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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問題提起 및 冊究目的

2. 冊究方法 빛 資料

3. 冊究 地域

11. 個別農家間 農業經營分化의 要因

III. 農村地域의 性格 變化

1. 人口特性

2. 義業實態

3. 勞動力構造

4. 小結

1 . 序 調

1. 問題提起 및 R究텀的 

《차 

60년대 이후 都市化 • 工業化가 본격적으로 추진 

된 이래， 農村地域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 

제까지의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여부에 대해서는 대 

체로 부정적이다. 즉 韓國農業은 農業의 生塵樣式

이 自給的 性格을 벗어나 市場指向的 性格으로의 

변화j)를 겪었지만， 그 동안 농업인구의 현저한 감 

소로 토지를 둘러싼 農村內部의 歸爭이 低 F되었 

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農業構造가 小農構造를 

탈피하지 못하는 정체된 양상]..2)을 보이고 있으며， 

曺 永
園•• 

려1} 

N. 農家類型區分과 各 類型의 基本 特性

1. 農家類型의 區分

2. 各 類型의 基本 特性

v. 農家의 類型과 農業經營
1. 農家의 類型과 經營規模

2. 農家의 類型과 士地利用方式

3. 農家의 類型과 農業經營部門

4. 小結

VI. 要約 및 結論

또한， 농촌 역시， 급격한 인구감소， 하부구조의 미 

성숙 등으로 相對的 • 絡對的 落後를 거듭해왔다. 

農村의 停帶 내지는 훌退의 원인은 農村人口의 

大量流出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농업인구의 대량유 

출은 農業勞動力構造를 취약하게 하여， 그 결과 새 

로운 經營方式의 導入이 더욱 제약을 받게 되며 士

地利用의 效率性자체도 급격히 저하하는 등， 農業

을 오히려 後退시킨다 3) 특히 연령별 • 성별 · 학력 

별 選擇的 人口移動Cselective migration)으로 말미 

암아， 農村 • 農業의 탬Jj新을 가져올 수 있는 人的

資源이 고갈됨으로써 쇠퇴의 惡備環4)을 이루게 된 

다. 그러나， 농촌 쇠퇴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低

農塵物價格政策과 농업 및 농촌에 대한 投資의 료、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을 整理한 것임. 指導敎授이신 朴英漢敎授님께 感謝드럽니다. 

**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課程 후業. 
1) 許信行， 1986, 韓國農業의 成長과 發展方向， 冊究驚書 17, 韓國農村經濟冊究院， pp. 62-63. 
2) 崔洋夫， 1986,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와 F-Cycle 假說 農村經濟， 第9卷， 第4號， pp. 23-24. 
3) Preston, D. A., 1980, “Rural emigration and the future of agriculture in Ecuador," in Preston, D. A., EηVl

ronment, Society, and Rural Chaη'ge in Latiη Ameηica， lohn Wiley & Sons, pp. 195-208. 
4) 金基減， 1982, “農村人口流出이 農業勞動力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農， 第9號， pp. 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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避이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농촌 · 농업이 良 간 농업경영분화는 家口主의 生峰週期와 子女의 

質의 人的資源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역할을 충실 離村의 樣相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가구 

히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대량의 인구유출- 그것도 주의 생애주기에 따라 농가의 家族構造가 변화하 

선택적으로 -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지 고， 그에 따라 농가의 保有勞動力의 量과 質， 所要

금까지 경험한， 인구유출의 형태가 과거 농촌내 慢 家計費規模도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변화는 

性的인 樓在失業人口의 解消라는 차원을 념어， 극 營農活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심한 노동력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까지도 지속적 때문이다. 한편 子女의 離村은 농가의 勞動力구조 

으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과， 

인구유출이 농촌내 全階層에서 無差別的으로 얼어 

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와 가계비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 

라， 현재의 農業經營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측면에 

서 農家間의 分化의 새로운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현재 농촌지역에서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본 논문은 農家間

나타나는 農業의 具體的인 動向把握은 매우 절실 農業經營의 分化의 성격 고찰윤 위해， 농가를 家

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농업은 여전히， 한국 

의 대다수 농촌에 있어서 유일한 경제적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동향파악은 바로 農村의 現

口主生륨週期와 子女의 離村樣相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농가의 家口形態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구분된 農家類型間에 農業生용품活動의 方式이 뚜 

렷한 差異를 보이게 되는 지 또한 그 差異의 性

在 位相을 알아 보는 것이 되며， 向後 農村 變化를 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농가를 

據測할 수 있는 端網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러싼 村落 全體의 條件은 개별농가의 농업경영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농촌인구유출에 따른 人 에 관한 意思決定環境 要因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 

口構造의 變化와 관련시켜 農村地域의 社會經濟的 것이 개별농가의 농업경영 및 농가간 분화에 어떤 

變化5) _주로， 연구지역 전체의 農業勞動力構造，

執地所有關係-에 치우쳤다. 그러나， 특정 농촌의 

농업 동향의 파악은 농업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어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地域間 比較를 

하고자 한다. 

떠한 태도로써 영농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춧점을 2. 冊究方法과 賣料

둘 때， 보다 정확한 파악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도시로부터 접근성이 다른 두 地域을 선정， 가구를 

또한， 인구유출이 농업에 미친 영향도 營農主體의 대상으로 設問調춤를 통해 연구의 기본자료를 얻었 

營農態度와 관련시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 冊究地域은 각각 慶北 永川都 大昌面 콤吉 1，2洞

본 연구는 한국농업의 발전은 매우 미약하다는 기 과 永川都 花南面 龜田洞이다. 조사시기는 91년 2월 

존의 보편적 인식을 토대로 韓國農家의 基本性格이 18일 -20일까지 예비답사를 행하였으며 본답사는 91 

여전히 規模로선 小農이요 經營形態로서는 家族自 년 3월 4일 -20일사이에 이루어졌다. 그후 자료보완 

營農이라고 보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農家間의 農業 을 위해 보충답사를 91년 5월 4일-8일사이에 시행 

經營의 分化는 家族農이라는 특성과 관련지워 나타 하였다. 설문의 주된 내용은 가구의 一般事項과 家族

난다는 점을 밝히려 한다. 농가의 기본성격이 家族農 狀況을 비롯하여 農業經營 및 士地利用에 관한 事項

인 한， 농가의 家計는 家族 全體를 대상으로 이루어 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답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 

지고， 勞動力 자체도 家族에 局限된다는 점에서 농가 가구 1687}구중 1587}구를 조사하였다. 이 중 비 

5) 이에 대한 연구로서는， 
柳佑益， 1981, “農村人口의 離村向都移動이 農村地域에 미친 影響 地理學論薰， 第8號， pp. 33~41. 

金基麻， 1982 ， “農村人口流出이 農業勞動力構造에 미친 影響 -事例地域間 比較冊究 地理學論護， 第11
號， pp. 95~ 110. 
鄭還泳， 1983， “人口減少地域에 있어서 地域的 變化 : 淸原합ß 3個 事f列地域을 中心으로 公州師大 碩士學

位論文.

安英辰， 1988, “農村의 人口流出과 地域의 構造變化 -忠淸北道 塊山합ß 佛]頁面 3個部落의 事例冊究
서울大 碩士學位論文 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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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177}구는 실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1) 조사가구수 (단위 : 가구수，% ) 

지역-구분 

오 길 

구 전 

계 

74 

168 

조사율 

93.6 

94.6 

94.0 

보완자료로서는 住民登錄臺帳과 地籍圖， 農地原

、鷹 및 면사무소의 보고용 통계자료외 각종 통계자 

료를 이용하였다. 

3. 冊究地域

조사지역 선정은 엄격한 기준은 없었지만 본 연 

구목적에 비춰 대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다른 

농촌지역을 선정하려 하였다. 지역간 비교를 뚜렷 

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바로 인접한 지역 

의 선정이 필요했지만 지나치게 가까운 근교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도시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매우 복 

잡하게 전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投機現象은 복 

잡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이외에도 조사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구자 

의 事前 知識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 永川那 大昌面 콤吉 1,2 

洞과 永川那 花南面 龜田洞을 선정하였다. 

