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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푼륜 三흘느 흑흑 

韓園 農業地帶의 變化에 關한 鼎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金 基 훌훌 

이 논문은 한반도에서 전개된 농업지대를 조선， 일제，도시산업화 시대별로 확인 

함으로써， 한국의 농업지대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농업성격이 뚜렷하게 상이한 촌락에서 농업이 전개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서 

농업지역이 분화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기후와 지형조건 둥 자연적인 환경에 의하여 지역의 분화가 이루어졌던 조선 

전기의 농업은 수전의 지리적인 확대，농업기술의 변화 및 전파，작물의 재배기술 

동과의 관련속에서 벼재배의 지리적인 보편성 둥으로 인하여 지역의 동질화가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의 농업지대를 형성하는 힘이 이전의 

자연적인 요인에서 사회적인 요인과 농업기술 및 경영적인 요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는 일제 초기(1 912) 의 농업지대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2) 일제중기의 농업지대에 있어서는 한반도가 일본의 식량생산기지로성의 기능 

을 담당하였고，이는 지역구조를 재편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토지조사사 

업과 토지개량사업으로 농업에 있어서의 토지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제고되었으나， 

지역구조는 일본 지향성을 띠게 되어 주요 미곡 반출 항구를 중심으로 대일 종속 

적인 지역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식량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米가 농업지대를 형성하는 주작물이 되고 있었고，과수와 채소의 특화가 이 

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대일 종속적인 농업지역구조는 1960년의 농업지대에 잔 

존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3 )1 960년대 이후 남한의 농업지역은 도시공업화에 수반된 국토공간체계의 변화 

와 갚은 연계관계를 맺으며 변화하였다. 1970년의 지대 분포에서는 부산，대구 동 

의 주변지역에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농업지대가 형성되었고，수도권 지역은 구체 

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으나，그의 배후지인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성격은，다른 

대도시 주변에서 나타나는 농업적 성격과 유사하였다. 이는 1970년도를 전후한 

시기가 도시공업화에 의해 농업지역 성격이 변화되는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성격 

을 지닌 시기임을 의미한다. 1980년도의 농업지대 분포는 이들 변화의 결과로서 

특정척인 것은，대도시 주변지역에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지대가 형성되었 

고，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의 지리적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 



와 갈은 1960년대 이후의 농업지대의 변화는 도시화가 대도시 주변의 농업지역만 

으로 그 영향이 한정되지 않고，천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농업의 지역척인 분화를 

유발한 가장 큰 요인이었읍을 의미한다. 

4)촌락에서의 농업은 각 지역마다 상이한 과정으로 전개되면서 농업성격의 지 

리적인 분화에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명야 미작지역은 농경지의 분할이 이루어 

지면서 세장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답의 세분화는 가옥으로부터의 위치 

에 의해 영향을 받고，농경지의 소작은 이촌지주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 

다. 산간 천작지역은 경지의 부축으로 농경지가 세분되어 있었으며 산간에 입지 

함에 따라 촌의 소유 농경지는 촌간에 배타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인구압이 높아 

이촌지주에 의한 소작은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시 근교지역인 대 

저지역은 일제시대에 토지개량사업，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격자상의 농경지 분 

할이 이루어져 가옥과 농경지의 거리는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투기성 자본 

의 유입으로 농가당 소유규모는 매우 낮고，농민은 국유지 점유나 소작，상업적 농 

업으로의 전환으로 이에 적웅하고 있었다. 촌락내에서의 경영규모의 분화는 농가 

의 사회·경제적인 요소에 의하여 분화를 나타내고 있었으나，각 요소들의 작용력 

은 치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는 도시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 

영규모의 변화가 인구유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전 지역에 무차별척인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읍을 의미한다. 재배작물의 변화는 명야 미작지역은 채소，특용작물이 

필지간에 분화를 보이며 특화되고 있으며，산간 전작지역에서는 특용작물과 과수 

류가，대저지역에서는 시설작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필지의 자연적 

인 조건，소유관계，점유자의 사회-경제적인 숙성에 의해 촌락내에서 재배작물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때，한국 농업의 지역구조는 역사적인 전개의 흐름속에 

서，지형，기후 동의 자연환경척인 조건과 식민지 시대에 대일 지향적 성격이 그 

바탕이 되었다. 산업화시대 하에서의 지역구조는 농업 외부척으로는 도시로부터 

의 위치성이，즉 대도시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영향과，농업 내부적으로는 농가의 

소유와 경영규모，임대차 관계，작물재배에 의한 촌락내의 지리적，계층적인 분화를 

나타내면서 형성된 정주공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촌락내에서 이 

러한 과정들이 농업지역의 분화를 유발하는 바탕이 되고 있었다. 

주요어;농업지대，농업지역구조，촌락 농업，촌락 사회，도시화와 농업，농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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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1 줄과 까..，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i릎프
~ 

농업은 지표상에서 농경지를 이용하여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爾養하는 일련의 생산과정으로까 그를 구성하는 제 요소 

들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로서 농업체계를 이루며，이 체계에 의하여 성격이 결정되 

어진다2) 농업지역은 이들 체계가 지표면에 투영되어 형성된 것으로，농업사상이 

내부적으로 통일성을 지넘으로서 인접공간과 구멸되는 지표공간의 일부이다. 

지역 성격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지역구분은 지표현상의 반복적 

인 발생을 바탕으로 하는 법칙성의 추구와 함께 지리학에서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3) 농업지 리 학에서도 농업체계의 확인 (identification) , 구분 (classifi

cation)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화 (regionalization)는 중요한 주제이다. 농업 

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지역구분의 결과가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4) 지리학자들이 아직도 지러적인 유형화를 계속 시도하는 것은 이 

와 같은 중요성때문이다. 이는 지역구분의 결과로 표출된 농업지대가 우연한 결 

과가 아닌 공깐상의 질서로， 농업지역의 제 사상들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지표 

상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51 또한 지역구분의 목적이 옮名을 함으로 

서 지리적인 정보전달을 하기 위한 것 6) 외에， 지역구조의 이해를 통해 이론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7) 

산업혁명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의하여 식량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 

산물의 지역적 분포와 농업 현상간의 지리적인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지역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8) 농업형태의 지역간 차이가 초기에는 

기후，지형 둥 자연환경에 의해 명렬적으로 기술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 

l)Sick , Wolf-Dieter , 1983 , Agrargeographie , Westermann , p.7. 
2)Newbury , P.A.R. , 1982 , A Geography of Agriculture , Macdonald and Evans , 
pp.24-25. 
3)Grigg , D. , 1965 , "The Logic of Regional System" , Annals of AAG , vol.55 , 
pp.481-482 
4)Ai tchison , J. W. , 1986 , “ Classi fication of Agricul tural System ," Pacione M. 
eds.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 Croom Helm Ltd.p.38. 
5) 徐贊基， 李中雨， 1978 , 韓國의 農業地帶 區分， 1977 년 文敎部 政策課題 冊究報
告， p.3. 
6)Grigg , D, 1965 , op cit , p.489. 
7)地城化 (regionalization)는 광의로는 地域의 構造分析 전반을 지칭하나 협의로 
는 지역의 복합적인 지표를 이용하여，지역의 內部的인 구성상태를 식별하는데 의 
미 가 있기 때문이 다. (地理學雖典， 1989 , 二宮書店， 東京， p. 424. ) 
8)Morgan , W. B. , 1978 , Agricultural Geography , Methuen & Co. pp. 3-4. 



나 Humboldt의 열대농업에 대한 연구(1807 )를 시작으로 농업형태에 대한 체계적 

인 설명이 시도되었고91 뒤이어 Th니nen의 고립국이론이 발표되면서 농업형태 분포 

의 연구에서 연역적인 이론들이 소개되었다101. 20세기 들어 지리학의 과학적인 

위치가 확고히 되면서 농업지역 구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1Il 그러나 1950년대 이천의 농업지역에 대한 연구동향은，토양，기후，지형적인 

요소들이 농업의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하여 주로 자연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일반화에 관심을 두었다121 

1950년대 이후에는 지리학의 흐름이 변화되고，컴퓨터로 수치자료의 신속한 처 

리가 가능해지면서 다변수 분석기법이 지역구분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도시화， 

경제 발달단계，경제체제 둥의 사회-경제척인 변화와 연계시격 농업지역구분이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고，이와 함께 도시와 관련하여 농업지역의 분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농업 입지론이 구체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한펀 Thünen의 고립국이론 

은 19세기에 발표되었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농업 입지론이 발전된 것은 

농업 분포 돼턴의 체계적인 이해에 따르는 어려움에 기인한다. 즉 농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또한 북잡하기 때문에，공간 기하학적 

형태로 기술된다 하더라도 이를 법칙 체계로 발전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 

이었다. 도시화와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연계시켜 농업지역의 분화를 설 

명하고자 하는 연구들로는 도시시장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작물，경영，농경지의 소 

유형태의 변화둥을 이용하여 농업지대의 공간적인 배열의 규칙성을 실중적으로 

파악한 Sinclair{ 1966)131와 Byrant( 198 1)의베 연구 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지대의 확인을 통하여 농업 지역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연 

구는 일제시대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행해쳤으며 IS，해방이후는 農業國勢調훌 

9)Jasbir , Singh et al. , 1984 , Agricultural Geography , McGraw-Hi 11 
Publishing Company , p. 15. 
10) 예로서 Brinkmann , Th. , 1922 , Die Ökonomik des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s{李顆圭 譯， 1974 ， 農業觸營觸濟學)이 있다. 
1 1)이에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Whittlesey , D. , 1932 , "Major Agricultural Regional of Earth," Annals of AAG 

vol.26 , PP.199-240. : Baker , O. E. , 1926 ," Agricul tural Regions of North 
America," Economic Geography, vol.2. pp. 459-493. : Jonasson , O. , 1925 , 
"Agricultural Regions of Europe" , Economic Geography , vol.1 , pp.277-314. 
12)Jasbir , Singh et al. , 1984 , op cit. , p. 16. 
13)Sinclair , R. , 1967 , "Von Thünen and Urban Sprawl" , Annals of AAG. , vol.57 , pp. 
72-87. 
14)Byrant , C.R. , 1981 , “ Agriculture in an urhanizing environment:A case study 
from the Paris region , ’ The Canadian Geographers , vol.21(1) , pp.27-45. 
15) 日帝時代의 農業地帶 冊究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印貞植. 1940 , 朝解η農業地
帶， 生活社刊， 東京; 久間建一， 1950 , 朝蘇 農業 衝營地帶 (J)7jff究， 農業蘇合鼎究
所，東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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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된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지리학에서 

徐費基lm，李廷훌ln，솜驚鉉의 연구와뻐 함께 농업경제학에서 具혼E書의 연구가19) 행해 

졌다. 1970년대에는 농업지역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론으로 이루어졌고，서울 

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Thünen권의 확인작업이 행해지기도 하였 

다때. 이 시기에 행해진 농업지대에 대한 연구로는 徐활훌·李中雨의 연구가21’ 있고 

이외에 작물결합을 지표로 하여 지역구분을 시도한 崔昌祚a와 E.Dege의 연구ZJ)가 

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80년대의 농업지 

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도시 시장과 관련하여 지역의 분화률 설명하고자 하는 연 

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리학에서 이에 관련된 연구로는 徐贊基2μ ’ 金基麻

의 연구a가 있고，농업경제학에서는 許信行의 연구때가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 농업지대 연구의 흐름에서 보면 농업공간을 해석하는 

시각이 크게 양대분되고 있다. 하나는 농업지역을 자급적인 식량생산공간으로 보 

고，농업지역의 분화가 토양，지형，기후조건 동 자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다는 시각이며，또 다른 하나는 도시화 동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분화된 

다는 시각，측 농업 입지론적인 시각이다. 물론 이들의 차이는 연구자의 농업지역 

에 대한 시각에서도 기인되겠지만，대개가 농업지대 구분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 

의하여 구멸된다. 즉 대체로 전자가 1960년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시각이 

라면，후자는 1980년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시각이다. 30년이라는 짧은 기 

간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시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나 

16) 徐贊基， 1962 ， “續營面에서 본 南韓의 農業地城區分 慶北大學校 論文集， 第6輯
pp.327-38 1. 
17) 李廷훌， 1966 ， “韓園 農業地城 設定에 관한 鼎究(上)， " 地理學 第2號 pp.1-13. 
18) 吉錯鉉， 1966 , 韓園 作陽結合地城의 鼎究， 慶熙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 具在書， 1967 , “韓國 農業의 地城性에 관한 鼎究 高麗大學校 農科大 國際農
業寶源班究所.
20)이와 關聯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輪文이 있다 田成大， 1968. “都市農業에 關
한 地理學的 빠究 ; 首都團을 中心으로 地理學 第3號， pp. 19-27: 徐贊基， 1975 , 
‘ 韓園農業의 地城構造에 關한 冊究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朴贊石， 1972 ，“近
쨌農業地城에 關한 鼎究慶北大學校 論文集， 第 16號， pp. 369-386. 
2 1)徐寶基· 李中雨， 1978 , 前揚書.
22)崔昌祚， 1975 , “韓國農業의 作物特化 地域分類에 關한 方法輪的 考察 路山地
理， 第3號， pp.1-24. 
23)Dege , Eckart , 1978 , “韓國의 作劇結合地城 ; 하나의 多變數 接近方法 地理學論
養， 第5號， pp.29-48.
24) 徐寶基， 1988 ， “韓園農業의 地城集中과 地城構造의 變化 1960-1980 , "慶北大學
校 師範大學 數育冊究誌，제 30집， pp.69-105. 
25) 金基麻， 1985 , “作빼特化度에 依한 韓園의 農業地域區分 地理學冊究， 第 10
輯， pp. 49-69. :金基麻， 1986 , “農業勞動力의 變化가 農作物 作付體系에 미치는 影
響 옳山大學族 社會科學論養， 5 ( 2 ), pp. 331 -346 . 
26) 許信行， 1984 , 地域農業과 複合營農， 韓國農村짧濟冊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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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조션시대와 일제시대률 거 

치면서 미작과 맥류 둥의 식량작물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의 농업지역 

구조가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변화되기 시작하였음율 시사한다. 

지역구조는 정태척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혹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하며，현재의 지역구조는 과거에 형성되었먼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왜 

냐하면 지역성에는 지리적인 고유성과 합께 역사적인 누적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01 우리나라에서 농업지대를 연구한 논문은 대부분 일정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반면에 지대의 시계열적인 변화과정율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대의 변화를 파악할 만큼 晧代間에 일치된 자료 구 

득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지리학에서 농업지역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현재의 지역구조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의 보다 심충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부터 전개되어 왔던 변화과정이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대 

상 시기별로 나열하여 비교함으로써 변화과정이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교는 각각의 연구자가 사용한 지표와 분석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거의 

불가능하다. 동일한 시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라도 분석과정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전개된 농업지대를 시대 

별로 확인함으로서， 그 변화과정을 통해 각 시대마다 지역구조를 형성한 요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률 이해하고자 하였으며，또한 농업지역이 각 농업지대로 분 

화되어 가는 과정을 촌락에서의 농업연구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농업지대에 대한 역사지리적인 연구는 농업성격의 바탕이 

되는 지역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따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1)연구방법 

농업지대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시기를 세 시대로，즉 수 

전농업의 확대를 바탕으로 자급자족적인 농업의 성격을 지녔던 조선시대와 일본 

의 식량생산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던 일제시대，경제성장과 함께 도시산업화의 

영향을 받은 1960년대 이후로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조선시대는 전기와 후기， 

일제시대는 초기와 중기， 1960년 이후는 10년 간격으로 시기를 세분하여 변화를 

파악하였다. 

농업지대 연구에서 도출되는 결과는 분석자료，지표 및 분석과정에 의하여 결 

정된다. 분석자료가 같아도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자들이 사용 

27)金相昊， 1983 ， “地理學의 本賢 地理學論養， 제 10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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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와 분석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농업지대의 객관성 

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횡계열적인 농 

업지대의 연구가 아닌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계열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이용되는 지표와 분석방법에서 통일한 지표 및 기법을 사용함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대들간에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농업지역의 구분에서 사용하는 指標는 농업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농업 외적 

요소(지형，기후 동의 자연조건과 경제형태 둥의 인문조건)와 농업 내적 요소(작 

물，가축，농업경영，농업발전단계) 둥이때l 이용된다. 또한 指標의 선정은 이들 중 1 

개 지표를 이용하거나，혹은 이들을 종합하여 이용하며，이는 구분 대상이 되는 지 

역의 크기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때. 이뜰 요소 중 농업지대 구분에서 사용되 

는 가장 보면적인 지표는 재배작물이다. 농업경영의 주처l 인 농민의 의사결정 과 

정에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특정 농작물의 재배이며，이는 일정 시·공간상 

에 다른 작물과 배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배작물이나 작물간의 

결합관계는 농업 경영양식과 관련되면서 일련의 독자적이고 지리적인 분포 양식 

을 지니며 이는 농업지역의 성격을 景觀상에 가장 잘 반영한 결과이다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농업지대를 설정하는 指標로는 각 시대 작물의 지리적인 분포 

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작물로서 나타나는 농업 지역구조는 결국 인간이 환경과 관계를 유지하 

며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작물로만 지역구조가 셜명될 경우 지역구조의 형성 

과정이 기하학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작물 

로서 나타난 지역구조는 농업의 경영형태，토지 생산성，농업기술，토지 소유규모와 

소유관계 퉁이 내부적으로 작용하여 지표상에 투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는 각 시대 농업 지역구조의 확인 이전에 선행작업으로 농업경영형태，농업 

기술，토지 소유관계 동의 지역적 전개를 확인한 후 지대구분을 함으로써 지역구 

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농업지대의 변화에 대한 과정은 통계 분석과 사례지역의 연구를 통해 따악하 

고자 하였다. 다변수 통계기법을 이용한 연구에서는，자료의 통일성을 만족하는 

1960년대 이후의 자료중 1970-1980년을 대상으로 하여， 작물별 재배면적의 변화와 

도시화，농업 경영형태，농업노동력，농경지의 변화 둥을 나타내는 변수들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농업지대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총체적인 수치자료를 이용한 

분석으로는 지역적인 전개과정의 흐름의 파악은 가능하나，지역적인 분화과정의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비록 가능하다 하더라도 통계적인 수치만으로 설명되기 

28) 徐贊基· 李中雨， 1978 , 前揚論文， pp.9-15.
29)Grigg.D. , 1965 , op cit.p.488. 
30) 徐贊基， 1981 , “韓國의 農作物 分布와 그 地城構造 地理學， 第 10號， p. 15. 

ζ
 
J 



쉽거나，전체적인 설명에 치우친 나머지 지역 형성의 주체인 농민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3ll，또한 설명과정에서 생태학적인 오류 

(ecological fallacy)를 범하기 쉽다찌. 본 연구에서는 촌락에서 농업의 전개과정 

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농업지역들의 상이한 농업적인 성격을 표출하는 과정과 

，또한 도시화가 각 농업지역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농업 성격이 뚜렷하게 상이한 3개 농업지역에서 사 

례지역을 선정하여 농경지 조성 과정，농경지 소유와 경영규모의 결정요인，작물재 

배 결정요인 동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크게 3부로 나뒤어진다. 3장의 1 

절에서는 조선시대의， 2절에서는 일제시대의 농업지대의 변화를， 4장의 1절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농업의 지역적인 전개를 ， 2절에서는 농업지대의 변화를， 3절에 

서는 다변수분석율 통한 농업지대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루었다. 5장 

의 1절에서는 사례지역이 된 촌락들의 지리적인 특성과 농업의 변화 과정을， 2 

절에서는 농경지의 조성과정을， 3절에서는 농지소유와 경영규모를， 4절에서는 작물 

재배의 전개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2) 연구자료및 분석방법 

1)농업지대의 자료 및 분석방법 

각 시대 농업의 지역적인 전개와 농업지대의 도출을 위해 사용된 자료와 변 

수는 표 1-2- 1.과 같다. 조선시대 전기의 자료는 世宗寶錄地理志(1432 )土宜條에 

수록된 휠K縣別 田짧 結負 면적，土性，재배작물 둥을 이용하였다.후기의 자료로는 

전답의 結數는 與地圖훌(1 757)를 이용하여 수집되었고，군현별 재배작물의 분포는 

자료구득이 어려워 林園經濟志(1 83이에 수록된 뿔市에서 풍부한 작물 중 농작물 

만율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일제시대는 초기의 자료는 1912년의 朝蘇總督府 統計年報 (1912)를 이용하였 

고， 중기의 자료는 농업통계가 府都別로 전체적인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各 道別

농업통계를 이용하였다때. 구득될 수 있는 농업통계 중 가장 자료가 많은 1935년 

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 산업화시대의 자료는 10년 간격으로 발행되면서 

농업 통계 중 신빙성이 있어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주 이용되는 農業 國勢調훌( 

3 1)옳基麻， 1982 , “農村A口移出이 農業勞動力에 미치는 影響 地理學論養， 第9
號， p.96. 
32)Colledge , R.G. , 1980" A 8ehavioural Mobility and Migration Research" ’ 
Professional Geographers , vol.32 , p.15. 
33)본자료는 농촌진흥청 도서관과 서울 농대 도서관에서 보관되어 있었으며 자 
료수집에 협조를 하여준 담당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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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연구자료 

시 대 자 료 단위지역수 수
 

l 벼
」
 

뚫
 336 재배작물. 호구수 

335 호구수.놓경지면적 
336 군현별 장시에서 거래농작물 

섣Z1 t좋il 를t똘報ι앤l긴-뿔원 
各 道別 農業統計 (1935) 238 

작뭄재배면적.녹엽겪엿 변수 

작물재배면적，농업경영 변수 

떼
 -뼈
 
-
뻐
 

’
li-

’
li 

---i 

시
 업
 대
 

도
 산
 시
 

l960) 
센서스(1970) 

農業調흉(1980 ) 

151 
172 
181 

작뭄재배면적.녹협겪엿 변수 

작불재배면적.놓엽경엿 뾰순 
작물재배면적，농업경영 변수 

1960) ，농업 센서스(1 970) ，농업조사(1980 )에서 자료률 추출하였다. 

작물에 의해 지역화를 시도하는 연구는 단일작물을 지표로 하거나 작물들을 몇 

개의 群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동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 

서 작물군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작물의 속성상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농학에 있어서 작물 분류는 식물학적인 분류와 작물학적인 분류 동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량작물，과수류를 포함한 원예작물，특용작 

물 동으로 3대분 되고 있다찌. 농업지리학에서의 작물 분류는 식량작물을 미，맥 

류，두류，서류，잡목류로，원예작물을 과수와 소채류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된 시기간에 나타나는 농업 

성격의 상이，농업 지역구조를 변화시키는 작물들의 차이，연구 자료 수록 체계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시대마다 작물을 몇개의 作物群으로 분류하여 지역 

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지역화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자료는 군현별 작물의 재배여부만 수록되어 있어 

기존의 연구를]6) 바탕으로 작물을 분류하고 작물들간의 결합관계를 군현별로 유형 

화한 후 지도화를m 통하여 농업지대를 설정하였다. 일제시대 이후부터 1980년까 

34) 農業大雖典， 學園社， 1975 , p.393. 
35)地理學에서 이와 같은 分類로 農業地城構造를 冊究한 論文은 徐贊基 (1981) ，
崔昌祚(1974) 가 있으며 Dege , E. (1 978) 는 작물을 분류하지 않고 29개 작물의 載
培面積을 利用하였다. 
36)朝解時代 作빼分類에는 다음 文敵을 융考하였다李錯澈， 1986 , 朝蘇前期 農業
觸濟史， 한길사:金榮鎭， 1985 , “農書를 通하여 본 朝蘇時代 主要作物의 農村體
系 農村廳濟， 第8卷 2號.
37) 본 鼎究에서 使用된 朝蘇時代와 日 帝時代의 地圖는 다음 論文을 옳照하여 各
都縣의 位置를 바탕으로 作成되었다盧道陽， 1986 , “ 15世紀 朝蘇의 農故業 明
知大學校 論文集， 第2輯， pp. 1"43-191: 李聖學， 1987 , 韓國歷史地理짧究 -行政區城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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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지역화 과정에서 사용된 변수는 작물군별 재배면적이다. 재배면적은 단위 

지역별 륙화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 (L. Q)로 변환되었으며Jl 이 계수를 이용하 

여 군집분석을 행함으로써 지대를 도출하였다391 분석에서 사용된 군집의 기법은 

군집이 단계적으로 형성되어가는 계충적인 방법 (hierarchical method)을，군집간 

거리 계산법은 지리학에서 둥질지역의 파악에 유리한 와드(ward) 법을 ，거리의 계 

산은 Squared Euclidian Diatance를 사용하였다. 와드법은 군집과정에서 군집내 

의 분산에 따라 각 단계마다 군집내 분산을 최소로 하면서 단위지역들을 군집하 

는 방법이다. 군집의 수는 군집간의 거리의 총합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군집단 

계에서 결정되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군집분석을 시도한 결과，특정 작물이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함으로 인하여 1 개 작물 혹은 2-3개 단위 지역에 의하 

여 군집이 주도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을 이루는데 특화도가 지극히 

높은 작물이나 지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작물 특화도의 단위 지역 

별 순위를 이용하여 특화도의 분산값을 작물별로 동일하게 한 후 분석을 시도하 

였다. 

분석 단위지역은 市와 都으로 하였다. 한편 시와 군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1914 

년 府都制의 실시 이후부터 농업 통계자료가 시와 군으로 분리되어 있어 실질적 

으로는 동질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인데도(예:안동시와 안동군) 분리되어 분석되 

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시역내에 군청이 소재하면서，과거의 읍이 시로 승격한 단 

위지역은 배후지의 군과 통일한 지역으로 간주하여 자료를 합산，단일 단위지역으 

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 단위지역을 수정한 결과 1935년 220lfl ， 1960년에 

는 151lfl. 1970 , 1980년에는 각 155개의 단위지역이 분석대상으로 되었다째. 

농업지대 변화에 대한 요인분석은 1970년 -1980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10년간 

작물재배율의 증가율과 예상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들간의 정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4)) 이루어졌다. 자료는 1980년의 통계 단위지역을 기준으 

李鎬澈， 1986 ， 前揚書:久間建一， 1950 , 朝解 農業 應營地帶 (f)7Pf究，東京.
38) 立地係數(L. Q.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算버된다. 

i地城 j作劇의 載培面積 / 全體地域의 j作物의 載培面積
L. Q. ij = 

i 地城 全作物의 載培面積 / 全體地城의 全作勳의 載培面積

地城의 각 作勳의 特化度는 값이 1. 0을 基揮으로 하여 1. 0未滿이면 未特化作物이 
며 1. 0以上에서 값이 커질수록 特化度는 커진다. 
39)지역화의 과정에서 사용된 군집분석은 다변수 분석 기법 중의 하나로 일련의 
자료군에서 유사성 내지 차이성을 바탕으로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군 
집내에서 (within) 분산값이 최소화하고 군집간 (between) 분산값을 최대로 하여 
군집을 이루게 하는 기법이다. (Anderberg , M. R. , 1973 , Cluster Analysis for 
Application , Academic Press , pp. 10-16. ). 
40)1970년과 1980년이 同一한 것은 1980년 行政區域을 基準으로 修正된 1970년의 
寶料를 使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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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1970년의 자료를 수정하여 두 연도의 단위 지역수를 동일하게 한 후 분 

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부산대학교 전산소의 CYBER-830 , 932 SYSTEM , PC 386-SX 등을 이 

용하여 행해졌다.지도화 분석 42)은 FORTRAN을 이용한 CMAP 프로그램을떼，농업지대 

구분에 사용된 군집분석과 기술적 통계분석은 SPSS , SPSSX , SPSS-PC 등의 통계팩키 

지를 사용하였다. 

2) 촌락농업의 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지역의 선정과정 

사례 연구지역의 선정에서는 도시화，경영규모，농경지 이용형태 둥을 반영하는 

변수를 이용한 지역화를 통해 농업성격이 뚜렷하게 상이한 사례지역들을 선정하 

고자 하였다. 변수로는 도시화의 지표로 농가인구율(=농가인구수/전체인구수) , 

농경지 이용으로는 수전비율(=답변적/전체 농경지면적) , 경영규모로는 가구당 답 

면적(=답변적/농가구수) 동의 변수를 이용하여 지역화가 시도되었다. 이 결과 사 

례연구를 위하여 성격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역을 추출한 결과 평야 미작지대 

(답비율 70%이상，가구당 답면적 0.65ha 이상;전라북도의 정읍 김제 부안 옥구 익 

산，충청남도의 부여 서천 논산 동 금강 하류 일대지역，경기도 평택，안성，충청남 

도 아산 동의 안성천 유역지역，경기도 강화 김포 철원 동의 휴전선 일대지역)，산 

간 전작지대(답비율 50% 미만，가구당 답변적 O.45ha 이하;강원도 평창 정선 영월 

제천 삼척，충청북도의 단양，경상북도의 용화 안동 영양 청송 동의 태백산맥 일대 

지역)와 대도시 곤교 농업지역(농가 인구율 30%미만 :6개 대도시와 인접군)의 세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는 이들 각 지역을 구성하는 都 중 각 지역의 평 

균치와 가장 근접하며， 또한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와 위도상의 위치，연구 

자로부터의 접곤성 등을 고려하여 3개 행정 단위지역(부안군，봉화군，부산시 강서 

구)을 선정하였다. 이들 변수를 다시 이용하여 각 군과 성격이 비교적 일치하는 

면지역을 택하여 1:25ρ00지형도를 이용，사례 연구 촌락을 선정하였다. 촌락의 선 

4 1)이 분석방법은 측정된 변수가 여러개 있어 상관관계가 서로 복합되어 있을 때 
독립변수 집합과 종속변수 집합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기법이다.이의 개념과 
절차 및 기술방법은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이나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과 매우 유사하나 두 변수 집합의 상관관계를 산출하는데 근 
본적 인 차이 가 있다. (Johnston , R. J. , 1978 ,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in 
Geography, Longman Group , p. 183). 
42)地圖化 分析에서 地域을 分類하는 指標값의 設定은 먼저 指標를 細分하여 빈도 
를 산출한 후 頻度 분포에서 급격한 變化를 나타내는 값을 利用하였다. 
43)본 프로그램은 金基織(1 984 )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適合하 
도록 補完하여 修正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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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사례 연구지역 

정에 있어서는 1개 촌락을 선정할 경우 예외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점 

을 감안하여 동일 지역의 농경지를 이용하면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3-4개 

의 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연구 지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1 참조)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하청，대수，신홍，수성，남월리(이하 백산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군 상장암，서벽，골마，소라리(이하 춘양지역)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훌김해 대저읍 출두리，사덕리，명강리)(이하 대저지역) 

@ 자료 및 분석방법 

자료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수집되었고，소유 단위로서 지번，위치，지목，지주에 

의해 이웃 토지와 구멸되는 한 구역의 토지인 필지를 單位로 하여 구득되었다. 

자료는 1989년 6월부터 12월까지 각 사례 촌락의 5-6차에 걸친 답사를 통해 수 

집되었다. 예비조사와 본답사는 6월 -8월에，보완조사는 자료의 一次 분석 이후인 

12월에 실시되었다. 수집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지역 선정 후，군청에서 연구지역의 지적도(1; 1,2 00 , 대저지역은 1: 5\00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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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도)률 이용하여 1: 4.600의 기본도를 제작하였다. 그 후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연 

구지역의 농가구별 農地鳳樓와 農地規 훌帳을 구륙하면서 동시에 각 里에 대한 

예비조사률 실시하여 조사표를 수정하였다. 구득된 농지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조 

사표에 각 농가가 소유，경착하고 있는 필지의 지번，면적，지목 둥을 기재하여 조 

사표가 완성된 후，각 이장으로부터 재촌，부재지주 동의 가구주 유형과 필지 내용 

의 변화를 확인한 다음， 이장을 통해 조사표를 배부，수집하였다. 조사표를 수집 

한 후 이를 정리하여 누락된 부분은 다시 이장과의 우편면담을 통해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설문지- 1 참조). 

분석대상이 된 농가수는 백산 201 가구， 춘양 18671-구， 대저 18471-구이며 가구의 

거주유형은 표 1-2-2. 와 같다. 대저에서 이촌지주가 척은 것은 이 지역에 토지 

거래가 활발함에 따라 이주할 경우 농지률 매각하고 이출하기 때문이다. 분석된 

농경 필지수는 소유 농경지가 백산 1,228 , 춘양 857 , 대저 465필지이며，소작 농 

경지가 각각 157 , 92 , 209필지이다. 

표 1-2-2. 사례지역 조사가구의 거주 유형 (단위;戶) 

백산 등u르-o 。t 대저 

재겸촌업농농가가 144( 7l. 6) 146( 78.5) 119( 64.7) 
7( 3.5) 6( 3.2) 19( 10.3) 

이비촌기 농지타가주 2( l. 0) 1l( 5.9) 32( 17.4) 
33( 16.4) 15( 8. 1) 3( l. 6) 
15( 7.5) 8( 4.3) 1l( 6.0) 

계 210(100.0) 186(100.0) 184 (1 00.0) 

소소유작필필지지 ~28 857 465 
157 92 209 

I~ ( )안은 % 

한편 도시화에 의한 재배작불의 변화는 도시로부터의 위치에 의하여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전형적인 농업지역에서 사용된 조사표로는 대도시 곤교의 재배작물에 

대한 설명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도시에 인접한 농촌은 도시의 농산물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작물의 재배 둥을 통해 도시지향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상업적인 농업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곤교지역인 

대저지역에서는 시장 지향적 작물인 소채류가 집중적 재배되고 있는 낙동강 하천 

부지의 재배작물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자료는 토지이용 조사와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토지이용 조사는 지적도를 이 

용하여 재배작물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설문조사는 구청에서 작성한 하천 

부지 점용허가 대장 (1989-1993) 을 이용，점유를 허가받은 주민들 중 대저 1동에 거 

주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예. 설문지는 우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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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집되었고，분석은 회수된 72매(회수율 :48.3%) 의 조사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졌 

다(부록;설문지-표 참조)， 

촌락 자료의 분석은 농경지의 조성과 村과의 결합형태，농가의 경영규모，재배 

작물의 결정요인 분석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농경지의 조성과 형태의 분석에 

서는 지적도상에 나타난 필지 형태의 지리적인 차이와 분할과정，경지정리사업 동 

으로 인한 형태변화，村과 소유농경지의 결합형태를 확인하였다. 농가의 경영규모 

에서는 농지원부를 바탕으로 가구별로 합산된 농경지 면적을 이용하여 농가의 소 

유，경영，임대차 면적 동을 파악하여 이것이 경영주의 사회·경제적인 내용과 어떠 

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또한 임대차 관계의 형태를 확인하여 지역간 

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작물재배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은 작 농경 

필지에서 재배되는 작물과 농민의 경영규모，소유관계，가옥으로부터의 거리，농기 

계 보유，가족 노동력 동의 경영형태 및 연령，학력 동의 경영주의 개인적인 특성 

과의 관련성을 따악하였다. 분석은 주로 SPSS를 통한 기술적인 통계를 이용해 

이루어졌으며，전산처리는 부산대학교 CYBER-830 SYSTEM을 사용하였다. 

44)허가받은 주민은 19 ]명으로 이 중 대저 1 동에 거주하는 농민은 ]4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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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2걷i. 늘슴업 ~l 역 극l춘륜의 이흔흔척 배경 

농업지역은 농업을 구성하는 제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관계에 의하여 지역체계 

를 이루며，이들 요소간 결합관계의 형태에 의하여 농업지역의 성격이 형성된다. 

농업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결합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지리학에서의 

농업지역 연구는 농업경제학，토양학，인류학，농학，사회학 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농업이 채화의 생산을 위한 경제행위라 하더라도，농작물의 생물학적 

인 특성이나 식생활 동의 문화적인 관계，기후，지형 둥의 자연적인 조건에 대한 

이해없이는 농업에 대한 설명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의 

생활양식이나 공동체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다면 작물이나 가축이 선택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11 

농업지리는 이와 같이 다른 분야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특정 

지역의 농업성격을 기술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농업 지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은 작물이나 가축의 결합형태，혹은 농가경영 특성의 지역적인 차이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지리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는 농업지역의 구분에 

뀌착된다21 

1.농업지역과 지역구분 

(1)지역구분 방법론 

1)지역구분과 지역구조 

모든 과학적인 질문에서 구분 (classification)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지 

리학에서도 구분이 초보적인 단계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간척인 꽤 

턴이나 그 과정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불가능하다3’. 따라서 지역구분은 지리 

학에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실험적으로 이루 

어지기까지 한다. 

지역구분과 관련된 내용들 중 중요한 토의대상은 첫째，지역적 방법이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인가，혹은 지역의 발견과 기술이 지리학의 최후 목표 

인가라는 점이다. 즉 지역 개념은 세계의 이해를 도와주는 방법으로서 단순한 방 

I)Morgan , W.B. , 1978 , Agricultural Geography , Methuen & Co.p.4. 
2) 본 논문의 사용 용어에서는 지역구분과 지대구분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3)Aitchison , J.W. , 1986,“Classi fication of Agricul tural System," Pacione M. 
eds.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 Croom Helm Ltd.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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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척 개념인가，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가시적인 실체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전통적인 지리학에서는 지리학의 출발은 지역의 성격 차이의 확인，즉 실체 

로서의 지역에서 시작되지만，궁곡 목표는 지역의 탐구가 아니라 세계의 이해로 

보아 세계률 여러개의 region으로 세분하여 그 각각을 기술함으로써 세계를 이해 

하려고 시도하여 왔다41 지역의 개념이 단지 세계를 보는 시각인가，혹은 지리적 

인 실체인가에 따라 동식물에서의 구분 개념이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 

제가 풀릴수 있다. 즉 지리적인 실체의 경우 구체적인 지역체계가 존재하며 이때 

지역의 구분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51 

지역구분은 지역간에 성격의 차이와，그의 지리적인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륙정지역이 분화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궁득적으로는 둥질지엮을 도 

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61 따라서 이들 지역구분은 대개가 지역연구의 일환 

으로서 행해지며，이는 지표면위에 선율 긋는 일부터 시작된다. 선율 긋는데 이 

용하는 지표의 수에 대해서， Hartshorne이 제시한 북수 주제지역의 연구방법은，우 

선 여러가지 단일 주제별로 경계선을 그은 다음 그 결과로 생겨난 단일주제지역 

들을 서로 비교 내지 검토하여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casual 

rel~tion)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북수 주제지역이 성립하기 위한 필 

수조건은 단일 주제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지역의 경계선을 긋는 일과 단일 주제간에 인과관계률 찾아내는 

일 모두가 현실척으로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Whittlesey는 

지역연구에 임하는데 먼저 다음의 두가지를 인정하였다. 첫째，단일주제로 작성된 

지도를 가지고는 지역구분이 어려우며， 둘째，북수주제지역이 성립하기 위해서 단 

일 주제들이 서로 인과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이 그 핵심에 있어서 어떤 동질성이 연속적으로 나타나 

는 영역 (area) 이기는 하지만 그 영역에 명확한 경계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북수 주제지역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인과관계보 

다는 조화된 현상(accordant phenomena) 이 필요하며，이는 여러가지 현상들이 하 

나의 영역 (area)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데 불과한 것이지 이들 현상이 반드시 인과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는 둥질지역을 단일사상，북합사상지역으로，지역의 계충은 localities , district , 

province , realm으로 구분하였다71 또한 그는 인간활동에 의해서 지역을 구분하 

4)Minshull , 1967 , Regional Geography , Hutchison , London , pp. 26-38. 
5) 이 때 이러한 지역을 Herbertson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결합된 자연지역 
(natural region)으로 보았고 Unstead는 동질성을 딴 지 리 적 지 역 (geographical 
region)으로 보았다. 
6)Bunge , W, 1973 , Theoretical Geography , Lund , p.38. 
7)WhittleseY , D. , 1954 , "The Regional Concept and Regional Method ," James , 
P.E.ed.American Geography Inventory & Prospect , Syracuse Univ. Press.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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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의 형태는 자연적인 지표에 의해 그은 선보다 더욱 불규칙적이거나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8) 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 이전의 형이상학적인 지역개념에 현실성을 부여하여 지역지리학을 

본퀘도에 올려 놓으려는 Whittlesey의 노력은 자기스스로가 실제적인 지역연구를 

성공척으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별로 좋은 성과률 거두지 못하였다9) 

Whittlesey의 방법론에 대해 Bunge는 둥질지역을 전통적인 지리적 지역으로 보 

았다. 지역은 구분체계 (classification system) 에서 계급으로 구체화되면서 나타 

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단일사상지역，북합사상지역은 단지 단일적인 륙성의 지 

표에 의해 나타난 지리적인 급간의 표현일 뿐으로 보아，지역을 uniform , experi

mental , nodal , applied region으로 구분하였t:t IOl • 

지역구분에서 system의 개념이 이용되면서 지대구분의 일환으로 지역체계의 

확인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지역체계는 지역간 상호관련성을 통해 전체 

적인 기능을 지니는 단위지역들의 집합이다IJ) 따라서 농업 지역체계의 확인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서 농업이 1차적인 측면을 대표하기 때문에 농업지리 

학에서 가장 곤본적인 관심사이다. 농업 지역체계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지역들 

의 륙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간 상호관련성의 복합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 

며 m 이률 통하여 지역구조의 확인이 가능해진다. 지역구조는 소지역이 중지역， 

대지역으로 종합되고 각 지역들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지니면서 전처l지역 

으로 구성될때 형성되는 지역들간의 결합관계이다. 공간구조가 추상적이며 순수 

이론적인 내용율 담고 있는 반면에，지역구조는 경험적，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 

기 때문에 지역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3) 

지역체계의 확인작업은 동식물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분류함으로서 지역 

구성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분에 있어서 유기체의 분류방법이 지역화 

에 그대로 적용될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논란의 출발점은 지표면의 

고유성이다. 즉 모든 지표면은 고유한 속성인 location을 지니기 때문에 위치의 

문제와 함께 지리적인 연속성의 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소 

(위치)도 개체의 속성으로 보아 유형지역체계 (generic regional system) 와 특수 

지 역 체 계 (specific regional system) 의 개 넘 이 도출되 었다14) 

8) ibid. p. 42. 
9) 柳濟憲， 1987 ， “美國地理學에서 地城職念의 훌훌達地理學論훌훌， 第 10號， pp. 350-35 1. 
10 )Bur핑e ， W, 1973 , op cit.pp. 14-26. 
11)Dickson, R.E. , The Regional Concept:The Anglo-American Leaders , Routledge 
& Kegan Paul , pp.144-152 
12)Newbury, P.A.R. , 1982 , A Geography of Agriculture , Macdonald and Evans , 
p.24. 
13)地理學離典， 1989 ， 二宮書店， 東京. p. 424. 
14)Grigg , D. , 1965 , "The Logîc of Regional System" , Annals of A.A.G, vo 1.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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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이 구분되어 지역으로 되었율때 지역을 선으로 배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혹은 비지역적인 지표면 (non-regional area)의 존재는 불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는 지리적인 지역의 구분 원칙과 지역체계의 유형화에 적용 

되는 원칙에 관련되는 문제이다. 결국 숙성 (property)의 존재 여부나 혹은 존재 

하는 정도에 따라 지역 구분의 개념이 달라진다. 또한 실제 세계에서 지리적 현 

상의 분류에서는 overlap이 불가피하며 l잉， 지역 구분의 경계는 실제 세계에 있어 

서는 zone으로 나타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지도위에서는 繼으로 표현될 수 밖에 

없다J61 

2)농업 지 역구분의 과정 

지역체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종합적인 지역화(synthetic regionalization)와 

분석적인 지역화(analytic regionalization)로 구분된다. 전자는 하위지역에서 

상위지역으로 지역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과 유사하며 후자는 전체지 

역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나누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지역의 계층을 추 

출하는 것으로，이는‘분류의 방법과 유사하다까 통계적인 기법이 발달되기 이전에 

농업지역의 구분은 ‘구분’이라기 보다는 ‘분류’에 가까웠다. 이때의 ‘구분’은 지 

표나 카테고리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체가 공유한 특성을 바탕으 

로 구분하는 방법이고 ‘분류’는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개체를 유형화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분법적으로 지역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지역체계의 확인에서 지역구분을 하기전에 목적을 확고히 해야 하며，또한 한 

가지 목적에 의해 구분된 결과는 다른 목적에는 무의미하다. 이는 구분목적에 따 

라 선택되는 지표가 변하기 때문이다181 농업지역구분은 농업지리학과 실용적인 

측면율 바탕으로 한 농업 경영학에서 이루어진다. 농업지리학의 연구과제로서의 

지역구분은 지역연구와 연결되는 문제로， 대상이 된 지역을 계통적으로 서술하는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지역으로 먼저 구분하여，이들 상호간의 상이성， 유사성 및 

관련성을 구명하고，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종합적인 성격을 따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학문 분야와는 문제의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지 

역 구분 결과는 비록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다르다얘삐j 

농업지역의 구분단위는 분할된 농업공간으로때때’’구분체계는 각 개체로부터 시작 

PP.476-479. :Bunge , W. , 1973 , op cit. , p. 17. 
15)Grigg , Ð. , 1965 , op cit. , p. 487. 
16)Bunge , W. , 1973 , op cit. , p. 19. 
17)Grigg , Ð. , 1965 , op cit. , p.473. 
18 )i bid , p. 482. 
19) 徐贊基， 1969 ， "農業地域 區分의 接近方法과 基本規揮의 짧究， “, 數育冊究誌， 慶北
大學校， 제 10권，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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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둥질지역에 있어서의 개체는 place이며 place가 뭉치면서 region으로 표출 

되고 모집단은 전체 지표면이다까 그러므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대상이 

된 단위지역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은 물론 구분과정에서 발생된 내용들 흑 채택 

된 대안적인 방법과 때로는 선택되어야 될 주관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구분은 다소 제한척이지만 객관적인 결정과정 

의 산물이 될 수 있다221 

지역구분의 과정에서는 취득될 수 있는 정보가 변화되면 분류체계와 방법，결과 

가 다르게 될 수 밖에 없다. 지표를 한개 이상을 사용할 때 구분의 적용 순서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지표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23) 특히 지역구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구분 목적과 사용 

기준 및 지표와 함께 몇개의 region으로 구분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지역구분 

에서 scale의 요인은 결과된 패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패턴을 설명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4) 구분된 지역은 지나치게 넓거나，좁아서도 

안되며，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유리창의 조각들처럼 대략 비슷한 크기률 

유지하여야 한다삐. 이때 서로 상이성을 띠고 있는 지역이 지리학적인 지역에서는 

같은 급간{class} 에 속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뻐. 한편 지역구분에서 수치 

자료가 구분의 지표로 사용되면서 지역구분에 있어서는 계량적인 방법이 시도되 

기 시작하였다. 컴퓨터의 도입으로 다변량 분석이 용이해짐에 따라 구분기법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주성분분석에서 Q-Mode와 R-Mode를 동시에 사용 

하여 지역구분이 행해지기도 하였고 근래에는 군집분석이 자주 이용 되고 있다1I) 

그러나 이 군집분석에서는 사용되는 기법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분의 과정을 종합하여 Aitchison은 지역구분의 과정을 1.구분 

북적의 설정，체계의 기술， 방법론 둥의 내용율 포함하는 research context 단계 

2. 구분단위와 구분의 지표가 결정되는 design 단계 3. 구분방법과 척도에 의해 

분석되는 analytic 단계 4. 도출된 결과에 대해 구분목표의 견지에서 입각하여 

명가 및 설명하는 명가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때 

20)Aitchison , J.W. , 1986 , “ Classification of Agricultural System," Pacione M. 
eds.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 Croom Helm Ltd.p.43. 
21)Bunge , W. , 1973 , op cit. , p. 16. 
22)Aitchison J.W. , 1986 , op cit. , p.39. 
23)Grigg , D. , 1965 , op cit.p.488. 
24)Harvey , D. , 1968 , "Pattern , Process and the scale problem in Geographical 
Research , " Trans.of the Inst.British Geographers , vol.45 , p.75. 
25)Minshull , R. , 1967 , op cit. p.31. 
26)Grigg , D, 1965 , op cit. p.483. 
27)Aitchison , J.W. , 1986 , op cit.p.60. 
28)ibid ,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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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농업지대의 연구 동향 

우리나라의 농업지대 구분에 대한 연구는 분석 대상이 된 시기，지대 구분에 이 

용한 지표 동을 볼때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 시기별로 보면 조선 

시대， 일제시대， 1960 ， 1970 ， 1980년으로 구분되며， 이용된 지표는 농업 외적인 요소 

인 지형，기후 동의 자연적인 지표로 농업지대를 따악한 연구와， 농작물，농업경영 

둥의 농업 내적인 요소를 이용한 연구로 대분된다. 농업지대의 변화에 대한 연구 

는 농업통계가 체계적으로 발행된 1960년대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으며，그 이전에는 일정 시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변화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의 지대변화에 대한 

연구는 1960-1970년과 1970-1980년간의 변화 과정에 혹은 1960-1970-1980년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변화내용은 대부분 도시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농업지대 

구분에 대한 연구를 분석 대상이 된 시기별로 고잘하면서 각 농업지대 연구의 

의미와 문제점 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한반도의 농업지역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盧道陽과 李鎬微의 연구가 

있다. 盧道陽은때) 구체적인 지역화는 시도하지 않았으나 世宗鷹錄地理志、의 자료 

를 이용해 15세기의 水田과 농작물의 지리적인 분포를 바탕으로 할때 영일만과 

開城府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여 북동지방의 전작지대와 그 남서지방의 답작지 

대로 2대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전기의 구체적인 농업지대 연구로는 

최근에 역사학에서 이루어진 李鎬微의 연구가때) 있다(그림 2-1- 1), 世宗實錄地理

志 土宜條의 자료를 이용하여 군현별 재배작물의 분포를 확인하고， 작불과 군현별 

수전비율，한전비율을 바탕으로 山間 농업지대，早田 농업지대，早·水田 농업지대， 

水· 早田 농업지대， 島願 농업지대 동의 5개 농업지대를 추출한 후， 행정구역을 단 

위로 다시 세분화하여 산간 농업지대는 합길，명안，태백 산깐 농업지대로， 수·한 

전 농업지대는 경상，전라，충청 수-한전 농업지대로 구분하여 전국을 5개 유형지 

역과 107>> 특수지역으로 구분하고，이어 만별분석을 통해 작물 재배범위를 이용한 

농업지대 구분이 정당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화 과정에서 “각 

작물별 재배범위의 차이，군현별 수전비율，한전비율을 함께 고찰하여 이들 세 기 

준이 일치되는 영역을 모두 다섯개의 농업지대로 나누고 각 농업지대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여 지대구분을 도출했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311 지역구분의 지표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약점에도 

29)盧道陽， 1968 ， “ 15世紀 朝蘇의 農敗業 明知大學校 論文集， 第2輯， pp , 143- 19 1. 
30) 李鎬澈， 1986 , 朝蘇前期 農業總濟史， 한길사. 
3 1)上揚書， p , 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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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훌 뼈 껴* 훌示 

1.山M를 i훌뼈휴 톨|톨 
Il."田I훌빼톰 관프표 

m .... 水田I훌훌휴 듣클 
IV. 水·톨田톨.뼈홈 않뀔l 

V ••• 톨톨빼홈 따핀꾀 

그럼 2-1- 1. 李錯微의 조선전기 농업지대 구분 (1986) 

불구하고 조선시대 농업지대를 처음으로 체계적인 시도를 행한데 큰 의미가 있 

다. 조선시대 농업지역에 관한 연구는 이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인 전개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일제시대 농업지대에 관한 연구는3'LJ 주요 농작물의 분포를 dot map화하여 지역 

화를 시도한 加木樞次의 연구，쫓作지대와 大豆 지대를 구분하고 다시 맥작물의 

종류에 따라 subregion을 구획하고자 시도한 武田總一郞의 연구(1 929) ， 미작의 품 

종에 따라 최조생종，조생종，중생종，만생종，최만생종 지대 동의 5개 지대로 분류 

한 永井·中川의 연구(1 93이가 있다. 1935년에는 자연지리 견지에서 작물의 재배 

32) 日帝時代의 韓國 農業地帶의 ?yf究動向은 다음 論文들에 整理된 農業地帶의 연 
구동향에서 요약，정리하였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이들 짧究論文 題目의 羅
列은 省略하였다久間建一， 1950 , 朝解農業 應營地帶m 冊究， 東京， pp. 145-
175. :徐贊基· 李中雨， 1978 , 韓國의 農業地帶區分， 文敎部 政策新究報告，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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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률 통하여 지역화를 시도한 李뼈九의 연구와 이외에 山本尋己의 연구，농업 

노동력의 구성을 바탕으로 지역구분을 시도한 연구.호미형을 바탕으로 지역화를 

시도한 연구 퉁이 있다. 1940년에는 한국인으로서는 두번째인 印貞植의 농업지대 

연구가 있다. 지표로 전답비율을 이용하여 전작지대(답비율 40% 이하) ，짧田混構 

지대 (40-60%) ，답작지대 (60% 이상)로 구분하고 작물의 경종조직에 의해 착물지대 

률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경종조칙으로 지역을 분류할 때 행정구역에만 의 

거하여 분류하여 지역구분의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때. 일제시대에 이와 같이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농업지대의 연구는 기후조건과 지형조건을 반영하는 

답비율 동율 중시하여 농업 외적인 조건으로 지역을 구분하고자 한 연구가 주류 

를 이루고 있었다. 농업 내적 요소인 작물을 이용하여 지대화한 연구도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어서 종합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시대 농업지대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久間健一의 연구이 

다찌. 연구결과는 해방이후인 1950년에 발행되었으나 자료는 印貞植의 연구에 사 

용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1930년대에 朝解總홉府에서 조사된 통계원자료이다. 

