常
時 15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엽 또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다. 물흔 同居의 親援， 혹은 
家事 使用A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을 제외하고 있는 갱에서 근대조직부문과 전통가내조 

직부문과의 근로조건과 그에 관련펀 生活與件이 크께 쿠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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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과 기술직의 생산직 종사자외- 사무 • 관리직에 종사하는 「화이투 • 칼라J(white color)로 

구별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양분류(兩分類)간에 수펑적 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이 주 

목된다. 또한 근대조직부문은 그다음 계층인 「전통가내조직부문」에 비하여 사경제(私降濟) 

혹은 공경제(公經濟)부문이거나 간에 자본칩약도(資本集約度)가 높A며 정부자금의 혜택이 

조직적오로나 개인적￡로 우선 주어지고 있다. 76년末 한국생산성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월 

평 균 급여 액 은 임 원급의 445， 800원 , 관리 직 의 301 ， 500--155， 100원， 사무직 의 121, 900-

63， 500원， 생 산직 중 기 술직 의 153 ， 000-103， 700원 , 중졸 이 상의 기 능직 의 87， 400-38， 400S권 

이다. 현재 근대조직부문의 고용통계는 그 기준설정에 따라 간접적이나마 정부통계인 도소 

매업센서스 보고 및 광업 • 제조업센서스보고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Friedmann의 추정에 

의하면 이는 전체 도시인구의 30% 전후이다. 

(3) 전통가내 조직 부문 

전퉁가내조직부문은 주로 전통적인 물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업종으로서 대단히 노동접약 

적이며 그래서 자본점약도가 낮고 영세성(零細性)을 면치 못하는 업체에 종사하는 자이다. 

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그들간의 경쟁이 심하고 항상 근대조직부문의 우월한 자본에 의해 

영세엽체의 시장(市場)이 침범당하커 쉬운 까닭에 거기에 종사하는 취업인구는 소득의 영 

세성을 면치 옷한다. 정부정책의 배 려도 근대조직 부문에 비해 거의 무시 할 정도이며 종사 

원의 법적지위도 거의 외면되고 있는 싣정이다. 

크게 이 부문은 자영 업주(自營業主)와 우급가족종사원(無給家族從事員)으로 이루어지는 

자영엽자층(自營業者層)과 상용고용원(常用싫健員)， 임시 맞 일고(日麗)로 이루어지는 피용 

인층(被蘭ÁJ함)으로 구성된다. 펴용인층은 일정액의 봉급이 아닌 근로일수 및 시간에 따른 

임급을 받고 있으며 그 원전애~~R)도 대단히 간렐(間歐)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대도시경 

제에서의 이 부운은 공식자료에서 추정 • 파악할 수 있는 노동력보다 더 많은 인구가 참여하 

고 있으며 농촌에서 유입한 인구가 저기능(低技能) 흑은 저교육(低數育)~로도 일할 수 있 

는 곳이기에 그둘이 갖는 쇠호의 취업부문인 경우도 많다. 

(4) 가로경제부문 

취업이 관안정하거나 삼직지갚보 구성된 가로경제부문은 현재의 직장이 노상(路上)이거 

나 아니면 쿠직(求減)키 위해 가로플 방향하는 부듀-(部類)이다.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도 

시경제의 선도부운인 근대조직부문 및 최고관리부문의 능율적 활동에 의존하는 까닭에 전통 

’가내 조직부문과 더쉰어 도시경제상의 의존부운(依仔部門)이라 할 수 있다. 

가로경제부문은 목공(木工)， 제화공(製跳工)등 순직업(手職業)종사자， 그리고 건설노 

무자로 구성되는 「관안정 취업노농층J ， 일인 (-Á)업종인 행상(行←商)등의 「명목적자영업자 

층J(名덤的 自營業者j쩔)， 비사회적， 비도덕적인 업종인 「환볍지하업종사층J(不法地下業從 

事層)， 그리고 직업을 가갔다가 싣직한 사람과 학교쏠엽， 군복무에서 제대하여 최초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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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구하는 구직자(求職者 : first job seeker)로 구성된다. 

이들의 안정적 취업은 도시사회의 안정에 중대한 비중을 가진 접에서 도시복지청책의 중 

요대상이나 이들의 정확한 경제 ·사회적 실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펀척인 조사나 간접적 

추정이외에는 체계적오로 알려진 바 없다. 

