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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村地域開驚計豊I의 樹立을 짧한 地域分析

---南原地域을 事例로*--

1. 序 論

(1) 問題提起 및 昭究目的

(2) 資料 및 分析方法

(3) 昭究地域

2. 地域開發에 있어서 地域分析 : 

理論的背景

1. 序 論

(1) 問題提起 및 班究目的

《차 

60， 70년대의 경제 및 지역정책에서 農村은 工

業化를 위 한 資本뽑積의 한 수단으로 資本 및 勞

動등의 生塵要素를 都市 및 工業部門에 잠식 당 

한1) 高度經濟成長의 훌훌面이었다. 農村의 低開發

은 據點開發에 의한 농촌개발정책의 결과로서， 

집중투자되는 지방대도시에 의한 連驚效果가 소 

비재를 제외하면 배후농촌지역으로 확산되기보 

다는 자체도시에 대부분이 累積되거나 상위거대 

도시로 進流되어 成長效果가 직접 波及되는 범 

위가 通動園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2) 

이 러 한 지 적 은 農村政策의 哲學을 成長據點理

려1)) 

3. 本 論

(1) 地域寶源

(2) 定住體系

(3) 空間連緊

(4) 開發需훨 

4. 結 論

李 勇 雨**

論으로 대변되는 下向式開發에서 小單位 定住園

開發 및 農村中心都市와 結合된 開發등의 上向式

開發로 전환시겼다. 上向式 農村開發은 農村中

心都市와 그 背後 農村을 開發單位로 住民의 能

力과 意思決定을 통해 地域實情에 맞게 農村內

資源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해 上位都市와의 連緊뿐만 아니 라 農村地域內 連

緊를 강화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3) 이러한 개발 

전략의 전환은 능률성의 원칙하에서 이제까지 정 

당한 평 가를 받지 옷했던 農村地域을 /\間定住

의 호間이자 하나의 統合된 社會호間으로 인식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종래의 토지이용계 

획이나 시설배치등의 단순한 물리계획에서 벗어 

나 초間的 次元에서 農村地域政策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4) 

*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 論文임. 指導敎授이신 柳佑益 선생님께 감사드럽니다. 
** 서 울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1) 崔洋夫， 1983, “農村發展과 農村計劃 國土計劃， 18권， 2호， p.173. 
2) 柳佑益， 1984, “國土開짧에 있어서 農村開發의 意義 地理學， 30號， p.34. 
朴養石·李宰夏는 龜尾工業團地가 주변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통근권내에 있는 농촌에서는 교통 
발달， 소득증대， 취업기회확대등의 肯定的인 波及效果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우세하다고 결론지었다. 
朴餐石， 李宰夏， 1984, “成長據點의 周邊農村에 대 한 波及效果 -龜尾工業團地를 中心으로-， ” 慶北大 社
會科學， 3輯， pp.85-98. 

3) Stöhr, W. B., 1981, “Deγelopment from Below," Deνelopmeηt from Above or Beloψ， Stöhr, W.B. and 
Taylor, D.R. F. eds. , pp.63-67. 

李洋宰， 1983 “上向式 地域開發의 性格과 基本戰略에 관한연구 地城社會開發昭究， 8輯， pp.8-17. 
4) 柳佑益， 1984, 앞의 논문，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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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定住園

및 那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수립 • 발표되고 있 

으나 開發對象地域 자체에 대한 分析은 미흡한 

질정이다. 農村地域은 저마다의 特性이 있기 때 

문에 통얼된 개발계획이 적용될 수 없지만， 그 

特性을 분석하는 것은 農村實情에 맞는 계획수 

렵의 관건이 되묘로 계획의 쭉當性과 實效를 위 

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農村地域의 諸 特性을 分析하고 그 特

性들이 開發의 측면에서 가지는 意義를 살펴보 

는 것은 農村地域開發計劃 樹立의 基隨作業이 된 

다. 이러한 동기에서 본 연구는 全羅北道 南原

地域을 사례 로 첫째 地域寶源(regional resourc

es) , 둘째 定住體系 (settlement system) , 세 째 호 

間連緊(spatial linkages) , 네째 開發需要(deve

lopment needs)를 分析하여， 農村地域開發측면에 

서 南原地域의 特性을 살펴 보고자 한다. 

(2) 資料 및 分析方法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세가지 방법으로 구해 

졌다. 우선 이며 발행되어 있는 남원관계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現地體훌는 모두 4회에 

걸쳐 수행되었다. 1986년 7월에 행한 2차 답사 

에서는 유관기관을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洞面別 轉出入 신고서 정리와 南原觀 中心

地 機能調흉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南原那 관내 

325개 行政里 里長들을 대 상으로 우펀설 문조사 

를 하여 82%에 해당하는 266개 里의 절문지를 

회수했다. 里長들은 나이와 學歷 그리고 現居住

地 居住期間으로 볼 때 그 마을의 中堅人士이 며 

南原에 서 敎育을 받고 南原을 故獅으로 생 각하 

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묘로， 이들을 대상으로 行

政里의 諸般事項과 地域發展에 대한 所見을 물 

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分析單位는 行政里， 面， 農村生活園， 都全體，

흑은 南原全體이 며 分析 目的과 資料求得 如否에 

따라 이들중 적절한 規模를 채택하였다. 地域資

源分析에 서 는 南原이 全國 또는 全羅北道에 1:11 
해 相對的 優位를 점하는 資源과 開發이 計劃된 

寶源을 現地調훌와 設問調훌를 통해 파악된 資

源과 比較하여， 南原의 開發播在力이 과연 무엇 

인가를 밝혀보았다. 定住體系分析에서는 農村中

心都市로서 의 南原市의 機能과 投害U， 南原醒 行

政里別 定住現況， 農村中心地 階層體系를 통해 

南原觀의 實際生活團을 구획하였다. 호間連緊는 

農村生活園內， 南原地域內， 그리고 全國과의 連

緊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定住體系分析에서 

파악된 農村生活園 中心地와 背後農村과의 連驚

는 定期市樓利用·購買通行率·市內버스運行狀 

態로， 農村中心都市로서 의 南原市와 背後地域인 

南原那과의 連緊는 南原市로의 接近性과 通動으 

로， 南原과 全國의 連緊는 直行버스運行頻度와 

A口移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開發需훨는 生

活環境， 開發資源， 開發에의 提言을 設問調흉 

결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鼎究地域

南原地域은 1981년 뭄‘에서 승격된 南原市와 南

原觀으로 이루어져 있다. 南原地域은 南原市의 

A口가 6만명으로 農村中心都市로서 적정규모인 

점， 南原市의 주위를 南原那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며 최근까지 단일 행정구역이었으묘로 市·

那間 유대가 깊다는 점， 工業이 전반적으로 발 

달하지 않은 農村이 라는 점 에 서 農村地域開發의 

事例地域으로 적 합하다. 또한 南原地域은 農村

地域類型區分에 서 가장 보펀적 인 -般農村地域

의 하나이묘로5) 차후비슷한 유형의 지역분석에 

응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南原은 같은 도의 淳昌 • 任實 • 長水那， 全南 求

禮 • 各城鄭， 慶南 威陽那의 2개 道 6개 那과 접 

하고 있다. 南原那은 三國時代에 百濟와 新羅의 

국경지대로 국경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며， 

統-新羅時代 이 후 부터 全羅道 -帶를 다스런 

傳統的인 中心地이 다 6) 南原의 東쪽은 智異山의 

5) 柳佑益은 南原市와 南原鄭을 農村中心地와 그 周邊地域으로 구분하였으며， 崔洋夫는 一般農村의 中間型으 
로 구분하였다. 
柳佑益， 1982, “農村I業의 育成을 위한 地域政策 韓國開發船究院 : 農家所得構造改編昭究資料集(下)，

p.122. 
崔洋夫外， 1985, 農村地域結合開發에 관한 隔究 4 : 定住生活園設定 및 類型化， pp.58-95. 

6) 趙成敎， 1972, 南原誌，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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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南原의 行政圖域과 地形

高山地帶로 평 균고도 400m이 상의 “雲뿔四個面 

高原地帶”를 형성하고 있으며 7) 北쪽의 寶節 • 德

果面과 西쪽의 大山 • 帶江面은 中間山間地帶이 

다. 南原市는 이들 山地로둘러싸인 小益地에 자 

리잡고 있다. <그렴 l 참조〉 南原地域의 總A口는 

15만명 으로 市가 6만， 那이 9만명 이 다. 1979년 

에서 1984년까지의 5년동안 市의 인구는 연평 

균 1. 4%의 증가를 했으며， 那의 인구는 연평균 

2.8%의 감소를 보였다. 같은 기간중의 全國 붙 

이 상 인구가 4.1% 증가하고 面部 인구가 3.7% 

감소한 것에 비하면， 市 • 那 모두 全國平均보다 

증가율과 감소율이 낮았다. 