홈吉洞은 大邱市 東쪽으로 市境界로부터 直線距

離 약 15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大邱-永川間

國道 사이에 위치한 琴湖몸에서 分破하여 南東쪽 

으로 뻗어 있는 地方道를 따라 약 12km 정도 들어 

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 영천시내버스가 하루 15회 정도 지 

나가고 있으며， 금호읍에서 약 5분 간격으로 운행 

되고 있는 대구시내버스를 이용하거나， 면소재지부 

근을 경유하는 京쏠高速道路를 이용， 대구까지는 

40분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교통여건의 양 

호로， 최근 大邱，慶山，琴湖，永川市 等地로 通學 및 

通動人口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근 금호읍과 면 

소재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장입지 추세와 경산， 

안강， 포항 등지블 직접 연결하는 도로개설계획 등 

으로 地價가 上昇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서쪽과 

북쪽으로 급경사의 해발 300m-400m의 산이 둘러 

서 있고， 동쪽으로는 맡은 구증이 펼쳐져 있어 농 

경지가 주로 개천 양쪽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 

龜田洞의 경우 永JII- 좁松間 國道에서 非輔裝道

路률 이용하여 北西쪽으로 약 6km 정도 들어간 곳 

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에서 마을외부로 연결 

되는 교통편은 하루 6회 운행되는 영천시내버스가 

전부이다.(소요시간 : 약 45분) 변소재지에 중 • 고 

등학교가 있어 면소재지까지 효학인구가 많으며 

購買活動은 주로 永川市를 이용하고 있다. 이 지역 

은 永川 皇南民의 동족부락으로 현재도 皇南民가 

가구의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은 사면이 

해발 600m-800m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계곡에 

촌락 및 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II. 個別農家間 農業經營分化의 要因

한국의 일반농가의 기본성격을 家族自營農이라 

고 한다면， 그 속성상， 家族의 規模와 形態的 特性이 

농업경영에 가능한 input의 量- 즉， 노동력의 양과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消費要求量(need) ， 즉， 

농업경영에서 구해야만 하는 output의 量- 즉， 가 

계비규모-을 결정한다 6) 왜냐하면， 家族自營農에 

있어서 농업경영을 지배하는 基本行動原理가 家族

安寧第一主義 7) 소비와 노동의 균형8)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의 규모와 형태적 특성은 

6) Chajanov는 경영주연령에 따른 노동력과 소비욕구， 경지면적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家族의 規模와 家族의 
構成이 特作規模를 결정한다고 보고， 이러한 가족의 규모와 가족의 구성은 바로 경영주연령에 따라 변화 
하므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선， 경제원리에 입각하기 보다는 農民家族週期(peasant farm fa
mily cycle)를 고려하여야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Ch며anovol 론에 대 해 서는， 

Basile, Kerblay, 1971, “Chajanov and the theory of peasantry as a specific type of economy," in Shanin, 
T., (ed.) , Peasant aηd peasaηt societies, Penguin, pp. 150-160을 참조할 것. 

7) 崔洋夫， 吳乃元， 1987, 農家經濟의 動態的 變化分析， 韓國農村經濟冊究院， p. 14. 
이 글에 의하면， 가족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가족의 안녕과 발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동 

원리는 企業經濟의 利潤極大化法則이나 個人消費者의 效用極大化의 法則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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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만큼 결 

국 농가경제 전체가 가족의 생애주기에 지배받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양부는 農家生품週期(Fa

rmhousehold - cycIe) 假說을 제 시 하였다 9) 

도시화 • 산업화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농업인 

구의 大量流出을 유발하여 촌락내 農業勞動者가 

감소되는 가운데， 農業에서 隱退하는 年敵이 점차 

높아지고， 女性勞動力에 크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農業勞動力의 歸女化 • 高敵化現象이 모든 농촌에 

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家族構造 자체도 변화하여， 

夫編로만 이루어진 核家族이 크게 늘어나， 농업경 

영의 발전여부가 전적으로 經營솟의 屬性 -즉 경 

영주의 연령， 영농지향태도 등- 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10) 그 결과，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농업노임상승은 自家勞動力을 

상실해가는 농가 특히 고령경영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農家의 

基幹農業勞動力이 고령의 경영주부부에 국한된 농 

가에서는 勞動力代替를 위한 農機械導入조차 여의 

지만， 무엿보다도， 이러한 농가의 영농지향태도에 큰 

제약이 되는 것은 농업경영을 이어받을 제2세대가 

없음으로 해서 기존의 농업경영이 다분히 限時的이 

라는 점과 家計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의미자체 

가 약화되는 점이다. 農業經營의 限時的 測面이 구체 

적 농업생산활동에 있어서 농가간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점은 後繼者 確保農家와 未確保農家사이에 經

營規模，商業化 程度， 土地利用의 效率性 程度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14) 자녀의 이촌으로 農業經

營의 繼續이 불투명한 고령의 경영주부부로만 이루 

어진 가구에서는 資本投資가 많고 그 며收期間이 긴 

果樹， 좁塵， 施設載培 등의 부문에 투자를 기 피하게 

된다15)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농가의 農業經營의 性格은 기후， 토 

양 등의 담然、的 條件과 도시화의 진전상황， 농업정 

책 등 外部 要因에 의해서도 규정되지만 경영규모， 

노동력구조， 경영자의 영농지향태도 등 농가 자체 

가 가지는 內的 要因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이러한 각 요인의 比重 如何에 따라 相互 結

치 않아， 노동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路醫的인 合하는 方式에 있어서 차이가 나며 이것이 個別農

營農11)을 지속하게 된다. 즉，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 家間 農業經營의 差異 빛 農業經營의 地域的 差異

는 작물 보다는 생력화할 수 있는 永年作物載培面積 를 나타낸다 16) 농가가 가구원의 部門間 · 地域間

이 크게 증가하거나 12) 소규모 경지에 식량공급을 위 分解를 겸는 과정에서 토지이용에 뚜렷한 변화를 

한 組放的 士地利用을 하게되고， 경지조건이 열악한 보이는 모습은 Trevor Wild의 假說的 모델 17)에 의 

토지에서는 休排化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13) 하 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小農經

한편 이와 유사하게 Scott는 농민의 행동원리를 Safety-first principle이라고 부르고 있다. 
Scott, James, C., 1986, The moral ecoηomy 01 the þeasaηt， Yale univ. press, p. 5. 

8) 朴吉成， 1990， “農民層에 대한 階級論的 理解 -階級位置를 中心으로 經濟와 社會， 第8號， 까치， p. 163. 
9) 崔洋夫， 뭘乃元， 1986, op. cit., pp. 23-32. 

10) 金昭鉉， 1989, “經營主 類型別 農家의 營農實態와 意向比較 農協調좁月 報， 第34卷， 第3號， p. 1. 
11) 朴敏善，1986， “農村家族構造의 變化와 農業生塵 農協調좁月報， 第31卷， 第12號， p. 6 
12) 小林好二， 1979, “近했農業σ)諸相￡冊究課題 人文地理， 第31卷， 第4號， p. 356. 

릎間범， 1980, “都市近했地域 l 그 :h(t0 農家η變線 人文地理， 第32卷， 第4號， p. 378. 
이러한 永年作物로서는 밤， 대추， 기타 수목 등을 들 수 있다. 

13) 樓井明久， 1985, “西 V1 γ Hoher Westerwaldη一村落 Zenhausen 1.::. ;t). (t 장 農業的 士地利用η變化 人

文地理， 第37卷， 第2號， p. 139. 
14) 手像章， 1982, “햇城縣出島村下大律 1'::' ;t).(t 0 自立型農業經營η展開 抗波大學 人文地理學冊究 VI , pp. 

29-50. 
15) 小林好二， 1979, op. cit., pp. 357-358. 

릎間뺨， 1980, op. cit., pp. 373-374. 
樓井明久， 1985, op. cit., p. 138 등을 참조할 것. 

16) Andrea, B., 1977, Agrargeographie, Walter de Gryuter, pp. 77-104. : 小林好二， 1982, “/、、J 7")[" '/南東部，
7 l' 77)[.，、y 그당、J V 1 그;t).(t 0野菜我培農家η農業經營η特色 人文地理， 第32卷， 第4號， p. 1에서 재인용. 