III. 도시취업계층별 경제 • 사회적 가치 지향파 행 EH 

도시취엽계흥구조의 성명에서 각계층의 경제 ·사회적인 특정을 부문적으로 지적한 바 있 

는데 여기서는 각계층의 도시인우의 가치지향과 형태를 미시적(微視的)인 각도에서 설명하 

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도시민에 더해서 새로이 도시로 전입되고 있는 사회이동인구의 가 

치 지향도 넓게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도시경제상의 위치 

첫째， 최고관리부문은 도시사회와 경제를 이끄는 소수의 창조적(創造的)집단이다. 도시 

나 지역발전의 결정적인 관건(關鍵)은 양질(良質)의 많은 노동력에 의해셔라기 보다 적은 

숫자이나마 혁신적인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유도된다(Richardson ， 1969 : 316-20). 생산적 

측면에 더하여 소비생활에서도 최고관리부문은 도시， 특히 대도시 생활편익시설의 최대수 

혜자이다. 대도시만이 가칠 수 있는 음악， 미술등의 고급도시문화의 이용자이며 대도시 

상업경제가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품의 소비자가 대부분 이들이다(7J 

이러한 최고관리부문의 생산적 e 소비적 행태 때문에 지역의 굵형적 발전을 위해 이들을 

중소도시로 유치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지방경제의 발전에 요청되는 최고관리부문은 중소 

도시에서 대도시생활환경을 구할 수 없어서 지방으로의 이동을 주저한다. 

둘째， 근대초직부문은 도시경제의 생산력의 근간(根幹)이다. 01 들이 도시경제에서 높은 

도시 생산력을 나타내는 것은 도시직장의 높은 자본접약에도 연유하지만 인력 (Á力)면에셔 

볼 째 농촌흐로부터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선별(選別)이동을 했기 해문이기도 하다. 이들의 

소비 행 태 (消費行態)는 소득의 상승에 만강한 탄력 을 나타내 는 바 소득증대， 근로시 간의 단 

축에 따라 취미 및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재력(財力)을 소비하려고 한다. 

세째， 전통가내조직부문은 국가 및 도시경제의 성장에 따라 한펀에서는 생산증대를 자 

극받아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또‘한펀에서는 근대조직부문의 팽창오로 소득향상의 

기회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한펀 이들 부문의 취업장소가 노동칩약적임A 

로해서 농촌을 떠난 인구의 도시유입을 용이하게 한다. 앞서 도시로 이전한 연고자를 찾아 

연쇄이동(連鎭移動)하여 도시문화에 적응할 기회를 찾는다. 

전통가내부문으로 취업하는 도시이업인구는 가로경제부문의 취업자와 함께 도시행재정(都 

(7) M. Webber는 「엘 리 뜨」께 충의 대 도시 문화지 향성 을 특징 지 원 non-urban realm이 라 。1 릎하기 도 
한다. -Richardson (1969: 3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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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j行따政)에 우리한 부담을 지운다. 도시생활에 적지않은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바 그들 

이 대도시에 유입하면서 도시교통과 도시하부구조의 많은 도시불경제를 부담시키지만 그들 

의 저소득에서 부담하는 세금과 비용은 그들이 발생시킨 사회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 

라서 사회비용에서 부담한세금과비용을뺀만큼 기왕의 대도시경제에서 보조를 받는 셈이며 

이 보조가 존재하는 한 농촌인구의 대도시유업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며 (Richardson， 1972:42) 

그만큼 대도시 인구과밀 억제정책의 어려움이 증대된다. 

한펀 전통가내조직부문의 인구는 사경제 (私經濟)분야의 소비활동면에서 대도시 생활펀익 

을 누리지 핏-한다. 그들의 저소득때문에 생필품(生必品)의 구업에 급급하지 고급도시문화 

를 즐-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뭇한다. 달리 말해 이들은 취업기회의 측면에셔 대도시경 

제를 선후(選好)하지만 소비생환경제는 요히려 중간규모도시에서 도시혼잡을 겪지 않고 충 

분히 향유할 수 있다(Thompson， 1972: 100). 

가로경제부문이 도시경제에서 차지하는 적극적 역할은 도시경제의 팽창에 따른 인력공급 

원 (Á力싸給源)이며， 소극적 역할은 도시꽉지정책을 수혜자로서 도시재정의 부담을 발생시 

킨다. 또한 사회비용의 발생과 더볼어 도시사회의 안정을 위해 도시청책의 배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다. 

2. 현재와 미래의 가치지향 

현재의 높은 소득수준을 향유하고 있는 춰고관리부문의 가치지향은 계속하여 경제적 여 

유를 누리는 한펀 무엇보다도 사회적 명성과 정치적 지위의 향상에 지대한 관심융 가진다. 