2. 地域開發에 있어서 地域分析 : 

理論的 背景

70년대 행해진 우리나라 地域開發에 관한 연 

구의 대부분은 서울 • 부산등 大都市의 출현으로 

상대적 주목을 받게된 小都市의 性格과 發展方

向에 관한 것이 었다 8) 小都市 開發에서 주로 다 

루어진 것은 周邊地域과의 連驚가 고려되지 않 

은 土地利用 • 街路網 • 都市公共施設등의 物理計

劃 위주였다. 이는 物的 投資效果의 過信에서 

비봇된 것으로9) 住民不在의 開發戰略樹立을 결 

과지 웠다. 周邊農村地域과 유리 된 小都市만의 開

發計劃은 定住園擺念의 도입으로극복되었으며， 

7) 雲뿔 4개 面은 雲뿔 • 東 • 阿英 • 山內面으로 地形 • 氣候 • 言語등에 있어 南原의 다른 지 역과 구분된다. 
8) 柳元圭， 1975, “우리나라 小都市 特珠性에 따른 開發計劃 樹立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
士學位論文.
黃現源， 1975, “首都圍 小都市 開發方向에 관한 연구 -開發制限區城에 접한 面을 중심으로一 서울大學 
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9) 崔相哲， 1977, “小都물開發의 偏見과 誤짧의 克服，” 都市問題， 12卷， 5號， pp.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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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劃單位地域이 自然、地理的 障體로 오랜 전통속 

셰 生活園의 基本骨格이 형 성 된 鄭單位로 合意

가 됨 에 따라 農村開發은 蘇合開發的 性格을 따 
게 되었다 10) 

합6單位 農村開發은 農村을 그 中心都市와 機

能的으로 統合된 個體 즉 하나의 生活호間으로 

파악한 후에 단순한 農業政策의 수준을 넘 어 선 

호間的 緣合開發의 次元에 서 다루어 야 하며 11) 

이 는 實質的으로 分析된 農村地域構造에 입 각하 

여야 함을의미한다. 

Rondinelli는 地域開發을 위 한 基購作業으로 

地域分析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地域分析의 문 

제점으로 開發에 있어서 호間훨素의 過少評價，

統合된 호間分析을 위 한 操作的 틀의 不足， 效

率的 開發計劃을 樹立하는 데 필요한 農村地域

資料의 不足과 이 들 寶料의 낮은 信繹性을 지적 

했다 12) 그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地域分

析을 수행 하기 위 해 제 시 한 UFRD(urban func

tion in rural development) 개 념 은 農村住民의 

生塵性과 收入을 증대 시 키 기 위 하여 都市基盤機

能으로의 接近性을 높여 야 하며 投資는 이 러 한 

방향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13) 

Rondinelli는 Bicol River Basin의 地域開發을 

위한 호間分析에서 주민의 대부분이 서비스와 

시설이 빈약한 곳에서 살고 있으며， 서비스와 시 

절이 집중된 도시로의 接近性도 낮음을 밝혀냈 

다. 그는 또 中心性 • 機能複合 • 定住體系分析을 

통해 定住地 階層體系의 不행齊(skewedness)와 

定住體系의 낮은 統合度를 밝혀 냈 다 14) Rondi

nelli와 Evans는 Bolivia의 Potosi를 대 상으로 資

源·中心地階層體系·호間連緊·接近性을 분석 

하여 현 호間構造를 파악한 후， 호間體系를 강 

화할 수 있는 生塵뺨在力에 기 초한 地域開發戰

略을 제 시 했 다 15) Carroll등이 행 한 Ecuador 

Ambato지역의 분석에서는 연구지역을 6개로 구 

분하여 각각의 經濟活動을 측정 하였고， 定住體

系를 5계충으로 분석하였으며 市場分析을 통해 

都市體系內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역개발에의 제 

언을 하였다 16) 

都市와 農村의 連擊를 강조하는 UFRD의 지 

역분석과정은 地域資源·定住體系·호間連緊· 

接近性分析을 통해 機能隔差를 파악하고 이 러 한 

機能들이 地域開發의 目標를 이룩하기에 적합하 

고 均衝成長을 촉진시킬 수 있나를 평가하여， 

호間開發戰略을 구상하는 一連의 應用된 地域分

析過程으로 궁극적으로 ‘農村開發에 필요한 新

投資가 어떻게 分配되어져야 하는가?’라는 물 

음에 답하게 된다. 

이 러 한 UFRD方法論은 上向式 農村地域開發

을 위한 地域分析에 적용할 때 약간의 수정을 

펼요로 한다. UFRD에서의 地域資源分析은 지 

역경제의 상대적 彈弱과개발수준의 斷面을 인구 

성장유형， 이주흐름， 경제활동구성， 노동·자본 

의 구성， 생산가치， 일인당 소득등으로 파악하여 

地域의 發展斷面을 알아내는데 춧점을 둔다 17) 

반면 上向式開發에 서 地域資源은 內發的 發展을 

10) 農村地域結、合開發이 란 農村의 훌業社會化를 목표로 하며 農村定住生活團을 開發單位로 한다. 이 는 地方住
民과 地方政府의 自生的 開發에 의해 住民의 基鍵需要를 充足시키는 사엽을 선정하며， 適正技術과 限界資

源을 이 용하여 蘇合的 • 領域的 • 計劃的으로 開發함을 의 미 한다. 
崔洋夫， 1985, “國土開發戰略의 轉換과 農村地域經合開發 韓國農村鍵濟없究院 : 農村地域經合開發船究의 
課題， pp.10-14. 

11) 柳佑益， 1984, 앞의 논문， pp.37-38. 
12) Rondinelli , D.A. , 1980, Spatia1 Analysis lor Regional Deψeloψment-A Case Stμdy iη the Bicol Riνer 

Basiη 01 the Phillippiπess- ， Resource Systems Theory and Methodology Series, No.2,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pp.4-5. 

13) Rondinelli , D.A. , 1985, “Equity, Growth, and Deγelopment-Regional Analysis in Developing Coun
tries-," Journal 01 the Americaπ Plaπning Associatioπ， Vol. 51 , No. 4, pp.434-435. 

14) Rondinelli, D.A. , 1979, “The Bicol River Basin Development Program: Prototype of an Equitable 
Growth Project," Moderπ Goνerπηunt/ National Deνelopmeηt ， Vol. 20, No. 1, pp.47-56. 
Rondinelli , D.A. , 1980, op. cit. pp.1-45. 

15) Rondinelli, D.A. , and Evans, H. , 1983, “ Integrated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Linking Urban 
Centres and Rural Areas in Bolivia," World Developmeηt， Vol. 11, No. 1, pp.31-53. 

16) Carroll, T. , Lentnek, B. , and Wilkie, R., 1984, “Exploration of Rural-Urban Linkages and Market 
Centres in Highland Ecuador," Regional Developmeηt Dialogκe ， Vol. 5, No. 1, pp.22-69. 

17) Rondinelli , D. A. , 1985, op. cit. pp. 43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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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할 수 있는 단서 로서 限界資源， 地緣塵業， 中

間技術등의 開發濟在力을 돗한다 18) 또한 UFRD 

는 落後된 農村의 開發을 위 한 效率的인 投資地

域選定을 목표로 하묘로 公共資料에 많이 의 존 

한다. 따라서 能率性의 원칙하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는 地域에 사는 住民의 生活環境에 

대한 評價와 開發에의 提言등 開짧需要를 종합하 

여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FRD의 地域分析 方

法論을 上向式開發測面에 서 보완하여 , 農村地域

開發을 위 한 基隨作業으로서 의 地域分析 항목으 

로 地域資源·定住體系·호間連擊·開發需要를 

선정하였다. 

3. 本 論

(1) 地域資源페 

1) 南原의 相對的 優位寶源

南原地域 土地의 67.1%를 차지 하는 山地는 풍 

부한 林塵物을 수확하게 한다. 

南原都에서 생산되는 엄산물중 全北 생산량의 

10%이 상을 차지 하는 것은 잣(9， 056kg; 52%) , 
버 섯 (38, 031kg; 25%) , 은행 (5, 340kg; 23%) , 

산수유(4 ， 50lkg; 21%) , 호도(9， 173kg; 12%) , 

밤(931 ， 430kg; 12%)이 다. 

南原의 親地面積은 全體土地의 24.1%를 차지 

한다. 南原那의 農家A口는 全體A口의 97.2%이 

며， 農家當뺨地面積은 O.91ha로 전국평균 1. 09 

ha보다도 적다. 논 • 밭의 비율은 76: 24로 전국 

평균 61 : 39에 비해 논의 비율이 높은 논농사 

18) 李洋宰， 1983, 앞의 논문， pp.9-11. 