17) Trevor, Wild., 1983, “ Social fallow and its impact on the rural landscape," in Trevor, Wild., (edJ , Rural 
aηd Urbaη Chaη!ge in West Geηηaηy， pp.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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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격동 
구쳐폭 

〈그림 1> 오길동 • 구전동의 연령별 • 성별 인구구성 

營면의 生j품週期에 따라 家口의 分解와 家族內 職 욱 소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業分化가 얼어나면서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농업은 周邊的인 職業(Periphera11ob) 化

뻐)하여 경지를 조방적으로 이용， 마침내 休觀化하게 

된다. 이 점은 이농현상으로 노동력부족이 발생， 농 

업경영 자체를 위협한다는 측면을 보여주지만， 한 

편으로는 이농현상으로 인해 農業經營의 移轉이 

불가능하고， 농업경영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目標의 

喪失을 가져와 토지이용을 租放的으로， 나아가 休

觀化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농업경 

영의 목표가 家族安寧第一면義에 의해 지배받음으 

로해서 농업은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子女의 홉ß市 

定좁을 위한 安全離 彼劃에 치중， 일정단계를 넘어 

서면 농업경영의 목표 자체가 지극히 소박한 수준 

에 머물러 주변적인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더욱 주 

변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도시로 

이주한 자녀와 본가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면 資

本流出的 關係가 資本流入的 關係보다 강하게 작 

용하고 있다는 점 19) 에서 자녀의 교육을 마치고 分

家를 완전히 성취한 고령의 경영주는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영농을 할 필요성이 크게 저하된다. 특히， 

低農塵物價格構造 F에서 농업이윤창출이 極度의 

勞動彈化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20)은 영농을 더 

IlI. 農村地域의 性格 훌化 

도시화 •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의 변화는 모 

든 농촌지역에서 동일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 

다. 농촌지역의 변화의 규모와 내용이 다르게 된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 

인은 도시로부터의 영향 자체가 지역에 따라 다르 

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 장에서는 人口變化，

薰業化 樣相， 勞動力構造 등의 측면에서 대도시와 

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두 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性格을 규명 하려 한다. 

1 . 人口特性

〈그럼 1>은 연구지역의 年뼈쉰딩IJ 性別 人口分布를 

나타낸 것이다. 두 지역이 동일하게 20代 30代 연 

령층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러한 

연령층의 결핍은 지역의 出塵力의 低 F를 초래하여 

10세 미만의 Ý}J少年層이 희박한 인구구조를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두 지역이 똑갇이 극심한 

인구유출에 의한 人口構造의 줌曲을 겪고 있지만， 

콤吉洞은 龜田洞에 비해， 60세 이상의 高顧A 口層

18) Shanin, T., 1971, “ Peasantry as a political factor," in Shanin, T., CedJ , op. cit., p. 243. 
19) 尹#德 外， 1983, 農村人口移動에 關한 社會學的 빠究， 冊究報告 62, 韓國農村經濟冊究院， pp. 87-135. 

이 연구보고에 의하면， 본가의 이출자녀에 대한 보조는 금액이 크고 정기적인 데 비해， 이출자녀의 본 

가에 대한 보조는 부정기적으로 현물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 자기노동보수를 고려한다면 진정한 이윤이 될 수 없다. 

장F 完， 1985, “農村社會의 階層構造 -農民層分解와 分化 면、想과 政策， 京쟁6新聞삼，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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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지역별 가구형태별 분포 

지 역 l 단독가구 부부가구 

오길 1 1507.1 %) 30(34.1 %) 

구전 11105.7%) 8(11.4%) 

계 I 2606.5%) 38(24.1 %) 

자료: 설문조사. 

주*: 편부， 혹은 부부+자녀. 

* * : (편)부모+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 기타 유형의 가구에는 형제 가구와 (편)부모+여성가구주+자녀로 구성된 가구와 (편)부모+고 

령의 가구주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포함. 

• 

-% 

% 
-% 

x 
-9 

3 
-9 

+ 

-
잃
 μ
 -
잃
 

쁨-
π
 
떼
-
얹
 

과 30代에 해당하는 인구층이 상대적으로 두럽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층의 비율이 

홈吉洞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 

역이 大邱市와 가까와 대구시로 이주한 자녀와 본 

가간의 교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노령인구 

가 분가한 자녀와 합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기 언한다고 보여 진다. 

家口形態에 있어서도 두 지역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I -1)에 나타난 家口形態別 分

布를 보면， 夫編+子女 혹은 直系家口의 비율이 홈 

吉洞， 龜田洞에서 각각 38.8 %, 63.1 %로 나타나， 홈 

吉洞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분유출의 정도가 크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核家族의 비율이 높고， 특히 

그 중에서 60세이상의 노령인구로 구성된 핵가족이 

많아， 대도시주변 농촌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문제 

로 되고 있다. 

편모+자녀 

141000.2% ) 

직계가구** 기타*** 

2(2.3% ) 

계 

7(8.0% ) 13(14.8% ) 88(100.2% ) 

70(100.2% ) 4(5.7% ) 
、
、l
/

-
、
‘
，
/

% 
-% 

Qj 

-FJ 

mm 
-M 

m 
-% 3(4.3% ) 

11(7.0% ) 5(3.2% ) 

가구로， 그 중 桓常的 흩用이 7가구인데 비해， 龜田

洞은 피고용 겸업을 하는 가구가 한 가구뿐이며 

그것도 日훌형태의 건축노동에 종사하여 겸업양상 

이 두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홈吉洞은 이외에도 비농가중 항상적 농외취업을 

하는 두 가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인근의 琴

湖둠， 慶山 등지에 製造業體의 新 · 增設이 꾸준히 

확대되는 점， 도로의 포장，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 

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 등 주변지 

역의 변화로 상당수의 농가가 비농업부문으로 碩

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비농업 통근취 

업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홈吉洞은 순농촌지역으 

로서의 성격을 서서히 탈피하여， Byrant의 도시주 

변 지 역 (rural- urban fringe) 구분모델 의 제 3地帶

인 urban shadow 地域으로서 의 성 격 이 표출된다낀 

龜田의 겸업유형중에는 기타라고 분류되는 겸업농 

가는 야생약초를 채취하여 농외소득을 얻는 가구로 

2. 秉業톨廳 이와 같은 겸업형태는 농촌지역의 변모과정에서 
겸업실태를 살펴보면 〈표 III - 2)에 나타난 바와 나타나는 겸업형태는 아니다. 

같이， 홈吉洞의 경우 被흩用形態의 겸업농가가 10 

〈표 III - 2) 지역별 겸업실태 (단위 : 가구수， %J 

피 용 겸 업 
자영겸업 기타 겨l 

항상적 고용 일고 소계 

오길 7(53.9) 3(23.1) 10(77.0) 3(23.1) 13( 100.1) 

구전 1( 4.0) l( 4.0) 2( 8.0) 22(88.0) 25(100.0) 

계 708.4) 400.5) 11(28.9) 5(13.2) 22(57.9) 38(100.0) 

자료:설문조사. 

21) Bryant은 都市周邊地域을 inner fringe , outer zone, urban shadow, rural hinterland 등 크게 4개 의 地帶로 
구분하였다. 그에 의하면 Urban shadow 지역은 可視的 形態의 도시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으나， 통근자의 

발생， 비농민의 거주， 토지의 비농민 소유 등의 非可視的 測面에서 都市力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Bryant, C. R. et. al., 1981, The city ’s couηtηside， Loηgman， pp. 16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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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 3) 농업 (피 )고용 일수 분포 

지역 
농업피고용일수 

계 
-I「j 30일 미만 30-60일 60일 이상 

오걸 55(76.4 %) 1105.3% ) 5( 6.9%) 10.4% ) 72(100.0% ) 

구전 36(52.9% ) 14(20.6% ) 12(17.6% ) 6(8.8% ) 68000.0% ) 

계 91(65.0% ) 2507.9% ) 17(12.1 %) 7(5.0% ) 140(100.0% ) 

지역 
농업고용일수 

계 
-I「1 30일 미만 30-60일 60일 이상 

오길 43(59.7% ) 27(37.5% ) 2( 2.8%) 72000.0% ) 

구전 39(56.5% ) 21(30.4 %) 8(11.6% ) 1( 1.4 %) 69(100.0% ) 

계 82(58.2% ) 48(34.0% ) 10( 7.1%) 1(0.7 %) 141(100.0% ) 

자료: 설문조사. 