그는 농업지대률 고원지대，산악지대，전작지대，도작지대，도서지대 동의 5개 지대 

로 나누고 이률 다시 20개 지역， 11 개 지구， 1 개 지방으로 세분하였다(그림 2-1-2 )， 

지표로는 생산구조(경영조직， 경영규모， 경영형태) , 기술조직(경지종류별 면적과 분 

포，이용형태，이용율，작부방식，답의 관개조직) ，경영 집약도(단보당 조수익과 경영 

조수익，생산력 지수，비료소비량)둥의 지표와 함께 기후 및 토지 요소 둥을 이용 

하여 지대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종합적인 연구로 높게 명가받고 있 

으나 지대 명명의 혼돈과，지역화 과정에서 각 지표의 결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 

로 명시하지 못한 한계점율 지척받고 있다:I5l 

해방 이후 196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한 농업지대에 대한 연구는 농업통계가 

10년 간격으로 발행되면서， 연구범위는 남한에 제한되고 있지만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1960년대의 농업지대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에서 徐寶基$，李廷훌의 연구 

가111 농업경제학에서는 具在書의 연구가빼 있으며，이 중 具在書의 연구가 가장 방 

대한 자료를 이용한 지대구분이다. 그는 자연조건과 답비율을 이용하여 φ산간전 

작지대 @준산간전작지대 @준명야전작지대 @평야전작지대@산간흔작지대@준산 

33) 許信行， 1984 , 地城農業과 複合營農， 韓國農村鏡濟鼎究院， p.32. 
34) 久間建一， 1950 , 前揚書.
35) 徐寶基， 李中雨， 1978 ， 前揚論文. p. 17. 
36) 徐贊基， 1962 ， “觸營面에서 본 韓國의 農業地域區分 慶北大學校 論文集， 第6
輯. pp. 327 -38 1. 
37) 李延훌， 1966 ， “韓國의 農業地域設定에 關한 新究(上) , " 地理學 第2號， pp. 1-13. 
38) 具在홉， 1967 ， 韓國의 農業地域性에 關한 冊究， 高麗大學校 農科大 國際農業寶
源鼎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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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2 久間健-의 일제시대 농업지대 구분(1950) 

i.니해 및 lt~얘? γ， 

l 써|센 t밴‘u 
1 -1 成뺑펴!핑ilH.bt<‘ 
1 -2 까i~tï*i!京地城 

n IÜ !Ift&뺨 
1 -1 없北山 l강뺑월 

n -1-A 北部山뎌tlli꾀， 
n -1-B 南없山!11t바'~; :\11 

n -2 成뼈illllí; !ili빠 
U -2-A 北샘1111깐it!!.빠 

U -2-A-l 成째水팎f~' Jill方 
n -2-B I협샘Ul lÎf빼圖 

U -3 끼iitHLI 센뱅域 
11 -4 j[I센 III 따地웰 

11 -4-A ì[I파水~'if'F地區 
D1 1I1f'!'뼈법 

m -1 'f ~t川作lt!!~
m -1-A '1'-北水힘作地區 

m -2 l'i lfúrnft，뼈城 
11-2-A 뿌南水휴if'f地wi 
11-2-B J(海水~ìf'f뻐圖 

m -3 차〈없田作地域 
11-4 !~.~tmf'F地域

m-4-A 잎北水힘作地區 
11-5 톨北IH件地城 

W 훔l水f'F it!!. ftli 
N-) 京짧水힘ft地~ 
N-2 밭.南水휴ifF地城 
N-3 숫北水힘fFiI!!城 

N -3-A }~，:톨f$水뿜너쑤地區 
1\' -3- B 1111ìU해水ffíf~' Jill않 

1\' -4 홉北水펌件Þ.I:!!짜 
π -5 ~ffl 水힘꺼‘배~M: 
1\' -{) 'Í~때水츄HÎ'~M: 
1\' -7 용~h~바까\1:M {î:it!!.Ìl!~ 

v ø，없i地帶 
V -1 암’않옮뼈월 
V -2 힘써{훌地城 

간혼작지대 @준명야흔작지대 @평야혼작지대 @산간답작지대 @준산간답작지대 

@준명야 답작지대 @명야답작지대로 구분하였으며，이 연구결과는 농업정책 동의 

실용적인 측면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통계자료가 행정자료에만 

의존하여 자료의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또한 인용문헌이 밝 

혀져 있지 않은 점 둥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9) 

1970년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70년에 농업센서스가 간행되면서 지리학에서 

는 이 자료와 1960-70년 10년간의 변화 추세를 따악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농업 

경제학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창조는뻐 작물의 

39) 徐贊基， 李中雨， 1978 , 前揚論文 p. 18. 
40) 崔昌祚， 1975 ， “韓國農業의 作物特化地域分類에 關한 方法論的 考察 路山地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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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율 이용하여 Weaver의 방식을 응용한 표준편차로 1960년과 1970년의 작 

물분포와 그의 변화를 따악하였다. 그러나 최창조의 이 연구는 “작물을 개별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역구분，즉 여러 변수로 특징이 규정되는 소통 

계 단위지역을 가능한 한 동질적 구조를 갖는 대규모의 집단으로 통합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4lJ 

독일의 지리학자이며서 한국의 농업지역율 연구한 Dege E. 는 1970년의 작물 재 

배면척을 이용한 군집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21 개의 단위지역을 설정한 후 이를 

다시 7개 지역으로 구분을 시도하였다. 또한 1960-70년의 지역별 작물 재배면적 

의 증가율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각 시기의 농업지역 변화의 특정은 “전체적으로 

변화의 양이 약소한 점과 특정작물이 자연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집중하는 현상 

을 보이며 이 점은 한국 농업경제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자급적 경제에서 시장경 

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음을 보이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때. 그러나 

그의 연구는 분석 과정중 상위의 지역화로 구분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즉， 21 개 지역이 7개 지역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1727ß 단위지역이 21 개 지 

역으로 구분하는데 사용한 지표룰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분석 기법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는 21 개지역을 7개 지역으로 계충적인 지역구분을 

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ward법을 이용한 군집 분석과정 중 정보 

손실량이 단순히 31. 7%，약 54.0% 단계의 2단계에서 통계적인 지역화를 시도한 것 

을 계충적인 구분으로 설명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는 지역화의 단계에서 

상위계충의 지역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하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작물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농업경영이나 기후，지형조건을 반영하는 다른 

지표로 사용합이 보다 타당하였을 것이라는 지적도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농업지대의 변화를 처음으로 도시화와 연계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에서 의미가 있다. 

농업경제학에서는 옳聖昊가씨l 종합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지대구분을 시도한 연 

구가 있다. 그는 지역화의 과정을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어 각 지대화의 단계에 

서 상이한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상당히 많은 작업을 

거쳤으면서도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지 못하고 35페이지의 연구자료가 남아 있을 

뿐이나뼈，지역화의 과정에서 체계적인 방법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70년대 농업지대의 종합적인 연구는 徐贊基·李中雨의 연구쩨이다. 이 연구에 

第3號， pp.1-24.
41)Dege , Eckart , 1978 , “韓園의 作物結合地城 ; 하나의 多變數接近方法 地理學論
훌훌， 第5號， pp.29-48.
42)上揚論文 p.48. 
43) 옳聖昊， 1974 ， 自然條件에 의한 韓國의 農業地帶， 農村鷹濟冊究所 冊究寶料.
44)許信行， 1984 , 前揚書 p.38. 
45) 徐寶基， 李中雨， 1978 ， 前揚論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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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70년 농업센서스를 이용하여， 전국 1511 개 面級 지역을 지역화의 단위지역 

으로 하는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연구결과는， 그림 2-1-3과 같다. 그는 지 리 

학에서의 복합 사상지역의 개념을 적용하여 세밀한 방법으로 농업지대를 설정하 

였다. 먼저 단일 사상지역으로 농경대로서 경지율，경영지대로서 답비율，경종지대 

로서 작물 결합형，원에농업지대로 일반채소 재배면적을 각각의 지표로 이용하여 

각 단일 사상지역을 추출한 후 3개의 기본 기준을 설정，이들 기준을 2개썩 중첩 

시켜 복합 사상지역을 추출하였다. 어기서 도출된 3개의 복합 사상지역을 다시 

종합화시키고 그 결과를 부분척으로 수정하여 107fl 유형， 22개 지대를 추출， 최 

종적인 농업지대를 설정하였다. 

그의 연구는 일정시기의 연구지만 면급지역을 단위지역으로 하면서 자료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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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함과 분석과정의 정밀함에서 높이 명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대 도출 과정에 

서 각 사상들의 분포를 단지 지도률 이용하여 중첩시킴으로써 지역화의 계충개념 

이 존재하지 않아，각 사상들의 지역화에서 작용하는 비중의 차이률 고려하지 않 

음으로서 농업지대의 도출 기법상에 한계점율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는 1970년 

의 농업지대에 대한 최종적인 명가에서 “한국 농업 지역구조에 관한 제반 특성은 

원천적으로 한국농업공간이 자급적 성격이 탁월한 농업공간이라는 점에서 파악하 

면 용이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농업 지역구조를 기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상업척 농업의 발달이 미미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1960년대 이 

후의 도시화는 장차 전통적인 한국농업의 帶狀的 지역구조가 대도시를 축으로 하 

는 團城 構造로 개편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 

하여뼈 1970년도 농업지대의 명가에서 도시화에 의한 변화는 예상하면서도 자급자 

족적인 성격을 강조한 나머지 논문의 주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변화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리학에서 농업지대 구분 방법에 대해 1960년대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지역화가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지나는 논문이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농업지역 

의 설명 중 도시의 영향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하는 것은 이 시기가 한국 농업 

지역의 변화에서 과도기였음을 의미한다. 

1980년은 1970년대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망 처l계가 형성되며，특히 

후반기에는 경제적인 호황을 겪으면서 남한의 국토공간조직이 서울을 축으로 하 

는 단일 지역체계로 형성된 시기이다. 따라서 1980년대의 농업의 연구에서는 도 

시화와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특히 계량적인 분석방법이 

본격적으로 이용되면서 지역구분의 방법과 이에 대한 설명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루어지게 되었다. 농업지역의 연구에서 다변수기법을 이용한 논문으로는 판별분 

석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지역적 특화 요인을 추출한 연구와471 인자분석 및 정준 

상관관계를 충남 농업지역에 적용하여 농업지역구조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뻐，다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도시로의 접근도， 원예작물， 농업 인구구조와의 관련성을 파악 

한 연구 , 전이할당분석 (Shift-share analysis) 을 이용하여 1960-1980년의 농업지 

역 변화과정을 파악한 연구가 있다. 

농업지대 확인에서 이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옳基藏의 연구가때}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80년의 농업조사 자료를 이용，시군별 작물의 특화도를 이용하여 군 

46)上揚論文 p.99. 
47) 李相石， 1985 ， 農作物의 地域的 特化에 對한 判別分析， 全南大 碩士學位 論文.
48)趙南빼， 1989 ， “忠南의 農業地域에 關한 空間構造分析 長安地理 5卷2
號. pp. 1-133. 
49) 金基麻， 1985 , “ 作￦特化度에 依한 韓國의 農業地域區分 地理學冊究 第 10輯，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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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0 ’1' KM 

그림 2-1-4. 金基麻외 1980년 농업지대 구분(1985) 

집분석을 행함으로서 남한의 농업지대가 서울 대도시률 축으로 하는 覆狀의 地帶

로서，도시력에 의해 각 농업지역이 지리적인 환경에 따라 상이한 반웅을 보이며 

농업지대가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그럼 2-1-4 ), 그러나 이 논문은 1980년 

한 시기의 연구에 한정됨으로서 변화과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고， 작물 분류에 

서 종래의 식량작물을 합산함에 따라 분석상의 비중이 작아져 식량 작물간의 경 

쟁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 

1980년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농업경제학에서 기후대를 중심으로 농업 

지역 구분을 시도한 金필根의 연구가 있고501 농업지역 구분에 대한 방법론적인 연 

구를 행한 朱奉圭의 연구가511 있다. 

50) 金쭉根， 1982 ， “韓國의 農業地帶에 關한 班究 農業政策빠究 9卷 1 號， 
pp. 119-136. 
5 1)朱奉圭， 1981 , “韓國農業地城 區分設定에 關한 짧究 農業政策鼎究， 8卷 1 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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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지대연구에서 농업지대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徐贊基

와 옳基麻의 연구가 있다. 徐贊基는s2l 1960년 이후를 10년 간격으로 분석단위를 

구분하여 작물간 결합판계의 변화를 홍해 농업의 지역 집중을 확인하였다. 그는 

연구결과에서 한국농업의 공간변이는 ‘·일국의 농업공간이라도 그 발전단계에 차 

퉁이 있기 때문에 단일 원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한국의 농업공간 설명 

에 있어서는 신고전 입지이론율 비롯하여 Brinkmann. Chisolm 의 자연척 비교우 

위론과 여기에 대한 Schultz의 반론 및 도시·공업 충격이론의 동시 적용이 가능 

하다”하여 531 농업 지역구조의 변화에 과도기적인 성격이 시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 지역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작물만을 지표로하 

여 설명하려 하였기 때문에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한. 한계 

점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세밀한 과정을 거쳐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변화과 

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농업지역의 변화에 대한 이해의 틀 

을 제공한 중요한 연구결과이다. 

옳基麻의 연구에서는해 1970-1980년의 10년간，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가 농작물 작부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물재배 

면적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변화유형에 따라 4개의 지대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농업지대의 변화과정을 인구구조의 변화로만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농업지대에 대한 연구의 흐름에서 볼때，분석 대상이 

된 시기，지역화에 이용된 지표，농업지역의 변화에 대한 시각에 따라 다양한 결과 

로 지대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중 농업지대에 대한 연구시각 

중에서 지대가 변화한다는 시각에서 볼때，농업 외적인 요인 중 자연척인 요인에 

서 지형과 기후를 일단 불변적인 요소로 전제를 한다면 변화는 농업 외적인 요인 

중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변화가 농업 내적인 요소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에 따른 농업 내적인 요소의 변화는 농업 기술과 경영형태의 

변화이며，이의 최종적인 결과는 작물 경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들 

요소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고，이 중 가장 예민하면서도 종합적인 지표는 작 

물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지대는 재배작물의 변화로서 지대 

변화가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며，변화과정은 인구의 증가와 이동 동의 농업 

외적인 요인과 농업기술과 경영형태 동의 내척인 요소의 변화로서 확인이 가능힐 

것이다. 

pp. 39-47. 
52) 徐贊基， 1988 , “ 韓國農業의 地域集中과 地域構造의 變化 1960-1980 , " 慶北大
學校 師範大學 數育班究誌， 第30輯 pp.69-105. 
53)上揚論文 p.I05. 
54) 金基麻， 1986，“農業勞動力의 變化가 農作빼 作付體系에 미치는 影響 옳山大 
學校 社會科學짧鍵， 5(2) , pp.33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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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의 농업이 대부분 미작율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작물 

변화의 축은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밭작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며，이는 田作

농업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 과정과 중요한 차이이다. 종래 연구 중 작물 분포를 

이용한 분석에서，원예작물이 일괄 처리되고 주로 식량작물을 위주로 하여 분석 

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농업지대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지대의 변화추세 

가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작물 분류체계에 기인한다. 

2. 농업적 토지이용의 전개과정;농업지역의 분화과정 

지표면의 점유과정에서 나타난 농업은 촌락의 경제적인 기반으로 작용한다. 그 

러므로 촌락의 생활공간은 농경지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며，이 경제공간이 농업 

지역구조를 결정하는 최저단위이다. 따라서 농업 지역구조 형성의 구체적인 과정 

은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촌락의 지리적인 범위내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학에서 농업의 연구가 공간패턴을 확인하는 총체척인 연구와 함께 소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인 연구를 중요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촌락 농업에서의 농경지는 촌의 1차적인 경제적 기반인 동시에， 촌락내에서의 

사회관계률 이루는 바탕이 된다. 농경지의 조성과정과 그 형태는 지형적인 조건 

과 농업기술 동의 농업형태와 관련성이 존재한다. 또한 농경지의 소유관계는 농 

업형태에 의하여 지리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만 촌락내부에서는 농민의 거주형태， 

연령. 학력 동의 개인적인 특성， 경영형태 동에 의해 결정된다. 촌락에서의 재배 

작물은 태도， 경영규모， 소작 동의 소유관계 뿐만 아니라 촌락의 도시로부터의 

거리와 촌락내에서 농경필지의 위치 및 자연적인 조건， 농민 자신의 노동력， 농 

업기술， 자본， 정보， 소유관계， 농업자본 동의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결정된다. 

따라서 농경지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조직화시키는 과정에서 형 

성된 사회체계의 지리적인 결과가 촌락이며， 이때 농경지의 조성， 소유와 경영형 

태，작물요소가 지역적 사회체계 (local social system) 의 1 구성요소로서 작용한 
다1) 

국내에서 이와 같은 촌락 농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촌락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에서의 동향은 주로 가옥의 입지，평면적인 구 

조，재료，형태 둥을 지표로 이용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다. 국내에서의 촌락 농업 연구의 부진은 농업 자료 구득의 어려 

움에 기인한 것으로，외국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하다. 한편 사회학이나 농업 경제 

학에서 농경지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촌락의 농업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가2) 

l)Lewis , G, J. , 1979 , Rural Communities-Problems in Modern Geography , David 
and Charles , p.93. 
2)農協中央會 調훌部， 1986 , “農地所有 및 利用에 關한 調흉흉퓨究 - 專{9lJ 部짧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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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나 대부분 총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촌락에서의 농업의 전 

개과정율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1980년대 이후，지리학에서는 촌 

락 지역체계의 연구31와 함께 촌락에서의 농업을4)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 

다. 그러나 농업율 촌락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혹은 촌락 지역체계의 

한 요소로서 국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국에서의 촌락 농업에 

관련된 연구로서는，농경지의 형태를 통해 촌락의 성격을 확인하고자 한 VinkS) ，농 

경지의 분할이 사유제의 발생과 맥을 같이한다는 T. G. Jordan6), Settlement 

Complex의 개념으로 촌락을 설명한 W. E. Kiefer71，농경지의 분산을 농업기계화로 

인한 활동공간의 확대로 설명한 E. G. Smi th81，농경지의 형태가 농업형태에 따라 결 

정된다는 결과를 밝힌 J.F.Hart의 연구91 둥이 있다. 

(1)농경지의 조성과 기하학적인 형태 

1)농경지의 조성 

토지는 지 리적 위치의 고정성 (fixed location in space) , 영속성 (indestructi 

biliy) ，개별성 (heterogeneity) 의 자연적 특정과 인간에 의한 용도의 다양성，분 

할，합명이 이루어지는 인문적 특정을 지닌다까 또한 토지는 그의 연속성으로 인 

中心으로 調훌寶料， 86-第4輯.
3)예로서 朴英漢， 1975 , “農村서어비스 中心地의 空間構造에 關한 冊究 地理學
11號， pp. 1-16: 金 仁， 1987 , 農村地城 面級都市 機能活性化를 健한 班究地方
化時代를 偏한 村落定住空間-文數部 學術鼎究報告書 柳佑益， 1985 , “ 農村地城의 
空間的 特性과 開發戰略 韓園農村짧濟 빠究院， 農村地城 輪合開훌훌鼎究所의 課
題， 鼎究團 / 數育2 ， 1985-12 동의 연구가 있다. 
4) 이들 륨究의 例로서 다음과 같은 論文이 있다金相昊， 1976 , “生活空間의 훌鍵 
地城 鼎究 地理學新究， 제 1 집 pp. 1-25. : 李文鐘， 1980 , “農村聚落의 形顧와 構
造 公州師大 論文集， 제 18집 , pp. 525-543. : 柳濟憲， 1980 , “農村景觀의 形願的 鼎
究 地理學論養，제6호， pp.96-115.: 樓普景， 1980 , “￥月面 4里 同族部落에 對한 
짧究 - 起源과 發達過種을 中心으로 地理學論響， 第7號， pp. 29-52. : 李驚一，
1985 , “江原道 龍村川流城의 村짧分布와 構造에 關한 冊究 地理學과 地理數育，
제 16집 , PP.40-6 1. 
5)Vink.A.P.A. , 1983 , Landscape Ecology and Land Use , Longman , London. 
6)Jordan , T.G. , 1973 , The European Culture Area , pp.258-263. 
7)Kiefer W.E. , 1972 , "An Agricultural Settlement Complex in lndiana , 
Annals of AAG , vol.62.pp.487-506. 
8)Smi th , E, G. , 1975 , "Fragmented Farms in U. S. ," Annals of A. A. G. , 65 , pp. 
58-70. 
9)Hart , J. F. 1976 , "Field Patterns in India , ’ Geographical Review , 58.PP.450-
47 1. 
10) 朱奉圭， 1980 土地續濟學， 서울大學校 버版部，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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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정 북척의 용도는 인접한 토지에 영향을 미친다1V 

토지의 이러한 륙성들로 인하여 토지자원의 한 형태인 농경지는，농업에서 다른 

생산수단과 그의 성질을 달리 한다. 농경지의 생산력율 결정하는 비옥도，수리조 

건，위치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며，그 중 위치는 토지의 고착적인 성격으로 인하 

여 농경지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위치 중 촌락내에서는 

가옥으로부터의 접근성，수리시설로부터의 접근성에 의해 농경지의 효용도가 달라 

지며，외부지역인 도시 시장으로의 접근도에 따라 이용형태가 변화되면서 m 농업지 

역의 분화를 유발시키는 바탕이 된다. 이론적으로 토지는 자체에 不增性， 개별성 

이 존재하나，농경지는 인간에 의한 분할，합병，개간에 의해 변화가 유발된다131 농 

경지 확대는 한계생산비와 지대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이루어진다. 농산물 시장가 

격을 결정하는 이들 한계지점의 생산비로 인하여 자유시장을 원칙으로 하는 농업 

경제에서는 현실적인 훌#境과 이론적인 한계지점은 일치한다. 그러나 소농경제에 

있어서 농업경영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비의 현시를 통해 가 

계비 보충을 위한 것인 경우 親境은 이론적인 한계보다 더욱 확대되어 진척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급적 농업지역 하에서의 농경지의 확대는 농업기술， 

인구 증가 둥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면서 전개된다. 또한 자본가나，국가가 

비농업적이거나 정책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한계생산비=시장가격인 한계지점 밖 

으로 개간이 이루어진다14J 

2)농경지의 기하학적인 형태 

농경지는 소유 단위인 필지，혹은 경작단위인 배미，떼기로 나뒤어지며，이들의 

1 1)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土地에 대한 사용에서 制限을 가하고 있다. 바이마르 憲
法 155조에는 “土地의 分配와 利用은 그 남용이 鍵防되고 모든 독일인에게 健康
한 住居와 독일 家族에게 그에 필요한 住居와 樓濟空間을 보장하는 目 的을 指向
하도록 國家에 의해 감시된다. 住居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해， 住居地域의 開짧뾰 
進과 이용을 위해， 또는 農業生塵性의 提高를 위하여 土地取得이 필요한 경우는 
土地를 수용할 수 있다. 土地의 執作과 利用은 土地所有者의 共同體에 대한 훌훌務 
이다. 土地에 대한 勞動이나 寶本의 授入없이 성립하는 土地의 地價上昇은 全體
의 利益을 위해 利用되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서독 憲法載判所는 “土地
는 늘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利用을 자유로운 힘에 맡겨서는 아니되며 個
A의 自意에 맡기는 것도 適合하지 않다. 올바른 法과 社會蘇序는 土地에 관하여 
다른 財훌훌權에 대해서 보다 더욱 강하게 全體 利益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土地는 鏡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다른 재산과 동열에 둘 性質의 것이 아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權죠乘. 198 1. 土地所有權의 法的 性質， 現代民法學의 
諸問題， pp. 268-269). 
12)Mather , A.S. , 1986 , Land Use , Longman Group , p.26. 
13) 朱奉圭， 1980 , 前揚書 p.89. 
14) 上揚書， p.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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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문헌자료에 남아있지 않은 과거의 변화 내용을 알 수 있는 열쇠이다151 농 

경지의 형태는 초기 형성 단계에서는 자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함은 물론이지만 

사회체계가 변화하고 농업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문，사회，경제 등의 요인이 중 

요하게 작용한다. 

농경지를 구성하는 경관은 필지의 규모，가옥으로부터의 위치 및 기하학적인 형 

태로 구성된다. 이 중 필지의 규모와 가옥으로부터의 위치는 농경지의 자연적인 

조건，농업기술 둥에 의해 결정된다161 농경지는 이웃 토지와 경계률 이루는 둑， 

두렁，하천，도랑，도로，울타리 둥으로 이루어진 ‘살피’에 의해 이웃 토지와 구별되 

어l7l 기하학적인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경지의 형상과 규모는 재배작물，농업기 

계화 둥의 농경형태，교통，관·배수적 요인，제도적인 요인 둥에 의해 결정되며 그 

형태는 기하학적인 규칙성의 여부에 따라 규칙형과 불규칙형，가로，세로의 비율에 

따라 정방형，장방형，서l 장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삐. 

농경지는 인간에 의해 점유되면서 경계를 필요로 한다. 공동소유만이 인정되는 

원시공동체 사회에서의 농경지 분할은 경작율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 

나，공동체의 해처l과정에서 나타난 소유권의 발생에 따라 농경지의 경계는 경직성 

을 띠게 되었다. 서구의 그러이스와 로마시대의 신화에 나타난 Terminus신(토지 

경계의 신)의 존재는 이에 대한 예민성을 반영한다19) 

농경지 형태가 촌락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반영함에 따라，그 행상은 원시 공동 

체의 형성이나 해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田作을 바탕으로 하는 독일 원시 

공동체에서의 농경지는 택지가 분포한 장소를 중심으로 개별 경작인 채원 (Wurt) , 

경지 (Ackerland) ，공동 이용지 (Almende) 인 목초지，입지가 동심원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이들 농경지에 대한 권리는 촌락의 구성원들에게 균둥하게 분배되었다때. 

이 중 경지는 일정한 수의 地面 즉 配當地 (Gewann)로 분할되었고， 이는 다시 여러 

개의 지대 (Streifen)로 나뒤어져 있었으며，村民들에게 배당된 모든 경지는 동일 

한 면적이었다. 각 지대에 분산된 配當地로써 분배를 하게 된 이유는 각 경지의 

토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지가 세장형으로 구분된 것은 독일 

쟁기의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본래의 쟁기는 낚시 모양(작형)으로 된 도구였다. 

토지를 곧게 내려 쪼개어 경지에 밭고랑(健)을 만들려면，농민이 田土를 부드럽게 

15)Carlson, A. W. 1975 , "long - lot in the Rio Arriba ," Annals of AAG, vo l. 
65 , p. 48. 
16)Jordan, T.G. , 1973 , The European Culture Area , Harper & Row. pp.258-263. 
17)Hart , J.F. , 1968 , "Field Patterns in India," Geographical Review , vol. 58. 
p.450. 
18) 柳濟憲， 1980 , “農村景觀 의 形願的 班究 地理學論講， 第6號， p.l0 1. 
19)Altman, 1. , 1980 , Culture and Environment , Brooks/Cole , Publ.p.138. 
20)Weber , M. , 1924 , Wirtschaftsgeschichte , ( 趙瓚鍵譯， 社會짧濟史， 三省 出版社， pp.56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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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경지를 종횡으로 갈아야만 했기 때문에 장방형의 경지형상이 필요하 

다. 반면에 독일의 쟁기는 田地를 수직으로 내리 파는 보습날과 수명으로 쪼개는 

날，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넓게 번지게 하는 판을 가지고 있어서 종횡으로 갈 필 

요가 없다. 이러한 쟁기를 사용할 경우는 田地를 세장형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경지가 한마리의 소(곡우)가 피로하지 않을 정도로 작업할 수 

있는 노동력에 따라 면적이 측정되는 것은 (Tag Werk) 2U 이 때문이었다. 

이후 농업기술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 토지 집약도의 변화는 경지 형태의 경직 

성을 더욱 강하게 하며，특히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수전농업하에서는 灌水가 필 

요함에 따라 형태의 경직성은 전작지대보다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특히 장마철 

과 가뭄이 교대하여 나타나는 水田 농업지대에서는 토양이 척박해지는 과정과 미 

생물이 유기물질을 만들어 주는 과정을 균형되게 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인공 

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불을 담아 토양을 안정적으로 하여야 한다때. 이로 인하여 

위에 덮인 물때문에 그 아래의 흙바닥이 직접 비를 맞지 않게 된다. 그리고 공기 

중의 산소없이도 활동하는 미생물들은 물밑에 비옥한 옥토충을 형성하여 준다. 

따라서 수전농업지대에서 논의 형상은 어떠한 입지조건을 막론하고 동고선의 모 

양과 대체로 일치한다.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의 논으로 물을 차례로 대기 위 

하여 경사지를 따라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23) 농기구 

가 원시적이던 옛날에는 경사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동력 

이 필요했을 것이다. 지세가 혐할수록 논 한배미의 크기는 작아지고 형상은 주위 

의 퉁고선과 일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경지 형태에 관한 자료는，조선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箕子朝

蘇에 대한 史料에서 井田에 대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量案과 萬機要훨에 

서도 方田，直田，圭田 둥으로 형태를 유형화시키고 있으며，일제 초기에는 토지조 

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和田-郞의 토지농산조사보고에 형태의 분류결과 

가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健陣을 중심으로 한 조사보고가삐 있다. 이 연구결과 

에서는 우리나라의 농경지 健陣의 펑균 폭이 30Cm이며， 인접한 두 농경지의 쌍방 

에서 반씩 차지한다고 하면，총 健陣의 면적은 필지수가 많아질 수록 넓고，동일면 

적이라도 정방형일수록 면적이 좁아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 )농경지의 이용과정 

21)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마지기(斗짧) , 하루갈이( 1 日훨) 동의 단위도 노동의 양 
을 단위로 하는 R實法이다(金榮鎭， *1、贊南， 1982 , “慣行 農地單位의 類型別 分布
에 대한 鼎究 農村廳濟， 5 ( 3 ) , PP. 114 - 154 ). 
22)Wolf , E.R. , 1966 , Peasants , Prentice-Hall ，(朴賢洙譯， 農民)， pp.54-55. 
23) 柳濟憲， 1980 , 前揚論文， p.108. 
24) 農協調훌部， 1969 , 農地現狀과 立地에 關한 調훌報告， 農屬年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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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는 인간에 의해 소유，이용되면서 경제척인 의미를 부여받고，이를 바탕으 

로 인간은 그들의 경제공간을 점유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간다. 따라서 농경지는 

인간생활의 경제적인 기반으로 작용하며 농경지의 자연적인 조건과 소유·이용 형 

태는 그 위에 형성된 촌락사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난다. 

1)농경지 소유권의 형성 

인간은 토지률 소유함으로서 톡점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며，이에 따라 농경필지 

는 인간의 영역공간을 형성하는 단위로 작용한다. 라틴어의 terra(earth ， land) 와 

terre(to warn or frighten off) 의 합성어가 語源인 領城(territory) 에 대한 연 

구는 인간의 경제공간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뻐. 인간은 지표 

상에 거주하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공간을 형성하며，이는 地表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의 행사로 나타난다. 도구와 불의 사용과 함께 둬이어 나타난 야 

생 동식물의 작물화와 가축화 둥의 순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정착농업은 인구의 

급숙한 증가를 유발하였다. 높아진 인구압은 다시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경제공간의 확대와 함께 농경지 이용의 조직화를 유발하게 되었다. 농경 초 

기의 이동식 농업에서는 농경지의 공동조성으로 인하여 다른 집단들에 대해 배타 

적인 경작권만이 행사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농경지를 경작할때만 영역성을 행사 

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그 영역성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소유권은 주장되지 

않는다. 현대의 원시민족에서 소유 개념이 없는 경우가뻐} 이의 예이다. 

25)鳥類의 領城性에 대한 E퓨究를 시작으로 생물체에 대한 領城空間 빠究가 활발 
히 이루어 졌다. 領城空間은 生物體의 自 E防獲， 緊植， 食樓供給의 훌훌能을 제공 
한다. 이러한 空間을 구축함으로써 形成되는 領城性은 @ 일정한 土地에 대한 獨
려的 範없I團 @ 同類의 다른 構成員들에게만 排他的이며 다른 종의 構成員과는 
중복되고 @ 他構成員들에게 攻훌과 과시성을 제공 @ 지역을 防響하려는 意志를 
제공 @ 緊植의 權利를 提供해주려는 역할을 하는둥 食樓의 提供， 安定性의 確
保， 자극성， 개체성(identity)을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하게된다. 따라서 領城性
은 일정한 장소에 대한 地域的 領城과 사물에 대한 욕구 동의 非空間的 領城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領城性의 행사의 主體는 個A ， 小集團， 組織體 혹은 國家 둥으 
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領城의 크기도 個A空間 (personal space)으로부터 國家領
域 동으로 다양하다. 領域性은 일시적 혹은 永久的으로 사물 및 장소에 대해 소 
유 및 이용을 함으로써 형성되어 A間에게 社會的 機能(지위， 일체성， 가족의 안 
정성)과 식량제공， 양육 동의 勳理的 機能을 제공해주며 때로는 外部의 홉入이 
있을 때는 防響的 行짧를 하게되고 碩域空間을 행사하기 위해 象徵性을 부여하거 
나 혹은 일정한 標講을 하기도 한다. (A間의 領域空間에 대한 文敵은 다음을 참 
조: 과 같은 것이 있다. ;Porteous , J.D. , 1977 , Environment and Behaviour , 
Addision-Wesley Publishing company(Califionia)(宋普榮 外 譯， 1986 , 環境과 
行顧， 신학사): Go1d , J. R. 1982,“Terri torial i ty and Human Spatial Behaviour ,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 1. 6 (1 ) , pp. 44 -67: Sack , R .. 1983 , "Huma r.‘ 
territory ,>> Annals of AAG, vol.73(l) ,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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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동식 농업형태에서 정착농업이 이루어진 후에 인간이 토지에 고착되 

어 타인에 대해 배타성율 더욱 강하게 행사하면서 농경지의 크기(영역)에 민감하 

게 반웅한다. 이러한 반웅의 결과 원시 농업형태에서 집약척 농업으로 전환되며 

이 과정에서 농경지에 대한 기둑권 혹은 premium율 행사하기 위하여 소유관계가 

나타나고 노동의 분화，상호간 농경지의 보호 동을 이유로 지리적인 집단화가'0) 발 

생한다. 

지리척인 집단화는 정주 촌락공동체를 이루는 기저를 형성하게 된다. 즉，공동 

체는 외부집단과의 경계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조직화를 형성하고，토지 

에 대한 갈둥을 해소하는 매카니즙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속에 내재한 

공동체의 영역성은 인간의 일체성 (identity) 의 확인 작업과 함께 사회체계를 유 

지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28)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특질은 생산 

관계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면서，토지 소유관계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형태가 

변한다. 소유권은 생산물에 대한 권리의 행사권을 의미하며，토지 생산력의 변화 

는 소유핀 행사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때. 

농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사용，수익，처분 둥을 할 수 있게 하 

는 토지소유제의 기능은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가장 잘 나타난다뻐. 

농경지는 지표면과 자본이 결합된 결과이며，농경지의 선점과 개발은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지대는 농지의 소유권자에 대한 공물이며 소작인은 이 농지 

에 합치되는 자본 즉 토지자본에 대해 관습적인 법칙，자본주의적인 법칙에 따라 

이자를 산정하여 소작료를 지불한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결과로 창출된 경제지대 

가 농경지에 연계된 사회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이 소유 관계는 생산 

물의 어느 부분이 경작자에게 뀌속되며 어느 부분은 토지 소유자에게 뀌속되는가 

를 결정한다. 

자연에서 주어지는 토지는 그 자체는 자본이 아니나， 개인에게 소유되는 토지는 

자본의 형태로 취급된다.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농경지를 타인에게 임대 

할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지대는 토지에 대한 수익으로 나타나며，각 농업지역에 

서 지주와 소작인간에 생산물의 분배형태는 그 지역의 농경양식에 의해 결정된다 

31’. 자본주의하에서 소작(임차농)에 대한 이론은 존속론，소멸론 동 다양하다J2) 

26)Al tman , I., 1980 , op ci t , p.127. 
27 )Ibid , p. 128. 
28)Bunce , M. , 1982 , Rural Settlement in an Urban World , ST. Martin ’ s Press , 
p.37. 
29)Al tman , I., 1980 , op ci t , p.124. 
30) 鄭東錯， 1982 , “土地所有權과 土地利用權 法과 土地， 韓國法學數授冊究會編，
p.236. 
3 1)上揚書， p.228. 
32) 金며台. 1974，"農業制度와 農業生塵 農業政策冊究 2卷，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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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vid는 농업의 9가지 륙성을 들어 경영 집적의 이론이 농업에는 타당하지 않 

으며，자본주의하에서 소농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 항구적인 존속론을， Marx와 

Engels는 생산조건의 누적적 악화와 생산수단의 가격 동귀는 영세한 지주를 몰락 

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연적인 몰락론을 주장하였다. 한편 V.M.Dandekar는 개별적 

소농 보유가 형태적으로는 봉건적이기 때문에 과잉인구의 조건에 어느 정도 부웅 

하는 것이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몇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 소농보유의 원리가 평둥주의와 결부되어 개별 보유를 인정할때 그것은 농업부 

문의 발전을 억압하고 소농을 정치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과잉인구하의 

소농적 농업하에서는 集團善을 위해 운영되는 대규모의 생산 단위 기구가 필요하 

다고 보았다. 

토지의 경작권이 소작인에게 이전되고 나면 소유권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생 

산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분배적으로만 작용한다33) 즉 토지 소유권자는 소작인 

이 발생시킨 사회적 발전의 성과(잉여이윤)를 직접적인 노동의 참여없이도 획득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소작인으로부터 지불되는 노동력， 현금， 현물 둥에 의해 토 

지 소유자는 토지의 구입，개간 동 새로운 토지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결국 토지 

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자본축척의 원천이 된다. 반면에 빈곤한 농가는 그들이 

농업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한 소작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그들은 소작에 의하여 영농을 하거나 경작을 하게 되면 소작료를 제외하 

고 남는 이윤 혹은 수입이 자신의 영농에 대한 자본제적인 이윤보다 낮아도 소작 

은 지속된다. 특히 농업지역이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급자족적인 

생산양식을 지니고 있을 경우，혹은 사회의 노동수요가 부족하여 농민이 농업으로 

부터 이탈되지 못할 경우，농민은 최저 생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작을 지속 

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농업경영의 목적은 이윤추구라기 보다는 그들 

자신의 생계를 조달하기 위한 노동비의 현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관계에 있어서 국유의 원칙은 관념적，정치·윤리적 또는 이 

념적인 것이었다찌. 특히 조선시대의 토지소유형태는 소작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작권과 지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유권으로 나뒤지는 형태를 취하면서 농경지 

로부터의 생산물은 지주와 소작인간의 拉作￥~를 원칙으로 하며 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웠. 이는 분배가 농경지의 소유권적인 요인보다는 경작권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근대적인 사적 소유제도의 확립을 표방한 일본의 토 

지조사사업은 지주들에게 토지의 사적인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고，조선민사령에서 

도 민법상 토지소유권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농경지 소유제도는 점차 독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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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로 전환되면서，생산물의 분배에 대한 갈둥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 

다J6) 농지개혁사업 이후에도 개혁사업을 뒷받침하여 주는 농지법의 제정이 이루 

어지지 못함에 따라 경작권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이는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도시화에 의해 지주-소작관계가 계충적인 관계에서 이동의 경직성을 띠는 도시

농촌의 지연적인 관계로 전환되었고，특히 도시 자본주의의 진행으로 농지 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농경지가 토지로서 의미를 지니는 특수한 성질이 간과되고 다 

른 재화처럼 절대성，자유성 동의 특질만을 지닌 형태로서 간주되어 다루어져 왔 

기 때문이다371 

우리나라에서의 소작은 농경지의 배타적인 경작권의 확립에서 시작되어，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제도의 성립에 기원한다. 지연을 바탕으로 형 

성된 사회의 출현아 소작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국가의 1&規.1&租權은 소 

작료의 원시형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소작의 형태는 토지를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에 기인된다삐. 따라서 부의 유일한 창출 수단이 토지일 때，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에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토지의 사적 소유에 성 

공한 관료는 지주계충으로 변환되며，下戶는 소작계충으로 유지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고려·조선시대 소작의 전개과정이라면， 1960년 이후의 소작 

전개과정은 도시화로 인한 투기성 도시자본의 유입，농업노동력의 유출，그에 따른 

농업임금의 상승，이에 기인한 농민층의 분해 등이 어우러지면서 진행되었다쩨. 결 

국 현재 농촌에서 나타나는 소작은，한정된 국토공간에서 소농들이 자신들의 노동 

비를 화폐로 현시시키는 과정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외부적으로는 도시공업 

이 노동집약적인 과정을 충분히 겪지 않고 자본집약적인 공업으로 이행된 결과이 

며，또한 내부적으로는 농업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이루어진 농업노동력의 유 

출에 기인한다. 

2)농경지 이용의 결정과정 

농업적 토지이용에 대한 설명은 농업을 생활양식으로 보아 자연환경의 역할을 

36) 權五乘， 1981 , 前揚論文， p.63. 
37) 金聖昊， 1985 , “韓園土地制度의 連續性과 斷總性(上)， .. 農村續濟，제 8호. pp. 
3-4. 
38) 金泰永， 1986 , 李朝前期 農地制度史，~識塵業社， PP.256-343. 
39 )1 960대에 나타난 小作에 대한 짧究는 다음과 같은 論文이 있다金며台， 1974 , 
前揚輪文:朱宗植， 1976 ，“韓國의 現行 農地制度에 대한 考察農業政策짧究， 第3
卷 1號朴玄宋， 1977 ， “再生小作制度의 經濟制度的 規種에 대한 理論的 問題提
起 農業政策흙究， 第4卷 1號 張東燮， 1979 , 隔敵小作制度에 관한 鼎究， 全南
大學數 論文集 25집 : 金聖昊 外， 1984 , 農地制度 및 農地保全에 關한 調훌훌冊究， 
農村觸濟鼎究院 韓國農村짧濟빠究院， 1986 , 農地所有現況과 改善方向， 政策討議
시리즈， 32. 

- 35-



지역 촌락 가구 개인 

시장정보 노동력의 교환 보유노동력 연령 
기상정보 농경지임차 농기계보유 교육수준 
기술정보 농경지 경계 소유 면적 기타능력 
촌락위치 마율의 관습 (필지수) 개인성격 (f 

의 사 결 정 환 켜Q 

욕구수준 (asplratlon) 경 영목적 (goals) 
고-저 가치 (values) 

(ob 

의사결정과정 의 식 척 -관습적 (consclous - habitual) 
(decision process) 합리 적 -비 합리 척 (rational - non rational) 

-높」겁 철-묻~L~l용~U르며꾀를~-꾀말i원으nJ 토 

경영규모의 결정， 농업기술， 작물의 결정 (ou 

필지 경사도，토양，수리조건，필지규모，형태 소유관계， 
요인 농가로부터의 거리，미기후 

요 

인 
actors) 

목 표 

‘---/ e v • 
1i +L 

-------야
 

과 정 
(pro-

지 이용 
come) 

그림 2-2- 1. 농업적 토지이용의 결정과정 
(Mather , A. S. , 1986 , p. 27. 에 의 거 , 수정 작성 한 것 임 ) 

중요시하는 시각과，경제 활동으로 보아 주로 경제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시각 

이 있다. 그러나 이 두 흐름은 각기 농업의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여 주지는 못한 

못한다빼. 농민이 농경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많으 

며，또한 이들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위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411 

40)Mather , A.S. , 1986 , Land Use , Longman Group , p.26. 
4 1)筆地別로 연구된 土地利用의 展開過種에 관한 論文은 다음을 參照
Champion , A.G. , 1983 "Land Use and Competition" , Pacione eds , 1983 , progress 
in Rural Geography , Croom Helm , pp.21-45. :David de Garls De 
Lisle , 1982 , "Effects of Distance on Cropping Patterns internal to th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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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율 간단히 모식화한 것이 그립 2-2-1과 같다. 농경지 이용에 영향율 미치 

는 요인들과 농민의 농업경영의 목표하에서，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농 

업적 토지이용의 형태가 결정된다. 농경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각 차원 

들 중，개인차원으로는 농가경영주의 연령，교육수준，개인의 성격과 기타 능력이， 

농가구의 차원으로는 농가의 보유노동력，농기계 보유여부，농경지의 임대차관계， 

인접 농경지의 이용형태，촌락내에서의 관습적인 요인 둥이 있다. 지역차원으로는 

촌락의 도시로부터의 거리와，도시로부터 유입되는 시장에 관련된 정보，영농기간 

중의 기상정보，농업 기술정보 둥이 있다. 이와 함께 농민은 농경지의 경사도，방 

향，미기후，비욱도，관·배수 상태·가옥으로부터의 위치 동의 자연적인 환경을 바탕 

으로 농업기술，자본，노동력，경영규모 둥 농가경영형태의 제반 요인을 제한된 합 

리성에 의한 인식을 통해 농업적 토지이용을 결정하여 간다. 

결국 주위의 환경을 합목적적으로 조직화시켜 도시화 둥 사회환경 (social en

vironment)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농민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농업 생산양식을 

변화시키고，이는 농가 경영규모，농업기술，재배작물로 나타난다때. 농업적 토지이 

용에서 이들 세 요소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농업지역에서 인구수의 변 

화와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농가는 농가 경영규모률 변화시키거나 농 

업기술의 변화를 통하여 집약도를 변화시킨다때 따라서 농가의 경영규모는 농업 

에서 농업환경의 변화를 압축시킨 결과이다. 또한 이는 농업기술의 수용，재배작 

물 둥 농업의 생산양식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인자이다. 농가 경영규모는 농경지 

의 생산성에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동남·동북아시아의 미작을 바탕 

으로 하는 농업지역에서 농가당 경영규모가 평균 1ha 내외로 소농 경영인 것은빼) 

이 때문이다. 