위주의 지역이다. 農業이 주된 산업인 南原郵의 

農作物과 家훔중에서 전국에 비해 相對的 優位를 

차지하는 作目을 알아내기 위해 特化係數를 이 

용했다 20) 南原郵의 作目중 가장 特化된 것은 

線후이 다. 이 곳의 線후館育은 雲뿔面에 있는 國

立種좁場에 1971년 호주산 면양 1 ， 050頭가 도입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1) 1985년 현재 1 ， 669頭로 

전국 면양 頭數 4， 651頭의 35.9% , 全北의 92% 

를 차지 한다. 南原郵의 救場用地는 84만9천m2로 

전체토지의 0.1%에 불과하지만， 全北 목장용지 

의 1(1%에 해당한다. 線후이외에도 호밀 • 쌀보 

리 • 감자 • 팔 • 벼 등 食種作物， 무우 • 배 추 • 당 

근 • 고추 • 파등 채소류， 면화 • 담배등 特用作物，

그리 고 양봉 • 한우 • 산양등의 特化係數가 1보 

다 크다. (표 1참조) 

南原地域은 林 • 農塵物 외 에 도 國立公園 智異

山과 廣寒樓짧의 전국적 인 觀光資源을 가지 고 

있다. 1984년 88올림픽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南

作 目

면 양 

sr ~ 

호 밀 

담(버어리종 배) 
양 봉 

쌀 보 리 

감 자 

주 

면 화 

〈표 ü 南原郵의 特化作目

짧휠결)[ 쏠뚫 | 作目
1 ， 669頭 40.4 팔 

629ha 2.0 당근 

30ha 2.0 벼 

199ha 2.0 고주 

6， 629통 1. 7 파 

2, 289.6ha 1. 6 = 1Fr-I「:

318.6ha 1. 6 한추 
522ha 1. 4 산양 

27.2ha 1. 4 

재배면적 | 特化
(사육두수)1 係數

269ha 1. 4 
45.6ha 1. 3 

11, 953ha 1. 3 

895ha 1. 2 

152ha 1. 1 
43.7ha 1. 0 

11 ， 367頭 1. 0 
3 ， 416頭 1. 0 

(자료 : 남원군 통계연보， 1985; 한국통계연감， 1985) 

19) 結計는 1984년末 기 준이 며 , 南原市統計年報(1985) ， 南原鄭統計年報(1985) ， 全北統計年報(1985) ， 韓國統計

年鐘(1985)에서 資料를 구하였음. 

20) 特化係數를 구하는 공식 은 다음과 같다. 
_ XijjXj 

L.Q.=~i~객뜸 Xjj : i지 역 j작목 식 부면적 (사육두수) 
X iI : i지 역 총 식 부면 적 (총농가훗수) 
X'j: 전국 j작목 식부면적 (사육두수) 
X/I: 전국 총 식부면적 (총농가훗수) 

作物의 경우에는 植付面積으로， 植付面積과 관계 없는 畵塵은 館育頭數와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바람. 

柳承宇， 1986, “地域農業開發을 위 한 作 텀 立地配置 韓國農村總濟昭究院

村地域練合開發論 n, pp.13-14. 
21) 南原那， 1982, 古都 南原의 얼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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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市로의 교통이 좋아지차 이곳을 찾는 觀光客

數가 150만을 돌파하였다 22) 

2) 開짧이 計劃된 資源

南原地域의 農業開發은 全羅北道練合開發計劃

에 서 좁塵振興， 山林資源造成， 그리 고 經濟作物

我培가 강조되고 있다. 곁룹塵振興은 山地資源의 

所得化라는 목표아래 가축의 증식기반을 조성하 

고 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기술헥신책을 강구하 

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으며， 山林資源造成

은 인공조렴 • 사방사업의 확대이외에 山林經營

의 合理化를 도모할 수 있는 제반시책과 산지피 

해예방에 주력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23) 高所

得 經濟作物의 執培面積을 증대하기 위 해 南原

市에 시설채소단지 4개， 南原鄭에 고냉지채소단 

지 4개， 호프단지 2개， 딸기단지 1개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24) 

南原에는 모두 677~ 의 工場이 있다. 工場의 

평균종업원수는 20명이며， 주민 100명당 제조업 

종사자수는 南原市가 1. 53명 이 고 南原那이 0.45 

명이다. 

農村工業을 진홍시키기 위해 東面 上牛里 下

牛部落에 農工團地가 조성 되 고있 다. 이 곳은 88 

올림픽고속도로 智異山進入路에서 2km떨어진 智

異山 벨사골 입구에 위치한 題 • 湖南 交通의 요 

지 로， 雲뿔 4개 면의 풍부한 유휴노동력 을 홉수 

할 수 있고 지리산 주변의 부존자원 활용이 가 

능한 입 지 특성 을 갖는다. 부지 13， 900평 에 5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南原農工團地에 입주 

가 확정된 업체는 식품가공업체 3개， 목공예산 

생업체 2개이며， 총고용예정인원은 237명이다 25) 

쩔異山， 廣寒樓짧등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光州·全州등 인근 

대도시로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觀光

收入을 증대 시 키 고 智異山 • 德、格山을 연결하는 

22) 全北日報社， 1985, 全北年鍵， p.485. 
23) 全羅北道， 1982, 全羅北道經合開發計劃， p.56. 
24) 全羅北道， 1982, 같은 책 , pp. 235-237. 

거점으로서 숙박 및 위락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1987년 완공을 목표로 廣寒樓짧 맞은펀 쫓川邊 

에 南原觀光團地가 조성되고 있다 26) 

지리산 뱀사골 입구인 山內里 浮雲里 伴仙部

落은 1985年 관광객 수가 100만을 돌파었지 만 27) 

각종 핀의시설이 불비하여 83년 부터 여관 4동， 

상가 3동등의 集團施設地區가 이 곳에 조성 되 고 
있다 28) 

3) 實際 把握된 資源

설 운조까에 의 해 파악된 南原那의 주요농산물 

은 韓牛， 고추， 깨， 돼지， 담배， 배추， 딸기，마 

늘등이 다. 배 추， 마늘은 雲輩面， 東面， 阿英面

의 高原地帶에서 고냉지채소로 많이 재배되며， 

딸기 는 南原市에 인접 한 松洞面， 金池面의 zp:野

地域에서 시설채소로 재배된다. 智異山邊의 山

內面에서는 養輝이 많이 행해진다. 

南原觀에는 1986년 현재 19개의 副業團地에 3 

34戶가 참여 하여 戶當 1， 2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民倚工藝인 木그;藝는 山內面의 白

日里 • 大井里 그리고 雲뿔面 • 東面에 각 2개， 

阿英面에 1개로 모두 9개 단지가 있오며， 韓紙

는 阿英面에 2개， 山內面에 4개로 6개 단지가있 

다. 이 외 에 도 周生面에 竹細品， 松洞面에 크로 

레 라， 寶節面에 단무지 , 雲뿔面에 면 양털가공단 

지가 각 1개씩 있다 29) 

南原은 智異山과 廣寒樓짧외 에 도 南原市에 較

龍山城·萬福좋址·南原城·萬A義據， 南原那에 

九龍、짧짝 • 九龍爆布 • 五里亨 • 女院ú훔 • 飛龍山城

• 阿莫山城등의 풍부한 觀光資源이 있다. 또한 

雲뿔面 水鐵里 世傑山일대는 6km의 원시림 계 

곡과 30만평의 구룡이 펼쳐지고 있고 훨山大據 

陣가 있어 청소년수련장으로 적합하다 30) 

4) 開發濟在力

資源은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生成되는 것이 

25) 南原都 植塵課 運輸商工係 자료제공， 입주확정엽체는 1986년 7월기준. 
26) 全北日 報， 1985. 2. 28 日 字.

韓園顆光公社， 1985, 韓國觀光資源總、寶， pp. 534-535. 
27) 全北日짧， 1986. 3. 27 日字.
28) 山內面 浮雲里 伴仙部落에 소재한 智異山 現場事務所 資料提供.
29) 資料는 南原都 提供 副業團地育成事業現況에서 이용. 
30) 全北日報， 1986. 3. 26 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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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靜的이지 않으며 A間의 必흉흉와 活動에 따라 

據大 흑은 縮少된 다 31) 

地域內部에 購存되어 있는 資源중 어느 것이 

開發播在力이 큰 것인가를 評價하여 開發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農村에서 이러한 資源은 地緣

塵業 또는 中間技術과 관련된 資源이거나， 限界

資源、일 가능성 이 높다. 

@ 限界資源으로서 山地 : 限界資源은 현재 이 

용도가 높은 主資源과 아주 낮은 無用資源과의 

중간위치에 있는 資源으로， 近代的 市場體系와 

직결되어 있지 못하며 生盧性이 낮고 이를 개발 

하는 公式的 • 制度的 장치가 완벽하지 못한 資源

이다 32) 南原地域 전체 토지의 67.1%를 차지하 

는 山地는 잣， 버섯， 은행등 林塵物의 수확과 

풍부한 寶源을 이 용한 養峰， 그리 고 雲뿔高原에 

서 線후爾育과 高冷地 菜藏我培를 가능하게 하 

여， 農業生塵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한 山地는 木工藝와 韓紙工藝의 원료가 되는 原

木과 石材工業의 원료인 原石， 그리 고 智異山邊

의 풍부한 顧光資源을 제 공하는 등 무한한 播在

力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集積利益과 自然條件의 有利함 

을 제 고시 키 는 結合的인 山地開發戰略이 南原開

發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 地緣塵業으로서 木I藝 : 地緣塵業은 地域

內의 資源 • 寶本 • 勞動力 • 技術을 이 용하여 特

塵品을 생 산하묘로 土著性이 강한 산업 이 다 33) 

地緣塵業은 地域內에서 훌를購을 창출하며， 支出된 

生塵費나 창출된 附加價f直의 地域內 領環率이 

높으며 ， Á材나 技術등이 地域內에 서 축적 될 가 

능성 이 높으묘로 內發的 地域開發戰略으로서 각 

광을 받고있다 34) 南原의 木工藝는 原料塵地에 

가깡고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와 技術의 훌흥積이 

이루어지고 있다. 副業團地 단위로 생산되는 木

工藝의 진홍을 위해 生塵者는 新製品開發 및 飯

路開招을 모색하여야 하며， 정부는 세제 • 금융 

상의 혜택을 주어 체계적이고 근대적인 工場型

生塵形態로의 전 환이 35) 이 루어 져 야 한다. 