이런 관심의 표현이 이흔분야의 교수둡이 싣우행정에 자리를 융기는 이른바 사회참여로 나타 

나거나 이니민 페중사회의 총아인 「메스 • 메마아」룹 폼한 사회진출로 나타난다. 그리고 미 

래에도 그들의 자녀가 그갈의 경제 • 사회적 지위갚 계송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專門敎育 : 

professional educationJ, 강~l 외유학(海外댐學)읍 독려한다. 

관대초직부운은 보다 많은 소-덕-의 카드구에 잔심읍 기숲인다. 사회척 가치의 추구는 대체 

쿄 둔대조직부문니1 에서의 ;<;]위와 봉급향상이다. 상뷔제층，(上位階層)언 최고관리부문으로의 

진갚은 사회제도적 <?3!~ 등-ji 기- 서1 딴되거나극신한 경쟁속에 있다. 따라셔 그들이 현재에 이 

수 헤는 사회 ^I 위 f’l 덴-상은 자 11 교유에 딴중한으로써 다음 셰대에 성취되기를 기대하는즉 

시! 나l 간 직 임 이 능- (lI ~í \;tl.iJJf，N원移폐 : inler-gcncl따ionaI occupationaI mobility)에 휘 망을 건다. 

;산농가내소각부눈9.) 취임정소기 전능신업부운이며 그들의 기능·교육수준이 근대조직부운 

의 그것표다 낮음스로 해서 소득수순이 낫고 수임(收入)의 후름이 볼안정하다. 따라셔 그들의 

당띤과재는 가족의 생환조건 얀정에 있다. 잔대소득의 향상과 수염원(收入源)의 안정은 동 

겨1층 CI폐땀}삼) 안에 사 시용인층(얘imÁ]딴)오Zi부다 지영업주(自營業主)로 성장하는 걸이다. 

칸대조직부눈우로잉| 진판은 비교적 활딴하지만 그듭의 교육기능수순때문에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따락서 전굉-가내조직부눈윤 위의 두계층 옷지 않게 자녀교육에 힘써 다음 세대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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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은 경제 •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세대간 이동을 이룩하겠다는 칩념을 가 

지고 있다 (8) 자녀들이 은행원， 직업군인， 경찬관， 교사 등오로 사회진출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로경제부문의 최대 • 당면과제는 한계생존경제(限界生存經濟)에서 탈피하는 일이다. 불 

안정하며 간헐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부류는 전통조직에서나마 계속적인 취업기회를 얻는 

일이며 싣업자군(失業者群)은 당장 취업하는 일이다. 이들 부문이 생존경제를 탈피하는 중 

요한 길은 가족내의 이차소득차(二次所得者)의 활동이다. 부녀자， 년소자가 껑팡이， 행상， 

신문배달의 직업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에는 기능수준의 향상이 요청되 

나 생존경제에서 기능습득에만 전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제공펼 수 있는 복지정책 

은 「근무중훈련J (on-the-job-training) 이 효과적 이 며 이 세 (二世)에 의 한 세 대 간 이 동도 역 시 

의무교육-'실업교육의 확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3. 도시공간상의 입지행태 (立地行龍)

각 취업계층들이 선호(選好)하는 도시규모와 그들이 도시내에서 자리잡는 주거입지(住居 

立地)도 서로 구별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고관리부문은 최고급의 문화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적어도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에 생활근거를 자리 잡 o 려 한다. 또한 그 

들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얻을 수 있는 정치권력(政治權力)과의 접근성(接近性 : accessi

bility)를 중요시하는 까닭에 가능한 한 수도(首都)에 자리잡오려 한다. 

한펀 근대조직부문은 그것이 기업(企業)인 경우에 기슐(技術)， 시장(市場)， 기업의 행재 

정적(行財政的)펀의에 접근하는 각종 정보경제(情報經濟)를 극대화하껴 위해 대도시에 자 

리 잡으려 한다. 오늘날 교통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교통비용과 시간은 기업생산의 원가구 

조(原價構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앞서 지적한 정보의 접촉 

경제(接觸經濟)가 중요시되는 점에서 근대조직부문이 종사하는 엽체는 대도시업지를 갈망 

한다. 또한 대도시가 아니라면 적어도 중간규모도시 (25-50만인구규모)가 차선(次善)의 업 

지이다. 