경영규모는 농업기술과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농업기술이 충분히 발달하 

지 않은 시대에서 농경지 이용형태는 휴한 농법율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톡일에 

서의 삼포식 농업은 늦어도 8세기에 시작된 것으로뼈촌락의 전체 농장을 3분하여 

제 1농장에는 ~製，제2농장에는 夏數，제 3농장은 휴경지로 두는 것으로，휴경지에도 

施把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輪執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조직에서는 농민은 

촌락공동체내의 구성원과 다른 종류의 곡물을 경작해서는 안되었고 강제적으로 

이 경제조직에 따라야만 했다. 촌락의 長은 언제 따종하고 수확할 것인가를 지정 

Annals of AAG , vo1. 72 , 78-89. :11bery , B.W. , 1978 , "Agricultura1 Decision-Making 
a Behavioural Perspective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 vo1.2(3) , pp.448-466 
42)Maier.Jorg et a1 .. 1984. Agricultural Geography , McGraw-Hi11 Publishing 
Company , p.147. 
43)Jasbir. Singh et a1., 1984 , Agricultural Geography , McGraw-Hill Compa
ny., p. 15. 
44)Jordan.T.G. , gt a1 .. 1986 , The Human Mosaic , Haper & Row , p. 76. 
45)Weber.M. 1924 , op cit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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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곡물을 재배한 경작지와 휴경지 사이에 목책을 둘러 세우게 하고，수확이 

끝나면 철거시켰다. 그러므로 지정한 날짜에 수확하지 않은 사람은 수확이 끝난 

농경지에 방목된 가축이 그의 경작지를 짓밟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밖 

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4세기에 이르러서야 시비기술의 발전으로 휴한법을 

곡복하였고，그 이전에는 一易田，再易田 둥이 일반적인 농법이었다뻐. 그 후 移我

法의 발달로 인한 벼농사의 보편화와 전작농법의 발달 둥으로 농가당 1 ha 내외 

인 현재 경영규모의 바탕을 형성하게 되었다. 

경영 필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륙히 아시아의 수전 농업지역에서는 경영필지가 지리척으로 분 

산되어 있다찌. 경지의 분산은 소유 농경지의 방향과 거리와 함께 농업형태의 구 

체화된 결과이다. 분산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에 기인한 공간거리의 

극복，분산에 따른 위험비용의 감소，농가 경영규모의 확대，경지조성에 기인한 농 

경지의 확장과정，도시인의 역류에 따른 part-time farming이 증가하면서 토지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자주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뼈가 있다. 또한 @사회·문화 

척인 요인으로서 균분상속제와 급속한 인구의 증가，(2)경제적인 요인으로서 경지 

의 확대， open-field system의 잔존불，농경지의 판매，구입，증여 둥에 기인된 농 

업경영규모의 변화，@자연적인 요인으로 지형과 수로에 따른 경지의. 분산 둥 3가 

지 요인의 작용 결과로 보는 견해가째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분산은 경지와 가 

옥간의 이동비용을 최소화시켜，이러한 경지의 분산화로 가옥이 어디에 위치해도 

비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집촌이 나타나며，또한 이러한 집촌화 현 

상으로 가옥 가까이에 위치한 농경지는 인구압이 높아지면서 세분화가 나타난다 

라 보고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 필지의 분산은 소작의 형성과 농지개혁에 의한 토지분배에 

기인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분산에 대해 φ휴경 면적의 과다점유에 따 

른 경지이용의 비경제성 @경계 분쟁의 발생빈도 증가 @관개용수 이용에 대한 

비합리성 @농사관리의 비합리성 @농기계이용 동의 제약 @농장 감독에의 불리 

성 둥이 지적되고 있다501 그러나 소농 규모를 바탕으로 하는 농업지역에서 필지 

의 분할에 따른 분산은 집약적 농업의 구체적인 발전 형태로 보는 견해가SII 있다. 

46) 李泰鎭， 1978 ， “健田考 韓園學報， 10輯， pp. 126-132. 
47)所有農樹筆地의 地理的 分散은 原始共同體의 解散過提에서 生願的인 條件들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배된 結果라는 說이 있다. (T. G. Jordan , 1986 op ci t , pp. 
99-100 ), 
48)Smith , E.G. , 1975 , "Fragmented Farms in U.S. ," Annals of AAG , 
vo l. 65 , pp. 58-70. 
49)Bowler , I.R. , 1983 , "Structural Chang in Agriculture" , in Pacione eds , 1986 , 
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 Croom Helm , pp.46-48. 
50) 朱奉圭， 1980 , 前揚書，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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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영세 필지는 소농민 경영의 기술체계상의 한 구성 요소로，소농적인 농업하에 

서 소규모의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할 때，필지의 분산은 용수 이용의 시간적인 차 

이，早·廳品種의 작업시기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극단적인 노동수요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위혐의 분산，다양한 토양의 확보를 통한 다각적인 경영구조를 가능하 

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필지의 분산은 농기구，수리시설의 공동이용，상호 노동교환 

둥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소농민 경영에 적합한 공동적인 노동조직의 기초가 된 

다. 따라서 필지의 분산은 농업경영에서의 불러점에도 불구하고 소농경영의 안정 

및 성숙도률 반영한다. 주어진 노동력을 시·공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노동의 

집약도를 최대화시킬 수 있으며，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경영필지수가 5-6필지인 

것도 이에 기인된다. 

가옥과 필지와의 거리는 작물재배와 일정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에서 자주 밝혀지고 있다. Hand에 의한 독일에서의 연구는 농가로부터 100m 

떨어짐에 따라 10ha의 농지당 152마르크의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았으 

며， Dreschden과Kleeman은 753.2m의 지점을 기점으로 하어 367.5m떨어짐에 따라 

노동비에 있어서 인력 4% , 비료 운반비 16-25% , 경운경비 4% , 수확물 운반비 

11.8-24%의 비율로 증가합을 밝히고 있다삐. 

이와 같이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다른 작물에 비해 일정기간 중，상대적 

인 우위성을 지니게 된다뻐. 우리나라에서 작물은 미작을 축으로 하여 재배되고 

있으며，특히 미작재배에 필요한 농경지가 그 조성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작물에 비해 작물전환의 경직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에 의한 시장요 

소의 작용력은 미작보다는 田作物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도 

시화에 따른 작물의 변화는 곤간에 식량작물인 미작농업을 바탕으로 하고 田위에 

서 시장지향적 농업이 전개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와 함께 촌락에서의 

농업은 도시로부터의 위치에 의해 지역마다 상이한 전개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결 

국 이러한 과정속에서 작물간의 상대적인 우위성도 도시화 둥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변하며，이러한 농업공간의 이용형태에 의하여 농업의 지리적인 

분화가 결정된다. 

51)李榮薰. 1988 , 朝解後期 따t會짧濟史， 한길사， p.484. 
52) 農屬中央會調흉部， 197 1, "우리나라 農地의 現狀과 立地에 관한 調훌報告， “ 
p. 11. 
53)Found, W.C. , 1971 , Theoretical Approach to Rural Land Use Pattern , Edward 
Arnold , pp.16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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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주변지역에서의 농업변화때 

1)농업의 변화과정 

도시가 농업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Thünen이후 많은 지리학자들의 관심사로，주 

로 연역척인 이론에 의하여 기술되고 있고，또한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의 농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시적인 시각에서만 

편향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지적율 받고 있다. 륙 도시화 과정하에서의 농업은 @ 

도시화의 압력과 관련된 반웅의 형태이며 @이 반응은 농업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소로만 인식이 되었고 @이러한 인식하에서는 지역척，환경적인 차이와 다양 

성이 중요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Byrant ， 1982 , p.95). 

현대사회에서 도시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다. 도시화는 부분적 

으로는 인구의 계축적인 중가를 유발하면서 소득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토지와 

식량에 대한 수요률 증가시킨다(IlberY ， B.W.p.205). 특히 도시에 인접한 지역인 

도시주변지역 (rural-urban fringe) 은폐 토지이용이 혼재되면서 농업에서 비농업 

적으로 토지이용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농업형태는 도시에서 

기원된 농지수요와 더불어 공업화， 투기 (speculation ), 개인의 이동성 증대가 집 

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는 도시와 도시주변지역 

이 동일한 사회-경제체계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면서도 갈둥 

(èonfl i ct) 이 유발되기도 한다 (1 lbery , B. W. p. 185). 농지의 도시적인 수요가 나타 

나는 이 지역에서 소유관계가 농지이용형태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화로 인한 경관상에 표출된 토지이용만을 주로 다루고 토지 

소유권의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도시주변지역 

54)본 내용은 다음 문헌들을 요약，정리한것임. 
Found , W.C. , 1971 , op cit.pp. 162-165:Kellerman, A. 1978 , "Determinants of rent 
from agricul tural land around metropol i tan areas" , Geographical Analysis 
vol. 10.pp. 1-12.: Munton , R, J , C. , 1974 , ’ Farming on the Urban Fringe" , Johnson , 
J.H.eds. , Suburban Growth-Geographical Processes at the Edge of the Western 
City , John Wiley & Sons.pp.201-223. :Ilbery B.W. , 1985 , Agricultural Geography 
, -A Social and Economic Analysis- , Oxford University Press , pp. 185-208. :By
rant , C.R. , et al. 1982 , The City ’ s Countryside , -Land and its management in the 
rural Urban fringe- , Longman , PP.92-11 1. :BYI~ant ， C.R. ， 1981 , "Agriculture in an 
urbanizing environment:A case study fl~om the Paris region ," The Canadian 
Geographers , vol.21(1) , pp.27-45. 
55)도시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범위를 설정하기는 중심도시의 크기와 작용력의 강 
약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지역은 
fringe , inner-fringe , rural-urban fringe , urban shabow , exurban zone , urban 
fringe 동의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이 지역의 정의는 토지이용과 사회，인구 
특성상 전이단계에 있는 지대로 연속적인 건축지역과 교외지역 사이에 있으면서 
전업농，완전한 농업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되고 있다 
(I lbery B. W. , 1985 , pp. 185-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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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urban fringe) 에 대한 토지소유자료의 구득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IlberY , B.W.p.186). 

도시주변지역에서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복잡하여，한가지 과정으로서 설명되기 

어렵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도시적인 힘과 비도시적인 힘에 의하여 @도시 

의 발전에 의한 토지의 수요 @도시지역에서의 고용기회 창출 @농산물의 상품화 

비율의 제고 둥의 3가지 과정이 발생한다(Byrant ， C. R. , et a 1., 1982 , pp.92-

98 ). 이들 세 과정은 비도시적인 과정-농업에서의 기술의 변화， 경영의 쇄신，지역 

간 경쟁력의 변화，정부정책，생활수준의 변화，자본투하의 증가와 토지 및 노동력 

투하의 감소 둥- 과 보완적이거나 부정척일 수도 있다. 보완적인 영향으로는 기 

술변화나 비농업부문의 취업기회가 농업인구의 감소，농가규모의 증가，기계화의 

제고를 유발하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농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도시화의 압력이 한계치에 달했을때 농업투자가 위협해지고 농지분할이 진척되는 

경우이다. 한펀 이들 상호관련성은 일정하지 않고 농업 기업화의 정도나 작물에 

있어서의 지역적인 특화수준 동에 의해 변한다. 

@토지이용의 전환과정:농업적 토지이용에서 나오는 地代는 도시적인 주거지， 

상업，공업척인 토지이용에서 지불되는 지가와는 경쟁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농부는 두 종류의 결정을 내린다. 첫째는 토지를 매각할 시기와 가격， 

둘째는 매각될 때 까지의 농업형태이다. 실제로 도시확장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 

은 실제 농지의 가격과 이용형태를 결정한다. 만약 자유경쟁 시장하이고，토지이 

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 래의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는 지 

역에서 지가는 급둥할 것이다. 또한 단시일내에 도시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현 

재의 가격은 상승하고，반면에 보다 장기적이라면 상대적으로 지가의 증가는 서서 

히 변한다(Found ， W. p. 20). 따라서 지가는 도시로부터 거리조락합수를 나타낸다. 

투기과정은 (speculation process) 투기자들에 의해 구입된 토지나 혹은 도시주 

변지역 (rural-urban fringe) 에 위치한 유휴농지로 경관상에 표출된다. 이 투기행 

위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집약도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 

한다. 단기간내에 도시적인 이용으로 전환될 것이 예측된다면 농민은 施服나 윤 

작(rotation) 동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토지를 보호하는 대신에 약 

탈농업을 행하여 ‘중단하기 위한 농사’를 영위할 것이다. 반면에 또 다른 농민은 

노동과 자본을 아예 거두어 들이고 개발주체의 토지구입 제안만을 기다럴 젓이 

다. 이들 어러 대안의 선택은 농민의 도시화에 대한 태도와 인지에 따라 달라지 

며 또한 도시화에 대한 이전의 경협에 따라 다양하다삐. 즉 사회적인 지위의 유지 

나 사생활，농촌에 거주하고 싶은 개인의 욕망 둥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토지 

56)Kaiser , E.J. , 1968 , "predicting the behaviour of predevelopment land owners 
on the urban fringe ,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 vol.34. pp. 
32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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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각 여부와 집약도의 변화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이 실재 

로는 매우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부들의 행태를 설명할 수있는 의사 

결정환경은 불확실하다(Munton ， R.J.C.1974 ， p.215). 

한편 이들 지역에서 홉價로 토지를 매각한 농민은 다른 지역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다시 일반 농지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이와 비슷한 

효과가 도시의 확장에 따른 정부의 규제 중 미국의 토지이용규제법 (1and use 

zoning 1aw) 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나 영국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제는 륙정지역 외꽉의 가격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다시 규제지대의 가격 

을 상승시킨다. 왜냐하면 투기자와 농부는 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고 투기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벨트지역에서의 농지 가격은 상승되고 애초의 규제의 의미 

는 상실된다. 

양호한 조건의 농경지가 먼저 잠식이 되는지，혹은 열악한 조건의 농경지가 잠 

식되는 지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측 비옥한 토지의 경우 

비농지로의 전용에 대한 저항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늦어진다는 견해가 있으며 

(Munton ， R.J.C ， p.216) ，이와 반대의 견해로는 도시의 입지가 대부분 비옥한 농경 

지와 입지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비옥한 장소에 있는 농경지가 도시적인 토지이 

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S1) 농경지의 비옥도는 대부분 경사도에 의 

존되는 경우가 많고，또한 전자의 저항력에 관한 견해에서，농지가 매각된 후 대처l 

로 농민에게 임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의 저항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이다(I 1 bery , B. W. p. 100 ), 

@고용기회의 확대 :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음에 따라 나타나는 높은 임금의 기 

대는 농지로부터 농민을 일탈시켜 농가인구의 감소를 유발하며 이는 특히 도시주 

변지역 (rural-urban fringe)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농가 경영주틀은 

임금을 상승시키거나 노동력 대신 다른 생산재를 증가시켜 동일한 토지생산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축산업 둥 고도의 자본 집약도 

를 요구하는 농업형태로 전환할 것이다.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취업기회가 

적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농업의 집약도는 증가할 것이다. 

도시화의 압력에 의한 또다른 적웅은 겸업농 (part-time farming)의 출현이다. 

영국에서는，이 현상이 남동부의 도시화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가 

하면 소농지역이나 농사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이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581 

이는 투기와 경쟁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달할 때까지，즉 도시와 가까 

57}Howard , J , F. , 1972 ,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the Prime Agricultural 
Lands of Southern Ontario , MA Thesis , University of Waterloo.(Ilbery , B.W. , 
1985 , op.cit ， p.188. 에서 재인용 L 
58)Gasson , R.M. , 1966 , "The influence of urbanization on farm ownership and 
practice" , Studies in Rural Land Use ‘ , Wye College , Kent. (1 lbery , B. W. , 1985 , 
op. ci t , p. 18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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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질수륙 증가한다. 이 겸업농의 출현은 농업생산성의 집약도를 감소시키고，이 

들 겸업농은 전업농에게 토지를 임차하는 경향이 강하여 농업지역에 가족 농 대 

신에 겸업농가와 대농의 증가를 유발한다(Munton ， R.J.C. , p.211). 겸업농은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한 형태는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비농업적인 소득을 추 

구하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농업으로부터 명목소득만을 얻기 위한 취미농 

(hobby farmer) 이다. 취미농은 도시로부터 기원하며 농업적인 배경은 매우 약하 

다. 취미농의 발생은 대부분 비경제적인 이유에서 출발되며，혹은 세금의 문제， 

투자로서의 농지구입 동의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도 한다. 

@농작물의 상품화율 제고 :도시화의 압력이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 되 

는 반면 대도시 시장에 인접해 있다는 것은 농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여 

준다. 어떤 농부들은 토지에의 강한 고착으로 인하여 농업을 계속 유지하고， 또 

한 비농민에 의해 구입된 토지가 농민에게 재임차됨으로써 농업생산을 중진시키 

기 위해 필요한 자본의 제약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투기하에서는 이 임대 

는 불확실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강한 소유욕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또한 도시에 

서의 농산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농민에게 농업 이익의 증가를 가져다 주며 

특히 원예농업을 영위할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 효과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지역과 경쟁관계가 될 경우 줄어들지만 부분적으로는 Th니nen 이론과 부합된다. 

2)도시주변 농업의 변화 모형 

도시 주변지역에서의 농업변환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Kellerman(1978)은 이에 

대해 시장의 공간소비와 경제변동을 rent model 로 종합화하였다.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도시의 확장에 따른 토지수요는 장기적으로는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이는 주변지역에서 지가상숭，시장지향적인 농업 둥을 유말 

하고，단기적으로는 농업의 포기 둥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경제변동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자본의 유입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나 

노동임금의 상승은 농가 경영의 재조직을 유발하며 이는 농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Byrant (1 98 1)는 이에 대해 농업에 대한 도시의 영향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 

인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토지이용에서 농업생산이 포기되어 휴경이 나 

타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고 후자는 농업체계를 변화시키고 이는 

긍정척，부정적인 양면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긍정적인 효과는 농가인구수의 감 

소는 자본의 투하를 가능하게 하여 도시시장의 확대에 의해 집약도가 제고될 수 

있고，부정적인 영향은 토지에 대한 투기，토지의 분할，세급의 상승，약탈농업 둥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도시발전에 대한 농민의 참여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집약도의 변화에 대해 여러가 

지 견해를 그림 2-2-2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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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도시 주변지역에서의 집약도 변화 

(출처 : Byran t. C. R .. e t a 1. 1 982. p. 1 03 ) 

Q)Thünen의 모형은 거리에 따라 집약도가 감소된다는 모형으로 1960년대에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도시지역에서 농산물의 수요 증가는 원예농업 둥의 집 

약적인 농업을 유발하지만 농업에 있어서의 거래 중심지 동의 발달은 농업생산성 

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反論에서는 도시의 발달에 기인되는 

농지의 잠식은 농지 비옥도의 상승효과를 감소시키며，뷔넨 이론의 가정에서 산출 

된 경제지대가 도시적인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지대가 무시되어 계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세계에서도 농업으로부터의 지대는 도시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Sinclair의 모텔에 있어서는 농지의 투기는 정상적인 농민이 접할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유휴지가 발생되면서 겸업농과 취미농이 발생하여 집 

약도가 감소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농업생산을 하기위한 농지가격과 집약 

도는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수록 상승된다는 것이다. 

@Green Belt 모델은 강력한 농지이용정책이 실시되면 그런벨트를 뛰어넘어 도시 

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일정거리가 된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하 

게 된다는 것이다. 

@Byrant의 모델은 튀넨모델과 싱클레어 모델의 타협적인 모형으로 특정한 농업 

형태만이 투하된 자본이 회수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농업형태에 따라 상 

이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과수류나 포도 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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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농민이 농사를 계속 영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중요한 변수가 된 

다. 따라서 地代의 농업별 다양성에 의해 특정한 농가가 도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에 의해 집약도가 결정되며，또한 시장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업의 집약도는 처음에는 거리에 따라 증가 

하나 거리가 멀어지면서 다시 감소된다고 보았다. 

Byrant (1 98 1)는 이들 과정에 의거하여 도시주변지역을 inner fringe , outer 

zone , urban shadow , rural hinterland 등의 4개의 지 대로 구분하였다 inner 

fringe 는 이미 도시적인 건축이 세워져 있거나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도시적인 

토지이용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지역， outel' zone 은 아직 농업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적 요소가 교통로를 따라 이미 확산되기 시작하는 지역 

으로 도시 경계로부터 약 6-10마일 정도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Byrant 는 이 두 

지역을 도시주변지역 (rural-urban fringe)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지대에서의 

농지는 이미 도시의 확장을 예견하는 비농민의 소유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 

민의 농업 투자와 생산집약도를 저하시킨다. 반면에 이와 동시에 그들은 도시 확 

장전에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약탈농업을 행하기도 

한다. 제 3지대인 urban shadow 지역은 도시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 

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도시의 존재가 통곤자나 비농민의 거주，토지 

의 비농민 소유로 피부적으로 체감되어질 수 있다. rural hinterland는 멸장 둥 

을 통하여 도시력을 느낄수 있는 지역이다 (1 lbery , B. W. , p. 186). 또한 그는 ‘이들 

4가지의 모형이 촌락사회의 둥질성을 전제로 하지만 농민의 여러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변화된다’ 라고 보아， 농업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이미 비농업으로의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농부들의 행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명가하였다. 반면에 outer fringe는 다른 지대보다 불 

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에 대한 명가가 농부들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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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3측i 도죠쏟! . 일격11Al cll 늘늦」업 ~l cll 으J 변호호} 

1.조선시대의 농업지대 변화 

본 절에서는 조선시대의 水田，농업기술 동을 통해 농업의 지역적인 전개를 확 

인한 후 농업지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적 전개에서는 농경지 면적 

과 水田의 지리적인 확대률 地圖化와 史料를 통해 분석한 후 이앙법과 이모작을 

중심으로 한 水田 농업기술과 전작농업의 지리적인 전개과정을 확인하였다. 

(1) 농업의 지역적 전개 

1)농경지와 水田의 확대 

조선왕조가 성립되면서 국가에서 가장 관심을 쏟은 것 중의 하나는 농경지의 

확대와 水田農業을 위한 관개 수러시설의 확충이었다. 고려시대에 個戶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던 농경지의 개간은 공민왕때부터 lt!田의 확보률 위해 연해지역 

과 산간지역에 #훌田과 띠田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지가 확장되기 시작 

하였다11 조선시대에 들어와 국가에서는 제한된 농경지내에서 토지생산성의 증 

가만으로는 인구부양력에 한계가 있읍에 따라 농경지 확장을 기하였다. 조선시대 

에 나타난 경지면적의 변화는 표 3-1-1과 같다. 

전국의 경지면적은 고려말 공민왕때 798 , 127結이었으나 조선전기에는 1713 , 

579 結， 1634년에는 1 ， 2436 ， 310結로 변화하였고 그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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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21 1912년에는 2 ， 845 ， 842메步에 달하였다. 이러한 농경지 확장은 다양한 

측면으로 전개되었는데 해안지역에서는 擾田의 개간이 31 산간지역에서는 火田을 

통한 山田의 개간이 이루어 졌고，또한 陳田으로서 개간이 중단되고 있는 토지를 

실제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41 이러한 농경지의 지리 

적인 확장과 함께 조선시대의 농업에서 나타난 큰 변화는 단위 토지당 인구부양 

력이 가장 높은 작물인 벼 재배의 확산이었으며 이는 水田면적의 지리척인 확대 

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전·후기의 水田의 분포는 그립 3-1-1과 같다. 전기의 경우 水田 비 

율이 6/9이상인51 지역이 경기도의 교하，교동，충청도의 한산，명택，서천，홍산，이 

산，진천，당진，덕산，경상도의 동래，흥해，진성，하동.선산，의령，전라도의 영암，여 

산，고부，금구，임파，만경，함열，닥안，옥구，김제，정읍，부안，진원，황해도의 연안 동 

총 29개 군현이며 1/2이상의 지역은 경기도의 강화，충청도의 은진，경상도의 진 

주，전라도의 영광，강원도의 명해 동 58개 군현으로 전체 군현중 50% 이상의 지역 

이 25. 7%에 달하고 있다. 

兩亂을 겪은 후인 18세기 후기의 水田比寧은 50%이상의 지역이 전기의 경우 

58Jfl 군현인데 비해 후기에서는 98개 군현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군현의 분 

포는 특히 경기도일대 지역에서 더욱 확장되여 60%이상의 지역은 경기도외 교동， 

교하 둥외에 충청도의 임천，한산，명택 둥 3개 군현，경상도 동래，기장，울산，흥해， 

양산，삼가，안음，진성 동 8개 군현，전라도의 무진，만경，보성，남원함열，장흥，운봉， 

부안，고창，광양，흥덕，옥구 둥 44개 군현，황해도의 연안，강원도의 양양，간성 둥 

총 50Jfl 군현이다. 그 중 70% 이상의 군현은 전라도， 경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지역과，경기도 한강 하류지역과 강원도의 동해안 일 

대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 

2)後期면적이 전기에 비해 감소되는 것은 R의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3)盧田에 대한 기록에서는 
「훌海에 염분이 많은 땅에서 둑을 쌓아 조수를 막고 우수를 저수하여 치 
성을 제거시킨 뒤 健를 만들어 벼를 십는것을 속칭 언전이라 한다. 반드 
시 언내에 지세를 상도하여 도랑을 파서 물을 끌거나 積水地를 만들어 저 
수한 후에 염분을 씻을 수도 있고 구항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 
면 10년에 3숙밖에 하지 못한다 J <<林園짧濟志 本利志 卷一 쳐훌田》 
라 하여 擾田이 해안지역에서 보면화된 농경지 확장 기술이었음을 보여준다. 

4 )1 8세기 지방의 농업지식인들이 올린 「應冒進農書」의 물ifUtf:에는 新田의 개간 
을 제언하고 있다. 즉 농사를 지을 만한 곳으로 購閒地가 많고 인구가 척은 지역 
에 無田 농민이나 離村한 농민들을 소집하여 이를 개간하게 하되 이러한 개간에 
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국가에서는 이 자금을 보조하여 줌으로써 성과를 거 
두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한 火田이 농지확장이라는 점과 농민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火葉之地於民者大훗〉라 보고 있었다(金容燮， 1980 , 朝解後
期 農業史 흉퓨究 1, pp. 15-4 1. ) 
5)자료에서 수전면적은 전체농경지에 대한 分數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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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 조선시대 水田比率의 변화 

(자료 .t比宗賽錄地理志， 與地圖書)

강'. 

이와 같은 조선 전-후기 水田 比寧의 분포를 볼때， 전기의 水田은 경상도 납부 연 

안지대와 천라도 해안지대，금강 하류일대，경기도 및 황해도 해안지역 일부에 제 

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나，후기에 들어서 지형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전라도，충 

청도 일대와 경상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경기도 한강 하류 

지역과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양양，간성，강롱에도 연속적으로 분포하여 그의 지 

리적인 확대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水田의 확대는 土質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6) 世宗寶錄地理

志에서 토성의 기록은 眼多，把홈，把，맴多휴少 .ßE휴相￥，휴，多홉 동의 서수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의 분포는 그림 3-}-2와 같다. ßE多. ß巴홈지역이 전 

라도의 보성，명안도의 중화，상원，박천，함경도의 갑산 동에 나타나고 있으나 그 

6)조선시대의 土品은 親，1&의 량을 결정하는 기본으로 지형，기온，강수량 동의 자 
연조건과 함께 관개，치수，施服 동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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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2. 조선시대 土性 分布의 변화 

(자료， 世宗賽錄地理志、， 擇里志)

분포가 일정지역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眼의 경우는(眼多홉少 포함)경기도 양 

주，교하，강화 동의 3개 군현，충청도 결성，경상도 밀양，양산，울산，동래，언양，기 

장，영일，성주，선산，금산，개령，진주，김해，창원，함안，함양，거제，사천，거창，하동，장 

기，콘남，진성，산음，삼가，의령 동 26개 군현，전라도 옥구，부안，정읍，영광，무장，무 

안，장흥，순천，고흥，창명，광양 동 11 개 군현으로 나타나면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홉覆한 토양의 군현은 항해도 및 강원도 일대지역에서 나타나며 多홉 

의 경우는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경상도 남부지역의 일대와 전라도 남부 및 

중부 해안지역(현재 만경평야)과 한강하류에 나타나는 비옥한 토품의 분포는 조 

선전기 水田의 분포와 일치하며 이는 조선전기의 水田이 자연적인 조건과 깊은 

연계관계를 지니면서 전개되었음을 뒷받침한다. 

후기의 비옥도는 擇里志에서 

r국중 가장 기름진 땅은 남원，구례，경상도의 진주，성주 둥이며 ... 영 
남은 左道가 다 土휴하여 백성이 가난하며 右道는 비옥하다. 호남은 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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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智異곁은 모두 비옥하며 휩海물은 無水多뽑하다. 湖西는 내포 차령이 
남은 훌휴이 相￥한데 最흉者는 種 l斗에 60斗를 거두며 차령 곁으로부터 
漢南에 이르기까지 역시 g휴이 상반이고…漢北의 水田은 척박하여 관동 
에서 개성부에 이르기까지 1斗를 뿌리어 겨우 30斗를 거두며 其下者는 이 
수에 미치지 못한다. 關東의 鎭東九물에서 관북에 이르는 토질은 심히 마 
르고 海西는 앉휴이 상반이며 關西는 山郵이 土홉하나 연해 제읍은 廳決
하여 湖西에 不下한다. J ~擇里地 h 居總輪 生利編》

로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을 지도화한 결과는 그립 3-1-2와 같다. 전기와 큰 차 

이는 없으나 비옥도의 분포가 충청，경기쪽으로 북상하여 水田농업의 북상과 대체 

로 일치함을 보인다. 한편.관개기술의 내용은 이러한 水田比寧과 토품의 분포 변 

화와 함께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먼 水田농업의 지리적인 전개과정에 대해 보다 구 

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준다. 

고려말，조선 초기에 7) 水田은 대부분 演흙이나 훌流 둥의 水利를 이용하는 山

麗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8’. 따라서 조선시대 水田농업의 발달은 수리시설의 확 

충이 전제조건이 되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는 전-후기에 걸쳐 관 

개기술의 발달과 함께 早田의 水田으로의 전환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훔田의 

水田化는 주로 狀田，反田기술에 의하여 전개되었고 이 技術은 史料에서 나타난 

다. 먼저 狀田의 경우-

. r )I~율 필어 물을 대는 전율 狀田이라 하여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灌水하 
기 위하여 물을 이끌어 회수시키는 것을 狀라 한다. 그 방식은 전이 높고 
천이 낮으면 상류를 막아 물이 곁으로 돌도록 하여 도랑을 만들어 끌고 
전이 낮고 천이 높으면 연변에 축안하여 전단을 둘러 막아 구멍을 내어 
물을 대는 것이다. 먼 것은 십여리，가까은 것은 수십백武(1武는 3，RJ 에 
이르고 큰 것은 수천煩， 작은 것은 수십 백 敏를 물댈 수 있다. 대소와 원 
곤이 같지 않더라도 모두가 文鎬白公의 유법￡로 끌 수도 있고 흘려 보낼 
수도 있고 말랄수도 불랄수도 있으니 관수와 배수에 용이하여 水田 중에 
서는 홉上之田이다J ~林園續濟志 本利志 卷一 狀田》

라 하여，이 하천수를 이용한 狀田은 그 기술로 보아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의 주 

변에 있는 평지에서 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이는 충청도나 경기도의 명야지역에 

서 주로 이루어진 기술로 생각될 수 있다. 反田에 대한 기록에서는 

7)고려시대의 말기까지만 해도 수천의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에서 최영의 
〈送安梁州序>(경상도 양산)에서 「戰田皆下홈」의 내용은 당시 대부분의 하습지가 
水田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흙田으로 버려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가뭄으 
로부터의 피해와 관개수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민왕 11 년 (1 362 ) 중 
국 강남 f옳河 농법에서의 水車 도입이 건의되나 이는 조선초기 세종때 수용된 
다. (李泰鎭， 1986 , 韓國社會史 鼎究， 知識塵業社， p. 96. ) 
8) 옳相昊， 1969 , “朝蘇前期의 水田農業 冊究 文數部 學術班究 報告，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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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田은 陸田을 水田으로 만드는 것인데 陸田 중 近川 近河하여 인수 관 
개할 수 있는 콧에서는 개작휴륙하여 水田을 만들고 도편을 심는다는 것 
이다. 현재 남북 水田의 3/10은 이런 反田들인데 反田으로의 전환은 반도 
지풍에 연유하는 바가 있더라도 옛날에 비해 성한것은 역시 水田으로 전 
환함으로서 경지가 성하고 利가 훌하기 때문이다. 육전은 1년 再種하고 
벼는 1熟밖에 하지 못하니 이해가 상반되어 별 이득은 없다J <<林園鷹濟志
本利志 卷一 反田》

라 하여 狀田에 비하여 소규모로 水田化시키는 기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록 중에서 反田에서 이모작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내용은 이 反田기술 

의 지역적인 전개과정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즉 이모작의 재배는 이앙법의 보급 

과 無顆期日에 의하여 제한되며，또한 無露期日은 고도와 위도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여기에서 反田의 이모작이 고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면 山田의 

反田化는 주로 산간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水田의 지역적인 전개와 관개기술을 볼때 조선시대 水田 농업은 

前期에는 명야지역 중 자연적인 水利가 좋고 비옥한 곳이 부분적으로 水田으로 

개척되면서 水田이 下훌地에 내려왔고，水利가 불안정한 지역인 산간지역에서는 

관개시설의 제약성으로 소규모의 異를 축조하면서 反田을 통해 水田이 확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후기에는 水利面에서 진일보하여 삼남지방에 비해 수전농업 조 

건이 불리한 경기도 및 충청도 내륙지역에서 뚫져훌보다는 川防을 쌓아 狀田으로서 

早田을 水田으로 전환시켜，이 과정으로 水田의 지리적인 분포가 더욱 확대된 것 

임을 의미한다. 

2)농업기술의 지역적 전개 

@ 移我法과 二毛作의 전개과정 

가.移快法의 형성 

조선시대 농업에서의 중요한 변화는 水田의 확대와 함께 농업기술에서 移快法

의 전개이다. 초기의 水田농법은9) 기후와 토성의 차이에 의해 지역간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直播 載培가 잎반적이었다. 조선 초기의 縮作농업에서 移快法을 

수용하지 못하고 직따법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리시설의 제약에 기인 

하였다. 따라서 農專直說에서도 「除草에는 편리하나 만일 큰 가뭄으로 실수를 

하면 농가에 위혐하다J <<農專直說 種縮條》 라고 하여 이 농법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이 있는 移快法을 법상으로 급하였어도 일부지역에서 

g)조선전기의 수전 농법은 《農專直說 種縮條》 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有
水鏡에 直播法(무삶이)에 의한 早縮와 없E網，有乾훌U:(컨삶이)에 直播法，有揮種法
(이앙법)으로 구분하여 이의 재배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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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기 시작하였다. 효종때 편찬한 農豪集成의 기륙에서는 r모내기 때 풀을 

썩히어 사용하는 방법 동의 특수한 농법이 경상도 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다J << 

農家集成 早縮我基條》 라는 기록이 있어 10’ 移快法이 초기에 수용되는 지역이 경 

상도였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世宗賣錄에 경상，강원도의 특정지역 농민에게 

移我法을 법상으로 급하였다는 기록은 다른 지역에서는 移我홉이 거의 행하여 지 

지 않고 경상도，강원도 남부지역에서만이 IU 이 농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 

水田농업에서 여러가지 장점을 지닌 移致法이 121 법으로 금지된 것은， 가뭄에 

대응할만한 충분한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 

다. 즉，付種法의 경우 水播나 乾播 이후 가뭄을 당하더라도 한번 비를 얻:으면 곧 

훌根짧興하여 다소간의 수확이 보장되지만 移致法은 이앙을 할때 관개시설이 없 

는 水田에서 이앙기에 한발을 당하면 혐의 移植훌根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그해 

추수는 불가능해진다. 우리나라에서 이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5-6월로 乾期와 

일치되어 여러 농학자들이 이앙이 大早에 약하다는 것을 지척하고 있다13) 그러나 

여기에서 移致法을 금했다는 사실이 단순히 수리시설에만 기인하였고 다른 사회 

경제적인 이유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移快法을 수용하는 농 

가가 단순히 수확량만을 생각하였고 다른 요인은 없었겠는가는 점이다. 이에 대 

해 조선시대의 인구증가를 나타내는 통계치와 함께 移快法과 廣作 형성의 연 

관성에 대한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l씨. 

조선시대에 식량생산과 갚은 연계관계를 갖는 인구수의 변화추세는 표 3-1-2. 

와 같다. 조선시대 인구에 대한 기록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은 1395년부터 

1428년까지는 부분적인 호구 기록밖에 없으며，또한 1669년 이전까지의 호구조사 

는 男丁만의 숫자였다. 조선 시대의 인구중감은 50년 단위로 보았을 때 그 폭이 

매우 미약하여 절대 인구수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말기 

와 일제초기까지 약 45년간의 변화에서 가구수가 100여만 가구， 인구수가 약 600 

여만명이 급증한 것이 이를 윗받침한다. 이는 호구조사의 바탕이 된 호적작성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위신고와 행정력의 미비로 인한 결과 

로 설명되고 있다15) 그러나 인구통계에 있어서 실제인구보다 적은 것이 단순히 

10)農專直說에는 內容이 없으며 增補版인 農家集成에서 게재되어 있다. 
11) <<世宗賣錄 卷 68，世宗 17年4月>> (옳容燮 數授는 江鳳을 江原道 南端으로 解釋
하고 있으나 地形的인 條件￡로 미루어 볼 때 筆者의 見解로는 江鳳道 海뿔에 
연한 울진， 명해지역으로 생각된다. ) 
12) 이앙법의 장점은 농학자들 사이에서 인정되어 서유거는 첫째는 노동력이 절약 
되고 둘째는 二土의 지력으로 험를 기를수 있으며 유전적으로 種험를 건강한 것 
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3) 金容燮， 1974 , 朝解後期 農業史 冊究 1 I. pp. 72-103. 
14) 金聖昊 外， 1990 , 農地改草史 冊究， 韓國 農村輕濟冊究院， pp.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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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의 부재에 기인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륙히 정종 7년부터 현종 5년간의 

약 50년간의 호구수는 오히려 감소한다. 단순히 행정력의 부재에 기인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호구조사에서 누락될 수 있는 인구 

수의 증가를 의미하며，또한 인구의 유민화를 나타낸다삐 . 조선 후기에는 전 인 

구의 약 1/3이 유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바로 농업에 

고용되지 못한 상대적인 과잉인구로도 볼 수 있다. 

표 3-1-2. 조선시대 호구수의 변화 

연대 호구 ~끼 ::1.:: ‘ι「 가구당인구수 

조 (1 395) 152 , 403 322 , 746 2. 12 
441 , 827 1, 511 , 165 3.42 

종 (1 68 1) 1, 376 , 842 6, 218 , 342 4.52 
조 (1 732 ) 1, 713 , 849 7, 273 , 446 4.24 

종종종희 (1 783 ) 
1, 733 , 757 7, 316 , 924 4.22 

원 (1 834 ) 1, 578 , 823 6, 755 , 280 4.28 
고 (1 864) 1, 703 , 450 6, 828 , 521 4.01 
융 (1 909 ) 2, 787 , 891 3, 090 , 856 4.70 

자료:한국지지 총론편， p.454 (1980) 
호구총수 해재 , pp.19-22. 1972. 서 울대 출판부 

移快法에 의한 노동력의 절약은 농가경영에서 두가지의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 

이 있다. 첫째로，기존의 노동력으로도 더 넓은 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고(광작) , 둘째로 경영지를 넓히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의 

과잉노동력이 방출되어 인구의 유민화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移快法의 전 

개에 따라 경지의 수명적인 확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전라도의 연해지역 

이며， 경상도는 농업인구의 수용력 제한으로 농민이 농사에서 일탈되어 유민화 

되는 과정 중 산간지역에서 화전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결 

국 18세기에 지방의 농업지식인들이 올린 『應릅進農書』에서 대토지 소유의 제 

한을 두는 限田과，이를 해결하기 위한 혈田의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와 같은 농 

민의 토지 일탈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까 이러한 내용은 결국 조 

선시대 移快法의 금지가 수리시설의 부족외에 농민의 농업 일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었음을 보여준다. 

15) 國立地理院， 1980 ， 韓國地誌， 總論編， p.454.
16)金聖昊 外， 1990 , 前揚書， pp.30-3 1. 
17) 11應톱進農書』 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소작인에게 농지를 대여하는데 일정한 법 
을 만들어서 모든 농민들로 하여급 소작지나마 균둥하게 경작케 하자는 방안으로 
寶田 문제(혐拉作)를 제시하면서 陳田 개간을 제언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에서 
陳田으로 개간이 중단되고 있는 토지가 적지 않았음에 물節者들은 농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陳田은 개간되어야 하고 陳田 개간을 하는 농민에게 소유권을 
주거나 일정기간동안 면세 혜택을 주자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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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二毛作의 지역척 전개 

농업지역에 중요한 변화률 유발한 移致法은 種法을 禁하여도 경상도를 중심으 

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부분적으로 =毛作이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移快法이 반드시 二毛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18) 

조선전기의 移我法은 二毛作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특수한 작물배열에 

그쳤을 뿐이고，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農룸에서 水田의 種훌法이 거론되기 시 

작하여 縮와 쫓이 결합하는 二毛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19) 

二毛作의 지역척 전개과정은 먼저 그 분포를 보면 명확히 나타난다. 일제초기 

(1 912)의 자료상에20) 나타난 二毛作의 분포는 그림 3-1-3과 같다. 답변적 중 맥을 

作付하는 비율이 40%이상인 15개 군현 중 경상도가 의흥，의성，예안，고령，상령，군 

위，현풍，인동，산음，비안，지례，함양，거창 동 137H 군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외에 전라도는 순천， 충청도는 회인만이 나타날 뿐이다. 20% 이상인 35개 군현 

중 충청도의 황간，단양，문의，홍산 동 4개 군현과 전라도 고산，구례，진산，광양，동 

복，장성 둥 6개 군현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군현이 경상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 

어，경상도의 집중적인 분포가 특징적이다. 충청도와 경상도 지방 이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同 繹度上인데도 불구하고 二毛作이 경상도에서 

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전라도의 명야지역에 미미하게 분포하는 것은 

이 농법이 기추적인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분포의 이유는 二毛作을 설명한 史料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柳重林은 「남쪽지방의 농민이 水田에 가을보리를 심어 수확하고 이후 물 

을 대어 이 앙을 하여 1년에 두번 심음으로서 功省利가 매우 크다J <<增補山林짧 

濟 15，四障훌要》 라고 하여 삼남지방에서 二毛作의 得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柳

鎭積의 農政에 관한 건의사항에서 「기호지방은 이앙의 시기가 빠르므로 탑에 보 

리를 심을 수 없다. 호서지방의 급강 이남과 兩南(영남， 호남)의 野힘지대에서 

水田에 보리를 심어 수확한 후에 이앙해도 아직 이르다J <<日省錄，正祖 23 ， 2 月 11

日》 하여 二毛作이 금강 이남에서 진행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韓致혹이 水陸훌훌種 문제를 논하면서 「 體南田多톰‘g 春則 種쫓 夏則灌水 種稱」 라 

는 기록과 五洲가 우리나라의 豪農을 말하면서 「영남지방의 인구가 豪을 중국의 

18) 탑의 작부체계에서 稱 + 쫓의 1 년 2작은 최소한 두가지 요건이 전제되어야 한 
다. 첫째는 벼와 보리를 이모작으로 直播 재배할 때는 작물생리상 40-60일의 경 
합기간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벼의 *b 1힘期에 育혐를 통 
한 이앙재배 뿐이다. 둘째는 地力의 문제이다. 조선초기 農專直說이 편찬된 이후 
에도 歡農指針書로 이용된 중국의 農훌輯要와 齊民要術의 種縮條에는 「網無所緣
唯歲易짧良」 이라 하여，벼농사는 前後作에 관계없으나 오로지 休閔하는 것이 땅 
의 지력을 회복하는 길이라 하여， 施DE技術의 개선이 이모작의 전제 조건이었다. 
19) 金容燮， 1980 , 朝蘇後期 農業史 짧究 II , pp. 40-7 1. 
20) 朝蘇總督府 統計年報，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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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1912년의 二毛作 분포 

中原지방에서와 같이 常食하고 있다」는 기록은 쫓農法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발달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앞의 柳鎭種의 藏文 일부 중 r뚫夏農혐으로서 보리보다 긴한 것이 없는 

데 평야의 농민이 짧이 많고 田이 적어 많이 심을 수 없다 J <<日省錄，正祖 23 ， 2 月

11 日》 는 내용은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이 서로 다른 분포를 나타내게 한 이 

유를 설명하며 준다. 즉， 경상도 지역의 水田은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낙동강과 

그 지류의 하천분지의 명야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山麗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柳鎭種의 지적에서처럼 짧이 많고 田이 척은 지역에서 豪類를 생산하기 위한 공 

간은 짧일수 밖에 없으며， 결국 山麗이 반전화하여 水田으로 충전된 결과가 경상 

도지역에서 二毛作의 형태를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전라도 

지역은 경상도와 유사한 기후적인 조건이나，답변척이 경상도에 비해 넓으며 또한 

소구릉지상에 田이 충분히 발달되어， 二毛作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식량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상도지역보다 二毛作의 수용이 늦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라도 연해지역에서는 해수의 침입이 잦아，이에 따른 벼재배의 기피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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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毛作 기술 수용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함으써 경상도보다 후에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移뺏法의 전개에 따라 뒤이어 나타난 二毛作은 결국 경상도에서 

먼저 수용되었으며 이에 따른 토지생산성의 증가로 경상도의 농업에서는 자영농 

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농경지의 수명적인 확장이 용이한 전라도 농업에서는 

二毛作 농법이 전따되면서 토지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에서 地主的인 성격 

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있다. 이러한 二毛作의 전개에 의해 농업생산성이 안정 

되면서 지역간 생산물의 분배형태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2D 남부지역에서는 

定租法이 나타나게 되고 田作이 대부분인 북부지역에서는 打租法이 우세하게 나 

타난다때. 이는 소작형태에서 지주와 소작인간의 관계는 단순히 소작료만으로 연 

결되는 것이 아니고 地租，種子， 농경지 피해시 북구비 부담， 벗짚 둥의 부산물의 

차지， 夏作 농산물과 쫓作 농산물의 분배문제 둥이 어우러지면서 결정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짧에서 미작이 單作으로 재배되는 북부지역보다는 二毛作이 전개 

되는 남부지역에서 생산물의 분배가 덜 북잡한 定租法이 우세하게 나타날 수 밖 

에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 田作農業과 鐵維作陽의 재 배 확대 

조선시대의 농업기술에서 벼의 재배농법은 전-후기에 걸치면서 꾸준히 변화되 

지만 田作빼의 경우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져2'J) 15세기에 형성된 경영방식과 작부처l 

계가 후기까지도 그 골격에 큰 변화없이 관행되어 이루어졌다241 조선전기 田의 

경영형태는 農書마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료의 내용을 몇가지를 보면 

「농경지의 조성은 수륙병통하고 뒤로 산을 하고 물을 앞으로 한다 J <<閒
情錄 治農條》

2 1)朝解時代에 나타난 소작형태의 지역간 차이는 《韓國土地農塵調훌報告(1904)>> , 
《朝蘇φ小作慣行(時代 t 慣行)( 1930)>> , <<軟民心書 5，戶典，規法》 을 참조. 
22)金聖昊 外， 1990 , 前揚書， pp.161-162. 
23)고려말 무신정권의 집권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몽고의 침입에 의해 토지생산성 
의 제고를 필요로 하면서 중국 강남농법을 도입하여 施8巴 기술을 종래의 華北지 
방에서 이루어지던 농법에 A棄，石W<.，火養 둥이 추가됨으로서 비료의 양적인 부 
족에서 벗어나 지력회복이 용이해짐에 따라 休閔을 극복하고 연작이 가능하게 되 
었다. 이와 함께 재배작물은 이전부터 재배되던 稱，쫓，異，委，團，蘇쫓，樓，大豆，小 
豆，蔡豆 동의 곡류와 養훌훌을 위한 쫓木이 권농의 대상이었으며 토지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없을 때에는 첼，要，相，홉，精，寶 동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였 
다. 채소로는 파(오이) ，옮(가지) ，著(무우 L 意(따) ，著(무우)，짧(박) ，짧(호박) 둥 
이 재배되었다(李春寧， 1970 , 李朝農業技術史， Pp. 20-29). 
24) 金榮鎭， 1985 , “農書를 通하여 본 朝蘇時代 主要作物의 作付體系 農村輕濟
8(2) , p.74 

- 56-



r 한자 깊이의 흙을 찍어내어 그 맛율 보아 맛이 단것은 上이고 달지도 짜 
지도 않은 것은 中이며 싼것은 下라고 하였다J <<農훌直說 春훌Jt:>> . 