3. 勞動力 柳造 적으로 받는 오길에서는 농가의 농업생산활동이 
非農業就業機會의 지역간 차이는 농촌내부의 農 팀家勞動力에 극단적인 의존을 하게 될 가능성이 

業勞動力交換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를 낳게 하는 높아서 자가노동력이 취약한 농가는 불가피하게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비농업부문종사자의 성격 경지를 축소하거나 탈농하여 在村地主化하게 될 
이 왕성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층에 해 것이다. 

당한다는 점에서 비농업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한편 대도시의 영향은 노동력을 농촌외부로 유출 
많은 지역의 경우 농업노동력부족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표 III - 3)은 농업노동에 참가하는 지역별 農業

(被)흩用 日數分布를 냐타낸 것이다. 이 표에 의하 

면 농외취업이 많은 콤吉洞의 경우 농업노동에 참 

가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 조사가구의 76.4% 에 이 

르며， 특히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가구가 

6가구로서 전체 조사가구의 8.3% 로 나타난 반면， 

농외취업기회가 제한된 龜田洞의 경우에는 농업펴 

고용이 나타나는 가구가 전체조사가구의 .47.1 %로 

상당히 많은 가구까 농업노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0일 이상 종사하는 가구가 26.4%에 

이르고 있어， 농외취업기회가 농촌내 노동력 교환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 

다. 그 결과， 오걸지역에서는， 30일 이상 타인노동 

력을 고용하면서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2가구에 

불과한 반면， 구전지역에서는 117}구로 전체 가구 

의 13% 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農業(被)흩用狀況 

을 두고 볼 때， 도시력의 영향을 보다 직접 

시키는 동시에 전통적 노동조직인 품앗이를 와해시 

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22) <표 III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吉洞은 품앗이를 아예 하지 않거나 참가일수 

가 적은 농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龜田洞은 15 

일 이상 참가하는 가구가 20.2% 에 이르고 있다. 이 

처럼 품앗이를 통한 노동력 교환이 두 지역간에 뚜 

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도시화의 영향에 의해 

共同體的 性格이 와해되는 정도와 양상이 지역에 따 

라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표 III - 4> 품앗이 참가일수 분포 

지역 
품앗이 참가 일수 

계 
T 14일 이하 15-30일 30일 이상 

오길 34(47.2%) 36(50.0%) 2( 2.8%) 72( 100.0) 

구전 8(11.6%) 47(68.1%) 13(18.8%) 1(1.4%) 69(100.0) 

계 42(29.8%) 83(58.9%) 15(10.6%) 1(0.7%) 141 (100.0) 

자료: 설문조사. 

4. 小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특성， 겸업설태， 노 

22) 仔錫會의 연구에서도 공업단지 주변농촌지역에서 품앗이 활동이 변절하거나 퇴조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난다고 하였다. 

仔錫會， 1988, “工業團地 周邊農村의 住民構成과 特性에 關한 mt會地理學的 冊究 서울大 碩士學位論文，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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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구조 등의 측면에서 대도시와 접근성이 서로 

다른 두 농촌지역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인접한 콤吉地域에 있어서 

는 인구의 部分流出정도가 훨씬 심해， 촌락내 노령 

農家의 勞動力條件과 農業所得의 意味 -농업소득 

으로 부양해야하는 가구원의 수 農業의 繼續性

與否 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면서， 동시 

에 농가의 營農意思決定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家口

의 農業隱退人口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촌락내 잔 主의 年敵과 家口形態를 기준으로 구분한 農家類

류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상당수가 비농업부문에 型間 구체적인 營農方式의 比較를 통하여， 연구지 

겸업을 하고 있어， 지역의 노동력구조는 더욱 취약 역의 農家間 農業經營分化의 性格과 농업의 動向을 

하게 되어 부족한 노동력을 농기계의 도입으로 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충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노동력이 취약하고 농기 농가의 유형구분은 명목상 가구주를 기준으로 

계적응능력이 낮은 고령경영주 농가의 경우， 영농 하지 않고 농가의 영농 및 가계를 주관하는 실질적 

의 지속이 매우 어려워 이들 중 상당수가 농업에서 가구주를 중심으로 하였다? 

은퇴하여 비농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주연령에 따른 농가유형구분은 60세를 기준 

고령의 농업은퇴인구 중 상당수가 생활보호대상자 으로 하였다. 崔洋夫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56 

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세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그 농가는 收縮期에 들어 

정책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간다고 보았다 24) 하지만 농업생산기술의 발달과 

한편， 龜田地域의 경우는 부분유출의 정도가 오 농기계의 보급이 노동력의 省力化를 가져와 노동 

길에 비해 미약하게 나타나고， 通動薰業이 불가능 능력상 이 정도의 연령차는 큰 의미가 없고 25) 오 

하여 겸엽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노 히려 最終子女의 分家與否26)가 가구주의 영농의사 

동력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노동력의 교환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농업생산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가노동력이 취 농가간에 보다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약한 농가의 존렵자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할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완전 분가를 했거나.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측면은， 한편으로는 농가간 적어도 자녀부양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60 

농업활동의 분화를 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세를 기준으로 일차적인 농가유형분류를 하였다 27) 

수도 있다. 또한， 家口의 形態에 대해서는 直系型 家口28)를 하 

나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기타 유형의 가구를 다른 

N. 農家類型區分과 各 類型의 훌本特性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直系型家口는 農業經

營의 移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農業經營의 繼續

1 . 훌家홉型훌分 性이 확보되어 왔다는 점과 家口의 分解가 상대적으 

앞서 논의한 것처럼 家口主 年敵과 家口形態는 로 약하여 노동력조건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農

23) 자녀가 결혼을 하였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자녀를 그 농가의 실질적 가구주로 판단하였음. 

24) 崔洋夫 外， 1987, op. cit., p. 14. 
25) 金때相， 1987， “農村I業化政策의 本質과 問題點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 • 농민문제연구소 1, p. 

426 
26) 姜熙景 外， 1982, 韓國의 家族形態와 家族週期에 關한 1j}f究， 韓國人口保健冊究院， p. 53. 

이 연구에서는 1945-49년 사이에 출생한 부인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60세에 이르면 최종자녀가 분가 
하게 되어 가족주기에 있어서 완전수축기에 들어간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탈농여부가 농업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투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 

27) 金昭鉉의 연구에서는 59세 까지의 경영주 가구에서는 영농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60세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의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60세를 기준으로 농가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金昭鉉， 1989, op. cit. p. 2. 
28) 여기셔 直系型家口라 함은 가구주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와 가구주의 부모를 포함한 3세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흔히 가구주부부+자녀의 가구형태는 核家族으로 분류하나， 본논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가구는 과거 농업경영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직계형가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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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所得의 意、味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다른 

가구형태와 대비된다. 다만 직계가족중 女性家口

主언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력조건이 취약하고 영 

농의향도 낮다는 점에서 核家族으로 취급하였다 29) 

최종적 인 農家의 類型區分은 〈표 N-1)과 같이 

하였다. 

(W- 1) 농가유형구분의 툴 

가구형태-가구주연령 59세 이하 60세 이상 

핵 단독가구 

가 부부가구 
i;「ζ’ 편모+자녀 

GROUP 1 GROUP III 

기타* 

직 핵 
편부+자녀 

계 가 

혀。 ￡-E1 
부부+자녀 

가 직 
GROUP 11 GROUP N 

구 계 
(편)부모+부부+자녀 

* 기타 유형의 가구에는 형제가구와 (편)부모+ 
여성가구주+자녀로 구성된 가구， (편) 부모+고령의 

가구주부부로 구성된 가구가 포함. 