전통가내부품의 입지는 다소 모호하다. 이 부문가운데 @ 대도시에서만 수요가 있는 대 

단히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조업체 흑은 판매상 @ 대도시의 근대조직 

부품과 하청(下請)관계에 있는 제조업체는 대도시에 자리잡흐려 한다. 그러나 근대적인 기 

업의 도시입지행태가 대도시 지향적이지만 전통조직부문의 경우는 대도시가 반도시 능률적 

암 척정업지는 아니며 중소도시에도 능률적오로 자리잡을수 있다. 달리 말해 전통부문의 입 

지행태의 중요특정은 그상위부문언 최고관리부문과 근대조직부문의 입지에 종속적으로 자 

(8) 서 울대 학교의 李萬甲 교수가 寶施한 簡易調훌에 의 하연 생 활수준이 낮거 나 혹은 교육수준이 낮 
은 사랍이 생 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못지 않게 서 울에 서 살려 는 第-義의 이 유가 자녀 

교융에 있읍야 밝혀지고 있닥. 首홉~^口政策에 關한 iif究輔告書， 서-융特別다I， 1974. 12.30. pp. 
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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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는다는 사실이다. 고급기술자가 어다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저급기술자의 입지가 결정 

된다는 사실이 다(Thompson， 1972: 108). 

가로경제부문도 전통가내부운과 마찬가지로 최고관리부문 및 근대조직부문의 입지에 종 

속적으로 자리잡는다. 또한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도시재정을 구사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도시에서의 복지정책을 기대하는 접에서 가로경제부문도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생존경제에 급급하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구할 수 

있A면 입지선호(立地選好)는 대단혀 지유롭다. 생활기반을 얻을수 있고 취업만 보장되면 

대 • 중 • 소도시를 거의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 

각취업계층의 도시내 주거임지(住居立地)도 각기 다양하다. 서울의 경우를 중심해서 설명 

하면 최고관리부문은 주거입지의 두 결정인자(因子)인보다넓은「오픈·스페이스」와도심지 

(都心地)에로의 근정성(近接性)가운데 전자의 인자에 더 비중을 두어 주거의 장소를 선정 

한다. 그들의 높은 소득에 따른 자유로운 교풍-기동성 (機能性)떼 문에 도시 외 곽의 신흥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는다. 이들 고급주택은 엄격한 신분제도가 붕괴된 오늘의 사회에서 그들 

의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릎 사회계층과의 격차가 주택이란 외형(外 

形)으로 현재화(顯在化)됨에 따라 사회적 위화c;월和)를 초래한다는 사회적 도덕가치 해문 

에 그들의 신분을 익명(置名)할 수 있는 고급「아파특」로 옮겨 자리잡기도 한다. 거기서 

넓은 「오픈·스페야스」대신에 주택부대시설의 고급화를 통해 대상만족(代慣滿足)을 얻 

는다. 

근대조직부문의 주거입지는 「오픈 ·스페이스」와 직장， 자녀교육에로의 근접성을 놓고 저 

울잘하여 결정된다. 이 부문은 조직오로나 개인무로나정부의 각종재정지원의 최대수혜자층 

(最大受惠者層)이다. 예컨데 한국주댁은행의 주택융자금을 받는 가구의 주소득자(主所得者) 

직엽분포는 근대조직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전문직 • 기술직 빚 관련직 J ， I행정 

직 맞 관리직 J ， I사우끽 맞 관마직」이 서울의 경우 전체의 78.1%을 차지한다. 또한 융자 

금을 받아신좁한추데.91 임지기- 근대조직부문의 도시니} 입지(都市內立地)블 전부 대표한다 

고 볼 수 없지만 대체로 변두피 지역의 신흥주택지역에 많이 자리 잡는 것을 알 수 있다 (9) 

전통가내조직부문의 주거인지는 극허 제한펀 소득의 벙위에서 「오픈·스페이스」보다는 

교통시간과 비용면에서 본 직장과의 근접성이 중요한 입지 결정 요인이다. 01 부문가운데 
피용인 층은 특히 독신자얼 경우에 직장의 비주거용건물에서 직 ·주(職·住)생활을 영위하 

기도 한다. 이로 말미임-아 도심지의 로지이용야 상엽 • 업무등으로 고도화(高度化)되지 못한 

채 흔재 (混在)되어 있다. 이들의 주거는 〈表 5)에 나다난 바와 같이 대체로 (1) 수준(水準: 

standard)급의 주랙의 독채(獨體)블 소유하되 벙 1개를 세c1월)놓거나 (2) 독채전세를 얻은 

후 방1개를 세놓을 수 있는 부퓨-는 소득이 나은 펀이고 대부분은 불량주택에서 방 2개정도 

(9) 한국주택은행， 융자주택실태조사， 서촬 1975. p. 108과 表紙의 惠面 圖表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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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 所得對比 都市住멀寶態 