「땅갈이는 천천히 해야 부드러워지고 소도 피로해 하지 않으며 봄과 여 
름 갈이는 얄게 가는 것이 좋고 가을 갈이는 갚게 가는 것이 좋다 봄 갈 
이는 때에 따라 갈고 다스릴 수 있으나 가을 갈이는 흙빛이 희게 마르기 
를 기다려야 한다J <<農專直說 훌#地條》 

「작물의 재배에서는 토양의 비옥도를 위해 녹두와 팔，참깨가 좋으며 5 , 6 
월 중에 따종하여 7 ， 8월에 갈아 엎으면 춘곡(월동작물)의 경우 1歡당 10 
石을 거둘 수 있다J <<農家集成 훌#地條》 

라 하여 조선시대 田作농업의 형태는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 뿐 아니 

라 지력 소모 퉁이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작부체계 퉁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작물들의 작부체계를 農專直說을 통해 보면2Sl， 2년 1작으로는 주로 

大蘇가 재배되고， 1 년 1작으로 행해지는 작물로는 棄，委，大豆，小豆，훌豆，大 小쫓， 

참깨，種 , 1 년 2작은 훌+棄 혹은 委 錄眼+훌類，豪類+胡障가 재배되었다. 間作은 田

少者에 한하여 권하는 방법이되 大· 小훌이 출수하기 전에 間作으로 콩을 심거나 

棄을 심고，大·小훌을 거둔 후에 보리그루를 갈아 골을 짓는 방법이다. 混作은 조 

선시대의 작부방식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나 현재와 같은 大豆와 수수는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생육시기가 같은 夏作物에서 陸網+피+팔，참깨+늦 

팔+綠豆，팔+들깨+기장 혹은 葉이 재배되었다. 2년 3작은 주로 북부지방에서 행해 

지던 형태로 보리의 後作으로，間作 형태로 콩을 재배한 다음 경지를 동기간 휴한 

시킨 후 夏作으로 棄을 재배하는 방식이며 이외에 棄(間作) -大小쫓-休閔-大小쫓， 

大小豆(後作)-大小쫓-休閔-大小쫓 동의 방법이 있었다. 또한 이들 작물들의 따종 

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면서 진행되고 있었다삐. 

이들 田作物에서 조선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橋花작물의 재배 확대이다. 

섬유작물 중에서 대표적인 작물은 線과 大蘇이다. 고려 중기부터 우리나라는 후 

蘇의 생산국으로 유명하였고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섬유작물로 大麻가 주종을 이 

루었으므로 世宗實錄地理志에서도 그 재배지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橋花가 도입되면서 이전의 섬유인 麻와는 비교가 안될 정 

도로 재배지가 확산되어 나갔다. 

世宗實錄地理志에서 木橋은 전라도(주로 전라도 남부지방)에 집중 분포하고 慶

尙 右道에는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그럼 3-}-4 참조). 그러나 이의 재배기 

25) 金榮鎭， 1985 , 前揚論文에서 일부 발훼하였음. 
26) 따종법의 변화는 다음 문헌을 참조 金容燮， 1974 , 朝蘇後期 農業史 冊究 I I 
一漸聞 pp.l04-133: 閔成基 1980 ， 朝蘇前期의 豪作技術考， 옳大史學， 4輯， 
pp. 33-73. : 李觸澈， 朝蘇前期 農業觸濟史， 한길사， pp. 111 -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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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料， 世宗實錄地理志. 林園觸濟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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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담고 있는 農家集成에서는 種木花法。]Zn 따로 수록되어 있어때} 목화재배가 

점차 보편화되었고，경상좌도에서는 나름대로의 환경에 적웅하면서 독특한 농법으 

로 변화를 재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종 중기 이후부터는 線布가 國懶로 

사용되면서 29) 재배는 그럼 3-1-4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7)前期에 발행된 農專直說에는 橋花의 재배법에 대한 기록이 없다. 
28)r모래가 섞이고 다소 건조한 밭이 알맞으며 2월 중순에 갈아엎고 3월 상순에 
또 갈은 다음 써 래로 고른 후 따종할 때 다시 갈아 재배한다」 라고 하여 재배기 
술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農家集成 種木花法~， r습한 밭으로 곡식을 심기 
에 적당하지 않은 곳은 서리가 내린 후 풀을 베어 썰어서 두껍게 덮어 밀을 심은 
즉 밀에도 극히 좋고 이듬해 마른 밭으로 변하여 목화를 심어도 좋다(경상좌도 
농민이 이를 행한다J <<農家集成 執地條~ r상품화를 목표로 하는 전업자는 간작을 
하면 안된다. J <<農家集成 種木花法~ . 
29) 李春寧， 1970 ， 前揚書， pp.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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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지대의 변화 

조선시대의 재배작물 분포를 이용한 농업지대의 변화는 시기를 전기와 중기로 

구분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전기는 世宗賣錄地理志의 土宜條에서 나타나는 농 

작물의 자료를 ，후기의 자료는 林園睡濟志의 군현별 揚市에서 나타나는 풍부한 

산물 중 농작물을 이용하였다. 

1)조선천기의 농업지대 

世宗實錄地理志의 土宜條에는 한성을 제외한 전국 3357fl 군현에서 산출되는 28 

종류의 1년생 농작물과 쫓 동 10종류의 다년생 작물(結， 훌， 積， 澈， 훌， 相， 훨， 빼， 

棄)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28개 1년생 농작물의 종류와 군현수는 다음과 같 

다. ( ( )안은 군현수) 

稱 (84) 曉縮(1) 山縮 (6) 廠(1 84 ) 木橋 (43) 후 (31 ) 大豆 (2 ) 豆( 12) 흉 (74) 賣

豆 (2) 小豆 (97) 훌豆 (2이 委 (95) 續委 (23) 棄(1 82 ) 種 (65) 大服 (2)후쫓 (5 ) 쫓 (68) 

小쫓 (2) 鬼쫓 (2) 홈쫓 (99) 胡麻( 2 1) 眼麻(1 5 ) 표활(193) 田훨(7) 雜製 (4 ) 案蘇

(27) 

이 중 五활은 委，種，훌，쫓，縮 작물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에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按五戰註釋 .. 委種흉쫓稱> (世宗寶錄地理志，廣州救條)라는 기록이 있어 이 

들 5개 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작물의 지리적인 분포패턴을 파악하 

기 위하여 分類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分類가 모호한 田훨，雜뤘，쫓障는 분석에서 

제외되었고，나머지 24개의 작물을 농사직설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米

(網， 硬輔， 山網) , 쫓(豪， 大쫓， 후豪， 小쫓， 鬼쫓) , 豆(寂， 小豆， 大豆， 豆， 쫓豆， 綠豆) , 委

(委，續委) ，葉，種，홉豪，繼維(麻，木橋，후) ，特用(胡麻，閒麻)작물 등의 9개群으로 分

類하였다. 

이와 같이 정러한 후 작물별로 각 군현에서 발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분포하 

면 1，분포하지 않으면 0으로 하여 이를 군현별로 정러한 것이 표 3-1-3이다. 표 

에서 작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군현은 8개 군현， 9개 작물이 모두 나타나는 

군헌은 167fl 군현이다. 이러한 작물 결합의 유형을 바탕으로 농업지역을 추출하 

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구분을 피하기 위해 먼저 지역화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조선시대의 농업은 水田농업이 농업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먼저 벼작물의 분포여부를 이용하여 이분법적인 지역구분이 시도되었다. 

둘째，벼가 재배되는 지역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작물결합의 특성을 바 

탕으로 지표작물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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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조선전기 작물결합유형(世宗實錄地理志， 1432) 

作빼分布類型 作物分布類型 作빼分布類型 

米쫓豆委葉種寶짧 米쫓豆委葉種寶짧 米쫓豆委葉種훌뚫짧 

o 0 0 0 0 0 0 0 0 8 100 1 0 0 0 0 0 1 1 100 1 101 
o 0 0 0 0 0 0 1 0 4 100 1 000 1 0 1 1 100 1 1 1 0 
00010 1 0 1 0 100101010 1 110 100 0 0 
o 0 1 000 100 100 1 1 0 0 0 0 6 1 1 1 0 100 1 0 3 
o 0 1 0 100 1 0 1 100 1 100 1 0 3 1 1 1 0 101 1 0 
o 0 101 1 1 1 0 100 1 1 1 000 2 1 1 101 1 100 2 
o 0 101 1 110 100 1 1 1 0 1 0 2 1 1 101 1 1 1 1 
001 100 000 1 0 1 0 1 0 100 3 1 1 1 100 1 0 0 
001 1 1 0 000 1 0 1 0 1 0 100 11110 1 000 25 
001 1 1 0 100 1 0 101 1 0 1 0 1 1 1 1 0 100 1 
001 1 1 1 000 101 1 1 0 0 0 0 2 1 1 1 1 0 1 0 1 0 88 
001 1 1 1 0 1 0 3 101 1 100 1 0 2 1 1 1 101 100 
001 1 111 1 0 2 101 110 100 3 1 1 1 101 100 
o 1 0 0 0 0 0 0 0 101 1 101 1 0 11110 1 101 
010101010 101 1 1 100 0 2 1 1 1 101 110 2 
o 1 101 1 0 1 0 2 101111010 2 1 111 1 0 0 0 0 3 
o 1 101 1 1 1 0 101111100 1 1 1 1 100 1 0 3 
o 1 1 1 0 1 000 2 101111101 1 1 1 110 101 
o 1 1 1 0 1 0 1 0 3 101111110 3 1 111 1 0 101 
o 1 1 101 101 2 1 1 0 0 0 0 0 0 0 111 110 1 1 0 4 
o 1 1 1 100 1 0 1 1 0 0 000 1 0 1 1 1 1 1 1 00 0 11 
o 1 1 1 1 1 000 2 1 100 1 0 0 0 0 3 1 1 1 1 1 100 1 6 
o 1 1 1 1 1 0 1 0 8 1 100 100 1 0 2 1 1 1 1 110 1 0 3 
o 1 1 1 1 1 100 4 110 1 000 1 0 1 1 1 1 1 1 0 1 0 3 
011 111 110 110 1 1 0 000 4 1 1 1 1 1 1 100 18 
o 1 1 1 1 1 111 110 1 100 1 0 3 1 1 1 1 1 110 1 2 
1 0 0 0 0 1 100 110111010 2 1 111 1 1 110 19 
100 0 1 0 0 0 0 2 110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16 
1 000 100 1 0 1 1 100 1 000 2 

세째，도출된 지대에서 각 지대를 구성하는 단위지역의 수를 가능한 한 균둥하 

게 분포하고자 하였다. 

이들 기준으로 작물군별 결합관계를 유형화시킨 결과 주로 米，棄，표훨(쫓，豆， 

委，棄，種) 동의 작물에 의해 지리적인 유형화가 주도되고 있었다(표-3-1-3 )， 이 

에 따라 米작물 동의 식량작물이 전부 나타나는 제 1-^1 대( 787fl 군현) ，米가 나타나 

지 않는 제 2지대( 567fl 군현)， 6개 식량작물 중 藥만이 제외된 제 3지대(1 197fl 군 

현) ，기타지대( 837ff 군현) 동의 4개 지대로 유형화가 가능하였고，이들 지대의 분 

포는 그럼 3-1-5와 같다. 

제 1지대는 경상도의 통해안 흥해， 청하， 영일 경주 퉁 일부 군현을 제외한 대분 

분의 지역에서 나타나며 충청도의 태안，서산，청양，부여 둥지와 황해도의 장 

안，옹진，우봉，명산，명안도의 숙천，함경도의 안변，선천에서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벼가 분포하지 않는 제 2지대는 북부산간지대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명안도의 덕 

천，개천，맹산，순천，황해도의 곡산，수안，강원도의 이천，평강，회양，양구，인제，남 

천，평창，정선，영월，충청도의 단양，영천 둥으로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분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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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5. 조선전기 농업지대 구분 

o 

당시 벼의 재배는 남부의 명야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산간지역에까지는 아직 

확대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식량작물 중 藥이 나타나지 않는 제3지대는 대정， 정의를 제외한 전라도의 전 

군현과 명안도 중부의 철산，선천，꽉산，정주，안주 동의 서해안 지역，성천，양덕 동 

의 내륙지역，합경도 길주，단천，북청，예안，강원도의 홍천，고성，간성，양양，강롱，삼 

척 동의 동해안 지역，홍천，춘천，횡성의 내륙지역에 분포하여 동해안 지대가 일정 

한 지역대를 이루어 이 지역이 동위도상의 다른 지역과는 이질적인 농업지대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작물에 있어서 뚜렷한 특화를 보이지 않는 제 4지대는 

황해도 안악，신천，재령 동의 남부지역과 경기도 해풍，포천 동에서 연속적으로 나 

타난다. 

이와 같이 작물 분포를 바탕으로 추출된 조선전기의 농업지대를 볼 때， 당시의 

한반도에는 水田農業 위주의 경상도，전라도 중심의 남부 농업지역과 북부의 한전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형태가 병존하면서，중부의 경기도와 그 주변지역은 남 

부와 북부의 농업형태와는 이질적인 농업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한변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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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전라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전라도에 棄이 전혀 분포하지 않음에 기인 

한다. 棄類는 보리가 재배되지 않는 지역에서 보리를 대신하는 주식이며，냉해를 

받기 쉬운 산간지대에서 밭벼 대신으로 여름에 단기간율 이용하여 재배되는 작물 

이다lJ) 토양도 저습지외에는 토질을 가리지 않으며 흡비력도 강해 산성토양에서 

도 생산성이 높아 북부지방과 산간지방에서 재배되는 작물이다. 조선전기의 농업 

지대를 연구한 李鎬微은 전라도에서 葉이 재배되지 않은 이유로는 棄이 주로 산 

간지방을 중심으로만 재배되었기 때문에 명안남도，강원도의 연안지방은 모두 葉

을 재배하지 않았으며，따라서 평야가 대부분인 전라도에서도 葉이 거의 재배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11 한편 世宗寶錄地理志의 기록 중 전라도 전체의 

산물을 기록한 내용에서 

r戰훌훌 網米種米豆黃豆小豆小쫓흥쫓蘇子훨布><世宗實錄地理志 151 , 全羅道)

錯米 훌豆 

라 하여 棄은 따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이 이를 윗받침 한다. 농업지대 분포에 

서 나타나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리적인 분리는 당시 산간지역이 많은 경상도에 

서 葉을 포함한 五響이 재배되었던 반면 전라도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극 

히 미미하게 재배되었음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앞 절에서 본 껏과 

같이 전라도와 경상도 농업지역은 서로 이질적인 농업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뒷받 

침 하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2)조선후기 농업지대 

조선후기 작물의 분포에서 자료로 이용된 林園羅濟志는 徐有案(1764-1845) 가· 

당시의 농업기술과 농업경영론을 기술하면서 륙히 농업경영에서 시장성을 고려 

하여 수익성의 중대를 위한 농법의 전환에 대해 기술한 저서이다. 그의 농업경영 

관은 유통경제의 관념과 밀착되어 있어서 林園廳濟志 貨植篇의 1장에 전국 각 지 

역의 생산물을 與地圖書에 의한 군현 단위로 조사，제시하고 이러한 생산물을 기 

반으로 하여 전개되는 전국 각 지방의 유통시장과 거기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도 

시하였다. 따라서 유통시장에 대한 조사에서 상품의 중심은 농산물을 위주로 기 

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수록된 장시에서의 풍부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각 군현의 작물 분포를 나타내는 자료로 이용하였다. 

林園衝濟志에 기록되어 있는 산물수는 총23개 산물로 그 種類와 분포 군현수는 

다음과 같다 .. (( )안은 군현수) 

30) 農業大離典， 學園社. pp. 462-463. 
3 1)李鎬澈， 朝蘇前期 農業觸濟史， 한길사， p.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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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 (254) 짧 (92) 후쫓 (157) 豆(1 60 ) 水蘇(66) 木橋 (250) .布(1 47) 橋花(134 ) 

蘇 (2 ) 委(10) 種(1 4 ) 葉(1 8 ) 明빼 (42) 賣후 (7) 煙草(1 66) 홈훌쫓 (2) 후布 (43) 春布

(1) 生布 (6) 生麻(1 7 ) 眼麻 (6이 1t醫 (2 ) 白후(1 0 )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기재된 산물 중 각 농작물의 분포를 군현별로 지도화하 

여 그 지리적인 분포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 147ß 농작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이는 자료가 揚市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이다. 한편 製과 쫓，훌，委，藥，種 작물들이 서로 배타척으로 분 

포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아 徐有뿔가 觀을 五훨의 의미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되 

어 慶이 분포하는 군현은 이들 5개 작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들 13 

개 작물을 米，쫓，豆，委，棄，種，鐵維(格花，養후，生후，生麻， 白뿜) ，特用(水蘇，暗麻)

둥의 8개 작물군으로 재분류하여 발생여부에 따라 군현별로 1 과 0으로 정리하였 

다. 이의 유형별 군현수는 표 3-1-4와 같다. 3367ß 군현 중 34개 군현의 자료 

가 누락되었으며 농작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군현수도 24개나 된다. 

지대 구분은 조선 전기의 지대 구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지역화 과 

정에서는 米，五훨과 함께 米，豪，豆 작물이 지역의 유형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 

와 같은 유형을 바탕으로 군현을 구분한 결과 米와 五훨 전부가 동시에 나타나 

는 군현 (927ß ，제 1지대) ，米가 나타나지 않는 군현( 487ß군현，제 2지대) ，米，쫓，豆만 

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鐵維類나 特用작물이 나타나는 군현 (1057ß ，제 4지대)，이 

외의 군현 (57 7ß ，제 3지대) 동 4개의 지대로 구분하였다. 이들 지대의 분포를 나타 

낸 것이 그럼 3-1-6. 이 다. 

표 3-1-4. 조선후기 작물결합유형 (林園經濟志， 1830) 

作物分布類型 都縣 作勳分布類型 훌縣g 作物分布類型 都縣
米쫓豆쫓葉種維織特用 數 米쫓豆쫓葉覆維홈홉特用 數 米쫓豆委蔡覆維織用特 數

000 0 0 0 0 0 24 1 0 1 0 0 0 0 0 6 1 1 1 1 0 100 
000 0 0 0 1 0 10 1 0 1 000 1 0 2 1 1 1 101 1 0 
o 0 0 0 1 000 1 0 1 000 1 1 6 11110111 
o 0 0 0 100 0 2 1 1 000 000 2 111 1 1 000 
o 000 1 110 1 1 100 000 29 111 1 100 1 
o 1 0 0 0 0 0 0 2 1 1 1 000 0 1 12 11111010 3 
01001100 4 1 1 1 000 1 0 48 111 1 1 100 65 
o 100 1 1 1 0 11100011 45 11111101 
010 1 100 0 2 1 1 100 100 11111110 25 
o 1 101 111 11101101 11111111 
1 0 0 0 0 0 0 0 2 자 료 -‘r 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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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조선후기 농업지대 구분 

제 1지대는 경상도 대부분의 지역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전라도 남부지 

역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와 동일한 성격의 지역이 황해도，평안도 해안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화률 이루고 있다. 米가 나타나지 않는 제2지대는 명안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국지적인 분포를 보인다. 명야지역인 전라 

도에서 국지적인 분포가 나타나는 것은 자료의 성격에도 기인하겠지만 소비가 많 

은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될 만큼 풍부하게 산출되지 못함을 의미하 

거나 혹은 벼의 시장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 3지대는 동해안 지역에 일정한 지역대를 이루면서 지역화가 나타나는데 이 

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농업에서 동해안 일대가 나름대로의 통일성을 유 

지하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좋%類와 함께 特用作劇이 지역화를 주도하는 지역인 

제 4지대의 경우 황해도 및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일대에 분포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후기의 농업지대는 장시에서 거래되는 산물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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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한반도의 기후 및 지형 

(출처 ; 韓國地誌 總論編 p. 167. p. 201 ) 

였기 때문에 뚜렷한 지역화는 나타나지 않으나 전기와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통적인 것으로는 조선시대 농업지대의 추출에서 지역 

화를 주도하는 작물이 전，추기 모두 米，쫓類 동의 식량작물로 나타나고 있어 농 

업의 자급자족인 성격을 반영하여 준다. 한편，米，쫓類를 제외한 곡물 중 비중이 

높은 豆類와 棄類에서， 전기에는 棄類가 독자적으로 지역화를 주도하는 반면에 

豆類는 지역화에 작용하지 못하였고 후기에 들어서만이 豪類와 연계되어 지역화 

를 주도할 뿐이다. 이는 豆類가 緣把作物의 일환으로서 田의 輪作에서 지력을 가 

장 소모하지 않는 작물로서m 한반도 거의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었음에 기인한다. 

32) 작물 중 가장 보면적으로 재배된 豆類는 조선전기의 경우 흉，大豆，小豆，흉豆로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으며 農專直說에는 l 년 2작에서 兩쫓을 거둔 후 갈아엎고 
콩을 그루갈이로 따종하고，小豆의 경우도 大豆 根藉과 같이 재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훌豆의 경우 綠眼로 사용하고 간작의 경우에서도 대 소맥과 재배하고，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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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농업지대와 비교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홉덴期에 배타적으로 

분포하던 농업지대가 후기에는 분포상 혼재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의 농업지대 분포는 기후와 지형조건 동 자연환경에 의 

해 주로 형성되었고 특히 해안의 농업지대는 연 명균기온의 분포와 일치하면서 

남북으로 길게 연속척으로 나타나(그립 3-1-7. 참조) 농업지대들이 상호 배타적 

으로 분포한다. 그러나 후기의 농업지대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제 4지대 

가 전기에 비해 경상도，전라도，강원도 둥지에서도 분포하고，횡해도가 경상도와 

같은 성격으로 유형 지역화 하였다. 이는 이들 중북부 지역이 전라도，경상도 동 

의 삼남지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게 된 지역으로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농업의 지역척인 전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米作재배의 北上과 함께 채배의 

지리적인 보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활발 

해집에 따라 농법의 지역간 전따가 활발히 이루어져 각 지역의 농업기술이 변화 

하면서 지대의 혼재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선시대 농 

업의 지역구조가 초기에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먼 반면 후기에는 사 

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농업기술의 변화 및 전따，水田의 지리적인 확대，작물 

재배기술 변화와 함께 지역구조가 재편성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前·後期의 연구결과에서 농업지대의 경계는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이는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이 단순히 임의로 그은 선이 아 

니라 각 도의 지리적인 성격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생활양식 및 생활권 

역들을 바탕으로 경계가 될수 있는 하천이나 산맥들을 이용하여 설정되었음을 의 

미한다. 地理志와 農書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농업정책이 대부분 道 단위로 일관 

되어 있음이 이를 윗받침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선시대의 농업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지역의 연속성，위치 둥과 함께 행정구역이 지역구분의 한 지표 

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에서도 陸稱，種，小豆의 결합，胡麻 +小豆，혹은 훌豆+참깨，小豆+훌+委，棄과 재배되 
고 있으며 2년3작， 2년 4작에서도 다른 작물들과 작부체계상 연속성을 띠며 재배된 
다(金榮鎭， 1985, 前揚論文，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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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시대의 농업지대의 변화 

일제시대의 농업지대는 초기(1912) 와 중기(1935 )를 대상으로 변화를 보고자 하 

였다. 일제가 발행한 《朝蘇總督府 統計年報》 중에서 군현별로 농업통계가 수록 

되어 있는 것은 1909년부터 1912년까지의 통계이다. 그 중 1912년 이외의 자료는 

체계적이지 못하여 본 분석에서는 이 연도의 것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발행시기 

가 조선시대의 농업성격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던 시기이므로， 분석결과는 

조선후기 이후의 농업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일제시대 중기의 농업에 관한 통계자료에는 府都別로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 

는 것이 없어g 각 도별 농업통계를 이용하였다. 구득될 수 있는 농업통계 중 자 

료가 가장 많은 1935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함경북도와 경상북도의 농 

업통계는 1935년판이 缺卷이 되어 각각 1937년과 1930년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연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될수 있는 오차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하여 1935년의 조 

선총독부의 도별 농업통계를 기준으로 수치를 조정하였다. 

(1) 농업의 지역적 전개 

일본은 합방 이전 購따土 조사사업으로 국유지의 창출에 성공하였고，합방 후 

에는 토지조사사업으로 농경지 면적 동을 구체적으로 數植化시키면서 토지소유제 

도를 확립하였다. 또한 토지개량사업으로 미작지대를 중심으로 토지생산성을 높 

임으로써 한반도는 일본의 식량 생산기지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제시대 농업 

의 지역척인 전개는 이러한 변화를 기본적인 틀로 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 농경지 면적의 변화와 수전의 확대 

일제시대의 농경지면적의 증가는 표3-2-1 과 같다. 1910년에 2 ， 465千메이었먼 

총경지 면적이 1918년에는 4 ， 496千메으로 82.4%가 증가하여 거의 두배에 가까운 

경지면적. 증가를 나타낸다. 특히 1917년까지는 총경지가 3 ， 675千메으로 1910에 

대비 149. 1%에 불과하나 1910년에서 1911 년 사이 848千메， 1 ， 002千메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가 1914년까지 약간 정체되나 1915 년， 1916 년， 1917 년， 1918년에는 전 

년도에 대비 각각 89千메， 162千메， 85千매， 109千메이 증가하여 1918년의 답면 

적은 1911 년에 비해 거의 두배의 증가를 보인다. 이와 비슷한 추세로 1912년에는 

120千메， 1915년에 123千메， 1916년에 256千메， 특히 1918년에는 무려 712千메이 

증가하고 있다. 1918년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이던 농경지면적의 증가율은 주춤 

33)11朝蘇統計總置JJ ， 1931 ，朝蘇續濟班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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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1. 일제시대 농경지와 작부면적의 변화 (단위;면적 千맑) 

￥흉 뿔부면척 (B) 년도 면척 (A) 작부면적 (B) 비율(B/A) 면적 (A) 비율(B/A) 

1910 848 1, 339 (1 00.0) 133.8 1, 617 2 , 541 (1 00.0) 157.1 
1911 1, 012 1, 385 (1 03. 4) 133. 1 1, 703 2, 749 (1 08.2) 16 1. 4 
1912 1, 024 1, 532 (1 14.4) 149.5 1, 823 2, 759 (1 08.6) 151. 4 
1913 1, 067 1, 596 (1 19.2) 149.5 1, 819 3.069(120.8) 168.8 
1914 1, 089 1, 640 (1 22.5) 150.6 1, 870 3, 171 (1 24.8) 169.6 
1915 1, 178 1, 665 (1 24.4) 14 1. 1 1.993 3, 333(13 1. 2) 167.2 
1916 1.340 1, 698 (1 26.8) 126.7 2.249 3, 427(134.9) 152.4 
1917 1, 435 1, 713 (1 27.9) 119.3 2 , 240 3 , 641 (1 38.5) 149.2 
1918 1, 544 1, 753 (1 30.9) 113.5 2 , 952 3 , 748 (1 47.5) 127:0 
1919 1. 547 1, 747 (1 30.4) 112.9 2 , 975 3, 82 1( 150.4) 128.4 
1920 1, 548 1, 769 (1 32. 1) 114.3 2 , 948 3, 873(152.5) 13 1. 4 
1921 1.550 1, 744(130.3) 112.6 2, 984 3, 91 1( 153.9) 13 1. 1 
1922 1.552 1, 777 (1 32. 7) 114.5 2 , 968 3, 934(154.8) 132.5 
1923 1, 560 1, 768 (1 32. 1) 113.4 2, 984 3 , 948 (1 55.4) 132.3 
1924 1, 568 1, 796 (1 34.2) 114.6 3, 000 3 , 946(155.3) 13 1. 5 
1925 1, 575 1, 818(135.8) 115.4 2 , 996 4, 007 (1 57.7) 133.7 
1926 1, 586 1, 843(137.6) 116.2 3, 017 4.033 (1 58.7) 133.7 
1927 1, 603 1.872 (1 39.8) 116. 8 3, 005 4, 047(159.3) 134.7 
1928 1, 615 1, 805 (1 34.9) 11 1. 8 2 , 993 4, 108(16 1. 7) 137.2 
1929 1, 625 1, 965 (1 46. 7) 120.9 3, 007 4 , 057 (1 59.7) 134.9 
1930 1, 644 2.029 (1 51. 6) 123.5 3, 003 4.060(159.8) 135.2 
1931 1, 653 2 , 066(154.3) 125.0 3.003 4, 095(16 1. 2) 135.0 
1932 1, 670 2.044 (1 52.7) 122.4 2 , 993 4, 105 (1 6 1. 6) 137.2 
1933 1, 682 2, 146 (1 60.3) 127.6 3 , 174 4, 095 (1 61. 2) 129.0 
1934 1, 693 2 , 197 (1 64.0) 129.8 3, 235 4.134 (1 62.7) 127 .. 8 
1935 1, 703 2.207(144.8) 129.6 3.215 4. 179( 164.5) 130.0 
1936 1, 718 2 , 122 (1 58.5) 123.5 3, 223 4, 208(165.6) 130.6 

(출처 ; 小훔川九朝， 1960 , 조선농업발달사， 통계편) 

하여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36년에는 田이 3.223千메 이상， 짧이 1, 718 

千메으로 총경지면적은 4.926千메으로 증가한다. 이와 같은 농경지면적 증가율에 

서 나타나는 1910년에서 1918년까지의 높은 증가추세는 전과 답의 창출이 새로운 

경지를 개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결과로，이는 조사사 

업의 목적과 시행과정에 연유한 것이다때. 

34)시행과정의 초기단계인 1908년 7월 度支部令으로 地規훌帳 調製規種을 제정하 
여 우선 각 면별로 총 結數와 結價를 파악한 다음 1909년 7월에 각 면내의 地規
납부자별로 조사하기 위해 結數 연명부 작성을 시작하였고， 이는 다시 1910년에 
2차로 작성되었다. 이 때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정확하지 않고 누락 
되었을 경우 里洞長은 기존외 토지대장을 참고， 특히 舊量案(康熙量案)을 참고하 
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知專者에게 청취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지칩을 정하였다. 
당시 조선에는 新量案인 光武量案과 舊量案인 康熙量案 (1663-1722작성)이 있었으 
며， 이들 중 新量案은 輔宗 45년( 1719년)의 종래 量案을 재정리한 것이다. 일본 
이 舊量案을 기준으로 한것은 훌훌훌훌案에는 사유지 이외에도 방대한 국유지와 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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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2- 1. 1912 년 수전비율과 토지생산성의 분포 

또한 토지조사사업 이후 실시된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수전비율과 토지 생 

산성의 꾸준한 증가가 이루어졌다(표 3-2-1 참조). 1912 년 수전비율의 분포는 

그림 3-2-1과 같다. 수전비율은 조선후기보다 더욱 확대되어 70%이상의 지역은 

12개에서 77개 군현으로， 60%-70%는 38개에서 70개 군현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이 시기가 토지조사사업 기간 중인 이유도 있겠지만 조선후기 이후에도 수전의 

지리척 확대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지리적 분포에서 80%이 

상의 지역은 경기도의 교동， 충청도 석성，한산，서천，변천，덕산，아산，평택， 경상 

지가 있는데 비해 新量案에는 국유지가 사유지화하여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인 국 
유지 창출이 어려웠다는 점， 둘째는 陳田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新量案에 대해 
舊量案에는 陳田이 기재되어 있어， 이 때 경작지화 되어 있는 陳田들에 대해 廳
結을 따악하여， 地規를 증가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舊量案을 
이용， 園結을 파악하고， 그 이전에 농민에 의해 개간된 농경지를 국유지화함으로 
써 농경지의 면적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慣轉盧， 1982 , 朝蘇土地調훌專業冊究， 
知講塵業社. pp. 11 0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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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곤남，하동，진성，산읍，함양，안음， 전라도의 육구，용안，함열，김제，만경，고부， 

운봉，광양，순천，보성，남원，여산，임파 동 28개 군현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전라 

도 일대지역， 금강， 하구지역， 안성천 및 한강 하구지역에서 분포한다. 70%이상 

인 지역은 경기도의 이천 둥 6개 군현， 충청도의 이산 둥 20개 군현으로 나타나 

며 전라도와 강원도의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60% 이상 지역은 경상 

도 납부지역과 전라도의 남부지역， 경기도 및 황해도의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펀， 1912년 수전의 토지생산성 분포는 그립 3-2-1과 같다. 1 ØlJ當 14石이상 

을 생산하는 군현은 경상도의 울산， 창원，기장，사천，용남，의령，안음，곤남，거제 

둥의 9개 군현， 천라도 신안，장수，고창，광양 동 4개 군현， 명안도의 진남포 동의 

147>> 군현으로 뚜렷한 지역화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대체로 경상도 남부와 전라도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12石이상의 지역은 충청도 석성， 천안， 경상도의 대 

구 동 13개 군현， 전라도의 전주 동 5개 군현， 강원도의 울진， 명안도의 성천， 

용강， 덕천 동 3개 군현， 함경도의 용진 둥 총 26개 군현이， 10石 이상의 지역으 

로는 경기도 광주 동 총 54개 군현으로 대부분 남부지역에 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수전의 토지생산성이 수리조건의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의 토품 둥과 관련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제중기(1935 )의 수전비율(그림 3-2-2)은 일제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 

는다. 이는 수전면적은 증가하였으나 한전의 확대로 그 비율이 낮아짐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수전비율이 80% 이상의 지역은 전라북도 옥구와 김제 둥의 2개 

군으로 나타나 일제초기의 28개 단위지역에 비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며 70%이 

상의 지역도 약간 축소된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10-40%의 지역은 북부지역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쪽과 북쪽의 변화 추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남부지역은 이미 일제초기에 이들 지역에서 수전의 확장이 한계에 달하면서 

한전의 확장만 이루어졌고，반면에 북부지역에서는 한전의 수전화가 남부지역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10%미만의 지역이 북부지역에서 감소하며 

나타나는 것이 이를 윗받침한다. 

수.전 비율의 변화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 지리적인 차이성을 보이며 변 

화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모작의 확대는 남부지역에서 뚜렷하다(그림 3-2-3 

L 일제초기에 40% 이상의 지역은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만 높게 나 

타나는 것과는 달리 (p.55 ，그럼 3-1-3 참조) 1935년의 경우 전라도와 경상도에 거 

의 연속척으로 분포하며 그의 북방한계도 황해도와 동해안 일대지역까지 확장되 

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제시대의 농업 지역구조 형성은 미작의 재배확대와 함 

께 이모작의 확대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모작의 분포 

가 서해안과는 달리 동해안의 합경도 단천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조선시 

대 이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동해안 농업성격의 특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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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1935년 수전비율의 분포 

2)농가경영의 지역적 전개 

@경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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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1935년 이모작의 분포 

일제초기의 지목별 가구당 경영규모의 분포는 그림 3-2-4와 같다찌. 탑의 경우 

1가구당 10 段步 이상의 지역은 경기도 양성， 충청도의 은진，석성，면천，직산，명 

택，아산， 전라도의 용안，여산，김제，익산，만경， 황해도의 연안， 숙천，박천，영유， 

정주，안주， 동 18개의 군현으로 서해안에 유입하는 하천 하류의 충척명야에 집 

중 분포하며 가구당 7-10段步 지역도 35개 지역으로 10 段步 이상의 주변지역에 

분포한다. 또한 5 段步 이상의 경영규모인 군현은 이툴 지역과 함께 경상도，전 

35)1935년의 가구당 경영규모의 분포는 1912년과 유사하게 나타나 지도의 제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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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1912년 가구당 지목별 경영규모 

라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동해안과 서해안의 연해지역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早田의 가구당 경영규모는 답의 그것과 매우 다른 분포형태를 보인다. 2메이상 

의 군현은 황해도의 토산， 신안， 수안， 팡주， 강원도의 이천， 명안도의 성천， 

강동영원， 맹산，창성，벽동，초산，위원，강계，자성，함경도의 영흥，고원，장진，청 

진，명천，경성，경흥，경원，은성，종성，회령 둥 총 26개 군현으로 명안도 및 황해도 

의 내륙지역과 함경도 북부지역에 집중분포하며 1-2 메步의 지역도 황해도의 평 

산외 7개 군현， 강원도 회양， 황해도의 명산， 명안도의 상원 둥 55개 군현이 2.0 

메步 이상의 주변지역에 분포한다. 답의 경영규모가 높은 미작지역은 4.0段步이 

하이다. 

이러한 早·水田 경영규모의 지리적 분포에서 볼 때 답의 경영규모는 수전 비 

율의 분포와는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주로 서해안의 하천을 끼고 있는 지 

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 지역이 조선시대에 擾田을 통해 농경지 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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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했고 이모작의 전개에 의한 地主的인 농업성격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목별로 나타나는 경영규모의 뚜렷한 차이는 농경지의 자연척인 조건외에 농업 

환경이 상대척으로 불리한 북부지역에서는 가구당 농지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농업환경이 유러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의 변화를 통해 

인구 증가에 적웅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소유관계의 변화 

토지 소유관계는 일제초기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전근대적인 것으로부터 

근대적인 형태로 변환되었다]6) 그러나 소유관계의 변화를 북적으로 한 이 사업 

은 조선의 농민들을 당황시키면서 진행되어 갔으며， 일본은 이 사업을 통해 앞에 

서 설명한 경지면적의 창출에 성공， 지세수입의 원천을 확보하면서 일본인 지주 

와 구한인 지주만을 보호함으로써 배타적인 소유 개념이 거의 없는 농민들을 토 

지로부터 일탈시키게 되었다37) 

36)토지조사는 원래 한국정부가 1898년 재정상의 필요로 독자적인 양안사업을 추 
진하다가 1903년 중단되었던 사업이었다. 한일합망이전 통감부에 의해 수립된 계 
획에 따라 다시 1910년 3월 한국정부의 주도로 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하고 사업 
의 준비 및 시행을 하였으나 8월의 합방으로 일단 중지되었다가 총독부에 사업이 
인계된 이래 8년여의 기간을 거쳐 1918년 10월에 완료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개인적인 소유권의 확립과 그에 의한 자유처분권의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종래의 지주-소작관계의 관습적인 소유제도하에서는 토지의 불 
안정한 핀리와 불확실한 수량적 기초로 인해 토지재산의 화폐화를 전제로하는 근 
대자본경제의 생산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자유 처분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면적과 
경계의 정확성 및 칭호의 통일이 필요하고，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문건의 명확 
성을 천제로 한다. 따라서 이는 토지 동기제도의 확립을 의미하고， 일부학자들이 
토지조사사업을 우리나라의 근대척 토지 소유제도 확힘의 기점으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조하였음 
恨轉置， 1982 , 朝蘇 土地調흉事業 冊究， ~[l~澈塵業社 朝蘇農會， 1930 , 朝蘇m
小作 慣行(時代 ε 慣行) : 韓國 土地 塵業 調훌 報告: 農林部， 1970，農地 改薰史
(上)).

37)조선시대의 농민들은 근대법적인 소유의 개념이 없이 그들의 경작권을 위주로 
농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기가 소유한 농지를 宮또土에 投託하는 경우 
도 자주 발생하였고， 또한 국유의 미간지， 無主 閔購地 등을 개간하면서 국가로 
부터 경작권을 받아왔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있어서의 국유지， 민유지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農林部， 1970 , 農地改華史 (上) , 
pp. 165 -197 ), 1909년부터 일본의 購띤土 조사로 사유지화되었던 며土와 購土가 
국유지로 강제 창출되었고， 宮표土， 故揚， 未題地가 국유화되면서 이들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권리는 소작권으로만 전락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이를 법적 
으로 확정시키면서 일본은 1918 년 137 ， 224 정보의 국유지를 확보하여 조선총독부 
는 최대 지주가 되었고 농민들로부터 소작료의 징수를 통해 지세원을 확보하였 
다. 이와 함께 조선의 농민들은 경작권과 永小作權， 無主 閔 9廣地의 개간권， 삼 
립， 임야를 사용할 수 있는 입휘권 둥이 박탈되었다(鎭轉盧， 1982 , 朝蘇土地調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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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일본인 농업 종사자수의 분포(1 912) 

또한 일본은 농경지의 구체적인 점유를 실행하기 위해 토지개량사업과 함께 종 

래의 조선-조선인의 관습적인 소작관계로부터 일본-조선인의 제도적인 소작관계 

로 변형시키기 위해 일본인들의 移植작업을 시도하였다. 합병이전에 상업자본을 

내세워 토지 점유를 시도하면서 일본인의 토지 점유가 구체화되었으며，일인들의 

농업 종사자수도 증가하여 1906년에 3 ， 000명에 불과하던 것이 1910년에는 7 , 812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381 그의 지리적 분포는 그립 3-2-5와 같다. 

일본인 농업인구가 100인 이상의 군현은 경기도의 경도， 수원， 공천， 인천， 부 

명 동의 5개 군현， 충청도의 연기， 연산， 니산， 부여， 회덕 동의 5개 군현， 경상 

도의 대구， 경주， 동래， 창원， 진주， 김해， 밀양， 사천， 고성， 하동 퉁 11 개 군 

현，전라도의 전주， 옥구， 익산， 김제， 무안， 영암， 남평， 나주， 입따， 무진 동 

117fl 군현， 황해도의 황주， 몽산， 평안도의 명양， 함경도의 청진 퉁 총 35개 군 

훌훌業鼎究， 知훌훌훌業社， pp. 247-282. ) 
38) 農林部， 1970 ， 農地改훌史(上) , pp. 174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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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일제시대 자작·소작멸 경지면적 변화(1914-1936) (단위:千메) 

년 처 처l 답 처 

도 자작지 소작지 자작지 소작지 자작지 소작지 

1914 1, 421(48.0) 1, 538(52.0) 378(34.7) 711(65.3) 1, 043(55.8) 827(44.2) 
1918 2, 153(49.6) 2, 190(50.4) 546(35.4) 998(64.6) 1, 606(57.4) 1, 19 1( 42.6) 
1920 2, 127(49.2) 2, 195(50.8) 55 1( 35.7) 993(64.3) 1, 576(56.7) 1, 202(43.3) 
1925 2, 150(49.0) 2, 199(50.6) 548(35. 1) 1, 016(64.9) 1, 60 1( 57.5) 1, 183(42.5) 
1930 1, 986(44.5) 2, 481(55.5) 550(33.4) 1, 094(66.6) 1, 436(50.7) 1, 387(49. 1) 
1935 1, 930(42. 9) 2, 570(57. 1) 548(32. 1) 1, 156(67.9) 1, 382(49.4) 1, 415(50.6) 

)~ ( )안은 비율 
(출처 ; 小훔川九朝， 1960 , 조선농업발달사 통계편) 

현이고， 41-100인 이상의 지역은 경기도의 진남포， 충청도의 공주 둥 총 39개 군 

현이며， 이들은 주로 경상도와 기호지역의 미작지대와 황해도 연안의 대동강 일 

대 동의 미작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인 농업인구가 많 

은 지역이 대부분 농업생산성이 높은 미작지역이라는 것은， 이률을 매개로 하여 

소유권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농산물 수탈이 일본 

의 한반도 농업정책의 주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와 같은 토지조사사업 이후 일본 자본의 토지점유로 조선 농민은 자영 

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되거나， 토지로부터 이탈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 소 

작지의 증가는 표3-2-2와 같다. 1914 년 전체 경지면적의 52%를 차지하던 소작지 

는 1918년에는 2, 190千메의 면적 증가를 보이 며 , 1930년에는 2 ， 481千메， .1935년 

에는 2 ， 570千메으로 전체 경지의 57.1%를 차지한다. 이는 짧이나 田의 경우에서 

도 비슷한 추세로 짧의 경우 1914년에 비해 1918년의 경우 총 287千메， 田은.282 

千메이 증가하였다. 이후 소작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1935년에는 전체 경작지의 

57.1%, 짧의 67.9% , 田의 50.6%가 소작지화하고 있다. 농가의 경우에도(표3-2-3) 

소작농가가 증가하여 1913년에는 소작농이 41. 7% , 자작겸 소작농 32.4%, 자작농 

표 3-2-3. 일제시대 지주·자작 소작별 농가호수 (1913-1936) (단위;천호) 

년도 총계 지주 
갑 

1913 2, 573 81 
1918 2, 652 16 
1920 2, 721 16 
1925 2, 743 20 
1930 2, 870 21 
1935 3, 066 

지주 甲
(출처 ; 

; 소유경지 
小早川九朝

지주 자작 자소작작겸 소작 ←지 -주 - 자-견작1 
。

릎호 
돋 。를 자소작 소착 

586 834 1, 072 3. 1 22.8 32.4 41. 7 
66 523 1, 044 1, 004 3. 1 19.7 39.4 37.8 
75 529 1, 018 1, 083 3.3 19.5 37.4 39.8 
84 545 910 1. 184 3.8 19.9 33.2 43.2 
83 504 890 1.334 3.6 17.6 31. 0 46.5 

548 739 1, 591 17.9 24. 1 51. 9 

전부를 임대， 지주 z; 소유경지 대부분을 임대，일부자경 
1960 , .조선 농업발달사， 통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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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2.8%였으나 1935년의 경우 자작농은 17.9% , 자작겸 소작농이 24.1%로 급속히 

감소한 반면 소작농은 51.8%로 증가하였다. 

일제하의 토지제도가 일물일권적인 근대적인 토지제도위에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소작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었먼 것은 토지제도의 변화가 

자생력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닌 일본에 의해 식량 수탈의 목적으로서 이루어졌 

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농민은 소작의 증가로 인해 소작권 경쟁에 기 

인한 소작료 부담의 상승 둥으로 지주와 쟁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 소작 

분쟁은 일제시대 농업성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였다3!1} 

소작료 결정형태의 지역별 분포는 표 3-2-4와 같다. 짧에서의 打租法은 북부 

지방에， 定租法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田의 定租法은·남한과 

남부지방， 打租法은 북부지방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간의 차이성율 보여준다. 

표 3-2-4. 일제시대 소작형태의 지리적 분포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7ð켜-닙r 황해 명남 명북 함남 함북 

정조 O O O O 
답 타조 O O O O O 。 O O 
집조 O O 。 O 

전 정조 。 。 O O O 。 O O 
타조 O O O O O 

(寶料;신용하， 1966 ， 한국의 토지제도에 관한 연구， 경제논집 5-3 , pp. 104-105. ) 

(2)농업지대의 변화 

1) 일제초기의 농업지대 

자료에 수록된 작물은 米 (980 ， 443메) , 豪 (584 ， 643메) , 豆 (553 ， 077 때J )， 棄

(403 ， 444 때J )， 種 (88 ， 312 뻐IJ) , 委 (14 ， 139 머J) , 훌§委 (54 ， 087 머J) , 玉훌정委 (54 ， 135 뻐J) , 

藏쫓 (42 ， 408 ØlJ) , 홈쫓 (45 ， 854 뻐J) , 縮 (51 ， 710 뻐J) , 大麻(15 ， 124 때IJ) , 햄§麻(1， 198 

메) , 煙草(1 7 ， 884 메) , 훌(1 0 ， 203메) , 폼草( 1. 937메)이며， 분석에는 이틀 작물의 

군현별 작부면적을 이용하였다 (괄호안은 전국의 재배면적 L 

39 )1 933년의 〈소작조정령〉과 \934 년의 〈조선농지령>. 1939 년 긴급조치법으로 제정 
된 〈소작료통제령〉으로 소작인들의 경작권은 보호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식민통치 
의 근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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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분류에 있어서 자료상에는 米， 쫓， 豆， 雜顆， 特用 동의 5개 작물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전·후기에 걸친 작물의 분류와 작물의 재배면척을 기 

초로 하여 米， 쫓， 豆， 葉， 雜顆(種，委， 홉委， 玉團委， 藏쫓， 홉흉쫓) , 繼維(線，

大麻， 걱휴麻) , 特用(煙草， 훌， 쫓草) 퉁 7개 작물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이용하 

여 작물군별 입지계수를 산출， 군집분석을 시도하였다. 군집은 324에서 325단계 

로 냄어갈 때 거리 증가량이 95. 7에서 165.2로 급격히 증가하여(표 3-2-5) 5개의 

군집이 추출되었다. 지대별 작물 특화도와 지리적 분포는 그립 3-2-6과 같다. 

표 3-2-5. 농업지역의 군집과정(1912 년) 

단계 군집수 군집간 거리 거리 증가량 

322 7 710. 7343 93.4589 
323 6 805. 1042 94.3699 
324 5 900.8476 95.7434 

325 4 1066.0971 165.2495 
326 3 1380.9633 314.8662 
327 2 1836.6866 455. 7233 
328 2327.0158 490.3652 

米와 豪類에 위해 주도되는 제 l지대는 離湖지역과 전라도 북부지역에 연속적으 

로 분포하며 황해도 및 펑안도에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특용작물에 의해 주도되 

는 제2지대는 강원도 태백산맥 일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지역화를 이루지 못하 

면서 분포하고 있다. 棄에 의해 주도되는 제 3지대는 항해도와 명안도 남부에 연 

속척으로 분포하며 이외에 강원도 및 합경도 해안지역에 독립적으로 분포한다. 

米와 훌과 함께 주로 섬유작물에 의해 주도되는 채 4지대는 전라도 남부지역과 경 

상도 북부지역에 양분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豆， 葉， 雜顆에 의해 형성된 제 5지대 

는 북부 산간지역 및 태백산맥 북부지역에 분포한다. 

이와 같이 일제초기의 농업지대는 지역화를 형성하지 못하는 제 2지대를 제외하 

면 조선전기와 후기에서처럼 크게 4개의 유형지역을 이룬다. 이러한 지역화를 이 

루는 주요 작물은 米， 豪과 함께 要， 繼維이며， 반면에 豆類의 분포는 전지역에 

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조선시대 전-후기에 걸쳐 지역화를 주도하는 작물과 거의 

유사함을 보여준다. 

한편 제3지대와 제 5지대의 지역화를 주도하는 작물은 棄類이다. 그러나 제 3 

지대의 경우는 藥만이 가장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산간지대가 중심이 된 제 5지 

대는 훌類와 雜戰 퉁이 동시에 특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대간의 차이성은 이 

들 지대의 작부처1 계가 상이함을 의미한다. 제 5지대의 지역화를 주도하는 작물은 

種과 委이다. 이 중 種은 다른 작물과 間· 混作 재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1 년 

1작에서는 大· 小豪의 後作으로 하되 根錯보다는 低觀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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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농업지대 구분과 지대별 작물 특화도 그림 3-2-6. 

委는 팔， 들깨와 부분적인 混作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다. 반면에 제3지대에서 특 

화를 보이는 棄類는 다른 작물과 間 混作이나 後作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다. 이는 

제3지대의 경우 藥作빼이 주작물인 다른 藥， 쫓類와 결합되어 재배되는 반면 제 

5지대는 이들 棄，쫓類가 1 년 1작으로 독립적으로 재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 5 

지대에서 米， 훌類의 특화도가 다른 지대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이 이를 뒷받침하 

여 준다. 