의 실상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Group 1의 경우， 

10-29세의 인구의 비율이 22.1 %에 해당한다. 이 

러한 연령층보유농가는 주로 女性家口솟農家로서 

과연 이 연령층이 農業經營의 새로운 擔當者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농가의 노동력에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Group 4는 10대후반에셔 

30대초반에 이르는 연령층의 비율이 41.5% 로 가족 

의 분해가 Group 1과 Group 3에 비해，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 인구가 未婚이라는 점에 

서 제 1세대의 농업을 이어받을 後繼者인지는 분명 

치 않으며， 오히려， 이들 중 상당수는 分家 前 一時

的으로 촌락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연령층의 존재는， 이 유형농가가 Group 3에 비해 

농업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양적 • 질적으로 

優位를 나타내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홈훌훌加홉훌 

급격한 이농으로 촌락내에서 노동력을 얻기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勞貨水準도 높아져， 대부분 농 

가가 家族勞動力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각 

2. 各 類훨의 훌本特性 농가의 노동력조건은 家口員의 營農參加與否에 의 

1) 家口를의 年帥 分布 해 결정된다. <표 N-4)는 農家類型別 營農參加者

각 농가유형별， 家口員의 年嚴 分布〈표 N-2)을 數를 나타낸 것이다. Grouop 4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면， Group 2에서도 20대， 30대의 연령층이 결핍 집단에서 영농참가자가 2人 이하에 극단적으로 집 

되어 상당한 가구분해의 정도를 발견할 수 있다. 중(조사가구 전체의 78.7% )되고 있어서 家口形態

이것은 가족생애주기의 새로운 싸이클을 겪으면서， 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참가자수에 관 

이 유형 역시， 좁밤年層의 喪失을 겪고 있어， 농촌 한 한， 집단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표 W-2) 연령별 가구원 분포 

연령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계 

0-9세 22( 6.7%) 22( 4.5%) 

10-19세 5( 8.5%) 123(37.6% ) 5(12.2%) 133(27.4% ) 

20-29세 8(13.6% ) 19( 5.8%) 2( 3.4 %) 10(24.4 %) 39( 8.0%) 

30-39세 4( 6.8%) 29( 8.9%) 2( 4.9%) 35( 7.2%) 

40-49세 9(15.3% ) 60(18.4% ) 69(14.2% ) 

50-59세 27(45.8 %) 4002.2 %) 9(15.5% ) 9(22.0% ) 8507.5% ) 

60세이상 6(10.2% ) 34(10.4 %) 47(81.0% ) 15(36.6% ) 102(21.0 %) 

계 59(100.2% ) 327( 100.0 % ) 58(99.9% ) 41000.1 %) 485(99.8 %) 

자료: 설문조사. 

29) 金昭鉉의 연구에서 여성가구주농가는 소유 · 경작규모와 농가계보유설태， 경지확대의향 등에셔 가장 취약 
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金昭鉉， 1989, ibid., p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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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2에서 3人 이상이 영농에 참가하는 가구가 

18가구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영주 부부외에는 고 

령의 경영주의 부모가 참가하는 것으로， 가구의 노 

동력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연구지역내 未婚子女가 영농에 참가하는 경 

우는 21가구로 전체 조사가구의 15% 에 지나지 않 

는다. 미혼자녀의 영농참가 양상은 出隊를 앞둔 딸 

이나， 비농업부문에 미취업한 아들이 勞動總頂期에 

一時的으로 參加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30) 以上，

家口員의 營農參加樣相을 두고 볼 때， 대부분의 농 

가에 있어서의 營農活動은주로經營主夫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영주부부 

의 勞動能力이 매우 취약한 高敵經營主農家에서는 

극심한 노동력부족으로 농업활동이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營農意愈 자체도 크게 低下될 것 

이다. 

〈표 N-3) 농가유형별 영농참가자수 

참가자수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계 

1인 
12 3 11 26 

41.4% 4.5% 32.4% 18.4% 

2인 
14 45 23 3 85 

48.3% 68.2% 67.6% 25.0% 60.3% 

3인 
3 16 7 26 

10.3% 24.2% 58.3% 18.4% 

4인 
2 2 

3.0% 1.4% 

5인 
2 2 

16.7% 1.4% 

계 
29 66 34 12 141 

100.0% 99.9% 100.0 % 100.0 % 99.9% 

자료: 설문조사. 

3) 技훌家族數 

家計費는 농가의 농업경영에 있어서 營農目標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이다. 가계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柱養家族의 數와 그 屬性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農家의 家計費構造가 都市家口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 또한 移住子女가 

就業을 하더라도 그들이 本家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녀가 결혼을 하기 전 

에는， 능력이 허용하는 한 本家의 經濟的 補助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家計費

負擔水準을 未婚子女와 經營主의 父母를 합산한 

수치로 파악하였다. 

〈표 N-4) 농가유형별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겨l 

-r「]
1 21 22 

3.7% 61.8% 15.8% 

2인이하 
14 13 11 5 43 

51.9% 19.7% 32.3% 41.7% 30.9% 

3-4인 
11 33 2 7 53 

40.7% 50.0% 5.9% 58.3% 38.1 % 

5인이상 
20 21 

3.7% 30.3% 15.1 % 

겨l 
27 66 34 12 139 

100.0 % 100.0 % 100.0 % 100.0 % 99.9% 

평균부양 

가족수 
2.41 3.71 0.68 2.50 2.61 

자료: 설문조사. 

〈표 N-4)에 나타난 農家類型別 柱養家族數 分布

를 보면， Group 2에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농가의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경영주의 부모를 제외한다면， 

질적으로는 Group 1과 거의 버슷한 양상을 보인다. 따 

라서 Group 1과 Group 2는 가계 비규모가 커 농업 을 

적극적으로 영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한편 

Group 3은 경영주 자신 흑은 그 부부외에는 농업소득 

에 의존하는 가구원이 없는 농가가 61.8% 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부양가구원의 수가 가장 적은 집단으로 

나타나 農業所得이 가장 소극적 의미를 가지는 집단 

이다. Group 4는 미분가한 자녀가 Group 1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아， 농업소득이 가지는 의미를 완전히 상 

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집단이다. 

4) 홈 類型의 特性

이상에서 살펴본 각 집단이 가지는 內在的 性格

30) 실제 답사과정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대가 촌락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Group의 두 가구는 영농후계자를 미확보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안영진의 논문에서도 촌락내 거주하는 
20대의 성격이 비농업부문에서 고용기회를 얻지 못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安英辰， 1988, op. cit.,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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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각 농가유형에 있어서 예상되는 農業經 루어져， 노동력 조건은 Group 3에 비해 상대적으로 

營의 性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유리하다. 한편으로는 未分家子女가 여전히 있어 

Group 1의 경우， 子女의 就學移住로 가계비부담 

이 확대되는 가구와 자녀가 도시 · 공업부문에 취 

업하여， 가계비부담의 상당부분을 농업외 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가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이 농가유형은 경영주 연령에 비춰 볼 때， 勞動力

條件이냐 農機械收用能力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 

리한 편이다. 그러나 조사지역의 이 집단은 미혼자 

녀 전부가 就業移住를 한 경우가 많아， 현재의 농 

업경영은 限時的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技養 빛 結婚을 위한 가계비압박도 받고 있 

어， 所得의 向上動機도 어느 정도 큰 편이다. 그러 

나， 이 농가유형도 현재 남아 있는 제2세대가 영농 

을 담당하려는 의사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 영농활 

동에 주요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v. 農家의 類型과 農業細훌훌 

1. 農家의 類型과 睡활規樣 

Group 2는 노동력조건과 농기계수용능력이 타 土地는 농가가 가지는 一次的인 物的 士臺이면 

집단보다 유리한 동시에 就學年敵의 子女가 다른 서 농가가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한 압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거나， 장차 敎育費， 子女敎 축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士地의 

育費 등이 크게 확대될 위치에 있는 농가 집단이 所有와 그것의 經營은 촌락이 ‘위치한 地域的 特性

다. 따라서 적극적 영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과 農家의 內的 特性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구체적 

집단이다. 지표이다. 