낯所得(1000원) I 月 所 得 IA口構成比(%)1 居 住 現 況
871以上 73.000以上 1 1. 0 

581-781 148.000-73.0001 20. 3 
436-581 136.000-48.000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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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階層

上 層

中 上 層

中 下 層

獨體所有및使用 水 準 級

獨體所有및使用 水 準 級

옆ðl\l뽕f용흉홍용흉홈놓훌얻경어용 房
1個 음 

房2專賞얻음 500.000 不 良

房1專賞얻읍 200.000 不 良 無 許

低 所 得 層 1 290-436 124.000-36.0001 29.1 
最低所得層 290以下 24.000以下 17.3

出處 : 韓國住힘政策樹立을 위 한 核心課題， 韓國훌業開發핍究所. 1974‘ 8. p. 18. 

아니면 방 1개를 세들어 생활한다. 

가로경제부문의 거주지는 대부분 불량우허가주택(不良無許可住힘)이다. 이계층은 위의표 

에서 알 수 있듯이 방 1개정도에서 한 가구(家口)가 최저생존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업지는 도심지와의 교통 근캡성에 의해 좌우된다. 왜냐하면 도심지에서 용야하게 막벌 

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말에 셔울시정당극(市政當局)이 추진했던 불 

량무허가주택의 현지개량(現地改良)사례라 볼 수 있는 시민아파트의 업지가 도심에서 불과 

5km 이내에 대부분 자리잡고 있었다는 데에도 알 수 있다 (10) 최근에는 이들의 입지가 정 

책적으로 시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멀리는 성남시(城南市)의 발생이 그러하다. 

4. 도시취업구조간막 기능적 연계(機能的 運緊)

도시취업인구의 계층구조는 최상층에서 하층으로 이어지는 대체로 하향(下向)적A로 얽 

혀있다C(表 3>참조). 설명의 펀의상도시안구의 취업체(就業體)중심으로살펴 보면 우선 최 

고관리부문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는 근대조직부문에 미친다. 근대조직부문은 특히 

그것이 제조업체인 경우에 전통가내 조직부문의 제조업체를 하청관계에 두는 경우가 많다。 

〈훌 6。 都市鼓業의 力學鷹造 .................... . 

1 (觀爭關係)

最홈管理部門-‘’近代組鐵部門----傳械家內組熾部門-→街路經濟部門 
| ! (下請關係) (製造業體)

→_-10_--→傳緣家內組織部門-
(3次塵業事業體)

그러나 반드시 근대조직부문이 상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창조적인 전통가내조직부 

문이 창의척인 기업경영을 통해 근대조직부문과의 대등한 엽장에서 경쟁하기도 하여 그래 

서 아주 투문 경우지만 근대조직부문의 업체를 흡수 • 발전할 수도 있다. 가로경제부문의 

,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근대조직부문과 전통가내조직부문의 영향권에 속한다. 

이렇게 하향척으로 얽혀 있는 도시인구의 취업업체간의 기능적 연계는 바로 취업인구의 

활동장소(活動場所)도 하향척으로 결정한다. 바꾸어 말해 근대조직부문의 취업인구는 가능 

(10) 대 한주돼 공사， 아파트뼈地選定훌 훌한 맑몇， 住E감핍究所.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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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 최고관리부문의 인구가 활동히는 장소에 근점 할려고 한다. 이는 인구소잔을 목표로 

하는 도시정책의 전개에 대단허 의미있는 시사를 먼져둔다. 최소관리부푼의 직점이동이나 

기능분산(機能分散)없이 근대조직부문의 지망이전을 촉진한다면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없 

운은 논리의 당연한 구1 결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앞서 섣명한 바와 같이 최고관리부문과근대조직부문은도시경제의 선 

도부문인 만큼 전통가내조직부문과 가로경제부문푸로 이루어진 의존부문의 지방이전은 전 

자인 선도부문의 이전없이는 야푸어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도시나 지역경제의 성장을 절 

명하는 이론과 유사하다(!1) 선도부문은 지역경제성장이론의 수출산엽부문에 해당하고 의존 

부문은 현지(現地)산업부문에 111 유된수 있다. 렌지산업부문이 존속하기 위한전제조건은수 

출산업의 신장(빼張)에 있음을 상기할 때 신도부문이 의존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명(自 

明)하다. 