제 4지대의 경우 米·쫓이 제 1지대 다음으로 높고 織維作物의 특화가 특징적이 

다. 이는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繼維作陽이 전라도 남부지역 뿐 아니라 경상도 

북부지역에서도 지역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0)根훨과 底執의 차이는 前者는 田作物을 따集한 후 곧 이어 뿌리를 갈아 엎고 
後作￦을 계속 播種하는 경우이며， 底총#은 田作빼을 1&集하고한 두 계절 또는 일 
년을 休閔 한 후 作物을 載培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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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중기의 농업지대 

각 도별 농업통계에서의 통계 수록 체제는 거의 일치되었으나 재배작물에서 

불일치가 나타나 13개도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작물의 재배면적을 이용하여 지대 

구분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 작물군에 속한 작물은 다음과 같다. 

米;米 豪;大쫓，小쫓，觸豪 

豆類:大豆，小豆，훌豆，낙화생，菜豆，풍豆，기타 

雜戰: 葉， 覆， 委， 題委， 玉홉委， 짧￡豪， 훌훌훌 

홈훌維; 橋花， 大麻， 클휴麻， 賣蘇， 胡蘇

特用作物:積，폼草，훌 훌홍類:합諸，馬令훌 

藏菜:훌훌훌휠(무우) . 白菜(배추) 

이와 같이 자료를 정러한 후 1914 년의 府制 실시 결과 실제로는 농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府地城도 분석과정에서 독립된 단위지역으로 작용함에 따라 

군집결과에서 편이가 발생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府의 자료를 원래 그 

府가 속했던 郵의 자료와 합산하여 단일지역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2387U 

행정구역은 2207U 통계단위지역으로 수정되었다. 

표-3-2-6 농업 지 역 의 군집 과정 (1 935) 

군집단계 군집간 거리 거리증가량 군집수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44.567352 
258.378387 
279.285339 
300.258301 
333.202271 
369.732208 
413.182678 
494.488770 
597.139404 
722.430542 

1054.82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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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작물군의 단위지역별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시도한 결과 군집은 

215단계에서 216단계로 넘어갈 때 군집간 거리 증가량이 43.6에서 81. 2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어(표 3-2-6.) 6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지대별 작물 특화도와 

지리적인 분포는 그립 3-2-7과 같다. 

감자，고구마 동의 훌類와 雜뤘類가 특화되어 있는 제 l지대의 경우 함경북도 

무산，경성，부령，함경남도의 삼수，갑산，장진，풍산，신흥，영원 동의 산간지역과 동 

해안 일대의 안변，통천，고성，양양，강롱，삼척 및 태백산맥 지역의 양구，인제，명 

창， 정선 둥지에 분포하고 있다. 豆類와 雜戰類가 특화된 제 2지대는 명안북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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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1935년 농업지대 구분과 지대별 작물 특화도 

자성，후창，강계，위원 및 명안남도 안주，개천，덕천 및 황해도의 거의 전역，강원도‘ 

의 이천，명강，금화에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쫓類와 繼維作物이 특화된 저13지대의 경우 주로 전라도 남해안 지역의 무안，함 

평，완도，진도，해남，고흥，여수，경상남도 남해 동의 도서지역，경남 창녕，합안 동의 

내륙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鏡菜類가 특화되어 있고 米의 륙화가 농업지 

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제 4지대의 경우 경기도 일대지역과 전북 부안，김제，정 

읍，옥구，익산，충남의 서천지역，경남의 악동강 하류의 창원，김해，양산군 일대에 

분포한다. 미작과 합께 쫓類와 繼維類가 특화된 저:15지대는 충청남·북도 일대지역 

과 전라남도 및 경상남· 북도에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쫓類와 함께 藏

葉類만이 특화되어 있고 特用作物이 가장 높은 특화를 이루는 제6지대는 경기도 

의 가명，여주，강원도의 춘천，홍천，횡성，원주，제천，영월 동의 영서지방과 전라북 

도 무주，진안，임실，완주와 경상남도의 함양에서 군집을 이루며 나타나 이 지역이 

산간지역과 연계관계를 맺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일제중기의 농업지대의 분포를 일제초기와 조선시대의 것과 비교 

하면 몇가지 특징적인 면이 나타난다. 먼저 일제초기의 농업지대에서，동해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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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황해도가 인접한 지역과 지대의 성격이 상이한 것은 조선시대의 전·후기와 

동일하나 중· 남부지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미작이 륙화되는 지역이 조선후기에는 경상도， 전라도와 충청도，경기도 

가 분리되어 나타나먼 것이 이 시기에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북부， 경상도 

남부가 지리적인 연숙성율 보이면서 동질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로，경상 

도 북부와 천라도 납부지역에 미맥과 함께 섬유류가 특화된 지대가 분리되어 나 

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제초기에 산간지역을 제외한 중· 남부지역이 미 

작과 맥류， 섬유류에 의해 분화가 주도된다는 것은 조선말기에 들어 수도작의 지 

리적인 보편성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맥작이 지역분화에 주 

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앙법에 의한 이모작이 더욱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한 

다. 또한 변화를 중심으로 한 섬유류에 의해 지역분화가 주도된 것은 농업지역의 

분화에 종래의 자연환경적인 요인의 비중이 줄고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비중이 

증가하였읍율 보여준다. 

이에 반해 일제중기의 농업지대 분포는 일제초기에 비해 미작 특화지역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반면에 섬유작물의 특화지역은 상대척으로 축소되었으 

나 여천히 섬유작물이 특화된 지역이 항해도와 평안도에서 분포하고 있었다. 미 

작 륙화지역의 확대는 토지개량사업에 기인한 관개시설의 확보와，이모작의 확대 

에서 비롯되며，섬유작물의 보편성은 변화 및 대마，아마 둥의 재배가 매우 확산되 

었음율 의미한다. 

한편 제 4지대의 분포는 일제시대의 농업 지역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 

가 된다. 미작이 특화된 이 지역이 한강，금강， 낙동강 하류 지점에 위치한 것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은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인천，군산，부산이 일 

제시대 미독의 중요 반출 항구였음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일대의 미작 특화는 단 

순한 지형적인 이유보다는 미작 반출 항구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작 반출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배후지에 쌀의 특화지역이 분포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자체 소비를 위한 자급자족적 농업지역이 아니라 대일 반출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한 외부지향적 농업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제하 한반도의 

농업적.성격이 일본 농업지역의 일 요소로 연입되면서，미곡을 비롯한 식량작물이 

일본시장으로 반출되는 항구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농업지역구조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일제초기 일본 농민의 분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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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도시 산업화시대에 나타나는 농업지대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앞서 

1절에서 농업의 지역적인 전개과정을 파악한 후， 2절에서 농업지대의 변화률 확인 

하였으며， 3절에서는 지역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작용과정을 분석 

하였다. 

1.산업화시대 농업의 지역적 전개 

해방 이후 실시된 농지개혁사업으로 농업지역의 성격은 일제시대의 지주 위주 

성격에서 자영농 체제로 전환되었으며，이 때 형성된 농지 소유제도와 경영적 특 

성이 산업화시대 농업의 곤간율 이루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남한의 사회변화의 주체는 도시화 현상이었다. 특히 공업화 과 

정에서 나타난 농업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유출과 동시에 이루어진 농촌으로 

부터 도시로의 지역적인 인구 이출은 도시기능의 분화와11 함께 농업지역에서는 

촌락 지역체계의 변화21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식량 소비의 감소를 유발하 

였다. 또한 인구 이출에서 나타난 部分移出의 형태는 도시에 이출한 자녀의 생계 

비와 학비를 농업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를 낳았고31 이로 인한 농업지역 

에서 화폐의 필요성은 농지이용을 종래의 자급적인 성격에서 시장지향적인 성격 

으로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0년 이후의 재배작물의 변화는 식량 

작물의 재배 감소와 상업적인 작물의 증가로 륙정지워진다. 이는 농업지역에서. 

시장 요소가 농업성격의 형성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1960년대 이후 지역간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대도시로의 접곤성이 높 

아지면서 변화는 심화되었고，륙히 대도시 주변지역은 농업노동력의 구조까지 변 

화되고 있었다41 또한 도시화에 의한 농업노동력의 유출과 토지이용의 도시적인 

전용은 농업지역에 농가 경영규모의 변화，농기계 동의 경영형태에 일차적인 영향 

을 미치면서 농업공간의 분화를 유발하였다. 

결국 1960년대 이후 농업지역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도시화 현상에 기인되는 것 

이며 따라서 농업지역의 변화는 도시화 과정과 관련되는 농업의 내용과 연계될 

1)朴英鍵， 1989 ， 韓園都市의 機能的 特性과 類型分類， 地理學論훌훌， 제 16號， pp.I-17. 
2) 金 仁， 1989 ， “農村 小都물의 定住體系 確立과 繼能活性化를 위한 理論的 論究
地理學論響， 제 16號， pp. 19-32. 
3) 金基麻， 1982 , “農村A口移出이 農業勞動力에 미치는 影響 地理學論薰， 第9
號， p.96. 
4) 金훌廳， 1984，“大都市에로의 餐近性 變化가 農業A口構造에 미치는 影響 地
理學論養， 11 號， p. 107. 

82-



때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울 것이다. 본 절에서는 농경지 면적의 변화， 작물재배， 

농가 경영형태，소유관계 동을 지표로 하여 산업화시대 농업의 지역적인 전개률 

파악하였다. 

(1)인구 유출과 농경지 면적의 변화 

1960년대 이후 남한의 농가인구수와 농경지 면척의 변화는 표 4-1-1과 같다. 

1965년 전국 인구수의 55. 1%를 차지하던 농가인구수는 1988년 17.3%에 불과하여 

농가인구수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준다. 총 농경지 면적은 감소하나 짧의 경우 도 

시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1965년 1286千ha에서 1988년 1358千ha로 증 

가하였다. 반면에 田의 경우는 1965년의 970千ha가 1988년에는 780千 ha로 감소 

한다. 이와 같은 지목별 변화의 상이한 추세는 간척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확장， 

田율 짧으로의 改짧， 산지 개간，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농지잠식의 북합적인 결과 

이다. 그러나 총 농경지 면적의 감소는 농경지의 잠식 속도가 농경지의 확대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 1. 산업화시대의 농업지표 변화 

년도 농(千가戶호)수 총 대가비구 농 (千가戶인구)수 총 대비인구‘ 짧 경친먼첼 L:= 田fJ}융l -짧 _.-후담겼 田좌뾰뽀밸 計l

1965 2, 507 51. 7% 15 , 812 55.1% 1, 286 970 0.51 0.39 0.90 
1970 2, 483 42.4 14 , 422 44.7 1, 195 923 0.51 0.41 0, 92 
1975 2, 379 35.2 13 , 244 37.5 1, 277 963 0.54 0.41 0.95 
1980 2, 155 27.0 10 , 827 28.4 1, 307 889 0.61 0.41 1. 02 
1985 1, 926 20. 1 8, 521 20.9 1.325 819 0.69 0.43 1. 12 
1988 1. 826 7, 272 17.3 1.358 780 0.74 0.43 l. 17 

자료:농수산부， 1989，농립수산주요통계， p.176 

산업화시대의 농지확장 정책은 농지관련법 5)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서는 임야，팡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하천 둥 실제 농 

지로 이용되지 않은 국유 미간지 및 사유 미간지를 개간할 경우 개간을 허가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 후 소유권을 이전시킴으로써 미간지를 농경지로 전환시키는 

5)농지관련법은 크게 이용과 소유형태를 규제하는 유형으로 대멸된다. 전자는 
이전의 개간촉진법 (1962년 제정)，농경지 조성법( 1967 년 제정)의 후속법으로 
제정된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과 농지의 보전 빛 이전에 관한 법률이며.소유형태 
를 규제하는 후자에 관련된 법은 농지개혁법，농지담보법，농지 임대차 관리법 둥 
이다. 그중 특히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어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목적」으 
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였다(2조)，또 
한 농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전환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실 경작의 의무 (8조) , 대리 
경작의 지정(1 0 ， 11조)및 농지카드와 농지원부의 작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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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간척사업으로 해안지역에서 

의 농경지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해 농경지가 증 

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도시 주변지역에서는 농지가 시가지의 확장，공 

업용지，위락시설 동의 비농업용지로 전용됨으로서 그 면적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 

다. 농지 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계숙 되는 경지의 감소 

는 현행 농지법의 결함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6) 2장의 Sinclair 

와 Byrant의 모텔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나타나는 농업생산성의 감소가 보여주 

듯이，농지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농업적인 토지이용은 토지의 속성상 인근 농지의 

유휴화 내지는 황폐화를 유발하게 한다. 결국 농지률 확대하려는 농지 확대 조성 

법의 약점으로 인해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그림 4-1-1 과 같은 도시적인 ·토지이 

용의 Sprawl 현상이 가속화 되며， 이것이 농업 생산성을 약화시켜 주변지역을 

도시적인 토지이용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그림 4-1-2와 같이 현재 권역의 개념이 

그림 4τ1- 1.공업용지의 농경지 잠식 例

( 출처;김운근 외， 1985) 

住居 l農地의| • l 農藉地
團城

商業 l 合法的| l 聚落
據

工業 \鍵食 l • 
山林

←都市計훌l區城→ | ←團城法 不在→

(都市計훌I法) 

그럼 4-1-2. 농지보전의 권역개넘 

(출처 ; 김 정호， 1989) 

6) 현행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필지별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지정함으 
로서 농지의 전용을 막는 것을 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간을 위한 
농지 확대 촉진법에서는 10ha 미만의 산지 개간지에 대해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 
다. (동법 7조2항). 이는 소규모의 야산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이 토지는 농지에 관한 법률적 제한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법 
에 의하면 농지가운데에 공장 등의 비농업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진다(옳필根 
外， 1985 , “農地保全과 土地政策 農村總濟， 8(1)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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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 없는 농지법에서 필지 보존 방법이 아닌 권역 보전 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도71 이 때문이다. 

한편 1980년 이후 산지농업의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간지역에서의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산지농업의 특수성과8) 화전 정리정책의 일관성 결 

여에 9)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산립보호 차원으로 후진국에서 화전 

정리라는 것이 에너지 자원의 석유，석탄자원 대체를 위한 다국적기업 전략의 일 

환이라는 논쟁은 차치하고라도101 인구증가와 산지 지역의 생태적인 환경을 종합한 

농업형태인 火田의 일률적인 정리는 우리나라의 산지농업의 발달과 농경지 확장 

에 커다란 장애요소였음을 시사한다. 

(2)재배작물의 변화 

1965년 이후의 재배작물 면적의 변화는 표 4-1-2. 와 같다. 미작의 경우는 

척지만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맥류，두류，서류，잡콕류의 경우 각각 

1 ， 201 ， 365 ， 213 ， 214千ha에서 197 ， 198 ， 46 ， 35千ha로 급격 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특용， 채소， 과일의 경우는 61 ， 151 ， 43千ha에서 153 ， 314 ， 120千ha로 급격 한 

증가를 보인다. 이러한 증가를 나타내는 이들 3개 작물군이 농작물 작부체계를 

변화시키는 주작물들로，田作勳間 경쟁관계에서 과수，채소，특용류가 식량 전작물 

을 구축하며 그 재배면적을 확대시켰음을 보여준다. 이는 산업화시대에 농민의 

재배작물 선택과정에서 시장성이 약한 작물은 상대적으로 시장지향적인 작물에 

7) 옳正鎬， 1989 , “農地保全의 理論과 方法 農村總濟 12(2) , p.37 
8) 산지의 농업환경은 기존의 명야지대와 기후，토양 및 경사도로 인한 접근도의 
불리 둥으로 인해 농업환경이 명지농업과 매우 상이하다. (李廣遠， 1982 , “山地開
發의 問題짧과 改善方向 農村總濟， 5(3) ， p. 69. ) 또한 개간에서 숙전까지 5-8년 
이 소요되므로 개간자는 이에 따른 자본 조달 능력을 전제조건으로 하나 실제의 
개간자들은 자본의 부족에 의해 기존의 개간지를 방치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또한 자본조달의 능력이 있는 지주의 경우일지라도 이들의 구성원이 부재 
지주이거나 농외 기업지주인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영농의사가 거의 없다. 또한 
법률상에 국가의 매입개발규정은 지주로 하여금 낮은 책정가격으로 산지를 판매 
하느니· 차라리 개간 후 방치하는 것이 유러한 결과를 유발함에 따라 산지의 개간 
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李廣遠， 1987 , “ 山地 및 山地 農業의 魔念과 
새로운 視뽕의 定立 農村續濟 10(4 )， pp.77-83). 
9)1960년대부터 시행된 화전정리법은 경사 20 0 이상의 산림안에 있는 화전은 산 
림으로 200이하의 산림안에 있는 화전은 농경지로 조성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화 
전정리에 관한 법률 2조 ) 1962년의 개간 촉진법에서는 농지의 개간 대상지를 15。
이하， 1967년의 농지 조성법에서는 20 0 이하，농지 확대 개발촉진법에서는 360 이상 
의 임야와 21 0 -360 미만의 임야로서 林木本度數 51%이하의 임야로 지정하여 사실 
상 경사도의 한계를 늘렸다. 결국 화전정리법과 이들 법에 의하여 이중성을 지니 
는 200 -360 의 경사지는 정책적인 일관성 없이 산지개발이 진행된 것이다. 
10)Dickson, J.P. et al , 1985 , A Geography o[ Third World , Nethuen & Co.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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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산업화시대의 작물 재배면적 변화 (단위 ;l , OOOha) 

년도 미작 맥류 -r「= T Er걷 서류 잡곡 특용 채소 과실 

1965 1, 228 1. 201 365 213 214 61 151 43 
1970 1, 203 1, 075 365 181 123 89 254 60 
1975 1, 218 761 324 146 73 118 244 74 
1980 1, 233 360 244 92 53 118 359 99 
1985 1, 237 242 196 65 40 133 337 109 
1988 1, 260 197 198 46 35 153 314 120 

자료: 농수산부， 1989 ， 농림수산주요통계 , p.23 

비해 우위성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식량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맥류 

가 米 둥과 함께 조선시대 이후부터 삼남지방에서 이모작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 

물임을 비추어 볼 때， 이모작의 포기 혹은 타 작물로의 재배 전환이 농작물 작부 

체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소임을 보여준다. 

그림 4-1-3은 1960년 -1980년의 이모작 비율의 분포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세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경상남북도 일대지역과 전라남도 남부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포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나타난 결과로 이모작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도시 산업화시대에도 지리적 관성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분포양상은 변화하고 있다. 

1960년대의 분포는 1935년에 비해 지리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1970년에 들 

면서 더욱 증가하여 50% 이상의 지역이 전라북도까지 확대되고，특히 35%이상의 

지역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60년대의 식량 

자급 정책에 따라 시행된 이중 곡가제 둥을 포함한 정부의 보리 증산정책에 11 인 

한다11’. 그러나 1970년도 이후의 추세는 급격히 반전하여 그 분포지역은 급격히 

축소된다. 전라남도 지역은 큰 변화가 없으나，전라북도 일대 지역과，경상도의 동 

남 해안공업지대 빛 이모작의 기후적인 한계지대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이모작의 감소는 보리， 밀재배의 감소에 기인한다(표 4-1-3. 참조). 짧훌 

作으로 재배되는 보리는 추수기에 노동력이 필요하고， 특히 수전농업에서 농업노 

동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이앙기와 추수기에 맥류의 수확과 따종이 겹쳐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한 농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농가가 맥류의 재배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으 

로부터의 보리 수입 lJ ， 도시 수요의 감소로 인한 채산성의 약화논 그의 우위성을 

1 1)朱龍宰， 1978 ，“쫓類 載培政策 農村續濟，제 l 호(1)， p.22. 
12)국내 식량을 수급하기 위해 보리가 1965년까지 한미간 잉여 농산물 도입협정 
(1 955년)에 의해 무상으로 수입되었고， 1967년 이후부터 장기차관 형식으로 유상 
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1975년 이후 국내의 보리 생산 공급량의 증가로 국내수 
요의 충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곡가 정잭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수입되었 
다( 李重雄， 1985 , “보리 政策의 當面課題 農村經濟， 第8卷I( 1), pp.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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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산업화시대 맥류 재배면적 변화 II r-.. 15 .~?-꺼F‘ .r--\ 

(단위 : 1, 000ha} 

년도 대맥 나맥 맥주맥 소맥 호맥 

1965 441 386 0 93 13 
1970 342 388 0 97 6 
1972 296 413 63 4 
1974 328 374 2 36 5 
1976 303 398 11 37 4 
1978 246 291 17 17 4 
1980 111 186 34 28 2 
1982 100 187 30 20 3 
1985 64 101 73 3 
1988 51 99 45 

자료:농수산부: 1989 , 전게서 , pp. 178-179 

5o.。:;;뀔 짧에'"1 훌훌훨 

4-1-3. 이모작 비율의 분포(1960 ， 1970 ，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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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면서 타 작물로 전환되어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도작 신품종의 조 

기 이앙 및 수확으로 인한 가울의 김장 무·배추의 재배가 가능해지면서，맥류의 

재배면적은 급격한 감소률 유발하였다. 특히 대도시 주변의 농업지역은 임금의 

상승 둥으로 이모작이 기피되면서 도시로의 높은 접곤도률 이용하여 상업적 작물 

로의 재배 변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상업적인 작물의 재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시설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한 

채소류의 재배 확대이다(표 4-1-4. 참조). 채소류는 다른 작물과 달리 공급구조와 

소비구조에서 특수하고，특히 시장의 가격반웅에 매우 민감하여 수요·공급 탄력성 

도 크다l찌. 공급면에서는 생산기반의 취약성으로 가뭄，홍수，기온 둥 기상변동에 

따라 수급조절이 어려우며 가격형성이 매우 불안정하다. 수요변에서는 도시화와 

함께 도시인들의 소채류 저장시설의 보급 중가와 소득의 향상에 따라 채소의 수 

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국，수요와 공급에서 탄력성이 높은 채소류룰 재배하고자 하는 농민은 언제， 

어느 시장에，어헌 작물을，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제 1차적인 

표 4-1-4. 산업화시대 소채류 재배면적 
변화 

(단위 : 1, 000ha) 

권I배추 무우 고추 마늘 양파 기타 시설 
65 39 42 20 9 2. 7 40.3 
70 71 66 37 15 4.0 61. 0 
72 64 61 44 16 5.1 57.9 2 
74 69 67 48 18 5.8 66.2 4 
76 45 44 108 14 5.1 64.9 3 
78 51 52 69 25 7. 1 71. 9 5 
80 48 49 133 37 7.7 84.3 9 
82 50' 48 113 28 14.3 89. 7 12 
85 41 38 118 39 10.7 90.3 19 
88 38 40 97 37 11. 1 83.9 29 

자료:농수산부， 1989 ， 전게서. pp. 
208-209. 

그럼 4-1-4. 年 100만원이상 판매농가 분포(I 970) 

13) 옳相鍾. 1979 , “菜鏡類의 뽑要와 流通 農村廳濟 저112호 (3)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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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다. 륙히 상품의 성격상 저장성이 약하고 가격에 비해 중량이 많아 단위 

물량당 수송비가 많이 소요되어 유통 비용이 타 작물에 비해 높다. 따라서 지역 

간 유통이 활발하지 못한 1970년대의 채소의 공급은 도시 주변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림 4-1-4가 이를 잘 보여준다. 농업생산량 중 年 100만원 이상 

의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농가의 분포(1 97이는 서울과 부산 및 대구를 중심 

으로 하는 지역으로 도시 주변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고속도로의 건설과 함께 무· 배추를 중심으로 한 채소 재배가 전국척으로 확대되 

기 시작한 시기였다싸 이러한 채소류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각 농업지역간 

에 경쟁이 이루어 지게 되고 이에 따라 채소의 출하시기，재배 방법 둥이 다양화 

되기 시작하였다151 채소 재배 방법 중 시설을 이용한 재배는 농업형태 중에서 

자본집약도가 가장 높고 1970-1980년간에 그 면적이 7배나 증가하면서，농업지역 

의 변화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였음이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16) 밝혀진 바 있다. 

그립 4-1-5는 1970년과 1980년의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을 지도화한 것이다. 

1970년에 시설작물을 100ha이상 재배하는 지역은 서울 근교와 경남 김해， 진양 

군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 주로 납부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 

대 들어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원，대전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부산 

중심의 동남 해안지역，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 일원과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 

남지역에서 집중하여 대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각 지역들 중 남부지방에 분포하는 시설농업 지역은 가장 큰 소비시장인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미약함으로 인해 출하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다171 동한기의 1월까지 무·배추의 저장이 가능한 전라도 강진，장흥，보성 동은 

시설재배를 하지 않고 저장을 통해 이를 시장에 판매한다. 기후조건으로 생산비 

와 수송비에서 이 지역보다 유러한 김해，진주 둥지는 이 때를 피하고，저장 채소 

14 )1 970년대의 채소의 생산에 획기적인 변화를 유발한 작물은 고냉지 채소이다. 
고냉지 채소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한 정셜은 
없으나 1958년경 서울의 청과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여름철 북 
해도산의 무우가 동경시장에 출하되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와 즉시 북해도와 하절 
기의 겨후조건이 비슷한 강원도 명창군 도암면의 농민들에게 채소를 심도록 권유 
한 것이 시초인 것으로 전해진다 . 그러나 1978년 여름의 통배추 가격따동이 일 
어날 때까지 고냉지 채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생산자체도 지리 
적으로 국한되었으나， 이후 고냉지 채소는 재배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許信行， 金昌坤， 1983 , “菜鏡生塵立地와 버뼈時期의 動願性 農村擁濟， 제 6 
호 (4)p.22.) 

15)중부지방의 경우 김장철을 이용하어 판매하기 위해 9월 10월에 이루어지나 남 
부지방은 온난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시기적 우위성이 강한 1, 2, 3월 
에 출하하기 위해 시설재배를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다. 
16)옳基藏， 1984 ， 前揚論文.
17) 許信行， 金昌坤， 1983 , “菜藏生塵立地와 버備時期의 動顧性 農村總濟， 第6號
( 4 ) , pp. 19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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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60-150 • 5-20 

그림 4-1-5. 시설작물의 재배면적 (1970 ， 1980) 

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2 ， 3월에 신선한 배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를 한 
다. 4 ， 5월은 경북 달성，고령에서 비닐하우스에서 育뽑를 하고 3월초에 이식함으 

로써 기후적인 불리성을 곡복할 수 있음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5 ， 6월은 수도 

권지역에서 시설율 하지 않아도 題地 터낼 재배，露地 거척 재배로 가능함에 따라 

남부지역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하절기에는 미작을 재배한다. 수도권지역에 
서의 시설농업은 기후적인 조건이 불리하지만 시장으로의 높은 접근도로 인해 공 
급 탄력성이 높아，시설작물이 집약적으로 재배되며 年 7期作까지도 행하는 농업 

을 함으로서 181 타 지역과 경쟁하고 있다. 

시설농업은 대부분 수도작 휴한기인 추동춘기에 이동식 하우스를 논에 설치하 

여 이루어지며， 그 중 특히 관· 배수가 연러한 논을 택하여 이루어진다. 형태는 

그림 4-1-6과 같이 지역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191 

18) 許信行， 1984 , 地城農業과 擾合營農，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278. 
19)1970년대부터 시설농업단지를 형성한 김해 지역의 경우는 주로 죽목재를 이용 
하여 單陳으로 설치되며 형태상 측면 훌直孤形 지붕이 대부분을 이룬다. 반면에 
전라도의 순천지구는 목재와 죽재를 배합하여 2 連練으로 설치되는 것이 특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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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구 진양지구 남지지구 순천·광양지구 

그림 4-1-7. 지역별 시설의 형태 

( 出處; 姜推 外， 1975 ,) 

(3)농가 경영형태 

1)경영규모와 농지 소유관계 

@경영규모 

농가당 경영규모의 시기별 변화는 앞의 표 4-1- 1. (P. 83) 과 같다 1965년 농 

가당 0.9ha였던 것이 1988년에는 1. 17ha로 증가하며 지목별로 볼 때 田보다는 

짧을 주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경지 규모별 농가 호수의 시기멸 변화는 표 

4-1-5와 같다.규모별 변화 추세는 0.5ha미만이 1965년 2.8% , 33. 1%를 차지하먼 것 

이 1988년에는 각각 0.4% ， 27.8%로 감소하고 이 와 같은 감소추세는 2.0 ha 이 상에 

표 4-1-5. 산업화시대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변화 (단위 :1 ， 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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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수도권에서 나타나는 시설의 형태는 동한기에 보온을 위해 벗짚을 사용하는 
남부지방과는 달러 내부에는 밤에 POLY 커벤을 치고 외부에는 거척을 이용하는 
보온조치 이외에도 난로를 설치하여 비닐하우스안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姜推 外， 1975 , “南部地方 施設園藝의 類型과 그 載培環境에 관한 冊究 農業
班究所報， 9호， 慶尙大學校. p.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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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려2.0- 3.0 

↓드코4.0- 5.0 口QO-2.0

3.0- 4.0 

그립 4-1-7. 농가당 경영규모 분포(가;짧，나;田) 

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0.5-2.0 ha 농가의 분포는 1965년 

31.7% ， 16.6% ， 9.1%였던 것이 1988년에는 34.9% ， 21.0% ， 9.2%로 증가한다. 이는 농지 

이동에 있어서 소농충과 대농충이 점차 감소하고 중농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1980년도의 농가당 경영규모의 지목별 분포는 그립 4-1-7. 과 같다. 짧의 명균 

경영규모에서 7段步 이상인 지역은 전북의 부안，김제，옥구，익산，충북의 부여，경 

기도 안성천 일대 지역과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들에 나타나며， 6.0-7.0段步의 지 

역은 이틀 주변지역 및 동해안 일대와 부산시 일원에서 분포하여 가구당 짧의 경 

영규모가 지역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휴전선 일 

대는 군사적인 이유로 인한 인구 소개 정잭에 의해，수도권과 전북지역은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명야지대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田의 가구당 명균 경영규모는 짧과는 매우 상이한 분포를 보인다. 강원도 양 

구，인제，평창，제천 동의 태백산맥 일원의 지역과 제주도 동지에서 5.0段步 이상 

의 분포를 보이며 4.0段步 이상의 지역은 5.0段步 이상의 지역 주변에서 분포하 

고 있다. 산간농업을 위주로 하는 이들 지역에서 田의 평균 경영규모가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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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낮은 토지생산성을 극복하려는 결과이며 이는 조선시대때부터 계속 내려온 일 

관된 현상이다. 또한 이러한 농업환경이 불러한 지역에서 田의 확보를 통하여 농 

가당 경영규모가 넓다고 하는 것은，산업화 시대에도 농민이 농촌에 거주하는 한 

농업에 적극척인 의사를 지니면서 생산공간의 확대를 계속적으로 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농지소유관계 

해방 이후 남한의 농업지역에서의 농지 소유관계는 1949년 훌#者有田을 바탕으 

로 자영농의 창출을 위해 실시된 농지개혁사업을 툴로 하여뻐l 시작되었다. 개혁사 

업 중 신한공사의 분배농지와 농지개혁사업으로 대상이 된 분배농지와 개혁사업 

전후의 소작 농경지 면적은 표 4-1-6. 과 같다. 1949년에 총 소작면적 중 55.5% , 

짧은 62.6% , 田은 44.7%가 분배되었고 소유형태별 농가구성에서 1945년 전체의 

14.2%에 해당되먼 자작농이 80. 1%로 증가하고 소작농이 50.2%에서 1. 9%로 감소하 

어 자작농의 창출자체는 성공하였다(표4-1-7 참조l. 그러나 총 소작면적의 44.5% , 

田의 55.3%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개혁사업의 진행중에 많은 누수 

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표 4-1-7에서 보면 1945년 자작지가 35.0%이던 농경지가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직전에 71%로 증가되고 소작지는 62%에서 29%로 감소하여， 

이는 농지개혁이 지주 주도적 성격으로 진행되면서， 실시의 選延에 기인한 소작 

지의 자작지화 현상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농민들의 소작으로부터 해방을 내용으로 하던 농지개혁이 소작농의 

표 4-1-6. 농지개혁사업에 의한 농지분배 면적 

짧 田

(單位 :ha)

計

no 

nU 

AUl 

F서
니
 、-
-
、

l
/

、
-
-

때
 때
 왜
 왜
 왜
 

배
배
 H 
u 
u 

분
분
척
.
척
，
척
 

지
지
면
면
 
면
.
 

농
 농
작
작
지
 

속
혁
 소
 자
경
 

궈
개
총
총
총
 

189 , 518 
226 , 465( 62.6)':' 
361 , 918( 29.3) 
874 , 64 1( 70. 7) 

1, 236 , 559(100.0) 

‘‘‘,,, 
‘‘
l,./ 
、
‘
.
，l，

、
l
l
·
-’

ζ
ι
 QJ 

1l 

nU 

IJ 

QU 

1l 

nU 

ζ
니
 ?“ 

7t 

nu --i 

/, .. 
‘
、
‘
，
，
.
‘
、2
，
.
，
‘
、
tI,‘‘‘ 

j41 

〔h
ν””
u 
”
Il 

껴I
l
 

R
니
 PU 

nJ 

j4·

”I 

「
3”l 
A4 

’i 
IJ 

% 

인
 인
 η
 
m 

끼
/
」
 
nJ 

Fb 

A
“
1 

nU 

--?‘ 

、
‘
，
-
-
，
‘‘,
llr 

‘‘---, 
、
l
l
’
’
’

7I 

n
/』nO 

nU 

A4 

no 

--nU 

A

냐
 n4 

껴I
 nu --’

i 

J
l
l
l、
tll

‘‘ 
t
l
l‘
‘
、
/
I
l
、

(O 

1i 

q
ι
 po 

no 

nJ 

nU 

1i 

nU 

1i 

nU 

끼
J
 
「
3

「
〔
니
 
nU 

nU 

CJ 

F
h니
 nO 

i4 

IJ 

nU 

qJ 

Q
니
 q
ι
 

1l 

n/
>

「
3

n
。

* 비율(%)=분배면적/총소작면적 x 100.0 
( 出處; 정 영 일， 1967 ， pp. 102-103에 의 거 작성 ) 

20)해방직후부터 농지개혁의 추진이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해 논의되기 시작하여 
1946년 북한의 농지개혁 실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다. 농지개혁사업의 과정은 다음 
문헌을 참조;農地改훌史(上) p.192 , 農林部 農地局， 1970.: 鄭英一， 1967 , 戰後
韓園農地改華에 關한 一考察， 總濟論集， 第6輯2號， 서울 大學校: 옳聖昊， 1985 , 韓
國土地制度의 連續性과 斷總性(上·下)，農村續濟 8(3 ， 4) ，金聖昊 外， 1990 , 前揚
書， 韓國農村짧濟鼎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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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 농지개혁사업 이후 소작농과 소작지 변화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계 

(단위:농가:천호，면적;千맑 ) 

천체농지 자작지 소작지 

1945 285 (1 4, 2) 716(35.6) 4, 010(50.2) 2, 010 
1947 358 (1 7, 0) 834(39.6) 914(43.4) 2.106 
1948 
1949 925(37.4) 1, 023(41.4) 526(2 1. 2) 2, 474 
1950 
1959111 , 816 ( 80. 1) 408 (1 8.0) 43{ 1. 9) 2,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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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處 ; 김성호， 1985 (하) pp. 12-13에 의 거 작성 ) 

농지매입 부담， 6.25동란 속에 매년 3할씩 5년간 균분상환 부담은 이전에 부의 

축적이 거의 없었던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부담은 

자영농의 초기 형성 단계에 농업을 통한 재생산을 어렵게 하였으며，이에 따라 영 

세적인 자영농이 남한농업의 곤간율 이루게 된 출발점이 되고 말았다. 

1960년대 이후 도시 산업화시대에도 농지 소유관계는 농지개혁법을 기본 툴로 

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농지개혁법에서는 농지분배와 함께 농지 소유 규모를 제 

한하고 소작을 급하였다211 그러나 1970년대의 도시화로 인하여 부재지주의 증가， 

도시 자본의 토지점유，재촌지주의 농업노동력 부족，국유 토지의 소작 둥으로 소 

작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표4-1-8에서와 같이 1980년에는 총 농가의 37.1%가 

타인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총 농경지의 19.8%가 소유와 경작이 분리되고 

있었다. 결국，이와 같은 소작의 증가로 인하여 1980년 개정 헌법에 

표 4-1-8. 농지개혁 이후 소작 농가율의 변화 (단위;%) 

소잠높 
6.8 
7.0 
9.7 
7.3 
8.0 
6.6 

37. 1 

앞독_1 자작놓 자· 소작놓 
1960 I 73.6 19.6 
1965 I 69.5 23.5 
1970 I 66.5 23.8 
1973 I 70.2 18.2 
1975 I 72.2 19.8 
1977 I 63.9 29.5 
1980 I 62.9 

임대차비율 
31. 5 
16.8 
17.6 
16.4 
14.7 
16.5 
19.8 

(버處;슐持知雄， 1983 ， “農地改華 以後의 韓國의 農地寶寶借問題
農村廳濟， 第6卷(1 )p.ll0)

2 1)현재의 농지소유규모 3정보 제한은 제 5조의 3정보 이상의 농지볼수령에 의거 
한다. 17조에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급하고 있다. 또한 농지의 매매 
는 소유지 관서의 구， 시，읍， 면장(동법 시행규칙 51조 l 항)의 증명으로 허가되며 
(제 18조) ,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 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그 가족 전 
부가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둥록율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월의 경과한 자에 
한하고 있어(동법 시행규칙 51조 2 항) 도시인의 농지점유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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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착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였다z2l 

소작의 지리적인 분포는 그립 4-1-8과 같다. 1970년의 전체 농가 중 소작(완전 

비소유)을 포함한 소·자작(반 미만의 소유농가)의 비율을 지도화한 것이 그림 

4-1-8. 의 가이다때. 전체적으로 볼때 휴전선 및 북부산간지역이 높게 나타나며 또 

한 5대도시 지역은 모두 20.0%이상을 나타낸다. 휴전선 부근에 높게 나타나는 것 

은 통계상 국가기관의 소유지도 소작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 

된다. 태백산맥 둥지에서 나타나는 분포는 이 지역에서 진행된 1960년대의 인구 

유출에 기인한다 15.0%이상의 지역이 중부지역에서 광주를 잇는 호남축으로 나 

타나는 것은 이 지역 일대가 이 기간 중 인구증가율이 경지증가율보다 높은 지역 

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소작농의 지리적인 전개에서 나타나는 지리적인 분화는 농경지의 지목별 소작 

면척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1970년에 짧은 전체의 15.8% , 田은 19.2%，樹園地는 

16.5%가 소작으로 경작되고 있다때. 지목별 소작의 지리척인 분포는 그림 4-1-8의 

나-라와 같다. 짧의 경우는 30.0%이상의 지역이 경기도 연천，철원，강원도의 양 

구，춘성，홍천 일대와 부산시，제주도 제주시와 남제주군이며， 20.0%이상은 그 주변 

지역에 분포하여 휴전선 일대와 강원도 산간지역 일대에서 소작지가 집중 분포함 

으로써 농경지 중 짧비율이 낮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田의 경우는 전 

체적으로 휴전선 일대와 태백산맥 전작지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전，부산이 

30.0%이상，대구，서울이 25.0%이상，광주，대구와 대전시의 주변지역에서 15.0%이상 

으로 나타나 田의 소작은 도시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樹園地의 

경우는 田의 경우보다 도시지향적인 성격이 좀 더 두드러져 서울과 부산 및 경기 

도 명택 둥지에서 높게 나타나 수도권 일원의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와 같이 소작의 지목별 분포는 소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 

전율 둥 경지이용 형태와 함께 도시로부터의 위치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작 형태의 지역적인 차이에서도 도시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이 기존의 연구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李佑宰의 연구에서뻐) 나타나듯이，소작료의 결정법은 전 

22 )1 980년 개정 헌법 122조어l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급지된다. 다 
만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만 그 위탁경영이 법률 
에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 ’ 라하여 농지개혁법상의 소작금지 조항은 사문화 
되면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의 내용에서는 임대차 계약방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3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제5조) 임대료는 그 상 
한을 농지소유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있 
다(6조). 경작권에 대해서는 쌍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으며(10 
조) ,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전 3월까지 통보가 없으면 종전의 계약으로 시행되 
어 지속적으로 임대차가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12 조). 이 임대차 관리 
법은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3)1980년의 농업통계자료에는 소작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24) 農業센서스，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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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1-8. 소작의 지 리 적 분포 (1970) 

(가;소작농가율， 나: 소작농경지 (짧) . 다: 소작농경지 (전) . 라; 소작농경지 (수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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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균에서 보면(표4-1-9) 정조법이 50.2%，타조법이 44.4%，집조법이 2.2%이다. 

타조법은 강원도(64.3%) 에서 가장 높고 서울에서 가장 낮다. 반면에 정조법은 서 

울(66.7%)과 전북(50.5%) 에서 높게 나타나며 , 강원도(34.6%)와 경 기도 (39.1%) 에서 

낮은 것으로 보아，타조법은 농업조건이 불리한 강원도에서 우세하고 농업환경이 

유러한 지역에서는 정조법이 우세하다. 이는 소작료 결정법이 조선시대 이후부터 

수확이 안정적인 지역은 정조법으로， 불안정한 지역은 타조법으로 형성되는 일정 

한 법칙성이 산업화시대에도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편 도시지역인 서울에서 정조 

법이 가장 높은 이유는 부재지주의 토지소유와 상업적 농업의 전개 동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농업지역에 도시의 투기성 자본이 유입되어 도시인 

들에 의해 토지가 소유되거나 이촌지주가 발생되었을 경우 소작료의 형태는 농업 

지역에 직접 살지 않는 도시인들에게는 타조법보다 정조법이 편리하다. 이는 정 

조법이 타조법보다 소작료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감안할 때 부재지주의 토지소유 

의 목적은 소작료의 획득보다는 토지보유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시세 차익을 얻고 

자 하는 투기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표 4-1-9. 소작료 결정법의 도별 분포 (단위 :%) 

도 별 정조법 집조법 타조법 면제 미상 겨l 

50.2 2.2 44.4 2.6 0.5 100.0 
39. 1 4.6 54.3 1. 9 100.0 
66. 7 5.0 18.3 6.7 3.3 100.0 
34.6 64.3 0.5 0.5 100.0 
46.6 1. 7 44. 1 5.9 1. 7 100.0 
57. 1 1. 2 39.3 1. 8 100.0 
60.5 1. 2 32.3 5.4 0.6 100.0 
57.4 0.5 40.3 1. 4 0.5 100.0 
52. 7 5.0 39.6 2.7 100.0 
51. 8 l. 2 47.0 100.0 

(출처 : 李佑宰， 1974 ， p. 44. ) 

또한 서울지역에서 정조법이 높은 것은 상업적인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주와 소작인간의 관계는 단순히 소작료에 의해서만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조，종자비，농경지 복구시 따손부담，부산물 ，하작과 동작물의 분배 동 

여러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결정된다. 따라서 농업에서 부산물의 종류가 많을수 

록，혹은 농업형태가 이모작，시설농업 동으로 다양화될수록 소작료의 계산법은 복 

잡해지기 마련이고 이때 비율로 소작료가 계산되는 타조법의 경우 농업형태의 변 

화에 적용하기가 무척 어려운 결정법이다. 따라서 상업적 농업이 진행될수록 농 

업형태가 복잡해지면서 타조법보다 적용이 용이한 정조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25) 李佑宰， 1974 , “小作慣行에 關한 調훌빠究 農業政策冊究 2號. pp.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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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소작료율은 타조법의 경우 50:50이 79.4%로 가 

장 높으며 3분법의 형태인 33%도 4.0%률 차지하고 있어 정조법이 증가한 외에는 

과거에 이루어졌먼 소작관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연구결과률 보인다. 

2)농업기계화와 경지정리사업 

1960년대 농업에서 나타난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농업노동력의 기계화이다때. 대 

부분의 농작업은 경운，정지，이앙，시비，제초，살충，예취，탈곡，건조，운반 동으로 구 

성되고 그 중 운반 작업은 농사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이루어진다. 이 중 농 

업노동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작업은 이앙기에 이루어지는 경운，정지，이앙 작 

업이며 추수기의 수확 착업이다. 이 때 사용되는 농기계는 경운， 정지 작업에는 

경운기와 트랙터，이앙 작업에는 이앙기，수확 작업에는 콤바인(예취，탈곡) ，바인더 

(예취).운반작업은 경운기와 트랙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표 4-1-10. 산업화 시대 농기계멸 보유대수와 경지정리 면적 변화 (단위;훌， ha) 

년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경지정리면적 

1965 1, 111 - - - - 자료없음 
1970 11. 884 61 - - - 144 , 466 
1975 85 , 722 564 16 - 56 277 , 206 
1980 289. 779 2, 664 11 , 061 13 , 652 1, 211 368 , 694 
1985 588 , 962 12 , 389 42. 138 25 , 538 11 , 667 447 ,.343 
1988 725 , 803 24 , 616 92 , 067 44 , 668 25 , 226 516 , 342 

(자료:농수산부， 1989 ， 농림수산주요통계， p. 23) 

우리나라에서 수용되는 농기계는 경운기，이앙기，바인더，콤바인，트랙터가 주축 

을 이루며m 이들 각 농기계의 시기별 수용 훌數의 변화는 표 4-1-10과 같다. 농 

기계 중 경운기가 가장 높은 수용을 보인다. 이는 경운기가 경운， 정지 작업 뿐 

아니라 운반， 방제， 양수， 탈곡 동의 동력원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종전의 

역우， 우마차， 원동기와도 대체효과가 높고， 농가의 농외 취업 기회의 증가로 인 

26)농업인구의 부문간，지역간 유출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절대적인 부족은 농업 
임금의 상승，대농층에서의 상대적인 우위성의 상실 등의 결과를 유발하면서 농업 
노동력의 기계화 대체가 이루어졌다. 농업기계화는 경지의 조건과 농가의 경영기 
반에 일차적인 영향을 받고 농가의 경영조직은 농업기계화와 상호관련성을 지닌 
다 농가의 작부처l 계와 노동력이용 동의 생산체계는 도입할 농기계 기종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경영규모를 포함하는 생산구조는 농기계의 도입규모와 이용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농업기계의 수용에 따라 농가는 이에 상웅하여 경영형태와 
규모 동의 영농조직을 개선，조정시격간다. (李貞煥， 1983 , “大農의 相훨的 減少
康因과 새로운 大農層의 形成廣뿔農村짧濟 제6호 (4 )， p.3 1.) 
27) 玄公南， 1981 ，“親흙機 뿜要園數 推定과 뿜要鍵測 農村經濟 제 4호 (4) ，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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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농기 계 수용량의 분포(1 980 ， 1987) 

한 농업노동력의 기회비용 상승과 더불어， 다른 농기계에 비해 개별 소유성향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앙기는 경운기 다음으로 많이 수용되고 있다. 이는 이 

앙기가 농업노동력의 부족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移快期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농기계임에 기인한다. 바인더는 수용율이 비교적 낮은 농기계이다. 이는 바인더 
가 콤바인과 대체될 수 있으며 콤바인과는 달러 값비싼 끈을 사용하게 되어 이용 

량이 많아질수록 소모품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뿐만 아니 라 바인더 끈으로 짚을 

결속하면 끈이 부꽤하지 않아 다시 해속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여 예취시 

탈입도 많이 되는 것에 기인한다. 

농기계 중 1980년과 1987년의삐 시군별로 보유한 경운기，이앙기，바인더，트랙 

터，콤바인 둥 5개 농기계를 구입가격( 1980년)으로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기계화 

지수를 표준화시켜 지도화한 것이 그립 4-1-9. 이다 1980년의 분포에서 Z-score 

28)농기계 수용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1970년의 자료에는 경운기만 수록되어 있 
어 1980년과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시기간의 변화는 1980년과 1987 
년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1987년의 자료는 農林水塵部， 1988 ， <<農業훌盤 造成專業
統計年報》 에서 추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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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0. 경지정리 비율의 분포(1 970 ， 1980) 

가 1. 5이상인 지역이 경기도의 김포， 고양， 강화， 명택， 화성 일대와 경북의 상. 