한편 Group 3은 자가노동력조건이나 농기계수용 

능력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控

養家族數도 가장 적고 특히 經營을 계승할 제2세 

대가 없는 관계로 농업경영의 단절이 예상되어， 현 

재의 영농활동이 가장 消極的 意味를 가지는 農家

類型이다. 특히， 지역내 농업노동력조건이 취약한 

홈吉의 이 유형농가는 營農의 持續자체가 큰 위협 

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Group 4는 未婚子女의 營農參加가 어느 정도 이 

1) 精作規樓

우선， 地域別 親作規模의 分布樣相〈표 v -1)을 
보면， 1.5-2.0ha층에서 두 지역이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홈吉洞의 경 작규모분포가 上向偏倚된 

구조를 보이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촌락내 고령으 

로 脫農한 또는 脫農을 앞둔 농가로부터 유리된 토 

지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둘째， 最近 地價動向

에 비추어 볼 때， 과거와는 달리 離村農家가 토지 

〈표 V -1) 농가유형별 경작규모 분포 

오 길 구 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계 

0.5ha 미만 
1 2 8 1 12 4 10 7 21 

5.9% 7.1 % 38.1 % 16.7% 16.7% 33.3% 26.3% 53.8% 30.4% 

4 7 8 2 21 3 11 4 2 20 
0.5- 1.0ha 

23.5% 25.0% 38.1 % 33.3% 29.2% 25.0% 28.9% 30.8% 33.3% 29.0% 

7 12 3 2 24 4 12 1 4 21 
1.0- 1.5ha 

41.2% 42.9% 14.3% 33.3% 33.3% 33.3% 31.6% 7.7% 66.7% 30.4% 

4 5 2 1 12 3 1 4 
1.5-2.0ha 

23.5% 17.9% 9.5% 16.7% 16.7% 7.9% 7.7% 5.9% 

2.0ha 이상 
1 2 3 1 2 3 

5.9% 7.1 % 4.2% 8.3% 5.3% 4.3% 

계 
17 28 21 6 72 12 38 13 6 69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 100.0 % 1100.0 %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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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賣돼하지 않고 質홉하는 경우가 많고， 세째， 특히 

최근에 非農民의 士地買入이 상당히 나타나 이들이 

매입한 토지가 그대로 貨貨地化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農家類型別 m作規模의 分布를 보면， 각 집 

단의 l.Oha 이상층의 농가 비율이 GROUP 2 -

GROUP 1 - GROUP 4 - GROUP 3의 11眉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영주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의 형 

태가 直系型家口일수록 경작면적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유형간 경작규모의 집 

단간 차이는특히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콤吉에서는 더욱 확대되는 반면， 龜田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점은， 위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龜田地域의 경우， 質借를 할 

수 있는 朝地 자체가 적어 임차를 통한 特地據大가 

제약을 받는다는 점과 이 지역의 토지이용방식이 

주로 勞動力需要가 큰 담배 채소 등의 작물재배가 

성행하여 노동력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경지확 

대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階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貨借농가의 비율도 흠 

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영농형태별 분포패턴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龜田洞에서는 겸업농가나 비농가가 전혀 없어 

離村農家가 제공하는 토지외엔 임차할 만한 경지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노동력 조건이 상대적 

으로 유리하여 노동력부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 소유경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農家類型別 營農形態의 分布를 보면， 홈吉洞의 

경우， 貨借農家의 比率이 GROUP 2 - GROUP 1 

- GROUP 4 - GROUP 3 順으로 나타나， 경영주연 

령이 낮을수록 또한 가구형태가 直系型家口일수록 

임차를 통해 경지확대를 도모하는 경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龜田洞의 경우， 自作農의 비 

율이 매우 높아， 영농형태에 있어서， 유형간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수 없다. 

그러나， 소유규모가 적은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지를 임차하며 2.0ha 이상 층에서는 임차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임차농가의 평 

2) 홉훌形態 균임차면적도 O.37ha에 불과한 소규모로， 임차가 적 

營農形態別 農家分布〈표 v -2)를 보면， 지역간 극적인 규모확대노력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30 

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龜田洞에서는 地主 이러한 결과는 質借가 농업부문의 利潤減少와 家

〈표 V -2) 농가유형별 영농형태 분포 

오 길 구 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계 

자 작 
3 4 7 9 22 10 2 21 

17.6% 19.0% 9.7% 75.0% 57.9% 76.9% 33.3% 62.3% 

임 대 
3 7 1 11 

10.7% 33.3% 16.7% 15.3% 

자소작 
9 19 7 4 39 3 13 2 18 

52.9% 67.9% 33.3% 66.7% 54.2% 25.0% 34.2% 33.3% 26.1 % 

소자작 
3 5 3 1 12 3 1 2 6 

17.6% 17.9% 14.3% 16.7% 16.7% 7.9% 7.7% 33.3% 8.7% 

순소작 
2 1 3 2 2 

11.8% 3.6% 4.2% 15.4% 2.9% 

계 
17 28 21 6 72 12 38 13 6 69 

99.9% 100.1 % 99.9% 100.1 % 100.1 % 100.0% 100.0% 100.0% 99.9% 100.0% 

자료: 설문조사. 

31) 이 점은 최근 들어 농업소득에 의한 家計費充足度 100을 넘는 규모계층이 1.5ha 이상층이라는 점에서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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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費의 急、激한 上昇으로 二重壓追을 받는 零細 • 

小農階層에서 주로 이루어진다32)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훌家의 類型과 土地利用方式

앞에서 소유 • 경작규모라는 농업경영의 外延的

뼈，1]面을 통해 각 집단의 성격을 살펴 본 것이라면， 

여기서는， 각 집단에 있어서 농업경영의 內延的 樓

大 흑은 縮小樣相33)을 살펴보기 위해， 士地生塵性의 

測面에서 유형간 비교즐 하였다. 농가의 士地生塵

性의 程度는 單位 面積當 收獲의 總對量을 높이는 

網地利用率 뿐만 아니라， 收獲의 質， 즉 商品性이 

높고 高所得作物植付與否34)에 따라 달라질 것이 

다. 

1) 빼地利用率35) 

〈표 V -4)에 나타난 農家類型別 경지이용율을 

보면， 두 지역을 통털어， Group 2에서 이모작필지 

수가 많은 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 경지 

이용율도 높지만， Group 3이 이모작정도가 가장 낮 

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콤吉에서는 주로 이모 

작이 米쫓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作

에서 파악될 수 있다. 

〈표 V -4) 농가유형별 경지이용율 

GROUP1 GROUP2 GROUP3 GROUP41 계 

오 길 128 130 123 145 I 129 

구 전 101 118 100 111 I 111 

자료: 설문조사. 

2) 主했培作物柳成36) 

〈표 V -5)에 나타난 主我培作物構成의 分布를 

보면 홈吉에 있어서는 米奏 二毛作이라는 傳統的

體系가 잔존하고 있으며 商業的 作物로서는 주로 

果樹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 龜田洞은 담배와 채소류의 재배가 많이 나타나 

고， 보리재배농가는 1가구에 불과하다. 담배， 채소 

등의 재배는 기계화가 거의 불가능하여 주로 육체 

노동에 의존하고， 더구나 노동수요가 큰 작물이라 

는 점에서 勞動投與量測面에서의 士地生塵性은 홈 

吉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재배작물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촌락내 농업 

노동력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龜田에 

서는 이러한 集約的 士地利用方式때문에 경지규모 

付體系의 속성상， 노동수요가 별로 크지 않아， 홈吉 가 영세하더라도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 모든 유형집단이 龜田의 동일유형집단과 버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l.Oha 미만층이 많은 분포 

를 보이 게 되는 것으로 思料된다. 農家의 類型別
하여， 排地利用率이 높게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따라서 폼吉의 Group 4가 다른 집단 主載培作物構成을 보면， 홈吉地域에서는， GROUP 
。-"7-.1 r- -"7 1_ n _11 ~L 1과 GROUP 3이 米奏을 중심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에 비해， 경지이용율이 매T 높은 것도 같은 맥락 

32) 영세 • 소농의 경우， 임차료로 지불할 수 있는 지대의 한계는 토지소득 근방인 데 비해， 상층농의 경우 토 
지순수익 근방이 지대의 한계이다. 따라서 地帶負擔能力 자체가 이 계층이 상대적으로 커， 임차가 주로 
영세 • 소농층에서 이루어진다. 

李貞煥， 金股淳， 1984， 農地 및 勞動의 流動性과 農業構造政策， 韓國農村經濟冊究院， 冊究報告 86, pp. 6-24 
33) 김정호， 김홍배， 1990, 전엽농의 육성과 영농조직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 2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52. 

이 연구서에 의하면， 自立農家로의 成長은 경지자체를 확대하는 외연적 방법과 고소득작물재배나 시설 

원예， 과수， 축산 등의 부문으로 특화를 하는 내연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34) 작부체계는 생산성의 정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지단위로 이루어져 집단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다. 한편， 농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필지별 생산성의 정도를 펼지별 식부작물의 종류로써 파 
악한다. 이에 관해서는， 

David de Garis De Lisle, 1982, “Effects of Distence on Cropping Patterns internal to the Farm," Aηηals 
01 A. A. G. vol. 72, pp. 78-89를 참조할 것. 

35) 경지이용율은 필지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체적 산출방법은 (이모작필지수+총필지수) /총펼지수로 하 
였다. 