4. 수도권인구소산을 위한 도시휘업인구의 계층구조모형 적용(適用) 

우리나마와 같은 말전도상국-의 도시경제가 지난 이중구조적 이칠성(異質性)을 -ìT명하기 

위한 접근으로 지금까지 도시취업인구의 계층구조모형을 제시한바 있다. 도시문제의 이러 

한 모형적 점근은 도시정책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차대(重且大)한 문제인 수도 

권 인구과벌억제를 위해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아래서는 적용에 따흔 몇가지 도 

시사(示浚)를 정리하고자 한다. 시정책상의 

첫째， 수도권인구의 효과적 지방소산(12)을 위해서는 취엽계층의 수평이동(水平移動〉과 함 

(11) 지역경제성장이흔에 의하띤 특정지역의 열정 산업이 타지역의 同種훌業生옳보다 比較優位를 가 
지고 있어서 그 지역으로 財貨를수출할수있을때 이를수출산업이라이름하고그래서 특청지역 
의 성장을 자극한다. 이에 따라 위의 지역의 내수(內需) 산업인 현지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D. 
North(1965)와 lohn Friedmann, Regioηal Develoþment Policy, Cambridge: MIT, 1966. p.22-3 
참조 

(12) 수도인구의 지 1상소산이라 할 째 의미하는 지방이란 수도권 이른바 서울노동시장권(勞動市場圍) 
올 벗어냐는 지역을 의미힌다. 다시 말해 서윤도심으로 부터 1시간교통거리대를 서울노동시장 
판이라 한 수 있는 마 이지익안에시의 직장 Cffi없場: job place)의 。l 동아나 주거이동은 수도권인 
쿠파말문제의 해소얘 기여한 수 없다. 그폐서 아래의 표에서 설명하는바와 같이 직장과 주거플 
함께 잖깐 수 밖에 없는 l시간 거리이상의 극가노동시장내의 다픈 노동시장권으로 옮겨가야만이 
오단껴l 사운 "1 사한 인구시밴문찌익 해소얘 기여 한 수 있다. 

不

J[，값 

i햇 

1I: 센 j 

不 變 j 變 1[: I 

變 I (퍼 • 劇) I←住 E 
1 
• 
1 移 動

化 | 職 場 4 變 化 ;地 域 內 : 地 域 間I ~il JX. "o/J ~J 3i.:: -1 l.J人口移動 :Á口移動

‘ 、 • {•• - 、 ~-----←-~ 、---~

j따域勞動市場 國家勞動市場

출 치 : Leo Klaassen and Paul Drewe, Migration Policy iη Euroþe: A Comparatiνe Study, Lexing
ton: Saxon HousejLexington Books, 1973,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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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취업계층간의 상향이동(上向移動)을 유발해야 할 것이다. 인구 이동은 공간적 차원에서 

의 이 동뿐 아니 라 취 업 이 동 (就業移動 : occupational mobility)을 돗한다. 예 컨데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은 그들의 취업이 농업에서 2.3차산업동의 도시산업에로의 이전을 뭇한다. 

이런 관점에서 수도인구의 지방이전에는 노동력이 같은 계층의 취업구조로 옮겨가는 수 

평이동을 유발하는 경우와 상위계층3로 상향이동을 촉진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후 

자의 경우가소산정책의 수행에 보다 효과적이다. 수평이동의 경우는 〈表 7)에서 종합 청리 

된 바와 같이 경제적 유언(諸因)과 사회 ·운화척 유인으로 자극될 수 있는 바 소산대상지 

역에서 경제적 유인의 발생이 보다 적극적이며 효과척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싱향이동은 소산가구의 노동인구(勞動A口)가 당대(當代)에서 상위직업으로 진출하는「세 

대내 상향이동J(世代內 上向移動)과 다음세대가 상위계층으로 진출하게 되는 「세대간(世代 

間)상향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향이동에 의한 수도인구의 지방소산을 위해서는 

소산대상지역에서 〈表 7)에 예시한 바와 같은 주로교육기회의 강화와 부분척으로 주택융자 

등의 재정지원의 확대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表 7> 都市A口移動올 위한 代훌的 政策手段

끓홀훈~-------렐료흐l N. 7펀경젠본린 전동가내많직 부문 [ñ. 근대 조직 부문I 1. 최 고관리 부문 
1. 部門內移動(水平移動)

1) 경제 적유인 안정취업제공 고임금 고봉급 송진혹은봉급인상 

2) 사회 문화적유인 주택제공 주택연의주선 주택펀의주선 대성도강시화푼화의접근 

2. 部門間移動(上向移動)