주， 김천， 선산， 영천， 경산， 경남의 밀양， 김해， 진양 둥지로 나타나며 0.5이상 

의 지역도 그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대도시의 분포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87년의 전국의 총 기계화 지수는 1980년에 비해 166.2% 증가하였다. 분포형 

태는 도시와의 관련성을 여전히 맺고 있으나， 연계관계는 적어지며 지역내에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동， 1980년에 비해 다른 양상을 띠며 나타난다. 이와 같은 

1987년도의 기계화지수 분포에서 지리적인 분화가 구체화되고， 도시와의 관련성 

이 적어진다는 것은 농기계 수용이 도시화라는 외부적인 요인외에 농업지역내의 

자생적인 요구에 의해서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펀 농기계의 수용을 위한 선결적인 조건은 농경지 기반 조성이며，이에 기인 

한 경지정리사업은 산업화시대에 나타난 농업경관 변화 중의 하나이다때. 우리나 

29)농기계를 수용하는데 있어 농경지의 형상，집단화 과정，농로，수로조건，경사도， 
토질 동은 농업기계화의 물리적인 제약요소로서 작용하고 농업기계의 작업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지정리사업은 농지의 구획을 적절한 크기와 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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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지정 리 면적은 1970년에 전체 짧면척의 10.3%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 

는 23.6%로 증가하고， 면적상 증가율은 155.2%에 이르고 있다(표 4-1-10 ), 1970년 

과 1980년의 경지정리 비율의 시군별 분포는 그립 4-1-10과 같다. 1970년에 경지 

정리율이 50% 이상인 都은 전북 김제，옥구의 2개군이고 30% 이상의 지역도 전남 

영광군과 경남 김해군에 불과하였다. 이들 지역에서의 분포는 일제시대의 미작 

명야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토지개량사업에 기인하고 있다. 1980년의 분포는 

지러적으로 매우 확대되고 있다. 50% 이상의 지역은 전북 옥구，익산，부안，김제， 

전남의 광주，광산，경기도의 평택과 부산 둥이며 20% 이상의 지역은 전라남도 해 

안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특히 경상도 일대와 경부축을 따라 서울 대도시권에 연 

결되어 분포한다. 이와 같이 경지정리사업의 분포가 경부축 둥의 국토 공간체계 

와 연계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사업이 농경지의 기계 

화률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농업자체의 내부적인 요구와는 별로 관련없는 정책적 

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서 도시력에 의해 지리적인 분포가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재 정비하고 각 경작구마다 농로와 용수，배수로 퉁을 설치하고 분산된 경작구의 
환지 등을 통하여 농지의 집단화를 도모하여 지력의 생산력을 증대시킬 뿐 아니 
라 기계화를 포함하는 省力 농업기술을 효과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주는 종합적인 경지기반 조성사업 중의 하나이다. (朱宗휩 編著， 1981 ，“擬械化
를 위 한 樹地 및 農家總營基盤 農業機械化와 榮農組織， 一漸聞， p.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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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지대의 변화 

1960년대 이후 농업지대 구분에서 이용된 지표는 각 연도의 작물멸 재배면적 

이다. 농업지리학에서 작물의 분류는 식량작물을 미，맥류，두류，서류，잡곡류로， 

원예작물을 과수 및 소채류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1960년이나，식량작물이 

전체 재배면적의 46.3%를 차지하는 1970년의 연구에서는 충분한 타당성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1절에서 본 것과 같이 1970년대 이후 도시화로 인한 원예작물 재 

배면척의 급속한 증가는 작물의 작부체계에 심한 변화률 유발하면서，농업지역구 

조 변화의 축율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농업지대의 변화과정올 파악 

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는 종래의 작물분류에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배작물 중 변화의 중심이 된 원예작물에 대해 종래 통괄하여 분석하 

던 방법을 지양하여，부분적인 세분화를 시도하였다. 과수류외의 원예작물에 대한 

분류는 시군별 지도화작업을 통하여 모든 작물의 시기별，지역별 분포패턴을 확인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무· 배추류， 일반 소채류， 양념류로 3분하였다. 이와 같이 지 

역적인 분포에 의하여 작물을 분류한 것은 서로 상이한 성장조건을 요구하는 작 

물들이 통합 분석됨으로써 작물의 지역적인 분포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오류률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의 작물은 미，맥，두，서，잡 

곡，무·배추，소채류，양념류，륙용，과수류 동의 107" 작물군으로 분류되었다. 시기 

별 각 작물군에 숙한 농작물은 표 4-2-1 과 같다. 

표 4-2-1. 작물군별 농작물의 종류 

년도 1960년 1970년 1980년 

자료 (농업국세조사) (농업센서스) (농업조사) 

豆米쫓 
뇨L;-

보 

훌훌g 
훌무훌·배 훌ìT추 
소채 

륙양용념류 고면추화마대늘마 

과수류 사과，배감，복숭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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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에 사용된 지표는 작물별 재배면적의 단위지역별 입지계수 (L.Q)를 이 

용하였다. 한편 이 지수룰 수정하지 않고 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륙정작물이 일부 

지역에 면중되어 분포함으로서 1 개 작물，혹은 2 ， 3개 지역에 의해 군집이 주도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따라서 특정작물이나 특정지역에 의해 지역화가 주도되는 

것율 피하기 위해 작물 륙화도의 단위지역별 순위를 산출하여 작물간에 지역화를 

주도하는 비중을 동일하게 하여，이를 분석지표로 사용하였다. 

(1) 1960년 농업지대 

1960년도 농업지역은 군집분석을 행한 결과，군집이 5개에서 4개로 형성되는 과 

정에서 군집간 거리의 합이 급격히 증가하여， 5개의 농업지대로 분화되고 있었다 

(표4-2-2 }, 군집에 의해 형성된 지대의 지리적 분포，지대간의 작물별 특화도의 

순위와 농업지대의 분포는 그립 4-2-1과 같다. 맥류와 과수류에 의해 주도되는 

제 1지대는 경상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미，두，무·배추，소채류， 

과수류의 륙화가 고르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 제 2지대는 경기도 빛 충청도，전북 

표 4-2-2. 농업지역의 군집과정(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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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와 강원도， 동남해안 일대지역에 분포한다. 미작과 무·배추에 의해 주도되는 

제 3Ãl 대는 경기도 김포，충청남도 서천，부여，전라북도 옥구，경상남도 부산，김해， 

동래，양산，마산，진해 동에 분포하나， 동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지역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양넘류와 두류，잡곡，서류에 의해 주도되며 미곡의 특화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제 4지대는 태백산맥의 강원도 산간지대와 경상북도의 봉화， 

영양，청송 둥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충청도의 금산，옥천，영동，무주에 톡립적으 

로 분포한다. 맥류와 특용작물에 의해 주도되는 제5지대는 전남과 경남 서부지역 

에 연속적으로 분포하여 지역화를 이루고 충북 보은，경북 상주，문경，예천 둥에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공업화가 진행되기 이전 ‘ 1960년 농업지대의 지역화에서 맥류(제 1 ， 5지대)， 

두류， 잡곡류， 양넙류(제 4지대)와 특용작물(제5지t: fl )동의 작물에 의해 주도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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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 1960년 농업지대 구분과 지대별 작물특화도 

것은 농업지역에서 자급적인 성격이 강하였음을 보여주며，이는 지대의 분포에서 

도 잘 나타난다. 지대의 분포는 일제중기 (1935년)의 지대 분포에서 나타나듯이 

수전 비율의 지리적인 배열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미작이 특화된 지대가 경기 
도，충청도에 연결되어서 분포하며，식량작물이 특화된 제4지대가 산간지대에 분포 

하는 것이 이률 뒷받침한다. 맥류가 공통적으로 특화를 보이는 제 1지대와 제5지 

대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이곳에 특 

화된 이모착의 결과이다. 또한 이 지대에서 변화， 대마를 중심으로한 특용작물이 

공통적으로 특화되었다는 것은 1935년의 농업지대와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한면 시장지향적인 과수와 소채류의 특화지역인 저'13지대의 분포는 일제시대의 

농업지역구조가 일본 지향척이었던 것을 윗받침하여 주고 있다. 이 제3지대가 상 

업적 작물인 과수와 소채류가 특화되어 있고，경기도 김포，전라북도 군산일대，부 

산시 일원지역에 분포된 결과는 3장에서 분석된 '1 935년의 일본지향적인 제5지대 

의 분포와 비교하면 면적만 축소되었을 뿐 지리적인 유형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 

난다. 특히 사과가 특화되어 있는 경상도 일대의 농업지대가 이를 뒷받침한다. 
즉，사과 둥 상업척인 작물은 시장을 지향함에 따라 가능한 한 시장과의 거리에 

가까운 지역에 입지한다. 따라서，사과 특화지역의 위치와 시장의 위치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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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율 것이다. 해방전 사과의 륙화는 경상도 외에 북한의 황주，함홍，충북 

예산에서 이루어쳤으나， 1930년대부터 경상도의 사과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1940년에는 800만관으로 전국의 113을 차지하는 주산지률 이루게 되었다째. 재배 

성공의 배경은 1890년대 초 일본에서 사과는 수익성이 좋은 작물이었으며，과수 

재배에 경험이 있었던 일본인이 대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먼 것으로 미루어 볼 

때，사과는 재배초기부터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재배되었고 이것은 다시 부산항을 

통해 반출되었음율 시사한다311 따라서 1960년의 이와 같은 제3지대의 분포는 해 

방 이후률 거치면서 변화되는 과정 중 1935년의 잔존형태가 1960년대 농업지대의 

분포에 투영된 결과임을 의미한다. 

(2)1970년 농업지대 

1970년 농업지대의 작물별 륙화도는 그림 4-2-2와 같다. 단위지역별 군집과정 

에서 군집간 거리가 급증하는 단계는 149단계와 150단계에서 두번 연속적으로 나 

타나고 있어(표 4-2-3) 지대는 5개，혹은 6개로 묶을 수 있는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다. 군집수률 5개로 나누어 이를 지도화한 결과 제3지대와 제6지대 즉 경상 

도와 전라도 지역이 동서로 길게 연결되는 행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상，전라도간에 농업 성격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6개의 농업지대로 구분하였다. 

표 4-2-3. 농업지 역의 군집과정 (1970) 

단견l 문집갚건리 건~증가량 군집수 
147 1312130.9553 65913.583 8 
148 140599 1. 0915 93860.136 7 
149 1522425 ，_1듭~? _________ .J.LQ9 ~_-t，- 662 • • 6 
150 1661558.3507 139132.597 5 
151 1870808.8256 209250.475 4 
152 2089058. 1526 218249.327 3 
153 2489335.0048 400276.852 2 
154 3103100.0000 613764.996 

30) 朴賣石， 1982 , 地城開짧冊究， 理文社， p.278. 
3 1)이들 지역에서 사과가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902년경으로 일본인 板木民가 당 
시 대구시 방촌동에 330수를 이식한 것이 본격적인 재배의 효시였다. 이식에 성 
공한 사과는 주로 일본인들을 주축으로 하여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 1926년 이후 
이 지역에서의 재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49년 
일본의 식량중산을 위한 작부 통제령으로 다년생 작물이 재배금지가 된 이후에도 
급숙한 증식이 불법적으로 계속되었다(朴贊石， 1982 , 地城開發짧究， 理文社， pp. 
278-279) 이 과정에서 유목으로 이식된 묘목들이 성목이 되어 1960년도에 경상도 
에 과수특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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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1970년 농업지대 구분과 지대별 작물 특화도 

지대의 분포에서 무·배추，소채류와 과수 동 주로 상품작물에 의해 주도되는 제 1 
지대는 부산시 일원의 김해，양산，울산，밀양，마산，진해와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군 
위，칠곡，경산과 광주시를 중심한 광산에 분포한다. 이는 이 지대가 대도시와 일 
정한 연계관계률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맥과 함께 무·배추，소채류와 과수류 둥의 작물에서 특화를 보이는 제2지대는 

경기도 및 충청도 일원에서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이 지대의 특화를 주도하는 작 
물은 시장 지향적인 제 1지대와 거의 유사하며 다만 이모작의 영향을 받는 맥류와 
두류，륙용작물이 제 1지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2지대가 지리적인 
분포에서 서울 대도시와의 구체적인 연계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시기에 시장 
지향성의 잠재력울 지닌 지역임을 보여준다. 
맥류와 과실에 의해 특화되는 제3지대는 제 1지대와 서부 경남지역을 제외한 경 

상도 내륙지역에 분포하며 그 외에 충남 부여，익산과 전라도의 나주에 독립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두류，잡곡，서류 둥의 전통적인 식량작물과 함께 무·배추 동의 
시장지향적인 작물이 이중적으로 특화를 보이는 제 4지대는 경기도 북부지역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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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태백산맥 일대와 영동지역에 지역화률 이루며 나타난다. 이 지역의 무· 배추 

특화도가 제2지대와 함께 다른 지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이 이들 

작물을 통해 제2지대의 시장지향적 성격에 점차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류，잡곡과 함께 마늘，고추 둥의 양넙류와 륙용작물에 의해 주도되는 제5지대는 

강원도 남부，충청북도，경상북도 북부지역에 걸쳐 연속적인 지대를 이루며 형성되 

고 있다. 이들 지역도 제 4지대와 같이 상업화의 영향을 받으며 나타나지만 작물 

선택에 있어서는 지리척인 환경과 어울러면서 제4지대의 무·배추와는 달러 양념 

류와 특용작물에 의해 륙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맥류와 잡곡에 의해 륙화되는 

전형적인 자급적 농업지역으로서의 제6지대는 전라도 및 경상남도 서부의 일대지 

역과 연속성율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1970년도의 농업지대는 주로 식량작물이 지역화를 주도하던 1960년도와는 달리 

지역화의 주도 작물이 무· 배추와 소채류(제 1 ， 2지대) , 양념류와 륙용작물(제5지대) 

동 시장 지향적인 작물들이다. 이는 농업 지역구조의 형성에 시장지향성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들 작물로 특화된 지대의 

분포가 서울에서는 구체척으로 나타나지 않고 부산，대구，광주 동의 지방 대도시 

와 연계 관계률 맺고 있는 것은， 1970년 농업지대가 자급적인 농업으로부터 시장 

지향적인 농업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상에서 나타난 과도기적인 결과임을 보 

여준다. 륙히 과수의 륙화가 경상도에서만 나타났던 1960년도와는 달러，과수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제3지대가 축소되고 제 1지대，제 3지대에서도 과수 특화가 나 

타난다. 이는 종래 사과만에 의해 주도되던 과수 특화가 포도 동의 다른 작물들 

에 의해 지역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1960년도에 경상도에서 가 

장 높던 맥류의 륙화도가 1970년대에는 전라도 지역을 주축으로 하는 제6지대에. 

서 가장 높다. 이는 과수재배의 확대와 함께 농업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이모작 

분포의 지리척인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3)1980년 농업지대 

1980년의 농업지대는 149단계에서 군집간 거리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 6개 

의 지대로 분류되었다(표 4-2-4). 이의 지대멸 분포와 작물별 순위는 그림 4-2-3 

과 같다. 과수가 가장 특화되고 맥류에서 특화를 보이는 제 1지대는 부산과 경북 

대구，성주률 제외한 경상도 전 지역에 분포하여 1970년도에 비해 지리적인 확산 

을 나타내고 있다. 米와 무·배추，소채류 및 과수류에 의해 주도되는 제 2지대는 

서울대도시 인접지역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둥 대도시와 그의 인접군에 분포하 

여 이 지대가 대도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형성된 농업지역임을 알 수 있 

다. 두류，잡곡，서류 동의 식량작물과 양념류，특용작물의 상품작물에 의해 주도되 

는 제 3지대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북부，강원도 남부와 충청남도 일부지역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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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농업지역의 군집과정 (1980) 

문짐간거리 
1349488.367 
1461773.299 
1580859. 143 
1722150.404 
1869784.624 
2056142.981 
2530474.512 
3103100.000 

앞겐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속척인 지역대률 이루며 나타난다. 豆類와 무·배추에 의해 륙화되는 제 4지대는 

경기도와 강원도 산간지역에 연숙되면서 분포한다. 1970년도에 이러한 성격율 지 

닌 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 산간지역에 분리되어 나타났먼 것과는 달리 이 지역 

이 경기도와 연숙되고 제3지대와도 어우러 진다는 것은 이 지역이 이미 서울 대 

도시의 영향율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성격이 급격하게 변하였음을 의미한다. 주로 

米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제5지대는 전북 펑야지역，충남 서천，부여 둥과 강원도 

해안지방의 고성，양양，명주 둥.2개의 분리된 지대로 분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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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1980년 농업지대 구분과 지대별 작물특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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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류와 서류에 의해 주도되는 제6지대는 광주 일대를 제외한 전라남도 일대지 

역과 경남 서부지역에 연속적으로 분포하여 전통적인 자급적 농업 지역임을 보여 

준다. 한면 제주도는 1960년대에 전라도 지역과 통일한 성격으로 나타났으나 

1970년 이후 갑률을 중심으로 한 과수농업의 확장으로 과수가 특화된 경상도와 

동일한 성격의 지역으로 분포한다. 

1980년도의 농업지대의 분포에서는 무 배추，소채류 둥의 상품작물에 의해 주도 

되는 제2지대의 변화가 매우 두드러진다. 1970년대에도 이와 유사한 농업지역이 

부산，대구에 형성되어 있으나 1980년도에는 서울을 포함한 6대 도시와 인접군에 

공통척으로 형성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변화는 특이할 만하다. 즉 이는 

1970년에 경기도，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2지대가 1980년에는 수도권 

지역에 전형적인 시장지향적 농업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기반이 성립하였 

음을 의미한다. 부산 일원의 상업적 농업의 약화는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졌음에 기인한다. 또한 제 1 ， 2지대 

에 과수 특화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1970년대에 축소되었던 경상도 중심외 과 

수농업이 시장성의 제고로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 우위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재배가 확대되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식량작물인 맥류와 서류에 의해 

특화되는 제6지대는 1960년대 이후 계속 감소되어 왔다. 제 6지대가 다른 지대에 

비해 대도시에의 접근도가 낮은 지역임을 볼 때，이의 축소는 교통망 발달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109-



3. 농업지대 변화의 요인분석 

앞 절에서는 산업화시대에 농업지대가 변화되는 과정이 도시력과 밀접한 관련 

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농업지역구조의 변화에서 지표로 이용된 

작물 재배면적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떻게 상이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산업화시대의 농업 지역구조 변화과정에 대 

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에 달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도시화의 영향이 전국토에 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 1970년 이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분석은 10년간 작 

물 재배 비율의 증가율과 이에 영향율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지역의 사회·경 

제적인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시도되었.다. 자 

료는 1980년의 통계단위지역을 기준으로 1970년의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두 연도 

의 통계 단위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이후 작물 재배면척의 증가율을 이용 

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지리적인 유형을 따악한 후에 ，작물군별 재배면적의 증가 

율을 종속변수 군으로 ，사회 경제적인 변화률 반영하는 변수들을 톡립변수군으로 

하여 두 변수 집단간의 상호관련성율 파악하였다. 

종속변수군은 각 107H 작물군의 재배면적 비율의 증가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 

었다. 

CROPi=(CROPi.80 - CROPi.70)1 CROPi.70 x 100.0 

CROPi.80 :1980년도 i 작물 재배면적비율 

CROPi.70 : 1970년도 i 작물 재배면척비율 

농가경영 형태의 변화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Ll 작물재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추출하여 각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치를 산출하였다. 변 

수로는 1970년도와 1980년도의 양년에 동시에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107H 변수 

를 택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선정된 변수 및 변수명은 다음과 같다. 

32) 작물의 특화를 농업외적인 변수로 설명을 시도한 연구는 서찬기，조남강，김기혁 
의 연구 둥이 있다. 徐贊基(1 974)는 각작물의 특화도를 종속변수로，지형，기후，거 
리，경영규모，영농형태，인구밀도，겸업，경지 분산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 
귀분석을 시도한바 있다. 趙南빼 (1989) 은 농경지에 관한 지표.농업인구에 관한 
지표， 농가에 관한 지표，토지이용에 관한 지표，농가경영에 관한 지표 퉁을 이용 
하여 인자분석 및 정준상관 분석을 시도하였다. 金훌藏(1 984 )은 시설면적을 농업 
노동력의 구조와 대도시와의 접근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뀌분석을 시도하였 
다. (徐贊基， 1974 ， “韓園 農業의 空間 모델에 관한 班究 地理學， 第 9號， pp.1-18
趙南빼， 1989 ， “忠南의 農業地城에 關한 空間構造分析 長安地理 5卷2

號. pp. 1 - 132. ; 金基麻， 1984 , “大都市에로의 接近性 變化가 農業A口構造에 미치 
는 影響 地理學輪裝， 11 號， pp.95-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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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ι T 

인구요인 l 농가구수의 증가율* 
농가인구수의 증가율 

농경지요인 답변척의 증가율 

전면척의 증가율 

노동력요인 ! 농가인구 중 장년충(20-39세) 비율의 증가율 

농가 경영주중 고졸이상 학력의 비율 증가율 

경영규모요인 농가당 답 경 영규모의 증가율 

농가당 田 경영규모의 증가율 

농기계요인 농가당 경운기 보유랫수의 증가율 

대도시 접곤도 대도시 접곤도**의 증가율 

7 변수명 
농가구 

농가인구 

답면적 

전면적 

장년충 

학력 

답규모 

전규모 

경운기 

접근도 

)~ ;증가율 계산치: (1 980년 변수값-1970년 변수값)/1970년 변수값 x 100. 。
**:대도시 접근도의 계산치= Si + Ci 
Si: 서울에로의 접근도 ( 서울 인구수 x 각 단위지역 인구수) / (시간거리 2 ) 
Ci: 최인접 대도시로의 접근도 (최인접 대도시 인구수 x각 단위지역 인구수) 
시시간거리 2) 

(1)재배작물 변화의 지역적 유형 

작물간 재배면적 비율의 증가율율 이용하여 155개 단위지역의 상이성을 바탕으 

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군집과정에서 표 4-3-1 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군집 

의 수는 149단계에서 150단계로 넘어갈때 거리 증가량의 변이점이 발생하였고 또 

한 151단계에서 152단계로 념어갈때도 증가량의 변이점이 발생하였다. 본 분석에 

표 4-3- 1. 농업지 역의 군집과정 :1970-1980년 증가율 

군집단계 군집간 거리 거리 증가량 군집수 

146 161951 1. 375000 10 
147 1699601.625000 80090.25 9 
148 1798733.625000 99132.00 8 
149 19102~t3. 750000 111550.13 7 
150 2024758.625000 114474.88 6 
151 2155524.250000 130765.63 5 
152 2415314.250000 259790.00 4 
153 2741512.500000 326198.25 3 
154 3103100.000000 361587.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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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불채배변화의 유형 

• 저11 지대 

톨훌 처J2Àl 때 

훌률쳐13지혜 

텔펴 저~ 5Àl 대 

다]J 쩌~6.~1 대 

屬觸체 7지대 

훌 

뼈 
흩 

훌훌 훌 

그립 4-3-1 재배 작물변화의 지리적 유형 분포 

서는 지대구분을 통한 지역구조의 파악이 목적이 아니고 지리적인 차이성율 파악 
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지역을 가능한 한 세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49단계에서 구분하여 7개지역이 도출되었다. 
지대의 지리적인 분포는 그립 4-3-} 과 같으며 각 지대의 경영적인 특성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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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4-3-3 , 그림 4-3-2와 같다. 

제 1지대;경기도 서울 인천，고양，파주，광주에 연숙적으로 경기도，수원，명택，철 

원 지역과 경북 영풍，전북 익산에 독립척으로 분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米는 증가율 (36.4%) 이 높은 반면 맥류 (-86.4%) . 잡곡류 (-83.7%) . 두류 (-45. 1%) , 서 

류 (-53.0%)의 감소가 높으며 원예작물의 증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대도시 

의 접근성은 가장 높으며 (518.7%) 전면적의 증가율 (-37.6%)과 전규모의 

(-30.0%)증가율도 매우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에 인접해 나타나는 이들 지 

역에서는 도시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田을 위주로 한 농경지 잠식이 활 

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임율 의미한다. 

제 2지대; 부산 일원의 김해와 양산，울주，월성，대구에 인접한 달성，고령，경북 

의성，안동，문경지역과 충남 당진，충북 진천 강원도의 양양，명주지역에 분포한다. 

과수의 증가(147.5%) 가 두드러지며 또한 서류의 증가(8.9%) 가 륙징척이다. 잡목 

류 및 맥류의 감소(-67.4% ， -37.6%) 가 현저하다. 제 1지대에 비해 전면척의 감소는 

적으나(-3.6%) 농가인구의 증가율(-25.2%) 이 가장 낮다. 대도시에의 접근성 

(1 60.5%)은 전체 명균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이들 지역 중 부산과 대구의 

주변지역은 서울 대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며 과수류가 륙화된 지역이다. 

제3지대; 제 1지대의 주변지역 중 경기도 강화，김포，연천，포천，가명，남양주，양 

명과 강원도의 원성，충북의 충주，제천 일대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경북 울진， 

표 4-3-2. 지역별 작물재배면척의 증가율(1970-1980) (단위 ;%) 

지대 미 맥류 -I「=TEr걷 서류 잡콕류 무· 배추 소채류 양념류 특용류 과수류 

19.2 -45.2 -22.3 -22.5 ~~ 53.9 155.8 124.2 5l. 1 155.6 
36.4 -86. 1 -45.1 -53.0 -83.7 -6.5 -6. 1 42.3 15.2 40.9 
19.8 -37.6 -32.8 8.9 -67.4 43.5 34.4 81. 6 32.9 147.7 
27.4 -74. 1 -33. 1 -36. 1 -73.9 20.2 156.4 155.2 91. 2 155.9 
12.2 -39.2 -35.9 -35. 1 -85.0 55.1 23 1. 6 108.3 39.2 53. 7 
36.3 -72. 1 -39.0 -5.0 -54.9 106. 1 68.0 166.4 57.8 233.3 
14.5 -15.9 5.9 -25. 7 -40.0 50.0 108.0 98.3 95.0 253. 7 
-3.9 -18.3 15.0 - 9.9 -82.9 84. 7 467.4 225.6 -5.4 177.7 

표 4-3-3. 지역별 농업경영 특성의 증가율(1970-1980) (단위 ; ,,) 

지대 답변척 천면적 농가인구 농가구 장년충 학력 답규모 전규모 경운기 접근도 

11. 5 -13.4 -19.6 7.0 - 4.6 75.8 15.3 -5.3 4164.6 213.7 
-6.9 -37.6 -23.0 -13.2 -18.4 -9 1. 1 6.2 -30.2 2074.3 518.7 
-3.6 -15.8 -25.2 -12.9 3.5 76.5 10.8 -2.4 3610.6 160.5 

1. 4 -2 1. 3 -22.2 -1 l. 0 10. 1 84.5 14. 1 -1 1. 1 355 1. 8 193.6 
0.5 -15.7 -25.8 -14.0 6.5 71. 8 16.8 -l. 9 3505.0 212.8 
5.3 -24.8 -28.3 -18.4 3.4 87.0 29.7 -7.9 7343.8 16 1. 1 

58.0 9.8 1. 5 20. 1 -0.3 64.8 12.2 -1. 3 3826.2 204.2 
-0.5 -4. 7 -22.3 -1 1. 8 -4.6 66.3 12.7 7.8 4769.8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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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농업지역별 작물 및 경영지표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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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에 톡립적으로 분포한다. 이들 지대는 잡곡류의 감소(-73.9%) 가 두드러 

지며 또한 맥류의 감소(-74.1%)도 두드러지나 가장 륙이한 것은 소채류와 양넘류 

(155.2%) 및 과수류(155.9%)의 높은 증가율이다. 농가경영 변화의 특징은 다른 

지대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장년층의 비율이 10. 1"로 제 1지대 다읍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전규모의 증가율도 -1 1. 3%로 제 1 Äl 대 다읍으로 감소율 

이 높다. 

제4지대 33개 단위지역으로 지역의 분포는 경기도 화성，용인，이천，충남 아산， 

서산，홍성，보령，전북의 김제，욱구，익산，부안，정읍，전남의 장성，영광，광산 동의 

서해안 명야지대에 길게 연속척으로 분포하며 경북 군위，영천，경산，청도，밀양 및 

강원도 고성에 분포한다. 작물 변화의 특정은 소채작물이 23 1. 6%로 가장 높은 증 

가율율 나타내는 반면 잡곡류의 증가율은 -85.0%로 감소가 가장 높다. 경 영 적 륙 

성의 변화에서는 답변척 증가율은 0.5%로 매우 적으며 농가인구 감소율，전면적 

감소율，농가인구 감소율은 전국의 명균율 상회하고 있다. 전규모의 감소율은 전 

국 명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장년층의 증가율은 전국 명균보다 높다. 

제5지대 23개지역으로강원도 양구，인제，화천，춘성，홍천，횡성，명창，정선，영월， 

단양，경북 봉화에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경북 영일.전북의 무주，진안，장수，거창， 

경북의 금릉지역에 분포하여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동 산간지역과 연계된 분포를 

보인다. 재배작물 변화의 특정은 미작의 증가(36.3%) 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맥류 

(-72. 1%) 와 두류 (-39.0%) 의 감소가 현저하나 서류의 감소는 매우 미약하게 나타 

난다. 이들 작물의 감소와는 달러 무·배추류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져(106. 1%) ，다 

른 지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또한 양념류 및 과수류의 증가가 현저하다. 

경영적인 특성의 변화는 답변척의 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낮으며 (5.31%) ，전면적， 

농가구，농가인구는 전국의 그것에 비해 감소폭이 매우 크다. 고학령충과 답규모 

는 전국보다 크나 전규모는 그보다 감소폭이 크다. 전국에서 경운기의 증가율 

(7343.8%) 이 가장 높은 지역이나 접근도의 증가폭은 비교적 낮다. 

제6지대 317fl 지역으로합천，의령， 창녕， 합안， 진양，사천， 창원 동의 경남 서부지 

역과 전남 구례，승주，광양，보성，여천 동 전남 내륙지역에 연속척으로 분포하며 

전남 순창，충남 청양，공주，충북 옥천，금산，강원도 삼척에 독립적으로 분포한다. 

재배작물 변화의 특정은 맥류의 감소(-15.9%) 가 가장 낮은 지대로，두류의 재배 

면척의 비율(5.9%)은 오히 려 증가한다. 잡곡류의 감소 비율 또한 낮다. 특용작물 

의 증가율(944.9%) 이 가장 두드러지며 과수의 증가율(253.7%)은 각 지대 중 가장 

높다. 경영특성의 변화를 보면 답변적 증가율(58.0%)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나며 전면적，농가인구，농가구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장년층은 오히려 감소하며 

고학력층의 증가율도(64.8%) 전국에서 가장 낮다. 가구당 답규모의 증가율 

(1 2.2%)은 전국에 비해 낮으며 또한 전규모의 증가율은 높다. 

제7지대 187ß 단위지역으로 제주도 일대지역과 전남 무안，함명，영압，해남，강 

-115-



진，진도，고흥 동의 해안지역에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경북의 상주，칠독，청송，영덕 

에 톡립적으로 분포한다. 미의 감소가(-3.9%> 두드러지며 맥류의 감소는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두류의 재배면적은 오히려 증가한다. 서류의 중가율(-9.9%>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반면에 무· 배추의 증가율과(84.7%) 소채류의 증가 

(467.4%> 가 매우 두드러지며 양념류의 증가도 매우 높으나 륙용작물은 오히려 감 

소한다. 과수류의 증가율(I 77. 7">도 전국에 비해 놓다. 경영륙성의 변화는 답면 

적은 오히려 감소하며 천면척의 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높다. 장년충의 비율은 오 

히려 감소하여 전국의비율과 비슷하다. 천규모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반면에 접근도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전국 각 농업지역의 작물별 재배비율의 변화률 통한 지역적 유형 

율 추출하고 각 지역툴의 경영특성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식량작물의 감소와 시 

장지향적인 작물의 증가는 전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 

리적인 차별성을 보이며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작물별 증가율의 차이를 지 

역별로 보면 미작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율 보이는 지역은 제4지대，제6지 

대，제 7지대로 나타난다. 제4지대의 경우 남한에서의 전통적인 미작 명야지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은 1970년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지역이 답으로 충 

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남부지역에 분포하는 제6 ， 7지대에서 맥류의 증가율이 전국 

에서 가장 낮은 것은 이들 지역이 맥류 측 이모작과 결합되면서 계속적으로 식량 

작물의 생산이 우세한 농업형태를 지넘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식량작물 중 두류 

(5.9% ， 5.2%> 에서도 유일하게 이 두 지대에서만 증가하는 것이 이를 윗받침 한다. 

한면 서류의 경우 남부에 위치한 제2지대에서 넓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구마의 재 

배조건에 적합한 기후조건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무· 배추류와 소채류의 경우 

전국에 걸쳐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데 비해 제 1지대에서 유일하게 감소 추세를 보 

인다. 이는 이툴 지역에서 맥류 둥의 식량작물의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동 

시에 전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율 감안할 때 서울 대도시의 직접적인 영향 

으로 인한 도시적인 토지이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을 시사한다. 

무·배추류의 경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소백산맥 일대의 산간지 

역에 연계되어 분포하는 제5지대로서 이는 1970년대의 고냉지채소 재배의 중가에 

기인한다. 소채류의 증가가 가장 높은 지대는 제 4지대로 미작 명야지대와 결합 

되어 나타나며 제7지대와도 결합되어 나타난다. 한편 원예류의 증가율이 시설재 

배가 뚜렷이 나타났던 제2지대에서 낮게 나타나는 것은 1970년에 이미 높은 비율 

로서 재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양념류는 제5지대와 제3지대 및 제7지 

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용작물은 남부지역인 제6지대에서 높고，과수류는 제 

5 ， 6 ， 7지대 둥 주로 납부지역에 분포하는 지대에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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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배작물 변화와 농가경영변화의 정준상관관계분석 

본 항에서는 작물재배의 변화에서 농가경영 특성의 변화가 작물간에 어떻게 상 

이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준상관관계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찌. 1497ß 단위 

지역의때 독립변수군과 종속변수군의 집단내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4-3-4와 같 

다. 

표 4-3-4 종축·톡립변수의 집단내 변수간 상관관계 행렬 

미 맥류 -I「=TET프 서류 잡곡 무·배추 소채 양념 륙용 과수 

농농황장휠규가가협첩인구 
** §:-::; 366** . 133 -.O54 .317**-.254**-.214* -.O69 -.O87 -.O22 

.979**ilill펀치젠폐 . 540~()~ .080 .110 .104 .185 -.102 .064 .043 

.997*"" . 980>.'<*沙폐꽉꽉치 .098 .244** .068 .223* .064 .136 .207* 

. 997)~)~ . 982~o~ . 999':(~(mi쉰:沙쉰헤 217':( .258':0::.066 .23 1':( .025 .109 
고 1충 력-충 .033 -.011 .037 .042 침쉰침!치，핏 .017 -.134 .092 .287** .212* 

-.264**-.301**-.249* -.256** .279**치꽉:핀:쉰 .118 .342':0:(.170 .319':0:: 

정탑전첩규운 모모기 
.390** .332** .343** .334**-.242* -.063 찌치침:찌 

-.074 .099 -.085 -.081 -.194* -.204* -.085 침꽉침§헤沙 .320):0:C .295):0:: 
-.077 -.088 -.094 -.095 -.178 .232* .303* .002 젠펙펙첸치 . 241)~ 

곤도 .257** .204* .267** .260** .450** .072 -.139 -.228* -.264**꽉치 

답변척 전면적 농가인구 농가구 장년충 학력 답규모 전규모 경운기 접근도 

**: Significant at 99% level *: significant at 95% level 

종속변수군에서 미작의 경우 잡곡과 正의 상관관계 (0.317)를 보이나 맥류，무· 

배추류， 소채류와는 각각 -0.366 .. -0.254. -0.214로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맥 

류는 두류와 正의 상관관계를(0.54이， 두류는 잡곡과 소채류와 표의 상관관계를 

(0.244 ， 0.223) ，서류는 잡곡，소채，양념류와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소채류는 

양념류와 IE의 상관관계를 (0.25) ，양념류는 특용 빛 과수류와，륙용작물은 과수 

류와 正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톡립변수군에서는 전면적의 증가율은 답변적의 변화와 높은 IE의 상관관계 

(0.98) ，농가인구는 답변적，전면적과，농가구는 탑·전면적과 농가인구수 퉁이 0.95 

이상의 높은 지수를 나타내어 이들 4개의 변수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 고학력충은 농가인구，농가구와 負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장년충과는 

33) 이 상관 관계 분석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요인접수를 변수로 이용하는 
방법이 자주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이들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요인접수를 구하지 않고 직접 
분석에 이용하였다. 
34)정준상관관계분석에서는 도시 접근성의 변수로 인하여 육로로만 접근이 불가능 
한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3개 시군，경기도의 옹진군， 
전남의 신안군，경북의 울릉군 동·의 6개 단위지역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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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립 변수군과 종속변수군간의 변수별 상관관계 표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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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ificant at 95% level 

표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답규모는 답변척，전면적，농가인구，농가구와는 正의 

상관관계를 ，장년충과는 負의 상관관계률 나타내고 있다. 경운기의 수용증가율은 

장년층의 변화와 답규모와는 正의 상관관계를 ，대도시로의 접근도는 답변적，전 

면적，농가인구，농가구，장년층의 변화와는 正의 상관관계를，전규모는 경운기 수 

용율의 증가율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종속변수군과 독립변수군의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4-3-5와 같다. 미작의 증가 

율은 답변척 , 전면적 , 농가인구， 농가구수 , 장년충 및 가구당 답규모의 증가율과 正

의 상관관계률 , 가구당 전규모의 증가율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맥류의 

경우 장년층의 비율과 고학력층의 증가율과 대도시로의 접근도의 증가율과는 負

의 상관관계를 , 가구당 전규모의 증가율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두류는 

답면적，전면척，농가구수 및 가구당 전규모의 증가율과는 正의 상관관계를，장년충 

비율과 고학력충의 비율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류의 경우 전규 

모， 경운기와는 正의 상관관계를 대도시 접근도의 증가율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 잡독류는 답변적，전면적，농가인구，농가구수，답규모와는 正의 상관관계를 

, 고학력충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무· 배추류의 증가율은 장년충 증가율과 

는 負의 상관관계를，답·전규모의 증가율과，경운기 수용율의 증가율과는 표의 상 

관관계률 나타낸다. 소채작물의 증가율은 장년층과는 負의 상관관계를 , 대도시 

접근도와는 正의 상관관계을 보인다. 양념류는 농가당 답규모와 경운기 수용율의 

증가율과는 正의 상관관계를， 대도시 접근도와는 負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륙용작 

불과 과수류는 장년충의 비율과 대도시 접근도와는 負의 상관관계를，경운기와는 

正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상과 같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정준 상관분석을 행하는데 있 

어서 변수간 상관관계가 0.95이상을 보여 높은 공선성 (multicollinearity) 이 인 

정되는 답변적，전면적，농가인구，농가구의 변수가 동시에 분석이 될 경우 공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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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도 분석 정준 상관관계의 표 4-3-6. 

SIG. D. F. CHI-SQUARE WILKS 
LAM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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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숙 유지되어 변수간 독립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들 변수 중 상 

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농가인구률 택하여 이들 변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3-6과 같다. 정준 벡타수 5개에서 유의수준 O. 19의 

한계치를 보여 95%의 신뢰수준에서 5개의 벡터가 선정되었다. 

5개의 벡타내에서 변수간 관련성은 표 4-3-7과 같다. 각 벡터에서 변수의 추 

출은 변수들과 각 정준벡터와의 상관계수 중 두번째까지 높은 것을 추출하였다 

(표에서의 밑줄). 제 1 정준벡터에서 독립변수군에서는 농가인구 증가율이 추출되 

표 4-3-7. 농작물변수군과 농업경영변수군과의 정준 상관관계 

COEFFICIENTS FOR CANONICAL VARIABLES OF THE FIRST SET 
CANVAR 1 CANVAR 2 CANVAR 3 CANVAR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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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VAR 

-.59372 
-.28622 

.27696 

.28369 

.26175 
-. 75367 
-.00264 
-.38598 
-.14411 
.54968 

. 83213 

.58501 
-.06846 
.00580 

-.48768 
-. 48180 

.24533 

.32229 

. 12889 

.47511 

.07958 

. 27174 

. 12351 
-.55785 
-.11044 
-.18892 
-. 11738 
-.22343 
-.01321 
-.41829 

-.05710 
객객띤 
. 27333 

-.01194 
.21289 
.30530 
. 13405 

-.06573 
. 15468 

-.14706 

.27598 
-.14073 

.01367 
-.12643 
- 91459 
.00547 
. 03134 
.05727 

-.16668 
-.25845 

COEFFICIENTS FOR CANONICAL VARIABLES OF THE SECOND SET 
CANVAR 1 CANVAR 2 CANVAR 3 CANVAR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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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VAR 

. 79564 
-.17868 
.47476 

-1.02086 
. 11545 
. 13641 

-.19534 

. 19032 
-.38336 

. 18298 
-.07135 
-.75175 
-.25542 
--Ll괴용융 

-. 11893 
. 17033 

-.46397 
-.22298 
-.37297 
-.60041 

. 11024 

.26548 
-.49515 
-.50998 
-.13476 

. 33818 

.00507 
-.05735 

.76818 

.25566 
-.12078 
. 21641 

-.21901 
.20350 
.0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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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종속변수군에서는 잡곡류의 증가율이 추출되었으며 두 변수는 正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고 있다. 제2정준벡터에서는 장년충와 고학력충의 증가율 둥 농업노 

동력의 구조가 종숙변수군에서 맥류와 두류 및 륙용작물과 負의 상관관계률 보이 

고 있다. 

제3정준벡터에서는 농가당 답규모와 전규모의 증가율 둥의 경영규모 요인이 서 

류와 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제4정준벡터에서는 장년충와 농가당 천규 

모의 변화，경운기의 수용 증가율，대도시 접근도 증가율이 추출되었고 이와 동일 

한 벡터에 미작과 맥류，소채류，양념류의 증가율이 負의 상관관계률，서류，잡곡이 

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제5정준벡터에서는 톡힘변수군 중 농가인구의 증 

가율，고학력층이 추출되어 正의 상관관계를，미작과 무·배추류가 負의 상관관계 

를，두류와 서류가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5개의 정준벡타에서 추출되는 변수들과의 관련율 종합하여 볼 때 가 

장 설명력이 높은 제 1벡터에 농가인구와 잡콕의 변수가 부하된다는 것은 농가인 

구수의 변화가 작물재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식량작물의 감 

소로 대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벡타에서 장년충과 고학력충 동의 농업노동 

력의 구조가 맥류，두류와 負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농업노동력의 질이 좋 

아질수록 식량작물 재배의 감소가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도시 접근 

도가 가장 높은 부하치를 보이는 제4벡터의 경우 미작과 맥류，무·배추류，양념류 

가 부하되는데 이는 작물간 경쟁력의 변화는 대도시 접근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답규모로 대표되는 제5벡타의 경우 가장 설명력이 낮으면 

서 미작과 상호관련성율 보이며 무·배추，양염류와 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과수와 負의 상관관계률 보인다는 것은 미작으로부터 과수재배로의 전환이 어려 

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앞에서 나타난 작물 재배변화의 지리적인 유 

형에서 보듯이 과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이 대부분 남부지역에 특화되었 

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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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지대의 변화;종합. 

3장과 4장에서는 조선，일제，도시 산업화시대에서 나타나는 농업의 지역적인 전 

개과정율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지대의 변화과정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률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농업의 지역척인 전개는 농경지의 확대와 수전을 바탕으로하는 토지 

생산성의 제고률 주축으로 하여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기에 수전은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후기에 들면서 종래의 자연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경 

상도와 전라도의 산룩지역을 충전시킨 후에 경기도 및 충청도 내륙지역으로 확산 

되었다. 이러한 수전의 전개와 함께 이앙법이 결합되었는데，이 농법은 경상도률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모작의 곤간이 되는 이앙법의 전개는 이모작과 

함께 농업 경영형태의 지역간 차이를 유발하는 근거가 되어 경상도 지역은 자영 

농적인 성격율， 농경지의 확대에 유러한 전라도 지역은 지주적인 성격을 심화시 

켰다. 이러한 토지생산성의 변화와 농업경영의 안정 여부는 소작료의 결정방법에 

서도 지역간 차이를 유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의 전개를 바탕으로 조선전기의 농업지대는 4개의 유형지역으로 

나타나 경상도， 전라도， 중부， 북부농업지대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지역화를 주도 

하는 작물은 米， 藥， 五顆이었다. 조선후기의 농업지대도 4개의 유형지역이 나타 

나 전기와 동일하나， 지대의 분포에서 유형지역들이 배타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지리적인 혼재성이 나타남이 전기와는 다르다. 이는 벼재배의 보편성과 함께 농 

업기술의 변화와 그것의 지역간 전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시대의 농업에서는 초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의 형태변화와 

토지개량사업으로 토지생산성이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이에 따라 수전과 

이모작의 지리적인 확장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일제초기 농업지대의 특정은 경기 

도， 충청도， 전라도 북부， 경상도 납부가 지리적인 연속성을 보이면서 동질적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米· 豪類와 繼維作物이 지 역 화에 주도척 인 작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선후기 수전의 이용에 있어서 米+맥작의 이모작이 구체화되 

면서， 이 농법이 농업 경영형태의 지역적인 분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섬유작물이 지역분화를 주도 

하였다는 것은 조선후기의 농업경영에서도 시장지향적인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니 

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제중기의 농업지대는 미작이 확대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구조와 함께 일본 지향적인 지역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미작 특화지역 

의 분포가 부산， 군산， 인천 둥 주요 항구의 배후지에 형성되어 있었으며，이 지 

역에는 일제중기는 미작이，이의 잔존형태로 나타난 1960년대의 농업지대에는 과 

수와 소채가 특화되어 있었다. 이는 일제시대 한반도 농업지역의 성격이 일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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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한 지역으로 작용하는，단순히 식량작물의 수탈의 대상지가 아닌 일본시장에 

편입되어 지역구조가 재연되었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후 남한의 농업지역은 농경지，농가경영의 지역적인 전개과정율 

통해 보았을 때 도시 공업화에 수반된 국토공간체계의 변화와 깊은 연계관계를 

맺으며 변화하고 있었다.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로 인한 경지잠식과 산지개간이나 

간척을 통한 경지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전자의 현상이 더욱 활발하여 전 

체 농경지는 감소되고 있었다. 경지의 감소는 도시화로 인한 시가지의 확대 및 

공장의 이천 동에 의한 결과이며， 산간지대에서의 경지개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 

는 면적의 감소는 이 지역에서 농업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가구당 경영규모가 

농경지의 자연척인 조건에 의해 지리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산업화시대에도 나 

타나고 있었으나， 이 외에 인구유출， 도시화 및 군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경영 

규모의 지리적인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작의 분포는 발생 원인의 지리적인 차 

이로 인하여 산간지역， 대도시 주변 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 

다. 인구유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영농 위주의 농업경영하에서 농업기계화가 

1980년대까지는 농업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대도시 주변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수용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농업형태와 관련성을 지니 

며 지역간에 분화를 보이며 수용， 분포되고 있다. 이는 농가 경영규모의 변화에 

의하여 농기계가 자생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업 지역구조는 도시공업화에 수반된 국토공간체계의 변화와 깊은 연계관계를 

맺으며 변화하였음이 10년 간격으로 설정된 지대의 변화를 통해 확인되었다. 즉 

자급적인 농업율 바탕으로，기후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고，일제시대의 지역구 

조가 부분척으로 남아 있었던 1960년도의 농업지 대는 1970년에 이르러 부산， 대 

구 동의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이률의 영향을 받는 농업지대로 변화되었다. 수도 

권 지역은 구혜척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으나，그의 배후지인 경기도와 충청도 지 

역의 성격이 다른 대도시 주변에서 나타나는 농업성격과 유사하였다. 1980년은 

이들 변화의 결과로서 대도시 주변지역에 공통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지대가 형 

성이 되었고，특히 수도권 지역은 지리적인 법위가 매우 광대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1960년대 이후의 농업지대 변화는 도시화가 대도시 주변의 농업지역 

에만 변화를 유발하는 국지적인 영향이 아니라，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종래 식량작물만을 주로 재배하던 태백산간지역은 고냉지채소 재배 

둥을 통해 시장 지향적인 성격을 표출시켰으며，충청도 일대의 내륙지역은 마늘， 

고추 동의 양념류와 특용작물을 특화시키면서 이에 반웅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에 이모작을 바탕으로 농업지대 중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경상도 지역은 일제시 

대를 거쳐 타작물에 비해 저장과 유통이 유러한 과수를 특화시킴으로써 상업화에 

대웅하였고，전라도 북부지역은 미작농업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반영하여 주곡작물 

인 미작을 특화시키면서 도시화에 적응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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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불과 농업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농가인 

구수의 유출은 농업노동력의 감소를 유발하면서 잡곡류 동의 식량작물 재배 감소 

률 유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력의 양적인 감소 추세하에서도，노동 

력의 질이 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젊을수록，학력이 높을수록 상 

대적으로 상업적 작물의 재배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간 경쟁력의 

변화는 대도시 접근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지역구조는 시대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 

하여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화시대에 전개되는 농업지대의 변화 

를 볼 때 농업지역의 변화가 내부로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기 보다는 도 

시화에 따른 인구유출과 교통망의 발달로 도시와의 접근성 제고 동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장지향적인 농업은 도 

시 주변지역과 같은 도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에만 분포하는 

지리적인 제한성율 지니고 있었다. 기추적인 요인과 함께 대도시 접근성이 불러 

한 전라남도 지역에 시설농업 이외에는 상업적인 농업이 륙화되지 못하는 지역으 

로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는 1960년 이후의 농업지역이 도시라는 외부 

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되어 서울 대도시를 축으로 하는 대도시의 영향력과 각 지 

역의 지형，기후 동의 자연지리적인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분화가 진행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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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s장. 농업 ~1 역의 분화과정 ;촌락 사례연구 

3장과 4장에서는 한국 농업지대의 변화률 파악하였고 도시화에 기인펀 여러 변 

수들의 변화가 산업화시대의 농업 지역분화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그러 

나 앞에서의 연구는 총체적인 연구로서의 한계점율 지녀， 농업지역의 성격이 형 

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분화 과정의 파악 

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농업지역이 농민의 정주공간보다는 단순히 도시와 대비되 

는 경제공간으로만 간주되어 설명되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주체인 농민의 행 

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11 따라서 본 장에서는 농민의 정주공간인 

촌락에서의 미시적인 연구률 통하여 농업지역 성격의 형성 및 도시화에 의한 농 

업의 변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의 선정에서는2) 농업성격이 뚜렷하게 상이한 지역을 추출하기 위해， 

지대구분을 시도하여 미작 명야지대， 산간전작지대， 도시근교 농업지대에서 각 

지역의 성격율 잘 반영한다고 3-47" 의 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사례지역은 

전북 부안군 백산면 하청， 대수리 (미작명야지대 : 이하 백산지역)，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간전작지대 : 이하 춘양지역) . 부산시 강서구 대저 1동 (대도시 

근교농업지대 : 이하 대저지역)이다. 

1절에서는 사례 촌락의 지리척인 특성과 농업의 변화과정을.2절에서는 촌락내 

의 3) 농경지 분포와 형태 및 村과의 결합형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入植과 농경지의 

조성과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3절에서는 농경지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둥 

의 소유와 경영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이의 지리적인 차이성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도시화의 관련성율 확인하고자 하였다. 4절은， 작물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지리적인 차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사례지역에서 

필지별 재배작물과 농경 필지의 소유관계， 점유자의 경영규모와 농민의 개인적인 

특성， 농기계 보유여부， 농업 노동력 퉁 경영형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1)Lewis , G, J. , 1979 , Rural Communities-Problems in Modern Geography. David 
and Charles , p.93. 
2)사례지역의 선정과정은 1 장의 연구방법을 참조할 것. 
3)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인 범위에 따라 가옥，촌，촌락 용어를 분리펀 개넘으로 사 
용하고자 하였다. 가옥은 주거의 최저단위，촌은 가옥의 집합장소로，촌락은 농경 
지를 포함한 범위로 연구개념을 설정하였다. 