@ 中間技術로서 石材工業 : 中間技術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약간 수정하는 基鍵技術과 高

度技術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36) 地域內에서 

원자재 구입이 용이하며 소규모 판매시장에 적 

합한 地域實情에 맞는 기 술을 의 미 한다. 智異山

의 原石을 加工하는 石材工業의 育成이 펼요 

하다. 

@ 觀光資源 : 관광도시로서 문제점인 숙박， 위 

락시설의 부족은 南原觀光團地와 伴仙集團施設

地區가 완공되면 해소될 전망이나， 풍부한 남원 

의 관광자원들을 連緊開發시키는 계획은 계속 

요망된다. 또한 南原市 造山洞의 부채， 雲뿔面· 

山內面의 木器， 山內面의 한봉꿀과 石材加工品

등의 特塵物과 미나리， 미꾸라지 숙회， 추어탕， 

비 빔 밥등의 別味를 觀光商品化하여 住民의 所得

을 增大시켜야 한다. 

@ 金池平野 : 金池zp:野에 해 당하는 金池 • 松

洞 • 周生의 3개 면은 南原那 쌀생 산량의 36.2% 

를 차지 한다. 이 곳의 米戰生塵增大와 발기 등 高

所得 園藝作物의 載培가 활발해 져 야 한다 37) 

(2) 定住體系

1) 農村中心都市로서 의 南原市

南原市는 第2次 國土總合開發計劃에 의하면 38) 

2次 成長據點都市이 자 地方都市生活園의 中心

都市로서 南原那， 淳昌群， 長水觀을 그 배 후지 

역으로 갖는다. 全羅北道는 이러한 상위계획에 

31) Zimmerman, E.S. , 1951, World Resoμrces and lndμstries， p.15. Cloke, P.J. , & Park, C.C. , 1985, 
Rural Resoμrce Maηagemeπt ， pp.34-36에 서 再引用 • 

32) 金安濟， 1979, 環境과 國土， 博英社， pp. 126-129. 
33) 姜秉周， 1981, “地域開發戰略으로서의 地緣塵業開發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14. 
34) 大韓地方行政供濟會 都市指導課， 1980, “地場塵業과 地域振興 都市問題" 15卷， 2號， p.85. 
35) 李容陳， 1981 , “農村副業團地의 類型과 그 性格分析 農村經濟， 4卷， 1號， p.25. 
36) 金安濟， 1979, 앞의 책 , p.137. 
37) 南原園藝協同組合에 따르면 , 이 들 3개 面에 서 의 園協加入者數는 모두 138명 으로 전체 221명 의 62.4%를 

차지한다. 

38) 國土開發船究院， 1982, 第 2 次 國土蘇合開發計劃 : 第 2 篇 A 口定훌基盤의 造成，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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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하여 南原市의 開發目標로 A口定훌基盤의 

彈化와 觀光웹樂都市로의 育成을 설정하였다 39) 

南原市의 자체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40) 中心性

강화를 위 해 生活環境施設의 구비 와 勞動集約的

인 都市型工業 및 地域原料를 사용하는 地方資

源型그〔業의 유치 를 통한 就業機會의 據大가 계 획 

되고 있다. 그리고 觀光 및 文化藝都의 기능을 강 

화하기 위 해 智異山開發과 南原觀光團地造成 그 

리고 國立國樂院建立을 추진하고 있다. 全國， 道

및 市計劃上의 南原市의 機能은 2次成長據點都市

로서 A口의 大都市 指向 移動을 차단 • 흡수하는 

것으로， 南原君5을 背後地域으로 하는 農村中心都

市로서의 南原市의 機能에 대한 언급은 없다. 

農村中心都市는 經濟發展의 效果와 社會文化

的 剛新을 背後農村으로 據散시 키 며 , 農村住民

의 제 반 社會經濟活動의 中心地로서 그들이 일 

상생활에서 펼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 

는 農村속의 都市를 의마한다 41) 南原市에 있는 

農協， 좁協， 경찰서，교육청등 대부분의 공공행 

정 기 관은 市 • 那을 동시 에 관할지 역 으로 하고있 

어 , 南原市가 南原짧에 公共行政서 비 스를 제 공하 

는 中心都市임을 분명히 한다 42) 

이 는 南原那 住民들의 南原市에 대 한 購買通

行率에서도 알 수 있다. 行政里單位로 설문조사 

된 7가지 품목에 대한 購買通行率은 57.1%이다. 

面所在地 상점이나 단위농협 구판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財貨의 中心性이 낮은 생필품과 농사 

용품을 제외한 5가지 품목의 購買를 위한 南原

市로의 通行率은 70.7%에 이 른다. <표 2참조〉 

南原地域의 中心地로서 南原市는 背後農村地

域인 南原觀에 公共行政서 비 스 및 財貨를 공급 

하는 農村中心都市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農村定住體系

(1) 行政里別 定住現況

自然、部落은 農村의 가장 기 본적 인 地域社會로， 

1개 이상의 自然部落이 行政의 최소단위인 行政

里를 이룬다. 

1986년 현재 南原那에는 모두 325개의 行政里

가 있다. 1985년 센서스결과에 의하면 南原짧 

行政里의 평균인구는 237명으로 전국 행정리 평 

균인구 394명 보다 적다. 행정리 평균인구 보다 

많은 4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행정리의 수는 

모두 31개이다. 이들은南原市近했， 雲輩面·東

面 • 山內面의 面所在地 行政里들과 인근 行政里，

그리고 비교적 넓은 平地가 이어지는 周生面，

金池面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에 100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行政里는 모두 20개로 東 • 水릅 • 

E梅 • 德、果面의 산간마을에 대 부분 위 치 한다. 

南原郵 行政里의 평 끌인구는 1970년 부터 1985 

년 까지 15년동안 393명에서 237명으로 39.5% 

감소하였으며， 인구증감률의 표준펀차는 13.7이 

다 43) 南原鄭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표 2> 南原都民의 南原市로의 購買通行훌 

| 설 문 응 답 | 남원시로의 | 구매통행율 | 
! 행 정 리 수 l 통행 행 정 리 수 I (단위 : %) I 구 입 품 목 비 그l 

시계， 반지， 가구 260 219 84.2 
가전제품 259 182 70.3 
옷감， 의류， 신발 262 182 69.5 
그릇， 철물 261 181 69.3 
약품 260 156 60.3 
치약， 비누등 생필품 262 85 32.4 면소재지에서 구입 : 41. 2% 
농약， 종자등 농사용품 260 37 14.2 면소재지에서 구입 : 63.8% 

1,824 1,042 57.1 

39) 全羅北道， 1982, 앞의 책 , pp.75-117. 
40) 南原市， 1984, 南原都市基本計劃， p.137. 
41) 崔洋夫， 1982, “農村中心都市의 開發 都市問題， 17卷， 2號， p.6. 
42) 南原市와 郵을 모두 관할지역으로하는기관은 이 들외에도원협， 잡협， 영림서， 농산물검사소， 소방서， 전매 

서，세무서，법원지원，검찰청지청， 국정교과서 공급소， 전신전화국이 있다. 南原鄭廳 또한 南原市에 위치한다. 
43) 19701건 行政里別A口는 內務部가 1972년 발행한 「새마을 總覺」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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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內 • 東 • 阿英面의 面所在地 行政里들과 工場

이 3개나 있는 二白面 R門里는 이 기간중에 인 

구증감률이 陽(M+3S.D. 이상)으로 總對A口가 

增加하였다. 대부분 面所在地들도 절대인구가 증 

가하지 는 않았어 도 상대적 으로 낮은 감소율을 보 

였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지는 곳(M-2S.D. 이 

하로 70%이상의 감소지역)은 E梅 • 山內 • 阿英

• 水冒 • 帶江 • 寶節面의 산간마을이 다. <그림 2 
참조〉 

農村A口의 變化는 行政里에 있는 機能들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친다. 1985년 1년간 南原那

에서 機能이 新設된 行政里는 23개로 응답행정 

리의 8.6%이며， 機能이 移轉 • 閒銷된 곳은 24 

개로 9%이다. 신설된 기능은 공중전화 9개， 공 

공기관 3개， 가게 6개등이며， 이들 중 14개가 

국도나 지방도변에 있는행정리에서 신설되었다. 