36) 주재배작물 3가지를 제시하는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여기서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응 
답의 성질상， 분류불능이라기 보다는 재배면적이 적어， 주재배작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타’라고 
응답한 것으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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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 -5) 농가유형별 주재배작물구성 분포 

오 길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벼+보리+기타 
5 3 6 1 

29.4% 11.1% 28.6% 20.0% 

벼+과수+보리 
7 21 5 3 

41.2% 77.8% 23.8% 60.0% 

벼+과수+기타 
4 2 6 1 

23.5% 7.4% 28.6% 20.0% 

담배+벼+채소 

담배+벼+기타 

벼+채소+기타 

벼+채소+과수 
1 

3.7% 

벼+보리，벼+기타 
1 4 

5.9% 19.0% 

양잠， 채소+기타 

계 
17 27 21 5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농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작물구성 

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노동투여량이 

적다는 점에서 이 집단들의 영농활동은 自家勞動

力條件 限度內에서 消極的인 農業經營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龜田의 경우， 主我培

作物構成의 측면에서 집단간 분화는 미약하나， 

GROUP 2에서 特定作物을 중심으로 特化된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이 집단의 농가가 가장 

적극적언 영농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주재배작물구성을 살펴 본 바， 經營主

年敵이 높고， 또한 농업 소득이 가지는 의미가 약한 

농가- 즉， 부양가족수가 적은 농가- 일수록， 主뤘 

作物을 基輔으로 小規模의 商業的 作物을 結合시 

키는 형태의 토지이용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가구특성을 갖는 농가의 농업경영은 다 

분히 家口의 勞動能力의 許容限度內에서 영농활동 

을 전개하는 路聲的 營農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구 전 

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계 

15 1 1 

21.4% 2.9% 1.5% 

36 

51.4% 

13 1 1 

18.6% 2.9% 1.5% 

2 2 

5.7% 1.5% 

3 3 

8.6% 4.4% 

11 21 9 8 49 

78.6% 60.0% 81.8% 100.0% 72.1 % 

1 2 2 4 

1.4% 14.3% 5.7% 5.9% 

5 2 2 

7.1 % 18.2% 2.96% 
1 5 

7.1 % 14.3% 8.8% 

70 14 35 11 8 68 

100.0% 100.0% 100.1 % 100.0% 100.0% 100.0% 

3. 農家의 類型과 農業經훌훌部門 

企業農으로의 발전은 단순히 총#地規模의 樓大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水띔作中心의 營

農， 냐아가 排種中心의 營農을 탈피하여 자본집약 

적 인 果樹， 좁塵， 施設園藝我培 등의 부문으로 專門

化함으로써도 이루어진다. 최근의 기업농형성도 주 

로 이러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것은 

執種部門은 土地의 制約을 받아 經營의 質的 發展

이 손쉽 지 않을 뿐만 아니 라 農塵物 消費構造의 

變化로 춤塵， 果樹， 園藝作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 

여 이러한 경영을 둘러싼 外部的 條件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연구지역에서는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專門化를 통한 企業農

으로의 發展 追究가 농가의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 

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즉， 類型集團間 經

營分化의 樣相을 알아보기 위해 -각 농가에 있어 

서 全體農業所得 中 果樹， 좁塵 등의 부문에서 얻는 

소득이 차지하는 構成比를 파악하였다. 果樹所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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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 -6) 농가유형별 과수소득비율 분포 

오 걸 구 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겨l 

8 7 9 1 25 11 30 13 6 60 
-I「1

47.1 % 25.0% 42.9% 16.7% 34.7% 91.7% 78.9% 100.0% 100.0% 87.0% 

40% 미만 
8 14 8 5 35 1 5 6 

47.1 % 50.0% 38.1 % 83.3% 48.6% 8.3% 13.2% 8.7% 

40% 이상 
1 7 4 12 3 3 

5.9% 25.0% 19.0% 16.7% 7.9% 4.3% 

계 
17 28 21 6 72 12 38 13 6 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표 V -7) 농가유형별 축산소득비율 분포 

오 길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끼E!-
7 6 17 1 

41.2% 21.4% 81.0% 16.7% 

40% 미만 
9 21 3 5 

52.9% 75.0% 14.3% 83.3% 

40% 이상 
1 1 1 

5.9% 3.6% 4.8% 

계 
17 28 21 6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설문조사. 

比率〈표 V -6)을 살펴보면 역시 GROUP 2가 과 

수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은 농가비율이 높고， 

GROUP 1과 GROUP 3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GROUP 4가 홈吉地域에 서 소규모지 만 과 

수부문에 투자한 농가가 많다는 점이 특색이다. 농 

가유형별 과수소득비율 분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자액수가 크고 자본회수기간이 긴 과수경 

영 의 특성 상， 脫農을 앞둔 GROUP 1과 GROUP 3 

에서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가구의 60% 정도는 옳塵部門에 投資

를 하고 있다.C<표 V-7) 참조) 그러나， 그 규모가 대 

부분 영세하며， 전문적인 경영형태는 홈吉地域에서 

3 가구， 龜田에셔 1 가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단간 

비교 자체가 다소 의미가 약하지만， 단순히 참가여 

부만 고려한다면 축산경영을 하지 않는 농가 비율 

이 GROUP 1과 GROUP 3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구 전 

겨l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겨l 

31 5 14 6 25 

43.1 % 41.7% 36.8% 46.2% 36.2% 

38 7 24 7 6 44 

52.8% 58.3% 63.2% 53.8% 100.0% 63.8% 

3 

4.2% 

72 12 38 13 6 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높게 나타났다. 

4. 小結

이 상에 서 살펴 본 바 農家類型間 農業經營의 分

化樣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農業經營規模와 같은 量的 測面에서는 

GROUP 2와 GROUP 3이 兩極端을 점 하고， 

GROUP 1과 GROUP 4는 그 中間的 水準을 나타내 

고 었다. 이러한 분화양상은 농가의 勞動力條件과 

所要家計費規模에 따라 농업경영규모가 다르다는 

점， 자녀의 도시이주과정에서 농가가 資塵의 縮小

를 불가피하게 겪게 된다는 점 또한 제2세대의 완 

전 탈농은 많存의 農業經營을 限時的으로 영 위 하 

게 함으로써， 그 결과 家口分解가 극심한 농가는 

零細한 所有 · 藉作規模를 보이게 되는 점을 시사 

한다. 한편， 地價의 上昇은 위와 같은 농가유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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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규모의 분화양상에 왜곡을 가져온다. 즉 홈吉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에서는 GROUP 3에서도 그 經營規模가 1.5ha를 념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는 가구가 적지 않은데 비해 龜田의 경우 1.5ha 념 1. 두 연구지역 모두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속 

는 농가가 두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도 적인 人口減少를 겪어와， 촌락의 年敵別， 性別 人口

시와 인접한 홈吉의 경우， 地價上昇에 대한 期待로 構成이 크게 훈曲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강한 士地保有性向을 발견할 수 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部分流出은 대도시에 가 

그러나， 農業經營의 質的 測面- 土地利用의 集約 까운 홈吉地域에서 훨씬 격심하게 일어나， 單獨 흑 

度，專門化程度-에서는， GROUP 2에서 다소의 질적 은 夫歸로만 이루어진 家口의 比重이 높고， 60세 

우위를 보여주나， 뚜렷한 분화 양상을 보여주지는 이상의 老年層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초 

못하고 있다. 경지이용율 재배작물구성 등에서 지 래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찍부터 인구유출이 있어 

역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데 반해， 동일 왔는 데 기인하며 특히 距離上 生活團이 대도시에 

지역내 농가간 분화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전히 統合되지 못하는 大都市近했農村地域의 경 

다만， 龜田에서는 노동수요가 큰 작물재배가 성행 

하여 GROUP 2의 농가중 생산성이 높은 토지이용 

방식을 보이는 농가비율이 다수 발견된다. 한편 농 

가 유형간 전문화 정도를 비교해 보면， 농가의 유 

형을 막론하고 專門的 經營으로서 果樹， 좁塵을 하 

고 있는 경우는 少數에 불과하여， 이러한 부문에서 

농가의 農業經營의 質的 發展 追究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 약하다. 즉， 대부분의 농가는 勞動配分의 乎

準化와 家族勞動力의 完全한 活用， 所得源의 多樣

化를 통한 각종 危險分散의 의도에서 數種의 생산 

부문을 결합한 複合營農的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농업경영의 질적 측면 

에서 분화가 미약한 것은 저농산물구조， 유통의 전 

근대성 등으로 농업부문에서의 이윤실현이 어렵다 

는 데 기 인한다고 판단된다. 