-124-



1.사례지역의 지리척 특성과 농업의 변화 

(1) 地理的 特性

1) 명야미작 지역 : 白山地城

白山面은 부안읍에서 6km 동쭉에， 정주시로부터 20km 북쭉에 위치하며， 두 도 

시로부터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부안군내에서는 비교적 富面으로 남쪽과 북쪽으 

로 東律川과 古훌川이 흐른다. 朝解末 古훌郵 巨麻面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技

安都에 면입되었다. 연구지역은 面 소재지로부터 길이 6km의 비포장도로로 연결 

되어 있으며， 넓은 구릉성 산지를 배후로하여 동쪽으로 넓은 빼積平野가 형성되 

어 있는 전형척인 미작 명야지대이다(그립 5-1-1). 행정리로는 하청리와 대수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연촌으로 하청， 대수， 수성， 신흥， 남월리로 되어있다. 마을 

중 하청， 대수리가 가장 일찍 성립되었으며 4)，특히 하청리는 조선초기 밀양 朴씨 

와 의령 鄭써가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 그후 하청리는 시산 景씨의 동족촌 

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은 17가구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마을내에서 가구수가 

가장 많다. 농협창고 동 농업 중심 기능은 대수리에 위치하며 신흥리와 남월리는 

명야지역 가운데 위치한 비교적 늦게 발생한 촌이다. 

농가구는 하청러 38가구(총호수 42가구) , 대수리 38가구(총호수 53가구)로， 농 

가율은 각각 90.5% , 71. 7%이다. 수성， 신흥리는 각각 32가구로 농가율은 100%이 

그림 5-1- 1. 연구지 역 ( 백산) 

(출처 :1:50 ， 000지 형도) 

4)부안군， 1982 ， 변산의 얼， p.569. 

男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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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1-2. 백산지 역 농가 인구구조 

(자료:현지조사) 



다. 농가의 연령， 학력멸 인구구조는 그림 5-1-2와 같다. 전국에 비해 0-9세， 

20-24세， 35-39세의 연령층에서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에 15-19세，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높게 나타나 연령구조상 노령화 현상을 나타낸다. 학력별 분포 

에서 국졸이하의 인구는 50세 이상에서 높고， 그 이상의 경우 35세 이상의 연령 

층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중졸 이상의 인구는 20세 이상에서 남성이 높 

고， 특히 20-24세의 남성은 전부 고졸이상이다. 이와 같은 분포는 학력이 낮은 

노년층이 2세률율 부양하는데 있어 교육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한다. 

아직 경지정리사업이 되지 않아 홍수가 나면 대부분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받는다. 짧의 경우 절대농지가 98%，상대농지가 2%이며， 田의 경우는 각각 80% , 

20%를 차지 한다. 농작물은 주로 미 작을 하며 , 田作勳은 녹두， 콩 동의 두류와 고 

추， 딸기， 수박 둥이 부분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이 

모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은 대수리의 국민학교， 명촌의 백산 중· 고둥학교를 다니고 있다. 외지에 

서 고동학교률 다니는 경우 군산， 전주， 김제지역으로， 통학이나 하숙을 하고 있 

다. 대학생의 경우 주로 군산， 이리， 전주에 나가서 다니며 대학생수는 하청리 4 

명， . 대수리 5명， 신흥리 10명， 수성리 6명이다. 일상용품 구입은 부안장(4 ， 9 일) 

과 정읍장 (2 ， 7일)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전기 보급은 100% , 식수는 개인별 수도 

를 설치하여 이용한다.마을내의 도로는 비포장 상태이다. 

2) 산간 전작지역 : 춘양지역 

춘양면 소재지(봉화읍에서 동쭉으로 20km)로부터 북서쪽으로 12km에 위치하여， 

面 소재지와 비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읍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30분이 

소요된다. 행정리로는 서벽리로 되어 있으며 자연촌으로 골마( 1 리) , 서벽 (2 리) , 

상장암(4 리) , 새마을(3 리) 둥 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1-3). 가구수 

는 1 리는 88호(인구수 340명)， 2 리는 180호로 그 중 100호가 집촌을 이루며(인구 

수 400명) 80호는 산재하여 분포한다. 4 리(상장암과 소라리)는 80호로 구성되어 

있다(인구수 428명). 농가의 연령， 학력별 인구구조는 그립 5-1-4와 같다. 인구 

구성은 답작지역인 백산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50세이상에서 국졸이하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한다. 15-19세의 경우 전부 

중졸과 고졸을 차지하여 이의 교육비 부담은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부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0-9세의 인구구성비가 낮은 것은 25-40세의 인구 구성비 

가 낮음에 기인한다. 

인접한 道心里에 조선시대에 購이 설치되어 있어， 서벽리는 고직령과 도력현을 

거쳐 황지와 삼척 및 영월군 상동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었다. 서벽리의 자연 

촌 중 골말은 가장 오래된 마을로 孫씨가 主姓을 이루며 살아 왔으나 후에 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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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연구지 역 (춘양) 

(출처 :1:50 ， 000지 형도) 

男

(X> 

女

口 大격E 
딩 高Z휴 

띈中후 
睡 國칙E 
l 無學
--全國

(X> 

그림 5-1-4 춘양지역 농가 인구구조 

(자료:현지조사) 

李民가 主姓율 이루게 되었다51 농경지는 대부분이 절대농지로(논100% ， 전 95%) 

마을 주위의 田만이 상대농지이다. 

농작물은 사과가 특화를 이루고 있으며，이외에 원예류로는 고추류와 무·배추류 

를 생산한다. 이들 농산물은 상인들이 와서 사가거나 직접 내다따는 경우도 있 

다. 주민들의 일상용품 구입은 대부분 춘양장 (4 ， 9 일)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 

외에 영주장 (5 ， 10일)을 이용한다. 면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2 리에 우체국과 

지서가 있다. 학생들은 서벽국민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춘양 

및 영주와 안동에， 대학교는 대구와 서울에 다닌다. 외지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 리 3명， 2리 15명 4리 7명이다. 전기는 100% 보급되어 있으며 전화는 1 

리 65대， 2 리 90대， 4 리 41대가 있다. 상수도는 간이수도 빛 펌프률 이용하고 있 

다. 북쪽에 위치한 금정광산에 취업인구가 과거에 많았으나， 지금은 폐광되어 거 

의 없다. 

3) 대도시 근교농업지역 : 대저지역 

조선시대에는 양산군에， 일제시대에는 김해군 대저읍에 속했으나 1978년 부산 

시에 편입되어 행정적으로는 부산시 강서구 대저 l동에 속한다. 행정구역상 도시 

에 속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전행적인 도시 근교농촌의 경관을 지니고 

있다. 자연촌은 사덕리， 출두리， 명강리 동으로 나뷔어져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통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럽 5-1-5 L 농지의 대부분은 답이다. 田은 마을주변이 
나 도로변에 위치한 것들만 상대농지로 지정되어 있다. 田作勳은 비닐하우스가 

5)우리 고장의 전통， 봉화군， 1983 ,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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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연구지역(대저) 

(출처 :1:50 ， 000지 형도) 

설치된 짧이나 하천부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농산물 중 쌀은 부산에 직접 내다 

팔며 채소류는 대부분 원예조합이나 농협을 통해 출하하고 20%정도만이 개인이 

시판하고 있다. 농경지는 1916년 대저수리조합의 건설 이후 1940년에 경지정리가 

되었다. 

농가구수에서 2통의 경우 170호 중 전업농가가 42가구， 3홍은 180호 중 38가구， 

22 ， 35통(명강 상리)은 3457t구 중 36가구， 23통(명강 대리)은 1227t구 중 35가 

구가 있다. 이처럼 전업농가가 척은 것은 이 지역이 부산시 북구와 구포대교로 

연결되어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률과 북구의 사하공단에 취업하는 주민들이 

혼재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구의 학력별， 연령별 인구구조는 그립 

5-1-6과 같다. 일반 농촌에 비해 생산연령층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30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는 전국보다 높다. 학력 구성에서 50세 이상은 국졸이 눔으나 중졸 

이상도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40세 이하에서 국졸 이하가 매우 낮으며， 특히 20 

세 -29세 연령층에서는 대부분 중졸 이상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는 이 지역이 

농업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상에 있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상업지구는 신장로 주변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이외에 부산시내의 상설 

시장과 인근의 정기시장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 곳에는 정기시로 대 

저장(1， 6일) , 덕두장(4 ， 9 일)이 부산 북구의 구포장 (3 ， 8 일)과 함께 체계적으로 개 

시되고 있다6) 국민학교 중학교는 대저동에 위치한 학교를 이용하고 고둥학생은 

북구 구포， 대학생은 부산 시내로 통학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은 닥동강의 최하류로，인근의 덕도， 명지도 둥과 함께 대규모 

의 삼각주를 이룬 지역으로， 남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호수와 일면율 이루듯이 명 

탄한 저지대로 저습지를 이루고 있었다(그립 5-1- 7). 현재의 농업 형태는 일제시 

6)金基麻， 1987 , “大都市 定期市樓 擬能 班究 地理學輪覆 14 호， pp.38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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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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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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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대저지역 농가 인구구조 

(자료:현지조사) 

(x) 

그립 5-1-7. 조선시대의 대저지역 

(출처:大東與地圖) 

시대 토지개량사업 이후에 형성되었고， 그 이전에는 연해에 위치한 개척지역이었 

다. 일제시대 닥동강의 서쭉 유로를 수문으로 막고 홍수때에는 동쪽으로만 흐르 

게 하는 一川式 공사가 이루어집에 따라 동쪽강을 넓히고 제방을 쌓으면서 구포 

대교를 건설하였다7) 현재 제방안쪽에 위치한 2 ， 3통은 과거에 강변에 입지하던 

마율이 지금의 장소로 이전되어 형성된 취락이다. 

(2) 사례지역의 농업변화 

연구지역의 농업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촌략에서의 자료는 구득이 어려워 

촌락이 위치한 군의 농업지표 변화과정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영지표는 

3장의 농업지대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통해 구득되었다.특화 작물에 관한 자료 

는 조선시대의 경우 史料에서 나타난 작물들이며， 일제시대 이후의 작물은 농작 

물별로 군별 입지계수 (L.Q)를 산출하여， 그 중 특화도가 1. 0이상인 작물들이다. 

1) 부안군 농업의 변화 

사례연구 촌락에서의 농경지 해발고도는 5-7m이다. 사례지역에 속한 부안군의 

7)부산강서 향토지 , 1988 , 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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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1. 부안군 농업지표의 변화 

수전비율 (농가)호수 (농가)인구수 

1, 662* 
33 , 876 
56 , 706 

113 , 239(75. 5)*)~ 
129 , 524(80.4) 
86 , 972(66.4) 

323* 
6, 625 

11, 549 
18 , 186 
21, 922 
17 , 050 

55.5% 
66.3% 
75.6% 
72.0% 
65.2% 
75.4% 

한전면적 

3, 174結
1 ， 533結
2, 247 PJr 
4. 555ha 
6. 879ha 
4.640ha 

수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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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선시대의 자료는 전체호구수와 인구수입 
l:O:C:"( )안은 농가인구율(%) 

기후는 연명균 기온 12-130 C, 연 평균 강수량 1, 100mm정도이며 7 ， 8월의 

은 450mm이다. 변산반도의 중앙에 산지가 있어 겨울에는 강설량이 많다8) 

농업지표의 변화는 표 5-1-1 과 같다. 

조선전기 수전비율이 55.5%로 매우 낮다가 조선후기에 들어 66.3% , 1912년에는 

75.6%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와 같은 수전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이 지역의 지형 

적인 조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은 김제명야 일대지역으로 해발고도가 일 

부산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5m이하로， 1925년 동진 수리조합의 설치 이전에는 서 

해안의 만조때 염해 피해를 자주 받았던 곳이다. 따라서 관개시설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답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곳이었다. 수리조합의 설치전에도 소규모의 저 

수지가 있었으나， 몽리구역은 극히 일부지역에만 국한되었다. 1928년에는 수리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섭진강 상류에 순수 관개용 댐으로 운암제를 쌓고 물을 유 

역변경에 의하여 김제명야로 끌어오면서 9) 수리안전답으로 바뷔게 되었다.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수전비율은 계속 증가하다가 1970년에는 1960년보다 오 

히려 감소한다. 이는 이 시기에 행해진 경지개간사업에 의한 밭의 개간에 기인한 

다. 1960년대에는 농가인구와 농업인구율도 증가하나 1970년대에는 인구유출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화작물은 산업화시대 이전에는 미， 

강수량 

부안군 

보리와 함께 섬유작물이 주종을 이루었으 

8)군 통계연보， 1987 , 부안군. 
9) 權廳在， 1987 , 韓國地理， 法文社.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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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60년대 이후 고추， 마늘이 주로 재배되다가， 1980년에는 무， 배추 동의 소 

채류와 유채 동의 작물이 특화되고 있다.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전형척인 미작 

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도시화에 의한 변화는 미작을 바탕으로 하면 

서 전작을 중심으로 상업화가 부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어준다. 

2) 몽화군의 농업변화 

사례연구 촌락인 서벽리의 농경지 해말고도는 약 350m이다. 사례지역에 속한 

봉화군의 기후는 연명균 기온 11. 20 C, 8월 펑균기온 26. 10 C, 연 명균 강수량은 

988.3mm정도로 동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기온이 낮다101 봉화군의 농업 

지표의 변화는 표5-1-2와 같다. 

봉화군의 수전율은 미작지역인 부안지역에 비해 매우 낮아 35% 내외를 나타낸 

다. 朝解前期 수전율은 30%로 매우 낮으며 가구당 인구수도 2명 미만이다. 호당 

가족수의 과소는 인구 조사과정에서도 연유하나，부안지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지 

나치게 낮음은 이 시기에 아직 본격적인 入植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조선후기에 들어 수전율은 34.3%로 약간 높아지며 가구당 인구수도 5.1명에 

이르고 있어 부안지역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본격적인 인구정착단계에 이르렀 

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후기에 나타난 火田의 전개와 갚은 연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대 이후 수전율의 변화 과정은 부안군의 그것과 유사하여 1970 

표 5-1-2. 봉화군 농업지표의 변화 

(농가)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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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일단 감소하였다가 1980년에 다시 증가하며 , 륙히 田의 증가율은 매우 높다. 

호구수는 조선시대에는 부안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으며 조선 후기와 일제초기 

에는 더욱 증가한다. 이는 3장에서 설명한 조선시대의 인구 유민화과정이 화전농 

업을 바탕으로 이들 산간지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후의 농업 

인구 변화도 1970년에 일단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특화작물은 산업화시대 이전까지는 식량작물을 위주로 재배되고 있었다. 1960 

년대에 들어 식량작불과 함께 고추， 대마 동의 시장지향적인 작물이 점차 륙화되 

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는 다시 식량작물로 륙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영향력 

이 국지적으로 미치는 지역구조숙에서，상대적으로 원거리에 떨어진 농업지역은 

경쟁력이 상실됨으로써 상업적 작물의 우위도가 감소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1980년의 특화작물이 이를 뒷받침한다. 1970년에 비해 식량작물 외에 배 

추， 무우， 고추 둥의 원예류와 사과 둥 과수작물이 다시 특화를 이루고 있다. 

3) 김해군 농업의 변화과정 

대저도의 농경지 해발고도는 명균 2-4m이다. 사례지역이 속했던 김해군의 기 

후는 연명균 13.80 C, 연강수량 1250mm정도이다”’. 1 월 평균기온이 I O C로 온난하며 

강수량도 비교적 풍부하여 농업에 적합하다. 김해군 농업지표의 변화는 표 

5-1-3. 과 같다. 조선전기 수전비율이 50.0%이었으나， 후기에는 56.7% , 일제 초기 

표 5-1-3. 김해군 농업지표의 변화 

(농가)인구수 

7.139* 
33 , 825 
81 , 145 

146 , 163(74.5)** 
137 , 425(69.8) 
83 , 244(50.0) 

수전비율 (농가)호수 

1, 390* 
8 , 511 

16 , 295 
24 , 311 
25 , 328 
17 , 527 

50.0% 
56. 7% 
63.5% 
82.5% 
77.4% 
77.1% 

한전면적 

3 ， 905結
4 ， 360結
5 ， 434메 
3, 601ha 
5.017ha 
3, 581ha 

수전면적 

3 ， 904結
5, 704結
9 ， 436메 

16 , 942ha 
17.202ha 
12 , 059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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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리， 배추， 무우， 양따， 야배추， 따， 과수류， 시설작물 
논벼， 쌀보리， 밀， 무우， 배추， 양배추， 따， 시설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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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조선시대 대저지역 전답별 둥급 비율 

田 짧 

全體 四等 五等 六等 全體 표等 六等

월結面홍地-훌負i(&-없束) 392 82 296 14 611 538 73 
50-22-5 13-80-5 33-59-0 2-83-0 46-94-3 42-17-9 4-74-4 
4575.01 935.8 319 1. 0 430.2 4729.97 4008.9 72 1. 1 

(寶料:慶尙道 梁山都 大짧島 田짧量案 第一(奎-18652:1890 년) ) 
에는 63.5%로 증가하나 부안군에 비해 증가율은 낮다. 이는 이 지역이 해안에 

연해있어 염해의 피해로 인해 수전으로의 본격적인 이용이 되지 못하였음에 기 

인한다 1912년 급격히 증가한 수전비율이 이를 보여준다. 연구지역이 위치한 

대저도는 낙동강 말단의 삼각주로 형성된 섬으로 후기에 들어서야 농경이 본격적 

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 곳 삼각주는 닥동강의 최하류로서 남으로 바다와 연 

접하여 덕도， 명지도 동의 대규모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쭉 해안에 이르 

기까지 “호수와 일면”을 이루듯 명탄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수와 인접 

한 저습지는 노초의 재식이 왕성히 이루지고 있어， 구한말 당시 이 곳 盧田의 수 

익은 수전에 못지 않은 정도였다. 따라서 이 저지대의 상당부분이 경지로 활용되 

지 못하고 陳廢 상태에 있었다삐 

이는 조선말기의 토지 이용을 보면 잘 나타난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대저 

도 출두리와 사덕리의 양안에 수록된 농경필지는 총 1003필지로 그 중 전 392필 

지， 답이 611필지로 숫적으로는 답이 많으나 結數로는 전이 50결 22부 5속으로 

더 많다(표 5-1-4). 이를 토지 둥급에 따라 면척으로 환산하면， 田이 49.2%인 

4575.01歡， 짧이 4729.97歡로서 田과 짧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이들 

지역이 삼각주임에 따라 당시 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염해의 피해로 농 

경지가 田으로 이용되었음 보여준다. 토지 동급의 분포에서도 모든 농경지가 4, 

5, 6둥급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이를 윗받칩한E다]-131 

1960년의 수천율은 82.5%로 매우 높으나 이후에 수전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농 

경지도 1970년대 이후는 경지면적이 급격히 감소한다. 농가호구수와 인구율도 다 

른 지역은 1970년에 일단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나 이 지역은 1960년대부터 감소되 

고 있다. 1912년까지는 부안군과 재배작물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960년대 

에 이미 도시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참외 동의 소채류가 특화되었고 1970년대 들 

어서는 온난한 기후조건을 이용하여 소채류 외에 시설작물이 특화되면서 이모작 

으로 식량작물과 함께 상업적인 작불이 재배되고 있다. 

12) 李榮薰， 1988 , 朝解後期 社會總濟史， 한길사， p.430. 
13)奎章聞에 소장되어 있는 慶尙道 梁山都 大階島 田짧量案 第-(奎-18652;1890
년)율 정리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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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경지의 형태와 村과의 결합형태 

(1) 농경지의 분포와 형태 

1) 농경지의 기하학적인 형태 

사례지역에서의 地目別 필지의 분포와 그 형태는 사진 1, 2 , 3 , 그림 5-2-1 , 2 , 3 

과 같다. 백산지역에서는 대부분의 地目은 짧으로 이용되고 있다. 짧은 村 전변 

의 저명한 지역에 분포하고 가옥이 위치한 곳까지 인접하여 분포하며， 田은때 村

주변의 구릉성산지에 분포하면서 가옥과 밀접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하청， 대 

수， 수성마을은 田과 연계관계를 지니며 입지하고 비교적 후기에 형성된 村落인 

신흥， 남월 마을은 주로 짧과 연계관계를 지니며 분포한다. 

춘양지역에서 짧의 분포는 대부분 醫流川 주변에만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으 

며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田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명지에 짧이 분포하는 

백산지역과는 달러 이 곳에는 田이 곡저를 따라 분포하며 村과의 결합은 전을 위 

주로 이루어진다. 한면 농경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백산지역과는 달리 일부 

경지가 임야로 차단되어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개척형 화전익 

잔존한 형태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저지역은 농기계의 수용을 위하여 휴반이 직 

선화된 장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은 제방과 도로를 따라 입지하 

고 있으며， 경지정리가 안된 하천부지나 樹園地 동은 상업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田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의 분석대상이 된 농경 필지의 地텀別 형태의 15) 차이는 표 5-2-1 

과 같다. 형태는 세 지역에서 田，짧 모두 直田이 가장 많고， 특히 대저지역은 경 

지정리가 되어 짧 중 전체의 72.2%가 이 형태를 보인다. 直田과 함께 높은 비율 

을 나타낸 것은 據田 (백산 : 짧 16.8% , 춘양 : 짧 14.6% , 대저 : 짧 16.3%) 이며 

이외에 圭田과 據帶直田의 형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나타나고 있다. 

필지에서 장축의 길이는 짧의 경우 백산이 100m-200m가 춘양과 대저에서는 50 

m-100m가 가장 많이 나타나 미작 평야지역인 백산에서 산간지역인 춘양보다 농경 

지의 장축이 길게 나타난다. 전의 경우는 백산， 대저에서 lm-50m가 가장 높아 전 

작지역에서 田의 장축이 긴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필지의 세장화율을 나타내는 장·단축의 비율에서는 산간지역이나 명야지역 모 

두 짧의 세장화율이 田보다 높다. 그러나 지역내에서의 田·짧의 세장화율의 필지 

별 분포를 보면 지목별로 차이가 있다. 즉 미작 명야지역인 백산지역에서는 2.0 

이상의 필지의 분포에서 전체 농경지에서 짧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춘양 

14) 여기에서 田은 짧 이외의 필지를 의미한다. 
15) 형태의 유형은 土地農塵調훌報告(1904 )의 유형을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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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백산지역 항공사진 

그립 5-2- 1. 백산지역 地덤別 농경지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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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춘양지역 항공사진 

X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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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대저지역 항공사진 

그립 5-2-3. 대저지역 농경지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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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2.0이상 중 2.0 - 3.0 , 5.0 이상에서만 짧이 높게 나타나며 가장 필지수 

가 많은 3.0 - 5.0의 필지는 田이 오히려 높다. 이와 같은 세장화율 분포의 륙징 

은 앞의 장축의 분포에서，미작지역에서 짧의 장축이， 산간지역인 춘양에서 전의 

장축이 긴것과 함께， 농경지의 형태가 지형적인 조건과 함께 각 지역의 농업형 

태와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흑， 짧의 세장화가 미작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반면 전작지역에서는 매우 약하다. 

표 5-2- 1. 농경필지의 기하학적 형태별 필지수 (단위 ; 개 (%) ) 

백 산 τ iiE;T 양 대 저 

田 짧 田 짧 田 ￥흉 

方直檢圭檢兩혐直田田田田直田田 
8( 2.4) 13( 2.6) 8( 2.3) 11( 3.8) 6 (1 2.0) 3( 1. 0) 

105(3 1. 0) 149(29.5) 41( 11. 5) 39 (1 3.6) 10(20.0) 226(72.2) 
훌。넥 52 (1 5.3) 85(16.8) 84(23.7) 42(14.6) 15(30.0) 51 (1 6.3) 

11( 3.2) 26( 5. 1) 5( 1. 4) 8( 2.8) 6 (1 2.0) 3( 1. 0) 
7{ 2. 1) 17( 3.4) 40(11.3) 31 (1 0.8) 2( 4.0) 4( 1. 3) 

태 21( 6.2) 25( 5.0) 19( 5.4) 9( 3. 1) - -
으曉휴覆田 11( 3.2) 11( 2.2) l( 0.3) 5( 1. 7) l( 2.0) 2( 0.6) 
田 14( 4. 1) 17( 3.4) 7 ( 2.0) 5( 1.7) 2( 4.0) -

其分類他不能 7( 2. 1) 24( 4.8) 15( 4.2) 14( 4.9) 2{ 4.0) 10( 3.2) 
96(28.3) 117(23.2) 129(36.3) 119(4 1. 5) 4( 8.0) 12( 3.8) 

장 -50m 148(43.7) 73 (1 4.5) 87(24.5) 37 (1 2.9) 39(78.0) 51( 16.3) 
50-100m 136(40. 1) 187(37.0) 135(38.0) 130(45.3) 11( 22.0) 254(8 1. 2) 

축 100-200m 53(15.6) 197(39.0) 126(35.5) 108(37.6) - 8{ 2.6) 
200m- 2( 0.6) 48( 9.5) 7( 2.0) 12(4. 1) - -

장 -1. 2 17(5.0) 24{ 4.8) 2( 0.6) l( 0.3) 3{ 6.0) 10( 3.2) 
1. 2- 1. 5 50{14.7) 38{ 7.5) 28{ 7.9) 13( 4.5) 8(36.0) 9( 2.9) 

율단축비 
1. 5-2. 0 65 (1 8.9) 65 (1 2.9) 60 (1 6.9) 35 (1 2.2) 9 (1 8.0) 35 (11. 2) 
2.0-3.0 64 (1 8.9) 113{22.4) 8I{ 22.8) 66(23.0) 13 (1 6.0) 139(44.4) 
3.0-5.0 78(23.0) 128(25.3) 108(30.4) 66(23.0) 4( 8.0) 59 (1 8.8) 
5.0- 565(29.1) 132(26.2) 76(2 1. 4) 106(36.9) 3( 6.0) 55 (1 9.5) 

계 339(100.0) 505(100.0) 355(100.0) 287(100.0) 50(100.0) 313(100.0) 
」

두 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짧 분할 형태의 차이는 짧作지역에서 전개되는 농경 

지 형성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전작농업을 위주로 하는 독일의 Gewann村에 

서 경지의 세장화는 농기구의 특정에 의한 것입은 앞의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 

다. 반면에 동아시아의 수전농업 지역에서는 관개의 필요나 지형적 조건과 농업 

기술의 제한으로 경영규모와는 관계없이 경지의 세분화가 진척된다. 본 백산지역 

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경지의 세장화는 농기구의 형태와 함께 관개시설 및 교통 

로의 접곤도를 최대로 하기 위한 농경지 배열의 결과임을 보어준다. 즉 농기구 

중 논밭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쟁기이다. 쟁기의 기능은 건조지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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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 땅을 앓게 갈고， 지중의 모세관 현상을 절 

단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건조지에서 땅을 갚게 가는 것은 지중의 수분 증발 

을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해하며， 땅을 反轉하는데 사용된다. 이 때 

땅을 앓게 갈면 제초의 효과는 거의 기대되지 않는다16) 이와 같이 쟁기의 기능이 

서로 다르므로 그 형태에서， 건조지의 쟁기는 가벼운 반면 습윤지역의 것은 상대 

적으로 무겁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쟁기는 일부지역에서 건조형 쟁기가 밭에 

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나 경지를 심경해서 反轉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발토판의 

모양이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형태에서 한쪽으로만 떨어지기 쉽도록 모양이 바뀌 

고 점차 深鏡具로 바뀌게 되었다끼 따라서 深훌#을 필요로 하는 미작농업에서는 

독일의 Gewann과 마찬가지로 경지의 세장화가 필요하며， 그의 방향은 도로 및 수 

로지향적으로 이루어져， 서l 장화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춘양지역에서 짧의 세장화가 백산지역에서처럽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는 

것은 짧토양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충적토를 바탕으로 한 백산지역 

에서는 심경이 가능하나 산간지역인 춘양에서는 충적토의 미발달로 객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경을 할 경우 기반암층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산 

간지역은 짧의 심경의 결과인 세장화는 진척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농경이 시작 

될 당시에는 입야나 계곡을 개간할 때 인력에 의존하거나，단순한 농기구가 사용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 5-2-1 ， 2에서와 같이 이 지역이 백 

산지역보다 필지 규모가 소규모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를 윗받침한다. 한편 춘양 

지역의 田은 짧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형태를 갖추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밭이 논처럼 관개를 목적으로 바닥을 펑탄하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어느정 

도의 경사를 무시하고 경작단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농경지 형태의 변화 

@ 분할에 의한 변화 

필지에 있어서의 내용 변화는 즉시 지적도상에 기재되며， 기재되는 변화의 내 

용은 분할에 의한 지번의 附짧 부착과 이에 따른 면적의 변화， 地目의 변화 퉁이 

다삐 그림 5-2-4 ， 5는 백산과 춘양지역에서의 지번의 변화를 이용하여 따악한 분 

할에 의한 변화이다. 대부분 농경지가 짧으로 이용되는 백산지역의 경우는 필지 

의 분할 현상이 뚜렷하며 그 요인은 짧 분할과 村의 입지，경지정리 사업으로 나 

16) 李文鍾， 1987 , “韓國짧와 쩔農 起源과 傳播에 관한 짧究， 公州師大 論文集， 第
16輯， p.182.
17)上揚論文， p.19 1. 
18)地籍상에서 분활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 중， 1 필지의 地짧은 分劃前의 地훌훌 
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地짧의 本훌에 附짧을 설정한다. (地籍法 施行令， 3조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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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2-4 백산지역 농경지 분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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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옳地는 백산지역의 하청， 대수， 수성 마율의 경우 분할로 인한 변동이 

없으나 신흥의 경우，지척도 초기 작성시에는 호地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 

다가 그 이후에 村이 형성되면서 분할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농경지 형태의 변화 

에서는 백산지역 서쪽의 구릉성 산지에서 田의 분할이 대개 방형외 형태률 띠 

며 불규칙적으로 분할되고 있으나 답은 기존 경지의 장축 방향과 일치를 보이며 

분할되고 있다. 이는 분할 과정에서 기존의 짧필지가 농로와 수로에의 접근도를 

최대로 하기 위하여 분포함에 따라， 분할 시 기존의 필지 방향을 따른 결과임 

을 보여준다. 

백산지역에서는 분할전의 짧의 필지 규모가 수전의 경영형태에 비추어 불 때 

지나치게 크다. 죽，수도 중심의 농업조직에서는 용수공급，시비，시약 작업의 효과 

상 경작 필지 규모가 제한된다. 농기구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지를 

명탄화시키는 데는 그 면적이 한정된 시간과 노동력으로 인해 제한될 수 밖에 없 

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토지조사사업과 농지개혁사업에 따른 변화에 기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의 과정 중 地짧의 부착에 있어서 이 

용형태가 다르더라도 소유주가 같으면 동일 지번을 부여하였다. 당시 급강 하류 

의 일대 지역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대규모 농장이 경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이들 지역은 당시 소작 필지로 분할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농지개혁 

사업으로 소유에 의한 분할의 결과로 현재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필지의 분할에서 면적상 2내지 3둥분으로 균둥 분할한 경우가 나타난 

다. 이는 과거의 소작에 의한 분할 외에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재산에 대한 상속 

법에 있어서 2 ， 3남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면서 이루어지는 토지 분할에 부분적으 

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대수리와 수성리의 중간에 부 

분적으로 健陣의 직선화가 이루어졌다. 백산에서의 농지정리사업은 정읍군 이평 

면(그림의 동남쪽)에서부터 시행되어 1991 년도에 환지작업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 

로 되어 있다. 

전작농업지역인 춘양지역에서의 농지의 세분화는 백산에서처럽 뚜렷하지는 않 

다. 이 지역에는 현재에도 경지면적이 인구수에 비해 좁아 在村地主에 의한 임 

대농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농업이 대부분 자영농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에 따라 과거의 일제시대 초기에 이미 현재와 같은 농경지의 분할이 이루어졌음 

을 의미한다. 이는 3장에서 설명된 전라도의 지주적 농업성격， 경상도의 자영농 

적인 성격이 조선시대에 이미 형성되었다는 껏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이기도 하 

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도로 및 하천주변에서는 그 분할 형태가 변화하고 있 

다. 즉 지적도 작성 당시에 없던 도로가 마을간을 연결하며 개통되면서 도로 주 

변에 있는 필지는 환지를 통한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세분화가 

진전되고 있다. 서벽 4 리 하천주변의 토지 분할은 종래의 하천부지였던 이곳이 제 

방의 축조와 함께 불하되면서 필지의 세분화를 유발한 결과이다. 필지의 분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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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지형 조건의 영향을 밭으면서 나타나고 있으며 健陣의 직선화는 아직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두 지역에서 필지의 통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 

시화의 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필지의 분할은 일정한 면적의 경지에 대하여 노 

동의 많은 투자률 반영한다는 점에서 집약적인 농업경영의 발전형태이나，인구가 

유출되어 경영규모가 확대되면 필지의 통합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농지 

매매에 있어서 필지의 통합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농민이 언젠가는 이출 

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세분화된 필지는 소자본으로도 매매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농민들은 필지의 통합을 굳이 원치 않게 된다. 따라서 농업경영을 장기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필지의 세분화는 농민의 도시 이출을 지 

지해 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유출에 의한 경영규모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필지의 세분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이다. 

@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형태 변화 

기계화를 통한 이모작이 경지정리사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농경지 휴반의 

직선화는 농업경영 형태의 변화와 함께 농업경관 변화 중의 하나이다. 그럼 

5-2-6은 대저지역에서 1943년에 이루어진 경지정리사업 과정 중 나타난 형태의 

변화이다. 김해지역의 지적도 폐쇄본에애} 나타난 그림 (A) 는 경지정리 이전의 지적 

도 本훌에 의하여 구획한 것이다. 이는 토지조사사업 이후의 필지 형태로， 백산 

에서의 그것과 유사하게 나타나， 경지정리사업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백산 

처럼 세장형의 분할 필지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시대 토지개혁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수리시설의 확충에 따라 수로가 직선화됨에 따라 그립 (B) 와 같이 

경지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43년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으로는 이전의 곡선형태를 가졌던 健$￥은 직선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립 C) 격자상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즉， 기존의 직선화된 수 

로를 바탕으로 하여 환지를 통해 장방형외 900평 규모를 단위로때 이루어지면서 

자투리 땅에 대해 그림 右下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유를 분할하였다2ll(그럼에서 

19) 김해군 대저읍1 사덕리，지적도 22. 
20)구획의 규모는 일부지역에서는 농가 1호당 경지면적에 따라 1200평， 600명으로 
구분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형기계 작업의 하한선인 900명 (3단보)으로 
구획되었다. 일반적으로 600명 구획은 인력과 동력경운기의 이용에 적합한 규모 
이며 900명 정도의 구획은 소형트랙터 이용이 적당하고 30-50HP의 트랙터 이용에 
는 좀 적은 규모지만 기계화 작업체계의 도입이 가능하다. (박원규， 1975 , 영농 
기계화를 위한 적정 포장모형，농촌근대화， 농업진흥공사， 현공남， 1980. 경지기반의 
현황과 개선가능성，농촌경제 3(3) ， p.37에서 재인용). 
21)경지정리는 환지처분(집단환지와 원지환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농민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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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調흉훌業 直後) (1934년 ) 

(1988년 ) 
(1944년 ) 

그림 5-2-6. 대저지역 경지정리사업에 의한 농경지 형태변화 

(주:그립 5-3-3. 의 굵은 口선 안의 부분임) 

↑표). 해방 이후의 필지형태 (그립 0) 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나， 右下端부 

분과 도로 및 수로 주위의 세분된 필지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左下端

部에 나타나는 힘鍵은 과거의 도로부지를 농경지로 연입시키면서 남아 있는 지 

적도상의 흔적이다(그림에서 • 표). 

2) 村과 농경지 결합형태 

村落에서 각 농가가 소유한 농경지의 지리적인 분포는 그림 5-2-7 ， 8 ， 9와 같다.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지정리사업 자체가 지장 
을 받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가 50% , 지방정부가 30%를 보조하고 나머지 20%는 농민이 부담하도록 되 
어 있으며， 또한 구획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기 위해 정리 전 구획면적이 300명 
미만이면 지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상환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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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역 모두 소유 경지는 村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그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산지역의 경우(그림 5-2-7) 소유농지의 

분포는 村간에 배타성이 존재하지 않고 흔재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명야 

지역에서 경지로의 이동이 자유로움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各低에 

형성된 춘양지역에서는(그림 5-2-8) 村을 중심으로 하여， 지리적인 구체화가 나 

타난다. 경지정리가 된 대저지역의 경우(그립 5-2-9) 村의 지리척 범위는 명야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백산보다 훨씬 축소되어 있다. 이는 경지정리사업을 통해 소 

유 농지의 거리를 村으로부터 최소화시킨 것에 기인한다. 

각 지역에서의 가옥과 농경지 결합의 방향과'l1.l 거리는 표 5-2-2 ， 3과 같다. 방향 

은 백산면 하청리의 경우 2방향과 6방향， 대수리는 1 방향과 2, 8 방향， 수성은 2 

방향과 5방향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반면 농지 가운데 형성된 村落인 신흥은 비 

교적 사방에 고르게 분포한다. 서벽 l 리의 경우 6방향， 5방향， 4방향이， 서벽 2 

리는 7방향과 4방향， 4리는 3방향과 6 ， 7방향이 다른 방향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뜯쉽 村

-• F 所有 農親地
o 240m 
‘----a 

그립 5-2-7 백산지역 소유 농경지의 분포 

22)표에서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北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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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소유 농경지의 방향별 필지수 (단위 ; 개 (%) ) 

방향 2 3 4 5 6 7 8 계 

하청 \25( 9.6) 60(23.0) 23( 8.8) 21( 8. 이 42 (1 6. 1) 56(2 1. 5) 22( 8.4) 12( 4. 6) 26~ 
대수 \68(28. 이 4(1 8. 1) 5( 2. 1) 10( 4.1) 16( 6.6) 22( 9. 1) 29 (11. 9) 49(20.2) 24? 
신흥 \ 9( 6.5) 27(19.4) 29(20.9) 15(10.8) 26(18.7) 8( 5.8) 17(12.2) 8( 5.8) 13 
수성 I 9( 4.8) 39(20.9) 11{ 5.9) 28 (1 5.0) 54(28.9) 31 (1 6.6) 7( 3.7) 8( 4.3) 187 

서벽 1 115( 6.4) 11( 4.7) 22( 9.3) 38(16.1) 42 (1 7.8) 62(26.3) 31( 13. 1) 15( 6.4) 236 
서벽 2 112( 5. 1) 18( 7.6) 21( 8.9) 35(14.8) 30(12. 7) 35 (1 4.8) 58(24.5) 28(1 1. 8) 237 
서벽 41 2( 1. 3) 11( 7.4) 30(20.1) 20(13.4) 21(14.1) 31(20.8) 28(18.8) 6( 4. 이 149 

사덕 11 1( 15.9) 6( 8.7) 1{ 1. 4) I( l. 4) 2( 2.9) 22(3 1. 9) 16(23.2) 10 (1 4.5) 127 
출두 \11 (1 7.5) l( 1. 6) l( 1. 6) 2( 3.2) 6( 9.5) 9(1 4.3) 19(30.2) 14(22.2) 63 
명 강상 \12( 9.2) 7( 5.3) 11( 8.4) 33(25.2) 34(26. 이 13(9.9) 14(10.7) 7(5.3) 131 
명강대 114( 9.2) 8(11.0) 21(28.8) 19(26. 이 10 (1 3.7) l( 1. 4) 73 

대저지역은때 사덕의 1방향과 6 ， 7 방향， 출두는 7방향， 평강 상리는 4 ， 5 방향， 명강 

대리는 3방향이 우세하다. 소유 농지와 가옥과의 거리를 보면(표 4-2-3) 세 지역 

모두 200m-1000m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田의 경우 백산이 500m-l000m가 

31.1%를 차지하며 이와 함께 200m이하에서도 33.3%로 높게 나타난다. 춘양에서도 

500m-1000m가 36.3%로 가장 높으나 1m-200m는 19.7%로 백산에 비해 높지 않다. 

그러나 대저지역은 50.0%로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전작지역인 춘양에서 지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명야지역인 백산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는평 

야지역에서 村의 초기 입지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은 장소에 주로 위치하였음 

을 의미한다. 침수가 자주 발생했던 대저지역에서 이와 같은 村落 입지가 나타 

나는 것이 이를 윗받침해 준다. 한편 I, OOOm 이상은 백산에서 짧이 7.3% , 田이 

5-2-3. 소유 농경지의 거리멸 팔지수 (단위;개(%) ) 

백 산 τ ;zr 。~ 저 

田 집￥ 田 짧 田 짧 

1-200m 113(33.3) 90 (1 7. 8) 70(19.7) 34 (1l. 8) 25(50.0) 94(30.0) 
200-500m 101(29.8) 190(37.6) 126(35.5) 87(30.3) 11(22.0) 109(34.8) 

500-1 , OOOm 106(31.3) 188(37.2) 129(36.3) 135(47.0) 10(20.0) 95(30.4) 
1, 000-2 , 000m 18( 5.3) 37( 7.3) 28( 7.9) 31 (1 0.8) 4( 8.0) 22( 7.0) 
2000m- 3( 0.6) 2( 0.6) - l( 0.3) 

계 339(100.0) 505(100.0) 355(100.0) 287(100.0) 50( 100.0) 313( 100.0) 

23) 대저지역에서 사덕리지역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하천부지도 소유로 간주하여 필지 
분포도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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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반면 춘양은 10.8%. 8.5%. 대저는 7.3%. 8.0%로 춘양이 가장 높다. 이는 

농업환경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가옥과 농경지와의 거리가 멀어짐을 의미한다. 

가옥으로부터 거리와 필지 규모와의 관계률 보면 표 5-2-4와 같다. 백산의 경 

우 짧에서 0-200명 이하는 200m이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나 200-500명 이상의 

경지는 500m이상의 거리에서 높게 나타나 가옥에 가까울수록 세분화된 경향을 보 

인다. 田에서도 이와 유사하여 200명이하의 소규모 농경지의 비율은 200m이하에 

서 67.8%로 가장 놓으며 필지 규모가 커질수록 원거리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 

가옥과 가까운 필지의 세분화가 짧보다 더욱 진척되어 있다. 미작 명야지역에서 

이와 같은 田의 세분화는 가옥의 입지가 침수를 피하기 위해 고지대에 위치하고 

가옥주변의 이들 지대가 田으로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춘양에서 田의 경우 소규모 필지가 가옥과 가까운 곳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1.000m 이상에서도 높게 (20.7%)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원거 

리에 소규모의 필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산간 농업지역에서 村과 멀리 떨어져 

새로 개간된 농경지가 산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짧은 200명이하 

에서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뿐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 

는다. 짧의 분화가 이와 같이 약한 것은 이 지역이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짧의 조 

성이 계류천 연변부에만 가농한 지형적인 제약조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가옥과 농경지의 결합형태에서 그의 지리적인 범위， 방향， 가옥과 

의 거리에 따른 세분화 정도가 그 지역의 지형적인 조건 및 농업형태에 따라 차 

이성이 있다는 것은 각 농업지역마다 入植 과정의 차이에 대한 유추를 가능하게 

표 5-2-4. 소유농경지의 거리별 규모별 필지수 (단위 ; 개 (%) ) 

지 역 백 산 τ iirL 양 

(1 00명 ) - 200m 200-500m 500-1000m 1000m- - 200m 200-500m 500-1000m 1000m-

- 2 78((((67.8) ) ) ) 42(4l.2) 4l(38.3) 4( ( (20.0) 20(29.9) 17(13.9) 20(16.0) 6(20.7) 
2- 5 31 27.O 43((42.2) ) 43( (40.2) 1I 55.0) ) 22(32.8) 24(l9.7))))) 22( ( ( ( (l7.6 7 (24. 1 

田 5-10 3( 2.6) 10( 9.8) 12(1 1. 2) 3(1 5.0 12(17.9) 39(32.0) 51(40.8 5(1 7.2 
10-15 3( 2.6) 2( 2.0) 6( 5, 6) 2( 10. 0) 8(11.9) 26(21.3) 22(17.6 3(1 0.3 
15-20 3( 2.9)) 2( ( 1.9) 3( 4.5) l I( 9.0) 5( 4.0 4(13.8 
20- 2(2.0) 3(2. 7) 2(3.0) 5(4. 1) 5(4.0 4(1 3.8) 

계 115 102 107 20 67 122 25 29 

- 2 28(((29.5) ) ) 29( ( ((14 2) ) ) ) 33( ( ( (l6.3) ) 5( (l2.5) ) ) 8(24.2) 9(1 0.7) 13(9.8) 3 (1 0.0) 
2- 5 29(30.5) 55(27.0) 42(20.8) 4(10.0 6(18.2) 17(20 , 2) 37(27.8) 9(30.0 

짧 5-10 18(18.9) 55(27.0) 55(27.2) 19(47.5 9 27.3) 34 ((40.5))) 5I (( ( (38.3 )) l2 40 0 )) 
10-15 l3((( 13. 7) ) ) 29 I4. 2 37 l8. 3) 4( l0. 0) ) 6(1 8.2) 18(2 1. 4) 21 (1 5.8) 2( 6.7) 
15-20 3( 3.2) 19( 9.3) 23(1 1. 4) 4(10.0 2( 6. 1) 5( 6.0) 8( 6.0) 2( 6.7) 
20- 4( 4.2) 17( 8.3) 12( 5.9) 4(1 0.0) 2( 6.1) I( 1. 2) 3( 2.4) 2( 6.7) 

계 95 204 202 40 33 84 13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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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준다. 입식과정은 인구수와 인구밀도의 증가에 기인한 주거지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경지의 조성단계로 시작되며때， 입식 (c이아니 zation)과 확대 (spread) , 경 

쟁 (competition)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때. 村은 일정장소를 선점하면서 얻은 선발 

이익을 향유하고 혈연척 관계와 지연적 관계로서 지역사회체계를 형성하며 초기 

에는 小村적인 散村 형태로 형성되었을 것이다삐. 이후 후속 입주자나 분가에 의 

해 村落의 내부공간은 가욱으로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경지가 부촉하게 되면 가 

옥은 새로운 장소에 입지하게 된다. 

그러나 수전농업에서의 초기 정착은 集村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서 미작 명야지역인 백산，대저지역에서는 초기의 村의 입지는 침수 피해를 벗어 

날 수 있는 고지대에 선정되면서 하청， 대수리가 입지하였고， 이후 발생한 인구 

증가는 홍수로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이후에 신흥 마을이 

농경지에 견인입지하면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앞에서의 필지 분할 과정이 이 

률 반영한다. 산간 전작지역인 춘양에서 서벽마을 주위에 분포하는 散村은 골마 

촌 동의 棄村형성 이후에 형성된 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훌居 형태로 길게 위 

치하면서 서벽에서 상장암까지의 소유 농경지의 배타적인 분포는， 인구증가에 의 

한 가욱의 신입지에서 농경지의 견인입지를 만족하는 극히 제한된 장소가 선정 

된 결과임율 보여준다. 

이는 소유농지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농경지와의 거리가 가 

옥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수전농업에서 이루어지는 수리， 노동 동 

의 사회관계가 村의 集村化 현상을 유발하게 되며， 集村은 村이 소유한 경지의 

총합거리가 최소인 지점에 입지함을'01 의미한다. 따라서 농경지에 의해 村의 장소 

가 결정되고， 농경지는 村落의 지리적 사회 처l 계 (local social system) 를삐 형성 

하는 바탕이 됨에 따라 촌의 위치는 생활공간의 결절로서 작용함을 의미한다. 그 

러므로 생활공간 중 村과 접근도가 높은 공간은 집약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 

며， 이는 경지의 세분화로 景觀상에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村짧내에서 농경 

지의 형태는 村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분화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특히 그 

지역의 농업기반이 되는 농경지 地目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사례 

지역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한다. 

24)Lewis , G.J. , 1989 , Rural Communities-Problems in Modern Geography , David 
and Charles , p. 100. 
25)Hudson , C. , 1969 , “ A Location Theory for Rural Settlement ," Annals of AAG, 
59(2) , pp.365-381. 
26)이는 신라시대의 촌락문서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다음 논문을 참 
조:옳相昊， 1976 , 생활공간의 기초지역 연구， 지리학연구 1 집， pp. 1-25. : 崔훌構， 
1986 ,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7)Bowler , 1, R,. 1986 ,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e" in Pacione eds. 
1986 , 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 Croom Helm , p.47. 
28)Lewis , G. J. , 1979 , op. cit ,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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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경지의 소유와 경영규모 

농지원부를 바탕으로 농가의 농경지 소유 필지수 및 면적은 표 5-3-1과 같다. 

백산은 1농가당 명균 6.1필지 . 춘양은 4.6필지 인데 반하여 대저는 2.5필지로 매 

우 낮다. 대저지역이 낮은 것은 경지정리사업에 기인한다. 재촌농가의 농경지는 

백산 6.6필지로 1농가당 경지면적이 394 1. 2명，춘양이 4.9필지로 393 1. 5명， 대저 

가 2.6필지로 1453. 7명이다. 백산과 춘양은 소유규모는 비슷하나，구성상에 있어 

서 백산은 탑이 80% 이상율 차지하고 춘양은 45.5%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형태에 

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농가는 백산이 2호，춘양이 11호로 전체 농가 중 비중이 낮으나 대저지역의 

경우 전체농가의 17.4%로 두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촌지주 

의 경우 백산이 33가구，춘양이 15가구，대저가 13 7 r구로서，백산지역에서 매우 높 

게 나타난다. 춘양의 경우 백산에 비해 이촌지주가 적은 것은 경지의 부족에 따 

라 離村 즉시 농지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대저지역에서 재촌지주가 적은 

것은 이 지역의 활발한 농지 거래에 따라，농업율 포기하고 이촌할 때 농지의 판 

매를- 통해 도시 거주비용을 부답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한편，대저지역에서 경지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은 도시인들의 활발한 농지매입 때문이다. 