1) 世代內 기술교육(Dl 으로) 재로)정지원강화(fi 

2) 世代間 의화 우(주및로실엽 m 교 으로육)강 교cn육.시 I)설명준화 로 일류)교육제공(I 女일承류繼교육)제공(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도인구의 지방소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기(短 

期)에서는 수평이동을 유말하되 장기(長期)척A로 세대내에서나 세대간에 상향직업이동의 

기대를 확인시킬 수 있을 때 임구소산의 성공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구이동정책을 효과적오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이동을 촉진하는 

지역정책(地域政策)이 병행되어야 하며， 사실상 인구이동정책은 지역정책에 종속켜인 성격 

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준도시(宗主都市)의 과밀해소， 지역상의 경제활동과 노동 

력의 균형배분에 춧점을 둔 외국의 인구이동청책에서 찾아 볼 수 있는실우척 경험 (13) 에 따 

르면 지역정책에 대한 인구이동갱책의 종속성(從屬性)째문에 소산지역의 실업자구제(失業 

(13) 인 구아 동정 책 의 외 국실 무에 대 해 서 는 Leo KJaassen and Paul Drewe, Migratioπ Policy in Eu
rope: A Comparative Study, Lexington : Saxon HousejLexington Books, 1973와 James Sundq‘list, 
Dispersing fopulation; What America Can Learn From Eμrope， Washington, D.C: The Broo
kings Institute, 1975 참조. 



38 環 燒 論 홉흉 

者救濟)효과는 지극히 미미했다는 사실야다. 즉 실업자구제는 지역정책에 의한 자본이동과 

그에 따라 취업중인 「기간노동자J(基戰勞動者 : key worker)의 이동을 중심으로 한 인구이 

동정책이 중점적으로 실행되었고 실업자(失業者)의 구제는 이동지역에서 추가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업자의 구제는 조정통합된 지역정책의 수단일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뭇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십을 강안할 때 지역정책과 병행된 수도권인구소산정책도 이미 취업 하고 있는 인 

구의 이동을 유발하지 서울의 많은 실업자에게 직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서울의 중요한 도 

시사회문제인 도시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수도인구의 지방소 

산을 위해 도시취업구조의 계층간에 기능적 연계에 따른 단계적 이옹(表 6참조)을 전제로， 

도시선도부문의 이동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존부문의 이동도 자연적으로 유발될 것 

이라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존부문 특히 가로경제부문의 지방소산을 자극할 수 있는 

토목공사， 초경공사동의 정부「프로젝트」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접이다. 

5. 맺 는 말 

701컨대는 도시문제를 골돌허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의미있는 연대이다. 그 까닭은 

1970 1건을 고비로 전국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아가게 됨으로 해서 국가발전에서 도시발전 

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701칸올 고비로 전국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 되어 도시문제， 도시발전이 나라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자 대상으로 등장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도시인구의 4할이 몰려 

있는 수도 서울의 과밀도시화문제는 근간에 정책입안가와 이 분야의 학도들에게 지대한 관 

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무릇 중요하고 심각한 정책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문제의 싶태를 정확히 파악할 때 만 
。1 실효성있는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서울에는 전국인구의 2할이 좁은 땅에서 생업 

에 매달리고 있고 매달리려고 한다. 서울이 과밀하다 하여 사람을 지방으로 다시 내보내 

려 한다면 그 문제의 한 쪽에는 생엽을 제공하는 직장 흑은 자본을 내보내는 문제가 뒤 따 

른다. 따라서 인구문제에 생업과 자본문제가 탄려있는 만큼 생엽과 자본구조에 투영된 인 

구품제를 이해할 펄요성이 철싣하다. 

생업에 관련된 인구문제를 취업구조라 이름하는데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우리에게 이용가 

능한 정 보는 산업 구조별 즉 2차， 3차산업 에 종사하는 노동력 구조에 불과하고 그나마 통계 

수집상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안고 있다. 그러냐 이련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노동력통계는 발전도상국의 도시생활에서 보펀적으로 볼 수 있는 상당수의 취업대 

열을 불볍적， 반사회척이라는 이유에서 투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요와 관련없는 기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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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모두 한 묶음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체계， 통계자료에서 미쳐 보지 못했거나 태 

있다면 문제와 현실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지식체계， 이론구성， 개 

都市就業構造의 分析模型定立에 關한 맑究 

취업과 도시발전을 이끄는 취업올 구별하지 

이론은 현실을 보는 플이다. 

현실이 

이 글은 바로 도시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 

하나의 예시적인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적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전개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개발되고 세련화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와 

념의 플， 조작적 모형을 수립해야 한다. 