VI. 要約 및 結뚫 

本 冊究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산업화 과정 속 

에서 대도시와의 거리가 다른 두 農村地域의 性格

變化 모습을 고찰하고 각기 다른 지역적 배경 속 

에서 農家의 家口形態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에 있 

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를 비교 · 고찰해 

보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농가가 

농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지배받는가를 밝혀 현재 農業의 動向과 그 

變化方向 빛 農村의 變化方向을 알아보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대상지역으로 永川郵 大昌面 홈吉洞과 永川

那 花南面 龜田洞을 선정하고 設問調흉를 기초 

우， 移住한 子女와 本家의 交流가 容易하여 老年層

人口가 자녀를 따라 이주하지 않고， 촌락에 잔존하 

게 되는 데 기인한다. 

2. 大邱市 周邊의 慶山 琴湖 等地에 工場立地가 

늘어나고， 交通與件이 크게 改善됨에 따라， 이 지역 

에 憐接한 홈吉地域에서는 通動就業者가 발생， 農

家의 薰業樣相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龜田地域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非農業 薰業機

會의 地域間 差異는 촌락내 農業勞動力 交換에 직 

접적인 영향을 마쳐 홈吉地域은 勞動力交換頻度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오길지역에서는 自家勞

動力이 취약한 農家의 營農이 큰 제약을 받게 되어， 

바로 이 점이 老敵農業탬、退人口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3. 經營솟年敵과 家口形態를 기준으로 농가를 類

型區分하고 이것을 農業經營 빛 士地利用과 관련된 

모든 지표와 비교해 본 결과 농가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經營主年敵이 60세 

미만이면서 家口形態가 直系型家口인 農家類型

(Group 2) 은， 經營規模， 二毛作 筆地數 • 主載培作

物構成， 商品作物我培面積 등의 측면에서， 量的·

質的 優位性을 보여주고 경영주연령이 60세 이상 

이면서， 家口形態가 單獨 혹은 夫編로 이루어진 核

家族인 農家類型(GROUP 3)은 가장 零細하고 租

放的인 經營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 지 

두 집단(GROUP 1. GROUP 4)은 대부분의 지표에 

서 上記한 두 農家類型의 中間的인 水準으로 나타 

나， GROUP 2에 서 GROUP 3으로 移行過程上의 漸

移的 性格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農家類型間 農業經營部門의 分化- 즉， 專門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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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度-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專門化를 이룬 가 지역이든， 농가의 농업경영이 勞動力條件과 家計費

구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 規模， 탈농 여부 및 그 예상시기 등에 따라 차이를 

가의 유형이 어떠하든 연구지역의 대다수 농가는 보여주고 있어 결국 농가는 농업생산활동을 전개 

米作을 근간으로 하면서 과수 혹은 축산경영을 보 함에 있어서 家族生홈週期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완적으로 행하거나 지역에 따라서 담배 · 채소 등 사실을 露皇하고 있다. 특히 急、激한 離農現象은 農

수익성이 높은 작물재배를 결합한 消極的 複合營 家의 家族生홉週期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農業

農形態를 보여주고 있다. 經營을 더욱 姜縮시킨다. 이와 같은 가족생애주기 

4. 한편， 홈吉洞과 龜田洞 각각의 지역에서， 농가 에 따른 농업경영의 변화， 경영부문상의 미분화 등 

유형간 분화의 패턴은 동일하지만 그 分化의 具體 은 결국 농업경영의 전근대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的인 樣相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것이며， 그 배경에는 저농산물가격구조의 지속， 국 

홈吉은 米奏作과 果樹재배를 주로 하고 있어 이 가 차원에서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미약이 깔 

러한 토지이용방식의 특성상 經營規模， 營農形態 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에 언접한 홈吉地域 

등 經營規模 測面에서 農家類型間 分化가 상대적 에서는 광범위한 탈농인구의 발생， 단순히 士地保

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 有만을 목적으로 하는 租放的 農業經營을 하는 薰

한 결과는， 農業勞動力의 流出로 지역내 노동력 부 業農家 및 趣味農家의 증가 등이 나타나면서， 경지 

족이 더욱 심각해， 농가의 소득향상 노력이 機械化 조건이 열악한 농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休排現

를 통한 排地의 量的 樓大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象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 

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으로 도시에서 멸리 떨어진 龜田地域의 경우도 農

이 에 반해 龜田地域의 士地利用方式은 米作과 業의 後退와 休排地의 廣範圍한 發生은 불가피 하 

담배 • 채소재배 등 士地集約的 형태가 많이 나타 다. 그것은 청장년층의 대다수가 농촌을 떠나， 농업 

난다. 따라서， 農家類型間 分化도 經營規模 測面보 이 주로 극심한 勞動力不足을 겪고 있는 限界農家

다도 排地利用率 • 主載培作物構成 등에서 상대적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의 경지조건이 

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개선되지 않는 한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大都市와의 거리에 과 예상이 이와 같은 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農村

따라 農村地域의 性格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土 I業化를 통해 農外所得을 확대하려는 政策도 어 

地利用方式과 農業經營方式도 차이가 나타난다. 나 차피 모든 지역을 다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 

아가， 지역에 따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농가의 로운 형태의 地域間 不均衝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存在形態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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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nges of Rural Areas and Variations of Farm 
Management by Types of Farm Households 

Summary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farm manage

ment and land use pattern by types of farm house

holds based on the age of householder and house

hold structure.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gricultural trends of two regions, which are 

different in distance from large city(Taegu-shï). 

The study regions is Ogil-dong (Daechang-myon, 

Youngchon-gun) and Gujeon-dong (Hwanam

myon, Youngchon-gun). The results from the que

stionnaire survey are primarily used for the analy

SIS. 

The research findings are summed up as fol

lows. 

1. Each of the regions has experienced a drama

tic population decrease mostly of the youths and 

men in their forties. Ogil-dong located near Taegu

shi was, however, high in the extent of outmigra

tion and showed a great difference from Gujeon

dong in the numbers of non-farm and part-time 

farm. Thes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outmig

rants and part-time farm as inducing factors of re

gional variations in the conditions of the frequency 

of labour exchange, and the distribution of farming 

machines, thereby revealing a sharp contrast 

among regions in the type of farm management 

and land use. Ogil-dong, adjacent to a large city, 

cultivated primarily staple grains and fruit growing 

which need a little amount of labour input and are 

easy to be mechanized, while more labor intensive 

crops such as cigarette and vegetables are preva

lent in Gujeon-dong. 

2. The farm management and land use pattern 

are different in types of farm households based on 

Y oung - Guk Cho 

the age of householder and household structure. 

Household type with householder, less than 60 

years old, and family members in a direct line 

(Group 2) has larger and more intensive farming. 

But household type(Group 3) , in which all offspri

ngs have outmigrated and its householder are 

more than 60 years old, was small and extensive 

farming. The other two types(Group 1 and 4) have 

intermediate level between the two former types 

in each index. 

Meanwhile, the specialization tendency of far

ming in the study regions was so slight that the 

difference in types of farm household is invisible. 

Most farms are diversified farming, concentrating 

on rice. These results of the analysis reflect the 

fact that the size and type of farming change in ac

cordance with household life cyc1e. As farm evol

ves in life cyc1e, its condition of labour force and 

size of household expenses are changed. Accordi

ngly, farm is characterized by self-sufficing far

ming which is determined by two factors , namely 

family labour force and household expences. 

3. The fundamental pattern of variations of farm 

management by types of household is quite similar 

in both of the regions, but shows a somewhat dif

ference in specific details between two regions. 

In Ogil-dong, adjacent to a large city, there exi

sts a striking difference by the household types in 

farming size, while in Gujeon-dong located, more 

distant from a large city, it is so in landuse pat

tern. Regional difference as this is attributable to 

difference in condition of labour force between two 

regions. Namely, in Ogil-dong, the develo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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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ur productivity - that is, expansion of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land productivity by 

size of farming -, owing to the relatively unfavou- utilizing the relatively abundant labour force. 

rable labor condition, while Gujeon-dong seek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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