폐쇄된 기능중 177~ 는 가게로서 수지가 맞지 않 

아 그만 두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Á.口減 

少 및 中心都市로의 接近性 增大로 인한 농촌가 

게 의 Threshold 충족의 어 려 움을 알 수 있 다. 

뽑 
‘ . '.0 '.0. 
“ ... 1.0 

... ’ o •.•. 
‘ · ’ .••.•. 
‘ .. 1.' '.D. 
~Hl 

• ‘。 011
too 1 안 

기능이 이전 • 폐쇄된 행정리의 13개가 국도 • 

지방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道路交通이 農村에 

미치는 영향이 選擇的임을 알 수 있다. 

面事務所나 각급 學校가 있는 行政里들은 塵

購을 제공한다. 행정리가 제공하는 고용의 양은 

행정리로 통근해 오는 사람과 행정리에 있는 직 

장때문에 하숙이나 전세거주를 하는 사람의 합 

으로 구했다. 1명 이상의 塵橫을 제공하는 행정 

리는 응답 행정리의 24.1%인 64개로 국도와 지 

방도변에 대부분 위치한다.11명 이상의 훌購을 

제공하는 행정리는 雲뿔 • 東面의 面所在地 行政

里와 인접 行政里 그리고 金池面에 칩중적으로 

분포한다. 

A口와 機能이 상대적으로 칩중되어 있는 面

所在地는 계 속하여 面單位 生活園의 中心地로 

유지될 수 있음이 44) 확인된다. 

(2) 農村中心地 階層體系

農村定住體系의 말단인 自然部落과 최상위인 

農村中心都市의 중간위치에 있는 農村中心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45) 

4 

〈그림 2> 南原郵 行政里~IJ }.‘口規模와 A口增減(1970"'1985)

44) 李在德、， 1985, “淸原那 農村中心地에 관한 연구 -A口와 機能分布를 中心으로 淸州師大論文集， 15輯
pp.187-211. 

45) 朴英漢， 1975, “農村서어비스 中心地의 空間構造에 관한 연구 -金環都을 事例로 地理學， 11號， pp. 
1-15. 
金泰轉， 1983, “地域開發에 있어서 下位定住空間體系의 分析 및 設定에 관한 연구 -階層的 農村中心地 開
發을 中心으로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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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中心地는 모두 35개로 이들은 面所在

地 行政里， 面所在地가 아닌 各級學校 所在地중 

농협 사무소 • 보건진료소등 다른 공공기 관이 있 

는 行政里， 그리고 이들 외에 機能指數가 높은 

行政里들이 다. 國校所在地里를 최 소단위 의 중심 

지로 간주하지 않은것은， 국민학교 소재지라 하 

더라도 가게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機能指數

가 높지 않아 실질적￡로 中心機能을 수행한다 

고 할 수 없기 째문이다. 中心地境界는 행정리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 25， 000지도와 현지답 

사를 통해 인접한 행정리의 주요 부락이 반경 

500m이내에 있을 때도 中心地에 포함시컸다. 파 

악된 기능의 수는 90종류이며 총시설수는 823개 

이 다. Davies의 機能指數法을 이 용하여 35개 의 

農村中心地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은 4계충 

을 구분해 낼 수 있었다 46) 

A계충에 해당하는引月과雲뿔47) 은機能種類， 

施設數， 中心地A口， 機能指數에서 다른 中心地

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引月과 雲뿔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중 定期市

場， 家좁市場， 禮式場， 代書所， 高等學校， 注油

所등 36가지는 다른 中心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B계층의 沙石， 淸漢， 大井은 南原市로 

부터 각각 23km, 32km, 36km 떨어진 帶江面，

阿英面， 山內面의 面所在地이 다. 

南原市로 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5개 면에서 48) 

A, B 두 계충의 中心地가 보이는 것은 中心都
市와의 거리마찰이 커 자체중심지가 발달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獲井은 金池平野의 中心地

로 各城으로 가는 국도변에 있는 金池面所在地

이다. c계충의 중심지는 智異山 뱀사골 입구인 

山內面 浮雲里 伴仙部落과 金池面 平野部에 위 

치한 新月， 그리고 9개면의 소재지로 모두 11개 

이다.D계충의 중심지는 18개로 58.2이하의 기 

능지수를 가진다. 南原市와 9.1km 떨어져 가장 

가까운 大山面 雲橋里는 기능이 미약해 면사무 

소 소재지중 유일하게 D계충으로 구분되어， 南

原市와의 강한 연계를 알 수 있다. 南原觀의 農

村中心地는 農村中心都市인 南原市와의 거 리 에 

의해 그 크기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음이 

드러 났다. <그림 3 참조〉 

3) 農村生活園 區劃

南原에 는 定期市場 및 家畵市場이 南原市(4.9

場)， 雲뿔(1. 6場)， 引月 (3.8場)에서 開市되고 

있다. 市場面積， 建행， 店觸數， 去來願， 家좁賣 

買數에 있어 南原場이 가장 크고 雲뿔場이 가장 

작다. 

南原場은 水릅 • 松洞 • 周生 • 大山 .8梅 • 寶

節·山東·二白面 全部와 朱) 11 ·金池·帶江·德、

果面 大部分이 背後地域이며， 引月場은 山內 • 

〈표 3) 南原홈II 中心地 階層體系

계층 중 λ~ 지 l 기능지수 | 기능종류 시설수 

인 월 72 2, 640 
A 

운 봉 74 2, 887 

옹정， 사석， 대정， 청계 \ 374'""318.81 34'""27 46'""35 1 1, 264'""때 

오신 태평’ 고정 신파 신월 안션 1180.3~68.21 21'""8 33'""13 I 907'""134 
호곡， 송기， 장안， 제천， 과렵 

l 

D 귀석， 방동， 호경， 운교， 황별， 서도 

연산， 달궁， 매요，지당， 신평， 사촌 58.2"'4.41 10"'2 15"'3 705"'156 
산정， 낙동， 남계， 용산， 대율， 백일 

46) Davies의 機能指數法은 다음을 참고할 것 . 
崔洋夫外， 1984, 農村地域의 定住體系와 中心地開發， 韓國農村經濟빠究院 맑究報告 83, pp.67-78. 

47) 雲뿔面所在地는 西川里이지만， 南原住民들은 雲뿔의 中心地를 西川이라 하지 않고 面의 이름인 雲뿔이라 
하므로 이를 따랐다， 

48) 雲뿔과 引月도 南原市에서 각각 20km, 27km 떨어져 있으며， 雲뿔 • 東 • 帶江 • 阿英 • 山內의 5개면을 제 
외한 11개면의 소재치와 南原市와의 평균거리는 12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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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英 • 東面 全部와 인근 慶南 威陽醒 ~部， 雲

뿔場은 雲뿔面 全部와 朱川面 4개 行政里 그리 

고 長水那 觸岩面 一部가 背後地域이 다. 뼈) 

南原場， 引月場， 雲뿔場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南原市， 引月， 雲뿔에 物品을 구입하러가는 비 

율은 각각 72.4%, 70.3%, 74.6%에 달하묘로 

南原市， 引月， 雲뿔은 實生活의 中心地이 다. <표 

4참조〉 따라서 南原醒을 定期市場 通行地와 物

品購買를 위한 通行地로 나누면 南原 • 引月 • 雲

뿔의 3개 農村生活園으로 된다. <그림 3참조〉 각 

農村生活園의 背後地域은 引月이 東 • 阿英 • 山

內의 3개 면이고， 雲뿔은 雲뿔面과 朱川面의 4 

개 행정리이다. 南原農村生活園은 이를 제외한 

南原뿜이 해당된다. 

(3) 空間運緊

1) 農村生活園 中心地와 背後農村의 連擊

~間은 고립하여 발전할 수 없다. 컬間이 발 

전하기 위해서는 物理的 • 經濟的 • 技術的 • 組織

的 連驚와 人口移動連緊， 社會相互作用連擊， 서 

비스普及連緊， 政治行政連緊가 필요하다 50) 이 

러한 연계는 中心地와 背後地간의 이분화된 호 

間을 연결시켜 統合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농촌 

에서 生塵性과 收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서 

비스기능， 물리적 하부시설， 시장기능등이 업지 

한 生活園中心地나 中心都市로의 農村住民의 接

近性이 높아야 한다. 

農村定期市場은 農村住民들이 財貨플 購買하 

는 곳이 자， 農塵物을 飯賣하는 곳이 다. 설문조 

사에 응답한 행정 리의 95%에 해 당하는 252개 행 

정리 농민이 정기시장에 農盧物을 飯賣하고 있 

으며 , 農村生活園中心地로 物品購買를 위 한 通

行率은 모두 70%이 상이 다. 