시 노동력구조를 정확히 투시할 수 있는 

모형은 앞으로 더욱 가다듬어 실제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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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혹 

大 分 類

1. 전문， 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 행정 및 관리직종사자 

3. 사우 및 관리직종사자 

4. 판매총사자 

5. 서어버스칙총사자 

中 分 類

01 자연과학자 및 관련기 술공 

02/03 건축기 술자， 공학기 술자 빛 ’ 관련기 술공 

04 항공기 및 선박고급공무원 

05 생명과학자 및 관련기술풍 

06/07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및 관련종사자 

08 통계학자， 수학자， 체제분석가 및 관련기술공 

09 경제학자 

11 회계샤 

12 법무총사자 

13 교원 

14 종교관계종사자 

15 저작가. 언혼인 및 관련작가 

16 조각가， 화가， 사진사 및 관련창작예술가 

17 작곡가 및 연예언 

18 체육언 및 관련종사자 

19 달리 분류되지 않윤 전문， 기술 및 관련직종사자 

20 입법공무원과 정부관리칙공무원 

21 관리자 

30 사우원 감옥자 

31 정부행청풍무원 

32 속기사， 타자원 및 「카도」 및 「헤이표」천공원 

33 경리원. 출냥원 및 관련종사자 

34 계산기 조작원 

35 운수 및 통신사업 감독자 

36 교통안내원 

37 우펀물취급사우원 

38 전화 및 전신기조작원 

3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우 및 관련직종사자 

40 도소매관리자 

41 도소매자영차 

42 판매감독자 및 판매원 

44 보험， 부동산， 증권과 기업「서어버스」 판매원과 경매인 

45 판매원， 청원 및 관련종사자 

49 달리 분류되 지 않은 판매 종사자 

50 요식숙박업 관리자 

51 요식숙박업 자영자 

52 가사 및 관련 「서어비스」 감독자 

53 조리사， r웨이터 J， r바헨더」 및 관련총사자 

5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청부 및 관련가사종사자 

55 건물관리원， 청소원 및 관련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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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세탁공 

57 이발사， 미용사 및 관련직종사자 

58 보안엽우종사자 

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어버스」직 종사자 

6. 농업， 축산엽， 임엽， 수산업 60 농장관리자 및 감독자 

및 수렵업종사자 61 농업경영자 

62 농엽 및 축산종사자 

63 임엽종사자 

64 어부， 수렵인 및 관련종사자 

.7/8/9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 70 생산감독 

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 71 광업원， 채석원， 국정원 및 관련종사자 

72 금속가공처리공 

73 목재가공종사자 및 제지공 

74 화학물 가공공 및 관련종사자 

75 방적공， 제직공， 편직공， 염색공 및 관련직종사자 

76 가축처리공 

77 음식료품 가공처리공 

78 담배제조공 

79 의복제조공， 제봉공， 기쿠내장공 및 관련직종사자 

80 제화공 및 가죽제품제조공 

81 가구제조공 관련목공 

82 돌제 단공 및 돌조각공 

83 대 장공. 공구제 작공 및 기 계 공구조작공 

84 기계설비공， 기계조립공 및 갱밀기구제작공(전기제외) 

85 전기설비공 및 관련전기전자공 

86 방송 및 음향장버 조작공 및 영사공 

87 연판공， 용접공， 판금공， 구조금속준비공 및 건럽공 

88 장신구 및 귀금속 세공공 

89 유리성형공， 도기공 및 관련종사자 

9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풍 제조공 

91 종이 및 딴지제풍제조공 

92 인쇄공 및 관련종사자 

93 도장공 

9,1 달리분류되지 않은 생싼 및 관련종사자 

95 벽 뜰공 목공 및 기 타건성종사자 

96 고청기관 및 관련장비운전원 

97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조작공， 부두노동자 및 화물취급인 

98 수송장비운전사 

99 달리 분류되 지 않은 노무자 

X 분류불능자 xl 신규구직자 

x2 적걷히 분류할 수 없는 직업종사자 

x3 직 종을 보고하지 않은 종사자 

군인， 군사요원 


	都市就業構造의 分析模型定立에 關한 研究
	Ⅰ. 머리말
	Ⅱ. 도시취업인구의 계층구조 모형
	Ⅲ. 도시취업계층별 경제ㆍ사회적 가치 지향과 행태
	Ⅳ. 수도권인구소산을 위한 도시취업인구의 계층구조모형 적용(適用)
	Ⅴ. 맺는말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