南原農村生活團의 경우， 생필품 및 농사용품 

과 같이 면소재지의 농협연쇄점이나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중심성이 낮은 재화블 제외한 

냐머지 다섯 품목의 구매를 위한 南原市로의 通

行率은 모두 80%를 넘는다. 引月農村生活園에 

서 옷감·의류·신발과 그릇·철물의 주요 구매 

지는引月이다. 저차재화의 구매를 위한 山內面

과 阿英面의 소재지인 大井과 淸漢로의 통행율 

과 고차 재화의 구매블 위한 南原市로의 통행율 

도 높았다. 雲뿔農村生活園의 주민중 雲뿔으로 

의 구매통행율은 세 농촌생활권중에서 가장 높 

-
-
톨
 
짧
 @ 

KM 

〈그림 3> 南原都 中心地 空間分布와 훌村生活團 區分

49) 南原場과 경쟁하고 있는 場은 帶江面에서 淳昌場과 東뚫場， 德果面에서 任實鄭 藝樹場， 金池面에서 全南
씁城場이 다. 朱川面의 內基 • 高村 • 會德 • 盧a뽑의 4개 행 정 리 는 雲뿔場을 이 용한다. 

50) Rondinelli , D.A. and Ruddle, K., 1978, Urbanizatioπ aηd Rural Deνelop'l.ηeπt， pp. 159-175. 

- 5 5-



은 74.6%이다 51) 그러나 시계 • 반지 • 가구에 

있어서는 南原市로의 구매통행율이 70.4%에 달 

한다. 南原農村生活團의 中心地로 가장 규모가 

큰 南原市는 생필품과 농사용품등 中心性이 낮 

은 재화를 제외한 나머지 中 • 高次 財貨의 購買

通行地로서， 중간규모인 引月은 中 • 低次 財貨

의 購買通行地로서 , 가장 규모가 작은 雲뿔은 

低次 財貨의 購買通行地로서 각각의 背後農村과 

강한 연계를 맺고 있다. <표 4 참조〉 

南原에는 南原市를 기점으로 하여 市와 짧을 

연결하는 市內 Bus가 56개 노선에 317회 운행되 

고 있다. 南原那內에서 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面은 없으며 인접군의 주요부락이나 물까 

지 연장운행되고 있다 52) 南原觀 住民들이 시내 

버스를 타기위해 각 행정리에서 걸어나오는 시 

간은 평균 15분이며， 평균 운행횟수는 행정리별 

로 13회 이 다. 南原農村生活園은 시 내 버 스 운행 

횟수가 11회 이상인 행정리의 비율이 52%로 가 

장 높아 中心地언 南原市로의 接近性이 양호하 

다. 引月農村生活團의 경우 시내버스를 타러 나 

오는 시간이 11분 이상인 행정리의 비율이 41% 

로 가장 높으며， 10회 이하의 버스 운행 행정라 

도 69%로 농촌생활권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 雲뿔農村生活圍에 서 21회 이 상의 버 스 운 

행횟수를 보이는 행정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은， 東 • 阿英 • 山內面의 引月農村生活園으로 가 

는 시내버스가 雲뿔面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기 

때문이다. <표 5 참조〉 

2) 農村中心都市와 背後農村의 連緊

南原의 시내버스는 南原市를 중심으로 운행되 

묘로， 시내버스 운행노선상에 있지 않은 행정리 

들은 같은 面內 흑은 인접면으로의 통행보다 

南原市로의 통행 이 더 용이 하다. 雲輩 4개 면의 

경우 雲뿔， 引月， 大井， 伴仙， 達宮에 직행버스 

가 정 차하묘로 이 곳으로 나오면 南原市로의 통 

행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南原市로의 接近性은 

〈표 4> 農村生活團別 購買行通地

ll 남원 농촌 생활권 I1 언월 농촌 생활권 11 운봉 농촌 생활권 
총 행 정 리 수 226 63 36 

〈효펴~ 
시계·반지·가구 

가전제품 

옷감·의류 ·신발 

그릇·철물 

약 효
 
} 
디
 

비누·치약등 생필품 

농약·종자등 농사용품 

51) 雲뿔農村生活題은 雲뿔面과 朱川面 4개 行政里로 이루어져 있어 中心地인 雲뿔으로의 統合度가 높기 때문 
이다. 

52) 南原시내버스가 연장운행되고 있는 곳은 任實觀 띤南面 整樹里， 淳昌都 東漢面 • 柳等面 所在地， 長水짧 
播岩面所在地， 全南 갑城郵 씁城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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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훌村生活圖껴IJ 시내버스 률行現況 

| 남왼군 전체 l 남원농촌생활권 | 인월농촌생활권 | 운봉농촌생활권 
시내버스 타러 걸어 1"'10 121(64.0) 24(58.5) 18(69.2) 

나오는時間 11 "'30 65(25.4) 49(25.9) 11(26.8) 5(19.2) 

31분이상 28 (10.9) 19(10. 1) 6(14.6) 3(11. 5) 

응답행정리수 | 256(100. 1) I 189(100.0) I 41 (100. 1) I 26(99.9) 

시내버스 運行回數 1"'10 132(52.8) 89(47.6) 27(69.2) 16(66.7) 

11 "'20 86(34.4) 75(40. 1) 8(20.5) 3(12.5) 
21회이상 32(12.8) 23 (12.3) 4(10.3) 5(20.8) 

응답행정리수 | 250 (100.0) I 187(100.0) I 39(100.0) I 24 (100.0) 

각 행정리에서 가까운 직행버스 정차지까지 나 

오는 시내버스 운행횟수에 좌우된다. 즉 雲뿔 4 

개 면 지역에서 직행버스 정차지를 제외한 나머 

지 행정리들은 農村生活園中心地인 雲뿔 • 引月

로의 접근성이 곧 南原市로의 接近性이 된다. 

南原市로의 接近性이 양호한 곳은 국도와 지 

방도에 면한 행정리들이다. 그러나 阿英·東面

의 외곽， 雲뿔 • 朱川面， 寶節 • 山東面， 8梅 • 

大山面의 경계， 16개 면중 도로사정이 가장 나 

톨않-
!iíiμ

‘
ì:i'I 11 - 30 

l 憐 1 - 10 톨 
口 -，를당”에 

(괄호안의 수치는 %) 

쁜 水릅面은 버스타러 걸어 나오는 시간과 시내 

버스 운행횟수로 볼 때 南原市로의 接近性이 낮 

은 지역이다. <그림 4 참조〉 

설문응답 행정리중 南原市로의 通動者가 있는 

행 정 리 는 84개 이 다. 통근자수는 198명 오로， 공 

무원 101명 (51%) , 공장 및 회사근무 48명 (24. 

2%) , 교사 37명 (18.7%) , 단순노동자 12명 (6. 1 

%)이 다. 공무원과 교사가 전체의 70%를 차지 

하여 제조업분야에서 南原市의 고용창출력이 미 

〈그림 4> 시내버스 률行回數와 버스타러 컬어나오는 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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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함이 확인된다. 南原市로의 通動者가 있는 행 

정리의 95%인 80개 행정리가 南原市로 부터 반 

경 15km안에 포함된다. <그림 5 참조〉 雲뿔 4개 

면은 面所在地인 雲輩面 西川里와 東面 引月里

를 제외하고는 통근이 보이지 않으며， 이곳에서 

통근이 가능한 것은 南原市로 가는 직행버스가 

정차하무로 시간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이다. 

3) 南原과 全國의 連驚

南原은 1984년 6월에 88올림픽 고속도로가 개 

통되어 영 • 호남 교통의 요지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 었 다. 南原을 통과하는 주요 국도는 全州·

麗水의 17번， 原州 • 南海의 19번， 光州 • 薦山의 

24번국도가 있다. 철도는 裡里와 麗水의 全羅線

구간으로 새마을호 이하 각급 열차가 정거하는 

南原羅과 비 둘기 호만 정 거 하는 書道 • 山城 • 周

生·獲井·金池羅이 있다. 

〈그림 5) 南原市로의 通動者가 있는 行政里의 分布

광주 

부싼 

• ’ - 20 회 
• 21 - ‘。

• ‘’ - .。
•• ’ - .。.81 -

〈그림 6> 직햄버스 運行路線과 頻度

南原은 직행버스에 의해 全州， 光州， 大田， 麗

水， 大邱， 普州， 쫓山등과 연결되고 있다. 南原

~全州는 1일 169회의 직행버스가 5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全北내에서 직행버스 운행반도가 많은 

세 노선중의 하나이다 53) 光州， 威陽으로도 92 

회， 82회 운행되고 있으며， 普州， 淳昌， 澤陽，

씁城으로의 운행 빈도도 높다. <그림 6 참조〉 

A口移動에 의한 南原과 全國과의 連驚는 19 

85년 7월 에 서 1985년 12월 까지 南原의 9개 洞，

16개 面의 A口轉出入 뼈告書 8， 317매의 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南原市 • 那 모두 市部로의 移

住가 월등히 많아 都市指向 A口移動을 보여준 

다. 이 러 한 경 향은 南原市보다 南原那의 移住에 

서 그리고 轉入보다 轉出의 경우에서 강하게 나 

타나， 南原觀 轉出者들의 높은 離村向都性이 확 

인된다. 이주자의 성별 • 연령별 구조는 市 • 郵，

轉入 • 轉出 모두 20代 男 • 女의 비 율이 가장 높 

아 年觀選擇的 A口移動의 특성을 보여준다. 南

原那의 移住件當 2p:均移住者數가 1. 7명 으로 市의 

2.4명보다 적은 것에서 年觀選擇的 部分移動의 

特性이 那에서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6 참조〉 

南原 全體 轉出伴數중 서 울로의 轉出頻度가 

26.2%로 가장 높으며 , 南原市民의 管內移動이 포 

함된 南原市(21. 2%) , 全州 (9.7%) , 南原觀民의 

管內移動이 포함된 南原那(6.9%) ， 쏠山(4.4%) 

으로의 전출도 많아 이들 5개 지역으로의 전출반 

도가 전체 전출건수 4， 862건의 68.4%인 3, 326 

건을 차지한다. 水原(1%)， 安養(1%)， 城南

(1. 2%) , 富)11 (1%)， 仁)11(2.6%)의 首都團， 光

州(2%) ， 大邱(0.8%) ， 大田 (0.8%)의 大都市，

薦山(0.9%) ， 馬山 (0.5%)의 工業都市， 그리고 

호間的으로 인접한 群山(1%)， 裡里(1. 2%) , 威

陽(0.7%) ， 깝城(0.8%) ， 金提(0.5%) ， 長水(0.

8%) , 任實(0.9%) ， 淳昌 (0.7%) , 完州(0.6%)

도 전출반도 0.5% 이상의 주요 전출지이다. 

轉入A口에 있어서는 南原市 管內移動을 포함 

한 南原市로 부터의 轉入伴數가 총 전입반도의 

27.3%이 며 , 서 울 17.7%, 南原那 管內移動을 

포함한 南原那 12%, 全州 7.3% , 쏠山 4%로， 

이들 주요 5개 지역으로 부터의 전입반도가 전체 

53) 이들 노선은 全州~裡里~那山， 全씨'1'"金提~技安과 全{、1'1'"任寶~藝樹~南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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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南原市 • 홈II의 聊出 oÀ 移住件數와 移住者數

이 주 건 끼 é. 명균이주 20대인구비율 
이주자수 

계 l 市 部 l 郵 部 자 수 男 女

전 남원군 2， 727건 2， 218건 (81. 3%) 509건(18.7%) 4 ， 582명 1. 68명/건 37.4% 36.0 % 
남원시 2, 135 1, 648 (77.2) 487 (22.8) 5, 014 2.35 25.6 29.1 

출 계 4, 862 3, 866 (79.5) 996 (20.5) 9, 596 1. 97 31. 3 32.3 

천 1 남원 군 1, 555 1, 164 (74.9) 391 (25. 1) 2, 590 1. 67 36.3 38.7 
남원시 1, 900 1, 299 (68.4) 601 (31. 6) 4, 588 2.42 25.1 29.8 

업 계 3, 455 2, 463 (71. 3) 992 (28.7) 7, 178 2.08 29.3 32.7 

(자료 : 洞 • 面 전 출 • 입 신고서 ) 

〈표 7> 生 活 不 便 훌 項

남원군 전체 

마을진입로· 안걸 비포장 187(72.2) 
의료시설 부족 109(42. 1) 

국교·중학교 통학불펀 91(35. 1) 

지방도 • 국도 비포장 89(34.4) 
목욕탕· 이발소 부족 86(33.2) 
시내버스 운행개선 81(31. 3) 

농기구 구입수 불펀리센타/농사용품 75(29.0) 

마을공동시설 부족 43(16.6) 
생필품 구입 불펀 17 (6.6) 
기 타 12 (4.6) 

응답행정리수 

전입건수 3， 455건의 68.3%인 2， 360건을 차지 

하고 있다. 이들 외의 주요 轉入地로 長水(1.

6%) , 任實(1. 6%) , 淳昌(1%)， 求禮(1%)， 씁 

城(1. 2%) , 那山(1. 4%) , 裡里(1%)， 完州(0.

6%) , 金뚫(0.5%) ， 威陽(0.5%)의 인접지역， 大

邱(0.7%) ， 光州(2%) ， 大田 (0.8%)의 대도시， 

仁J!I(1. 7%) , 水原(0.5%) ， 城南(0.8%) ， 安養

(0.5%) , 富川(0.5%)의 수도권， 그리고 順天

(0.8%)과 薦山(0.6%) 이 있다. 南原那의 轉入

A口중 67.5%는 本籍地로 다시 되돌아오는 還

流移動을 보여준다. 

(4) 開發需훌 

1) 生活不便事項

南原那 주민들이 i常生活에서 가장 不便하게 

여기는 것을 설문조사하여 〈표 7)과 같은 결과 

남원농촌생활권 ( 인월농촌생활권 | 운봉농촌생활권 
136(70.8) 26(66.7) 25(89.3) 
81(42.2) 17(43.6) 11(39.3) 
78(40.6) 7(17.9) 6(21. 4) 
65(33.9) 14(35.9) 10(35.7) 
67(34.9) 12(30.8) 7(25.0) 
55(28.6) 18(46.2) 8(28.6) 

62(32.3) 6(15.4) 7(25.0) 

25(13.0) 10(25.6) 8(28.6) 
12 (6.3) 3 (7.7) 2 (7. 1) 

9 (4.7) 3 (7.7) 0 

N=28 

(괄호안의 수치는 %) 

를 얻었다. 

마을진입로 및 안길 비포장에 대한 지적이 가 

장많이 지적 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고차의 재 

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 生活圍中心地나 中

心都市로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하며， 이들로의 

接近性을 결정하는 요소중의 하나는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도로사정이다. 따라 

서 마을진입로 및 안길은 손수레나 경운기 흑 

은 트럭을 이 용하여 농산물을 수송하고 물품 

을 반입할 수 있도록 확장되고 포장되어야 한 

다. 

각 농촌생활권에서 모두 높은 비율로 지적된 

의료시설은중심성이 높은 기능이묘로， 의료시설 

이 입지한 中心地로의 接近性을 제고시켜 이의 

이용을 펀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국교 및 중 

학교 통학불펀은 南原農村生活園에 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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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었다. 이는 南原市에서 15km 떨어진 山

東面， 二白面이 南原市 中學校 學郵에 포함되 기 

때문이며， 이들 面에 中學校를 건립하여야 해결 

될 수 있다. 호間連緊分析에서 中心地로의 接近

性이 가장 낮았던 引月農村生活圍에서 시내버스 

운행상태의 개선에 대한 지적이 다른 생활권보 

다 많아 농촌생활권내를 순환하는 노선의 개설 
이 끼요구된다. 

生活不便事項을 中心性의 크기 로 구분하면 다 

음과 같다. 마을진입로 및 안걸 비포장， 마을공 

동시설부족은 마을共同解決事項이며， 국교 및 

중학교 통학불펀， 생펄품 구입불펀， 목욕탕 및 

이발소 부족， 그리고 농기구수리센터 및 농사용 

품구입 불변은 面所在地 機能活性化를 통해 해 

결되어야 하며， 의료시설부족은 農村中心都市로 

의 接近性 提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農村의 

接近性 提高를 위한 지방도 및 국도의 포장과 

시내버스 연장운행 및 증회， 그리고 기타사항인 

행 정 구역 조정 및 주택 부족은 地域政策的 次元에 

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生活不便事

項의 解決은 무엇보다도 住民의 自發的 意志、에 

서 시작되어야 하며， 정부는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開發資源

南原觀 주민들이 마을의 기 후， 로양， 부존자 

원 및 기술을 고려하여 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 

다고 응답한 資源은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응답행정리의 52.2%인 105개 행 

정리에서 지적된 畵塵， 그리고 藥草載培， 養峰，

果樹했培와 같이 山地와 관련된 자원이 많이 응 

답되었다. 南原農村生活團에서는拖設園藝作物과 

果樹我培를 많이 지적하였다. 이는 南原市 西南

部， 松洞面， 金池面에 펼 쳐 지 는 可防ZjS野와 金池

ZjS野에 서 施設園藝作物의 재 배 가 적 합하며 , 답 

梅 • 二白 • 朱)11- 水릅 • 松洞面의 rr陸地에서 果
樹我培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智異山을 끼고있는 

引月農村生活團에서 養峰， 藥草載培가 많이 지적 

되었다. 雲뿔農村生活團에서는 좁塵， 담배 • 인삼 

재 배 , 觀光， 山地開發， 木I藝의 지 적 도가 높다. 

雲뿔의 觀光開發은 朱川面의 육모정일대가 새로 

운관광지로 조성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手工

藝技術을 개발자원으로 지적한 행정리가 다른 생 

활권에서 적은 것은， 木器 • 韓紙등 南原特塵物의 

제조기술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開發에의 提言

南原那 行政里 里長들이 南原開發을 위 해 提

言한 것은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 工場建立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東面 下牛里 農工團地 據動率의 제 고와 

풍부한 유휴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실정 

에 맞는 工場의 立地가 요구된다. 南原農村生活

園에서 도로포장의 요구가 많은 것은 도로사정 

이 16개 面중 가장 나쁜 水탑面이 있기 때 문이 

며， 농산물판매개선을지적한행정리가 많은 것 

은 이들이 이용하는 南原場이 비좁아 경운기나 

수례의 통행은 물론 매매를 위한 통행도 불편하 

〈표 8) 開 廳 훌 源

남원군 전체 | 남원농촌생활권 l 인월농촌생활권 | 운봉농촌생활권 
죽 산 105(52.2) 75(52.4) 16(48.5) 14(56.0) 
시 설 원 예 작 물 72(35.8) 56(39.2) 8(24.2) 8(32.0) 
약 -τ‘ζ- 49(24.4) 31(21. 7) 12(36.4) 6(24.0) 
담 배·인 삼 재 배 37(18.4) 26 (18.2) 5(12.2) 6(24.0) 
양 봉 34(16.9) 21 (14.7) 10(30.3) 3(12.0) 
관 광 발 33(16.4) 20 (14.0) 7(21. 2) 6(24.0) 
과 수 23(11.4) 21 (14.7) 1 (3.0) 1 (4.0) 
산 지 발 18 (9.0) 12 (8.4) 1 (3.0) 5(20.0) 
수 공 예 16 (8.0) 9 (6.3) 2 (6. 1) 5(20.0) 
기 타 12 (6.0) 9 (6.3) 3 (9. 1) 0 

응 답 행 청 리 수 N=143 N=33 I N=25 

(괄호안의 수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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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開 發 에 의 提 홈 

남원군 전체 | 남원농촌생활권 | 인월농촌생활권 | 운봉농촌생활권 
공 장 건 렵 51(48.2) 
농업생산력강화 36(34.0) 
대학·전문대설립 21(19.8) 
도 로 포 장 13 (12.3) 
농산물판매개선 10( 9.4) 
교량·인터체인지건설 6( 5.7) 

발 의 요"ï 3( 2.8) 

응 답 행 정 수 

고 판매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이다. 

引月農村生活園의 경우 경지정리 • 수리시설 • 

지력증진등 農業生塵力彈化를 주장하는 행정리 

가 응당행정리의 83.3%에 달해 이곳 논농사의 

상대적 낙후를 알 수 있다. 雲뿔農村生活園에서 

높은 지적율을 보인 대학·전문대섣렵은 南原住

民의 숙원이기도 하다. 지역의 인재를 교육시켜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기관 

의 설립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結 論

본 연구는 農村地域開發을 위한 地域陽究의 

試圖로서 , 南原地域을 事例로 하여 地域資源 • 定

住體系 • 호間連緊 • 開짧需흉흉를 分析하여 開發計

劃樹立의 基폈훌資料提供을 목적으로 한다. 

南原의 開發濟在力은 限界資源으로서 山地，

地緣塵業으로서 木工藝， 中間技術을 이 용하는 石

材工業， 廣寒樓행과 國立公園 智異山 중심의 觀

光資源， 그리 고 金池平野의 米作과 施設園藝作

物로 파악되었다. 

南原市는 南原那에 대 하여 財貨와 서 비 스를 

제공하는 農村中心都市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 

며 , 面所在地里는 農村地域의 1次的 中心地로 

판명되었다. 南原郵의 中心地 階層體系는 機能

指數의 차이가 뚜렷한 4階層으로이루어져 있다. 

定期市場利用園과 購買通行地를 지 표로 南原那

을 南原 • 引月 • 雲뿔의 3개 農村生活園으로 구 

분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중심지는 각각 南原

市 • 引月 ·雲뿔이다. 

시내버스 運行回數와 시내버스 타는 곳까지 

41(48.2) 4(44.4) 
25(29.4) 10(83.3) 1(11.1) 

15(17.6) 6(66. 7) 

11 (12.9) 1( 8.3) 1(11.1) 

8( 9.4) 2(22.2) 
4( 4.7) 1( 8.3) 1(11.1) 

3( 3.5) -

N=12 I N=9 

(괄호안의 수치는 %) 

걸어나오는 時間으로 분석한 農村住民의 生活圍

中心地로의 接近性은 引月農村生活園에서 가장 

낮았다. 農村中心都市인 南原市로의 接近性은 

道·那·面 경계에 있는 行政里들에서 낮게 나 

타났다. 南原市로의 通動은 南原市로 부터 반경 

15km안에 있는 行政里에서 주로 보이며， 通動

者들의 70%가 公務員과 敎師들이 었다.Å口移 

動은 인접도시， 대도시， 수도권， 공엽도시와의 

강한 연계를 보여주었다. 

農村住民들이 가장 불핀하게 여기는 것은 마 

을안걸 및 진입로 바포장이다. 이외에도 의료시 

설부족， 통학불펀， 관내도로 비포장의 지적이 

많았다. 주민들 스스로 판단한 開體寶源은 홉중 

塵， 施設園藝作物， 藥草했培였으며， 南原開發을 

위 해 工場建立， 農業生塵力彈化， 大學建立， 道

路輔裝을 요망하였다， 

이 상의 地域分析에 서 南原地域開짧을 위 해 다 

음과 같은 提言을 할 수 있다. 

南原의 넓은 山地를 이용할 수 있는 홉훌塵(특 

히 線후) • 果樹我培 • 藥草執培 • 養鍵을 확대 하 

여야 하며， 이블 위해 營農技術指導· 資金支援

둥이 요구된다. 또한 山地에서 생산되는 原料

와 住民技術을 활용할 수 있는 木工藝 • 韓紙l

業 • 石材工業의 技養을 위 해 技術普級 • 寶金支

援 • 新製品開發 • 飯路據張등이 요망된다. 

農村의 1次的 中心地인 面所在地의 機能을 확 

충하여 農村住民의 生活不便事項을 해결하여야 

하며 , 農村住民의 中心地로의 接近性을 제 고시 

키기 위해 기존 시내버스의 路線延張과 增車，

그리고 農村生活園內를 순환하는 버스노선 개설 

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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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原市는 農村中心都市로서 의 機能을 보다 충 

실히 수행하기 위 해 圖書館， 公演場， 違動場，

專門大등의 시설이 앞으로 입지하여야 하며， 博

物館建立， 宿治廳樂拖設據充， 풍부한 觀光資源

의 連驚開發을 통해 顧光廳樂都市로서의 기 능을 

강화하여 야 한다. 또한 南原市는 都市로 향하는 

移出A口를 흡수하여 南原開짧의 資源으로 하기 

위 해 工場諸致를 통한 塵購機會據大와 生活環境

&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은 農村住民의 意見과 利益을 충분히 반영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農村住民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愛훌을 가지게 되어 

開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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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Analysis for the Bases of Rural 
Development Planning: A Case Study of Namwon Region 

Summary; 

The recent growth of Korean Economy has 

resulted in uneven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Future development planning 

must be directed toward the functional integra

tion of a local urban center with its rural 

surroundings forming a self-contained region 

as a whole. 

The present study explores a framework for 

the regional analysis. This can yield information 

relevant to the planning purposes. Four dimen

sions of a region should be the basics of the 

research framework; potential resources, char

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system, internal 

and external regional linkages, development 

needs. 

Namwon region is the common geographical 

combination of city-county units found throu

ghout the nation. Field trips and questionnaire 

surveys conducted in the summer 1986. 

1. Potential Resources; The study identifies 

those resources having more advantages than 

other regions. The montane environment of the 

eastern half of the region provides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wooden-craft and stone 

industries. These can offer job opportunities 

for semi-skilled and unskilled labor forces. The 

Giumji Plain on western part is potential for 

horticultural development. The cultural assets 

such as Gwanghanru Pavilion in conjunction 

Lee, Yong W 00* 

to tOUrIsts. 

2. Char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System; 

The settlement system is examinesd in terms 

of the central place notion. The study reveals a 

four level hierarchy of central places, Namwon 

City being the top of the system and the Myon 

Seats the secondary centers. The analysis of 

periodic markets and travel patterns of residents 

shows that the reg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subregions of daily 1ives: the subregions 

centered of Namwon, lnwol, and Woonbong. 

3. Spatial Linkages; Accessibilities measured 

by the frequency of bus services, walk distance 

to bus stops, and road conditions are generally 

poor in the region, much poorer in the peri

pheries. Spatial 1inks of Namwon City and other 

smaller centers with their hinterlands are rather 

weak. The commuting fi.eld of Namwon City 

is found to be fairly small, a radius of 15km. 

External ties identi fi.ed by migration patterns 

are strong with large metropolitan centers like 

Seoul, J onju, and Pusan. 

4. Development Needs; The majority of resid

ents desire improving their immediate environ

ment most: i.e. , the pavement of village roads, 
a better accessibi1ity to schools, and more 

medical facilities. The respondents also be1ieve 

that the economic revival of their region 

with nearby Jirisan National Park are attractive requires more investments on several key 

Journal of Geography, Vol. 15, 1988.12. pp.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 



sections such as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manufacturing plants, and higher educational 

facilities 

The present study shows the four-dimensional 

research framework of the analysis of a region 

is useful, in that the framework sets the kinds 

of items to be investigated and analytical 

procedures in order to yield comprehensive 

information for planning purposes. Future 

research tasks develop and refine the research 

framework further, so that the regional analysis 

can be eventually integrated into an overall 

pla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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