표 5-3-1. 가구유형별 농경지 소유 필지와 면적 (單位;筆地，個;面種，첼) 

뱀 산 필← 지 -_.-수."_._-츠-놔i느_. ~_. __ .. __ • 옆 --o 점 gt------ ----• -픽--치-수_t:JL ____ 며 저 

천鍵겸합업 
필지수 멸점 필 l=ê 11 점 

957(6.6) 567 , 537(3941.2) 721(4.9) 574 , 006(3931.5) 304(2.6) 173 , 001(1453.8) 
43(6. 1) 26 , 003(3714.7) 22(3.7) 19 , 85 1( 3308.5) 50(2.6) 29 , 567(1556.2) 
3(1 .5) 717( 358.5) 34(3. 1) 32 , 31 1( 293704) 61 (1 .9) 25 , 418( 794.3) 

150(4.5) 73 , 072(2214.3) 49(3.3) 31 , 932(2128.8) 5(1 .7) 3, 510( 1170.0) 
75(5.0) 35.200(2346.7) 31( 3.9) 20.47 1( 2558.9) 45(4. 1) 26.389(2399.0) 

계 1228(6. 1) 702 , 529(3495.2) 857(4.6) 678 , 571(3648.2) 465(2.5) 257 , 885(1401.5) 

l:C (안은 1농가당 명균 필지수 및 면적 

(1)농가의 유형별 소유와 임대차때l 면적 

표 5-3-2는 재촌농가의 가구당 경영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백산에서의 경영규 

모는 7.05필지， 4184.7명으로 그 중 실재 소유하면서 경착하는 것은 6.03팔 

지， 3572.6명이며 임차농지는 농가당 명균 1. 02필지， 612평이다. 춘양의 농가당 경 

영규모가 백산의 그것보다 큰 것은 농경지 중 田의 구성비가 훨씬 높음에 기인한 

다. 대저는 실제 소유하면서 경작하는 규모는 2.53필지， 1375명에 불과하나，경영 

29)본 연구에서의 임대차 용어는 소작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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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 1농가당 경영 필지와 면적 (單位;面積 첼) 

필 밸지수 갓}현(1 5척1) τ iTiL- 약(1 52 ) 대 저(1 38 )척 
필지수 면적 필지수 변 

2. 15 719.1 2. 78 2, 242.1 0.47 99.7 

뭘 소유 3.88 2853.5 2.01 L_~!t3_ι_8 __ 2.06 _.1. 원5.3 
6.03 3572.6 4.79 3, 835.9 2.53 1, 375.0 

전탑 0.36 134. 7 0.28 36 1. 9 0.91 1, 265.9 
소작 0.66 477.4 0.28 215.4 0.53 389.3 

계 1. 02 612. 1 0.56 577.3 1. 44 1. 655. 2 

활 
2.51 853.8 3.06 2, 604.0 1. 38 1. 365. 6 

경영 4.54 3.333.0 2.30 L 8QB. 2 2.59 L664.5 
7.05 4, 184. 7 5.36 4, 413.2 3.97 3, 030.1 

은 3.97필지， 3030.1명으로 소유규모에 비해 경영규모가 매우 크다. 

본 절에서는 촌락내에서 농가의 소유규모와 임차를 통한 경영규모의 결정요인 

을 찾기 위하여 농지거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로서 거주형 Efl (동족， 

거주기간) ，농가 경영형태(경운기 보유여부，농업노동력) , 농가 경영주의 사회·경 

제적 속성(성，연령，학력)과의 관련성을 사례지역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5-3-6 ， 7 ， 8은 재촌농가(자경 전농업과 겹농업 포함)를 대상으로 한 농가 유형별 

소유 및 경영규모이다. 

거주형태에서는(표 5-3-3) , 백산의 경우 동족의M 소유면적이 비동족에 비해 높 

으나 경작규모는 작다. 춘양의 경우 오히려 비동족이 소유규모는 작으나， 경영규 

모는 동족이 크다. 즉，춘양의 경우 농지 소유와 경영규모에서 동족요인이 작용 

하지 않음을 보여 주눈데 이는 백산이 동족집단에서 임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춘양은 비동촉집단에서 임차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어준다. 따라서 동족요인이 농 

지의 소유·경영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농경지의 거래가 

타성보다는 동촉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기간과의 관계에서，백산을 제외한 두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긴 집단이 소유 

규모와 경영규모가 높게 나타나 촌락에서의 경영규모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확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저지역에서는 거주기간이 짧은 집단에서 경영규모가 

소유규모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이 지역이 상업화로 인해 새로 유입한 인구가 

주로 하천부지에서 시장지향적 농업을 영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백산지 

역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필지수는 많아지나，소유규모와 경영면적은 작다. 이 

는 필지 분할에서 보여 주듯이 분할 상속에 의한 필지의 세분화로 경영규모가 작 

30) 마을에서 동성동본의 수가 가장 많은 성씨를 일단 마을에서의 일정한 혈연집단 
으로 간주하였고 그 외의 성은 타성으로 분류하였다. 대저지역은 동족의 개념이 
없어졌음으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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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3. 농가 거주형태별 농경지 소유，경영면적 (單位;面홈 첼) 

농가수 소유필지 경작필지 소유면척 경작면적 임대면적 

산백 비 동동 촉촉 27 7.30 6.44 4679.96 4143.85 536. 1 
성 124 6.48 7. 18 3737.60 4193.50 -455.9 

써 낀 i양~ 동비동족촉 31 4.39 5.45 3256.32 4657.68 -140 1. 4 
121 5.02 5.33 4073.64 4350.50 -276.9 

산백 23 대 대이이상상 63 6.29 6.62 4172.20 450 1. 40 -329.2 
거 86 6.88 7.40 366 1. 70 3873.20 -21 1. 5 

-;「I; τ j양iEζr 3 2 대 대이이상상 56 4.59 4.84 2236.40 3584. 10 -1347.7 
75 5.36 5.93 4548. 10 5253. 10 -705.0 

기 

저 대 23 대 대이이상상 83 1. 92 3.52 1214.60 2728. 70 -1514.1 
간 39 4.05 5.54 2152.40 440 1. 90 -2249.5 

*임대면적=소유면적-경작면적. (-인 경우는 입차면척임) 

아진 것에 기 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농가 경영주의 성멸과의 관련성을 보면(표 5-3-4) . 춘양과 백산에서 남자의 경 

우 여자에 비해 경작규모가 크다. 또한 남자의 경우 경작필지가 소유필지보다 모 

두 많이 나타나 농지의 임차가 활발하고，여성은 그 반대로 임대를 주로 함을 보 

여준다. 이는 여성의 경우 농업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소유한 농경지를 타인에 

게 임차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추세임을 보여준다. 한편 대저에서는 오히려 여성 

이 소유규모는 적지만 경작규모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 지역이 도시로의 전출 

이 활발한 지역임을 볼때 남성이나 자녀들이 도시지역에 취업하거나 인구유출이 

활발함에 기인하여，여성이 농업에 주축을 이루며，임금 노동력 둥을 이용하여 농 

업을 영위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소유규모는 백산，춘양은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높아진다. 경영 

규모는 백산의 경우 50대까지는 커지나 60대에 들어서는 소유규모보다 작아진 

다. 이는 연령의 노령화에 기인한 농경지의 임대에 기인된다. 그러나 춘양은 경 

작규모가 60대에도 여전히 높다. 이는 산간 농업지역에서 경지가 부족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대저지역은 소유규모에서 연령상으로 이중 

적인 분포를 보인다. 소유규모는 30대이하가 2.48필지 .1659.9명으로 면적상으로 

40대， 50대보다 많으며 60대도 4.06필지， 2149.0명으로 40-59세의 집단보다 높다. 

경영규모도 30대와 60대에서 높게 나타나.이는 이 지역이 새로 유입한 연령충과 

기존의 연령층에 의해 2중적으로 농업이 주도되고 있음을 보어준다. 학력별 차이 

에서는 백산에서 소유규모는 고학력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며，고졸 이상에는 경작 

규모가 소유규모보다 작아 타인에게 입차하는 농지가 증가한다. 이는 학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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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농가경영주 개인 륙성별 농경지 소유-경영면적 (單位;面賣 첼) 

농가수 소유필지 경작필지 소유면적 경작면척 임대면적 

산백 여 남 129 戶 7.11 個 7.71 411 1. 50 4460.80 -349.3 
AJ 21 3.67 3.05 2602.10 228 1. 70 320.4 

τao。rιt 여 남 140 4.86 5.45 3829.00 4437.70 -608. 7 
5 4.60 2.20 4908.80 3253.00 1655.8 

별 

저 여 남 123 2.45 3.98 1426.60 3125.80 -1699.2 
10 4.50 5.00 2295.80 2954.80 659.0 

29셰 999 이이세세세 하 상 
5 4.80 4.80 2568.00 2568.00 0.0 

백 30-3 17 5.82 4.76 3728.20 3375.50 352. 7 
40-4 19 6.89 7.16 3887.30 4247.50 -360.2 

산 50-5 52 6.44 8.02 3942.50 4894. 70 -952.2 
연 60세 54 7.33 7.20 4158.10 3922.00 236. 1 

29세9 이99이세서세 하 상l 
4 4.00 4.00 3130.50 3130.50 0.0 

τjEtr 30-3 17 3. 17 4.59 3289.50 4086.90 -797.4 
40-4 28 4.57 4.93 3565.00 3860.70 -295. 7 

양 50-5 61 4.79 5.28 4100.20 4848.00 -747.8 
60세 35 5.83 6.29 4063.70 4334.70 -27 1. 0 

려。 

29셰 999 이이세세세 하 상 
2 5.00 5.50 1958.00 2408.00 -450.0 

대 30-3 23 2.26 4.35 1634.04 3089.20 -1455.2 
40-4 37 1. 32 2.92 999.24 3529.81 -2530.6 

저 50-5 36 2.58 3. 72 1242.80 2590.90 -1348. 1 
60세 35 4.06 5.31 2190.00 3265. 10 -1116.1 

무국중고대졸졸줄졸학 
49 5.49 6.22 3325.51 3818.43 -492.92 

백 56 6.34 7.32 353 1. 54 4007.20 -493.66 
21 8.00 8.05 4688.43 4692.50 -4.07 

학 산 18 8.33 7.28 489 1. 83 4320.67 57 1. 16 
6 8.67 7. 17 6468.00 5914. 17 553.83 

무국중고대졸졸졸졸학 
55 5.22 5.47 4502.53 4650. 78 -148.25 

τjir‘ 60 4.52 5.25 3197.63 4130.90 -933.27 
21 4.95 5.52 3996.40 452 1. 30 -524.90 

。~ 7 4.29 4.43 419 1. 70 4443. 70 -252.0 
2 5.50 5.50 3919.00 3919.00 0.0 

력 

무국중고대졸줄졸졸학 
16 2.56 3.75 1300.56 2019.00 -718.44 
32 1. 59 3.53 858. 75 4186.78 -3328.03 
36 2.72 3.89 1608.92 2563.25 -954.33 

저 40 3.32 4.77 200 1. 10 3246.00 -1244.90 
8 2.88 4.00 152 1. 50 2604.13 -1082.63 

*임대면척=소유면적-경작면적( -는 임차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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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 농가 경영 형태별 농경지 소유-경영면적 (單位;面積 첼) 

농가수 소유필지 경작필지 소유면적 경작면적 임대면적 

백 
3 1 인 원 23 3.52 3.30 2426.00 2465.90 -39.9 

100 7.07 7.76 4116.40 4595.40 -479.0 

농업 산 18 7.28 9.45 4167.00 5259.50 -1092.5 

τiir 

23 1 인인인 12 4.83 4.08 4639.80 4105.30 534.5 
115 4.88 5.50 3533.00 4202.30 -669.3 

종자사수 
OJ 12 5. 17 5.83 6564.80 7096.30 -53 1. 5 

대 
23 1 인인인 22 4.32 5.36 2926.50 349 1. 60 -565. 1 

79 1. 99 3. 72 105 1. 68 3295. 14 -2243.4 
저 13 3.38 4.92 1645. 70 2589.40 -943. 7 

산백 미보유 102 6. 12 6.02 3822.94 3469.26 -277.8 
보유 49 7.67 9. 18 4115.10 5025.80 -870. 7 

켜9 
τ j양Eιr 보 미보유유 70 4.29 4.60 319 1. 39 3469.26 -277.8 

τ。r 82 5.40 6.00 4517.80 5218.87 70 1. 0 

기-
저 

보 미보유유 68 2.85 3.57 1519.72 2126.24 -606.5 
70 2.29 4.34 1417.53 3908.27 -2490.7 

*임대면적=소유면적-경작면적(-는 입차면적임) 

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다는 가설이 농촌지역에서도 적용되나 반면에 경영 

규모가 적어진다는 것은 고학력 집단은 타업종에 취업할 기회가 많읍으로써 언제 

든지 농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춘양에서도 대졸 이상에 

서는 백산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지만 고졸 이하에서는 학력이 소유나 경영규모 

를 분화시키는 힘이 미약하다. 대저지역에서도 학력은 분화 요인이 되지 못한 

다. 이는 도시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함으로써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농가 경영형태(표 5-3-5)중 보유 노동력에서 백산과 춘양에서는 농업노동력이 

많은 집단에서 경작규모가 넓어지며 특히 백산의 경우 타인에게 임차한 면적이 

넓어진다. 반면에 1인인 경우는 경작면적이 소유면적보다 작아 농경지의 임대차 

에 보유 노동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한편， 대저에서는 농업노 

동력이 1명인 농가는 소유면적이나 경영규모면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크거나 비 

슷하다. 이는 이 지역에서 여성 노동력이 농업의 주축을 담당하고，또한 임금 노 

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인 이상의 농가에서 오 

히려 경작면적이 작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상업적 농업의 진행으로 경영규모에 

의해서 보다는 시설농업이라는 농업형태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노동력의 대체효과를 갖는 농기계는 경영규모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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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6. 농가의 경운기 보유멸 소유 농경지의 거리별 필지수 (단위 : 개 (%)) 

백 산 -‘fi-L- OJ 저 

미보유 보 T 。r 미보유 보유 미보유 보 T 。r

- 200m 11 1( 24.3) 62( 19.9) 37( 14.7) 53( 15.5) 58( 38.2) 34( 19.7) 
200- 500m 176( 38.5) 88( 28.3) 103( 40.9) 108( 31.5) 45( 29.6) 70( 40.5) 
500-1000m 148( 32.4) 130( 41.8) 96( 38. 1) 144( 42.0) 41( 27.0) 50( 28.9) 

1000- m 22( 4.8) 31( 10.0) 16( 6.3) 38( 11.1) 8( 5.3) 19( 11. 0) 

계 457(100.0) 311(100.0) 509 (1 00.0) 71(100.0) 152(100.0) 173(100.0) 

용하고 있다. 경운기를 보유한 집단은 비보유한 집단보다 경작 필지가 많아질 뿐 

아니라 소작면적도 점점 넓어진다. 특히，백산에서는 미보유 농가의 소유，경작면 

적이 3822.9명， 3780. 5명으로 경작면적이 소유보다 작으나 경운기 보유농가는 경 

작면척이 소유변척보다 850평이 더 많다. 춘양，대저에서도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 

의 임차면적이 미보유 농가보다 훨씬 높아 농업기계화가 경영규모의 확대에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경영·소유규모가 농가의 사회-경제 

적인 특성에 의해 분화된다는 것은 촌락내에서 농민들의 점유 공간크기가 각 집 

단마다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의 성립이 가농할 것이다. 점유공간의 크기 차 

이는 거리 극북의 능력에 기인한다. 농촌에서 공간거리 극복 능력을 결정하는 데 

는 여러 요소가 있겠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연령과，경운기이다31) 

표 5-3-7. 경영주 연령멸 소유농경지의 거리별 필지수 (단위 ; 개 (%) ) 

백 산 I jir 양 저 

연령 -39 40-49 50-59 60- -39 40-49 50-59 60- -39 40-49 50-59 

0- 2~( 25 19 46 79 9 11 34 31 23 12 23 
% 27.8 24.4 15.4 27.6 12.7 14.3 13.7 18.9 26. 7 23. 1 31. 5 

2- 5 30 27 83 109 17 20 101 56 42 14 24 
% 33.3 34.6 27.9 38. 1 23.9 26.0 40.6 34. 1 48.8 26.9 32.9 

5-10 25 27 153 70 29 31 101 68 13 23 17 
% 38.9 34.6 51. 3 24.5 4.~LJL_~_Q!.~ ____ 4_Q_.~ ___ !tL~ 15. 1 44.2 23.3 

10- - 5 16 28 16 15 13 9 8 3 9 
% 0.0 6.4 5.4 9.7 22.5 19.5 5.2 5.5 9.3 5. 7 12.4 

계 90 78 208 286 71 77 249 164 86 52 73 

*단위 :100m 

3 1)개별보유 성향이 강한 경운기는 경운，정지작업뿐아니라 따종부터 수확까지 종 
래 역우가 하던 운반작업을 담당하여 농기계수용의 축으로 작용하며 특히 산간지 
대에서는 연간 이용일수가 가장 높은 농기계이다 (農協中央會， 1983. 韓園農業의 
機械化， pp. 90-100 >. 

-155-

60-세 

34 
30. 1 

35 
31. 0 

36 
31. 9 

8 
7.1 

113 



표 5-3-6, 7은 경운기 보유와 경영주의 연령에 따른 경작 필지의 거리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경운기 보유농가가 점유한 필지 중 거리가 500m이상인 필지는 

백산 51. 8%, 춘양 53.1%, 대저 39.9%인데 비해 미보유 농가는 각각 37.2%, 

44.4%, 32.7%로 보유농가가 훨씬 높게 나타나 경운기의 보유와 경제 공간의 크기 

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별로 보면， 500m이상의 필지는 백산의 

경우 39세 이하가 38.9%, 40대가 40.4%, 50대가 56. 7%로 높다가 60대는 34.2%로 

감소한다. 춘양의 경우도 각각 63.3%, 59.8%, 45.8%, 46.0%로 연령이 젊을수록 

비교적 원거리의 필지룰 경작한다. 대저의 경우 24.4%, 52.9%, 35.7%, 38.0%로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운기 보유와 연령에 의해 소유 농경 

지 거리가 일정한 경향율 딴다는 것은 촌락공간의 점유크기가 농민의 사·회척인 

변수와 일정한 관련성이 존재하여 촌락내에서의 농민 집단간에 점유공간의 크기 

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율 의미한다. 

(2)농경지의 임대차 과정 

연구지역에서의 재촌농가에 의해 임차되는 필지에서，소작의 발생 원인과 형태 

는 표 5-3-8과 같다. 지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소작을 주는 이유는 백산의 경 

우 지주가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 (44. 1%) 이 가장 많고，그 다음이 타업종에 종사 

(22.4%)와 노동력 부촉(1 3.3%) 의 순으로 나타난다. 춘양의 경우는 농업노동력의 

부혹이 51.7%로 가장 높고 타업종 종사가 15.5%이며，다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 

는 토양 척박이 8.6%로 나타난다. 대저지역은 기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가 57.4% 

로 가장 높으며 도시 거주가 19.3%, 타업종 종사가 11.9%로 나타나 이들 지역 간 

에는 서로 상이한 요인에 의해 소작이 이루어짐율 보여준다. 

지주의 직업은 농림업이 백산에서 42.0%로 가장 놓으며，춘양은 19.0%, 대저는 

2.8%로 매우 낮다. 이는 백산의 가구당 소유면적이 넓음에 따라 농업노동력의 

부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상대적으로 경지가 협소한 춘양지역에서는 재 

촌농가에 의한 임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저지역에서 농 

림업의 비율이 낮은 것은 이 지역에서 직업 변환과 농경지의 매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짐에 기인한다.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는 백산，춘양의 경우 이웃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대저지역은 국가와 함께 토지매입자 (17.6%) 가 가장 높아 도시자본 

에 의한 투기가 소작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인다. 

소작료 형태에서는 백산，춘양은 현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대저지역에서는 하 

천부지를 제외하면 현곰이 22필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화폐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보인다. 소작료의 결정법에서도 춘양，대저지역은 정액제가 우세하고 

백산은 정율제가 25.2%로 타지역에 비해 높다. 소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 

이 대부분이며， 백산지역에서 1 년이 37.8%로 높게 나타난다. 대저에서 3-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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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8. 사례지역의 소작형태별 필지수 (단위 ; 개 (%) ) 

백산 τ 흐r야 。 대저 백산 효‘」느 OJ 대저 

19(13.3) 30(51.7) 15( 8.5) -까4、- 3( 2. 1) 2( 3.4) 121(68.8) 
-까..L、- 5( 8.6) 작 123(86.0) 26(44.8) 38(2 1. 6) 
작 32(24.4) 9(15.5) 21(11.9) 료 l7(11.9) 30(51.7) 17( 9.7) 

63(44. 1) 4( 6.9) 34 (1 9.3) 결정법 90(62.9) 28(48.3) 154(87.5) 

T이T 9( 6.3) 4( 6.9)101(57.4) 36(25.2) 5( 2.8) 
20(14.0) 9(10.3) 3( 1.7) 17 (11. 9) 30 (5 1. 7) 17( 9.7) 

직 농7치 qE·* 임Ll4퍼업}창어 60(42.0) 11(19.0) 5( 2.8) 54(37.8) 6(10.3) 6( 3.4) 
41(28.7) 29(50.0) 68(38.6) 기 20(14.0) 3( 1.7) 

업 42(29.4) 17(29.3)103(58.5) 19(13.3) 110(62.5) 
간 16 (11. 2) l( 1. 7) 2( 1.1) 

15 (1 0.5) l( 1. 7) 1( 0.6) 33(23. I) 36(62. 1) 54(30.7) 
관 24(16.8) 9(15.5) 18(10.2) l( 0. 7> 15(25.9) l( 0.6) 

59(41.3) 20(34.5) 18(10.2) 
계 10( 7.0) 10( 17.2) 10( 0.6) 겨약방법l 문구미기중두상타 

37(25.9) 105(59.7) 
31( 17.6) 101(70.6) 47(81.0) 70(39.8) 

l( 1. 7) 99 ( 56. 3 ) 5( 3.5) 5( 8.6) l( 0.6) 
32(24.5) 17(29.3) 8( 4.5) I( 0.7) 6(1 0.3) 

65.2%로 높은 것은 국유지 점유허가가 5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아다. 계약 방 

법은 대개 구두로 하며，백산에서는 문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 25.9%로 타지역에 

비해 높다. 

소작료는 대개 반분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백산지역에서는 정액법 

의 경우 6마지기(1200명)당 12짝(가마)을 지불하며 (6마지기당 24가마 생산) ，분작 

의 경우(정율법) 세금과 비용을 반반씩 물고， 112썩 나눈다. 수성리의 경우 소작 

필지의 70%가 분작을 하고 있다. 춘양의 경우는 서벽 2리에서는 논 1 마지기 (200명) 

당 쌀1가마니로，지주가 차지하는 몫은 약 30%이다. 대신에 농사비용은 소작인이 

부담하고 있다. 한면 서벽 4리의 경우에는 답의 경우 비싼 것은 마지기 당 쌀 2 

가마 반이，천은 쌀 1가마가 소작료로 지불되고 있다. 

대저는 토지소유권의 이전이 활발함에 따라 소작권이 예민한 문제로 발생되고 

있다. 지주의 변경시 가능한 원래의 연고자에게 경작권을 주며，또한 동기상 소유 

주를 농민의 이름을 빌리는 대신에 경작권을 계속 인정해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900명당 쌀 생산량이 13-15가마인데 소작료는 수도작인 경우는 4-5가마 

이며，대개 부재지주는 4가마，재촌지주는 5가마로 재촌지주가 약간 비싸게 받고 

있다. 농지거래에 있어서 중계인이 일종의 舍音역할을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찌. 

수도작과 비닐하우스를 하는 경우 쌀 12가마를 지불한다. 소작료는 결정시에는 

현물로 정하나，지불은 시세에 따라 현금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대저지역의 

32)23통장(명강대리 이장)과의 면담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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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의 경우 농민은 국가와 5년 계약으로 임차률 하며，년간 명당 사용료는 

60원이다. 채소농사률 지을 경우 율류세，식량작물일 경우 갑류세률 지불한다. 

재촌농가의 천답 별 소작비율은 표 5-3-9와 같다. 백산의 경우 자경필지의 전· 

답 비율과 소작 농가의 비율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춘양의 경우 

표 5-3-9. 소작농경지의 지목별 필지수 (단위;개(%) ) 

백 산 긴 iir‘ 양 저 

자경 소작 자경 소작 자경 소작 

전답 325( 35.7) 54( 35.3) 423( 58.0) 42( 49.4) 65( 18.6) 125/26( .26.3) 
586( 64.3) 99( 64.7) 306( 42.0) 43( 50.6) 284( 81. 4) 63/73( 73.7) 

계 911(100.0) 153(100.0) 729 (1 00.0) 85 (1 00.0) 349 (1 00.0) 188/99 (1 00.0) 

자경농지의 전·답 비율은 58:42，소작비율은 49:51로 역전되어 나타나며 또한 이 

지역은 답의 소작율이 높다. 반면 대저의 경우 田의 소작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 

난다‘ 이와 갈이 각 지역에서 소작농지의 지목별 비율이 농업경제의 주축이 되 

는 지묵과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은，소작이 농민의 식량생산 공간 확보의 용구 

에서 시작된다는 점과 함께 소작농지의 농업조건이 자경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율 시사한다. 한편 대저지역에서 田이 26.3%로 월둥히 높게 나타 

나는 것은 이 지역의 田이 대부분 상대농지이면서 지목 변환이 용이하다는 점으 

로 인하여 상당수의 田 필지가 도시인들에 의해 매입되었고，현지 주민들이 이들 

농지를 소작하는데 기 인한다. 

소작 농경지가 자경농지에 비해 농업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은 표 5-3-10. 에도 

잘 나타난다. 가육으로부터의 거리와 자경，소작농지의 비율에서 백산의 경우 자 

경농지는 200m-500m가 34.5% ， 500m-lOOOm가 35.5%인데 비해 소작농지는 lKm이상이 

42. 7%로 높게 나타나며 • 500m-l000m가 33.9%를 차지 한다. 춘양과 대저 에서도 이 

표 5-3-10. 농가로부터 소작 농경지의 거리별 필지수 (단위 ; 개(%) ) 

백 산 τ jEιr 양 저 

자경 소작 자경 소작 자경 소작 

1- 200m 145( 23.2) 80( 15. 7) 6( 8.5) 67( 29.4) 11( 18.3) 
200- 500m 216( 34.5) 2I( 16.9) 180( 35.4) 26( 36.6) 72( 31. 6) 30( 50.0) 
500-1000m 222( 35.5) 42( 33.9) 204( 40.1) 31( 43. 7) 7I( 31.1) 12( 20.0) 

1000-2000m 42( 6.7) 53( 42.7) 43( 8.4) 8( 11. 3) 17 ( 7.5) 5( 8.3) 
2000m 이상 I( 0.2) 8( 6.5) 2( 0.4) l( 0.4) 2( 3.4) 

계 626(100.0) 124(100.0) 509 (1 00.0) 7I( 100.0) 228 (1 00.0) 6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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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 추세률 보이고 있다. 소작농지가 자경농지보다 가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다는 것，혹 농업조건이 자경농지에 비해 그만큼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작이 농업경영에서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생산공간을 확보 

하기 위하여，또한 이윤보다는 자기자신의 노동력의 현시를 위한 경영규모 확대 

의사에 기인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농민이 농업에 종사하여 토지를 이탈하 

지 않는 한， 농민에게 소유된 토지가 자신이 경작하고자 하는 경영규모보다 부족 

할 때，생산공간율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나 개인 동 타인의 토지률 임차할 수밖에 

없으며，이를 통해 농민은 토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연계됨율 보여준다. 

또한 이와 같이 촌락내에서 농경지의 임대차가 농민의 경제공간 확보의 결과 

라는 것은 농경지 임대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영규모 외에 다른 요인이 작 

용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33)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본제적 경영이 채 유입되 

지 못하고 대부분 1-2ha의 자영농에 의해 이루어지는 촌락에서의 임대차는 농가 

의 사회적인 속성에 의해 분류되는 준거집단간에 차이를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33)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농가 호수는 1967년의 2 ， 587천호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경작규모별 분포의 변화를 보면 0.5ha이상의 대농비율이 감소하고 
0.5- 1. 5ha사이의 중·소농 계층으로 경영과 경지가 집중되므로써，농가호수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중·소농구조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러한 분화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법칙을 바탕으로 하여 경영규모를 
톡립변수로 보아 임차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즉 대 
농과 소농의 농업임금의 상숭에 따른 지대 부담력의 차이에 의한 임차농지의 유 
동화를 통해 경영규모의 분화를 설명하고 있다. (李貞煥， 1983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鳳因과 農地流動化 戰略‘ ” 농촌경제 제6호 (3) , pp.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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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물의 재배 

연구지역에서의 지목별 재배작물의 분포는 표 5-4-1 과 같다. 벼의 재배는 세 

지역 모두 짧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田에서도 백산에서는 전체 필지의 39.4% , 춘 

양에서는 2.6% , 대저에서는 24.8%에서 改짧이 되어 벼가 재배되고 있다. 명야지 

역인 백산에서 이처럼 改짧의 비율이 놓은 것은 지형조건상 짧 전환의 용이성과 

미작의 상대적인 유리성에 기인한 것이며 춘양지역에서 그 비율이 낮은 것은 짧 

으로의 전환이 한계에 달했고 또한 전작의 상대척인 유리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 

각된다. 짧에서 전작물이 재배되는 필지는 백산에서는 6필지 (0.8%) 에 불과하나 

춘양에서는 33필지 (9.1%) ， 대저에서는 27필지 (6.9%)로 비교적 높다. 이는·춘양지 

역이 수리조건의 불리와 함께 륙용작물과 과수(사과)에서의 수익성에， 대저는 원 

예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농업을 영위함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4-1. 지목별 작물재배 필지수 (단위 ; 개 (%) ) 

백 산 τ jEi;r OJ 대 저 

田* 짧 田 ￥g 田 ￥훌 

154( 39.4) 686( 99.3) 12( 2.6) 328( 90.9) 38( 24.8) 363( 93.1) 
81( 20.7) l( 0. 1) 188( 40.4) 3( 0.8) 3( 2.0) l( 0.3) 

122( 31.2) 5( 0.7) 99( 21. 3) 2( 0.6) 10 1( 66.0) 20( 5. 1) 
21( 5.4) 19( 4. 1) 13( 3.6) 2( 0.5) 
l( 0.3) 124( 26.7) 12 ( 3.3) l( 0.3) 

12( 3. 1) 23( 4.9) 3( 0.8) l I( 7.2) 3( 0.8) 

계 391(100.0) 691(100.0) 509(100.0) 361(100.0) 153(100.0) 390(100.0) 

*표 중 田에서 米가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농지원부에서 법정지목이 
田으로 되어 改짧이후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배작물의 비율을 보면 백산의 경우 전체 1082필지 중 米가 840팔지 (77.6%) , 

맥 동의 식량작물이 82필지 (7.6%) , 원예작물이 127필지(1l. 7%) , 특용작물이 21필 

지(l. 9%)로 대부분 벼가 짧의 주작물이면서 원예작물이 田作勳의 주축을 이룬다. 

춘양의 경우 전체 870필지 중 벼가 340필지 (4 1. 2%) , 식량작물이 191필지 (23.1%) , 

원예작물이 101 필지(12.3%) , 특용작물이 32필지 (3.9%) . 과수가 136필지(1 6.5%)를 

차지하여 과수가 田作物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논에서도 과수를 재배하는 필지 

가 12필지나 되고 있다. 대저는 전체 543필지 중 벼 401 필지 (73.8%) ， 원예작물 

(22.3%)로 주로 벼와 원예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농업지역에서 작물재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각 농경 필지를 

단위로 하여 재배작불과 농업경영의 구성요소들간의 관련성을 통해 지리적인 차 

이성율 파악하고자 하였다. 관련성의 파악에서 이용된 변수들은 필지별 소유관 

-)60-



계，필지의 농가로부터의 거리，경영형태(경영규모，보유노동력，경운기 보유여부)， 

경영주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성，연령，학력)들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농업이 

수전에서의 수도착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는 대개 관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화에 의한 농업지역의 변화는 전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미작，전작 농업지역과 도시에 인접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도시 근교농업 

지역은 재배작물 결정과정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저지역을 백산，춘 

양지역과 분리하여 상업적 농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하천부지)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1)미작· 전작 농업지역 

표 5-4-2는 각 사례지역에서 작물결정 요인과 재배작불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소유형태에서 백산의 경우 자경필지는 곡물의 재배비율이 높은 반면에 

소작필지는 채소 및 특용작물이 높다. 지력의 소모가 상대적으로 채소，특용작물 

이 곡물보다 높은 것을 볼 때， 소작 즉，경작과 소유의 분리현상은 지력의 소모에 

상관하지 않고 단기간에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경지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춘양에서도 소작필지에서 채소，특용작물의 재배비율이 높아 소유 

형태와 작물의 재배가 일정한 관련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과수에서 자경이 

월동하게 높은 것은，과수가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경작권이 안정된 자기소유의 

경지에서만 주로 재배되기 때문이다. 

가옥으로부터의 거리와 재배작불과의 관련성에서 백산의 경우 곡물은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비율이 낮고 먼 지역에서 높은 반면，채소，특용작물은 거리가 

가까운 농경지에서 높게 나타난다. 춘양의 경우 곡물，채소，특용작물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으나，과수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서 높게 나타나 거리가 작 

물재배에 영향을 미칩을 보여준다. 이는 지형 조건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가옥으로부터의 거리가 작물재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사례지역에서 

촌락내 가옥 배치가 대부분 집촌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감안할 때，재배작물의 종 

류가 촌을 중심으로 동심원척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짧이 가옥에 

인접해 있는 백산지역에서는 작물 변화보다는 짧의 집약도 변화로 나타날 것이 

며，산간지대인 춘양지역은 田에서의 작물 배열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가 보유노동력과의 관계에서는 백산의 경우 노동력이 많을 수록 곡물을 기 

피하고 채소，특용작물 선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동력이 풍부할수록 작물의 

상업화가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춘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추세가 나타난다. 

그러나，과수에서는 오히려 보유노동력이 작은 농가에서 높게 나타나 과수의 재배 

는 노동력의 크기 요인이 작용하지 못하고 재배기술 등의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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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2. 농경지의 점유자 유형별 작물재배 필지수 (단위 ; 개 (%) ) 

백 산 딘 :ir 양 

雜훌g 葉훌훌 特用 計 雜 훌g 葉훌홉 特用 果樹 름十 

소형유태 자소경작 79(37.6 )1 13(53.8 )1 7( 8. 1) 209 166(40. 7)86(2 1.1) 25( 6. 1) 13 1( 32. 1) 408 
2(13.3) 10(66.7) 3(20.0) 15 18(4 1. 9) 15(34.9) 7( 16.3) 3 ( 7.0) 43 

-200m 19(28.4) 39(58.2) 9(13.4) 67 28(44.4 )11( 17.5) 1( 1. 6) 23(36.5) 63 
거리 2-500m 16(37.2) 24(55.8) 3( 7.0) 43 54(41.5)29(22.3)10( 7.7) 37(28.5)130 

500m- 33(47.8) 32(46.4) 4( 6.3) 69 44(39.0)26(21.3) 9(10.3) 30(29.4)136 

보노동유 1-2 이인 68(39.5) 90(52.3)13( 7.6)171 150(40. 1) 82(2 1. 9)2 1( 5.6 )1 21( 32.4)374 
3 인 상 7(20.6) 24(70.6) 3( 8.8) 34 16(35.6 )11( 24.4 )1 0(22.2) . 8 (1 7.8) 45 

경기운 보 미보유유 44(37.3)63(53.4)11( 9.3) 118 86(55. 1) 39(25.0) 5( 3.2) 26 (1 6.7) 156 
37(34.9)60(56.6) 9( 8.5) 106 98(33.2)62(21.0)27( 9.2)108(36.6)295 

-1, 000 5(13.9)25(69.4) 5(13.9) 36 20(60.6) 8(24.2) 1( 3.0) 4( 12. 1) 33 
소유 1-2 , 000 10(62.5) 6(37.5) - 16 10(41.7) 5(20.8) 4(16.7) 5(20.8) 24 
:-(I1I 명 -n4-) 2-3 , 000 5(21.7)16(69.6) 2( 8.7) 23 21( 38.2) 15(27. 3) 4( 7.3) 15(27.3) 55 

3-5 , 000 18(32. 1) 32(57.0 6(1 0.7) 56 74(4 1. 3)44(24. 6) 9( 5.0) 52(39. 1) 179 
. 5, 000- 43(46.2)43(46.2) 7( 7.5) 93 59(36.9)29(18. 1) 14( 8.8) 57(35.6)160 

성별 여 남 자 자 77(37.0 )1 13(54.3) 18( 8. 7) 209 162(38.3)96(22.7)32( 7.6)133(31.4)423 
4(25.0) 10(62.5) 2( 12.5) 16 8(100.0) - - - 8 

-39세세세 5(16.7) 20(66.6) 5(16.7) 30 14(24.6)10(17.5) 8(14.0) 25(43.9) 57 
연령 40-49 10(50.0) 8(40.0) 2(10.0) 20 25(33.3)19(25.3) 3( 4.0) 28(37.3) 75 

50-59 35(40.2) 48(55.5) 4( 4.6) 87 62(36.0)39(22.7)13( 7.6) 58(33.7)172 
60세- 31(36.5) 45(52.9) 9(10.6) 85 69(54.3)28(22.0) 8( 6.3) 22(17.3)127 

무국중고 학 졸 졸 롤-
20(34.5) 33(56.9) 5( 8.6) 58 81( 45.5)36(20.2) 15( 8.4)46(25.8") 178 

-학「τ력r 39(41.9) 51(54.8) 3( 3.2) 93 68(4 1. 2)43(26. 1) 14( 8.5)40(24.2) 165 
7(3 1. 8) 11 (50. 0) 4( 18. 2) 22 12(20.3) 14(23. 7) 3( 5.1 )30(50. 8) 59 

15(29.4) 28(54.9) 8( 15. 7) 51 9(3 1. 0) 3(1 0.3) - 17(58.6) 29 

의미한다. 경운기 보유와의 관련성에서，백산에서는 재배작물간에 큰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아 이 지역이 완만한 명야지역으로 지리적인 이동이 크게 장애를 받지 않 

는 지역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춘양에서 경운기 보유는 륙용작 

물과 과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춘양지역에서 경운기가 작물재배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은，산간지역입으로 인하여 지리적 이동에 큰 장애를 받는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지보유규모와의 관련성에서는 백산에서는 작물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춘양에서의 과수 재배는 경지의 보유규모가 큰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과 

수 둥 다년간 투자 후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를 

윗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62-



농가 경영주의 개인적인 숙성과의 관련성에서 성멸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연령상으로 볼 때 백산에서 4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채소가 높게 

나타나며 (66.6% )， 륙용작물도 약간 높다( 16. 7%). 춘양에서도 곡물재배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40대 이하에서 특용작물이 높고(1 4.0%) , 과수는 연령 

이 높은 집단에서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연령이 노동력의 질과 함께 

기술 습둑의 수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작물재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읍을 보여준다. 학력에 의한 재배작물 분화는 더욱 뚜렷해져 백산에서는 학력 

이 낮은 집단에서 곡물의 재배비율이 높고 반면에 특용작물의 비율이 낮아진다. 

춘양에서는 과수재배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미작·전작 농업지역에서의 작물재배는 가욱으로부 

터 필지의 위치 동에 의해 배열이 이루어지고，또한 필지의 소유관계와 점유자의 

사회·경제적 숙성에 의해 지리적 차이성을 유발하면서 작물이 배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명야 미작지역인 백산지역에서는 미작， 

소채，특용작물을 산간 전작지역인 춘양에서는 과수와 특용，소채를 재배하며 상업 

화를 진척시키면서 농업지역 분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대도시 근교농업지역 

본 항에서는 대저지역에서 시장지향적인 농업이 가장 집중척으로 이루어지는 

닥동강 하천부지의 연구를 통해，상업적 농업지역에서 작물재배의 결정과정율 이 

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하천부지는 원래 일제시대 악동강의 一川式 工

專가 시작되기 전에는 웹)德里의 취락이 형성된 곳이며 공사후에 현재의 제방 안 

쪽으로 취락이 옮겨지면서 이 일대는 하천부지 地目으로 국유화 된 지역이다. 

市에서는 이 부지를 5년 단위로 농민들에게 일정한 약정서에 의거하여 점유허 

가를 내준다. 점유에 대한 수수료는 년간 명당 60원씩이다. 대저 l동의 하천부지 

는 지번별로 총 981필지로，대부분 田，짧으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 

표 5-4-3. 하천부지 점유자의 거주지와 점유규모별 가구수 (단위;戶) 

거주지역 점유자수 비율(%) 점유면적 점유자수 비율(%) 

부대강김서 저구기 I 동 해타 산 
155 81. 2 

- 50떻명청 27 14. 1 
26 13.6 500-1000 48 25. 1 
7 3.7 1000-2000 74 38.8 
3 l. 6 2000-3000 27 14. 1 

3000- 15 7.8 

계 191 100.0 계(평균 :1449. 7) 191 100.0 

(자료;대저 1동 하천부지 점유 허가대장 (1989-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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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t木閔

=뿔 

그림 5-4-1 대저지역 하천부지 토지이용도( 1989년 10월) 

01 흥웠M 
‘--‘ 

으며，일부는 골재채취，대지 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명균 점유면적은 1449. 7명 

으로 3.000명이상 허가를 받은 농가도 15인이 된다(표 5-4-3참조). 대부분의 점 

유자는 대저 1동 주민이 차지하며 (8 1. 2% ), 이외에 김해 농가들의 출입 경작자들도 

있다(13.6%). 부산과 구포대교로 연결되어 있고，매년 장마때면 큰 홍수로 침수되 

면서 농작물이 피해률 받으나，퇴적물이 쌓여 토양이 비옥한 곳이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은 그립 5-4-1 과 같다. 60% 이상이 시설농업을 영위하면서 · 

주로 부산시에 내다 팔기 위한 작물로 무·배추를 비롯 토마토，호박，상추，딸기 동 

의 원예작물을 재배한다. 

대저지역에서의 시설농업은 가옥 주위의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한 짧에 시설을 

하거나 하천부지에 반영구적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이루어진다. 짧의 비닐하 

우스는 대부분 미작을 주로 재배하면서 겨울에 시설농업을 영위하며 집주위의 

거리가 가까운 농경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척이다. 

하천부지에서의 시설농업은 토양이 낙동강의 충적토로 되어 있어 통기와 배수 

가 좋고 지하수위도 비교적 높아 수분의 자연 공급율도 높고 관수도 편리하여 대 

부분 고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5) 

35)골재는 목재，목죽 흔용 동 여러가지를 사용하며 그 중 가장 많은 형태는 竹木
材를 이용하여 폭 4.3-4.7m , 높이 1. 6- 1. 7m，외축높이 1. }-1, 3m의 單陳을 이루며 
측면 훌直孤形 지붕이 대부분이다. 환기는 수직부와 지붕 호단부 경계선에 위치 
한 필름을 상하로 걷어 공기를 소통시킨다. 표l 복재료는 poly 0.06-0.07mm를 사용 
하고 작물에 따라 밤에는 2-3중의 필름과 거적으로 외부를 피복하여 보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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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는 비닐율 벗기고 노지상태에서 채소재배를 하다가 가을이 되면 호박，토마 

토，배추，오이 둥율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온난한 기후조건을 이용，타지역의 시장 

지향적 농업지역과 경쟁하면서 입지한다. 호박의 경우 10월에 파종하여 l월에 수 

확하며，토마토는 4월에 수확하고， 배추는 11월 중순에 심어 3월 중순에 수확하며， 

오이는 12월에 파종하여 2월에 출하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저지역의 작물재배의 결정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대저 1동 하천 

부지 점유자 중 대저 1동에 거주하는 155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 

사가 이루어졌다(부록 참조). 조사는 우연조사와 설문조사를 겸하여 이루어져 총 

7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46.5% ), 설문개요는 표 5-4-4와 같다. 농가 

의 1가구당 명균 점유면적은 1583.2평으로 이 중 53가구 (73.6%) 가 시설농업을 하 

고 있었다. 농가당 시설면적은 1224.0평으로 농가당 경지면척의 명균 77.3%를 시 

설농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표 5-4-4. 대저지역 설문개요 

설문농가 72호 11 명균점유면적 
시설농가 53호 11 시설재배평균평수 

시 설 1- 500 명 9호 (17.0%) 500-1000 명 
면적 11 1000-2000 명 22호 (4 1. 5%) 2000평 -

(자료;설문조사) :이하 표 동일 

1583.2 명 
1224.0 명 

16호 (30.2%) 
6호(11. 3%) 

하천부지는 토양이 비옥하나 홍수의 피해가 잦은 곳으로 이 지역에서의 작물재 

배는 홍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설문 결과 확인되었 

다. 따라서 작물선택 및 시설재배 요인의 분석에 있어서는 경영형태(경영규모，하 

천부지 의존도，재배 경험)와 경영주의 성，연령，학력의 사회-경제적 특성 외에 

환경명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농업환경 

농가 경영주가 이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한 기간은 대개가 10년 이상으로 그 중 

40년 이상이 된 농가는 14호(1 9.4%) 이며， 이들은 대부분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 

람들로서 취락이 옮겨진 후에도 농업경영을 계속한 가구들이다(표 5-4-5 ). 가옥 

과 농경지의 시간거리는 10-20분 이내가 가장 많으며 농경지까지의 이동수단은 

다수가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하천부지 영농환경에 대한 농가의 인식 

연탄，유류난로를 이용한 보온도 가끔 이루아 진다 (33) 姜推 外， 1975 , “南部地方
施짧園훌훌의 類型과 그 載培環樓에 관한 짧究 農業鼎究所報， 9호， p.58 , 慶尙大
學校.)，

-165-



표 5-4-5. 대저지역 농가의 영농기간과 통곤형태별 농가수 (단위;戶) 

재배기간 농가수 비율(%) 도보시간 농가수 비율(%) 

- 10 년년년 12 16. 7 
- 5 분걷부a-: 11 15.3 

10- 20 24 33.3 5-10 21 29.2 
20- 40 24 33.3 10-20 31 43. 1 
40년 - 12 16. 7 20분- 9 12.5 

교통수단 농가수 비율(%) 환경명가 농가수 비율(%) 

도 보 45 62.5 

매매보우우나좋롱쁘 좋다 나 이다다쁘다다 
3 4.2 

(경자기운전기거 타， 22 30.6 14 18. 1 
57 6.9 36 .50.0 

17 23.6 
오토바이) 3 4.2 

은 ‘좋다’가 22.3% , ‘보통이다’가 50.0% , ‘나쁘다’가 27.8%로 나타났다. 홍수피 

해의 빈도에 대한 인식(표 5-4-6) 에서는 68. 1%인 49호가 1년에 2회이상으로 웅 

답하여 홍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수 피해 

에 -대한 대웅은 60%이상인 44가구가 ‘으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 

가 적은 농업으로 전환한다’거나 ‘관계 기관에 탄원한다’는 동의 적극적 태도를 

지닌 농가는 137}구 (18.3%)로 적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농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19. 7%였다. 한편 이 지역의 농업에서 염해 피해의 방지률 위해 건설된 

하구언에 대한 명가에서도(표 5-4- 7), 50% 이상인 -36가구가 하구언 건설 이후‘홍 

수피해가 더욱 잦다’로 응답하고 있으며，내용은 칩수 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의 수질 변화도 부정적인 견해로 웅답한 농가가 39가 

구인 55. 7"로.하구언 건설이 농업환경을 오히려 불리하게 만률었읍을 보여준다. 

2)작물 재배와 시설 영농 

표 5-4-8은 재배작물 종류수의 농가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한 가지만을 재배하 

표 5'-4-6. 대저지역 농가의 홍수에 대한 인식과 행태별 가구수 (단위;戶) 

홍수 피해 빈도 농가수 비율(%) 피해후 행동 농가수 비율(% ) 

11 년년 2 1 회회 이상 49 68.1 

농으해업혜포기으 행관 적로적에 의은인사 전 단 것 
14 19.7 

18 25.0 44 62.0 
2-3널 I협 2 2.8 피관농계 관 가기업 에 환 원 74 38.8 
3-4 y1 1 1. 4 
5년 다 1회 2 2.8 3 4.2 

계 72 100.0 겨l 7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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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7. 대저지역 농가의 하구언에 대한 인식형태별 가구수 (단위 ;戶)

홍수 피해 빈도 농가수 비율(%) 오잘히 모 려르 많아겠다졌다 6 8.6 
2 2.9 

36 51. 4 

하더차렬잘구욱이 모둑 발가 자생르과주한겠관 안다다난계 발다없생다 21 30.0 농업용수 수질 농가수 비율(%) 
6 8.6 
6 8.6 7 10.0 

1. 4 10 14.3 
12 17. 1 

가뭄 피해빈도 농가수 비율(%) 18 25. 7 
21 30.0 

매약달우간라진 적 척게어어 없 졌 졌다다다 17 24.3 2 2.9 
13 18.6 
32 45. 7 계 70 100.0 

는 농가는 14농가 (19.4%) 에 불과하고 68.0%인 49농가가 2-4종류의 작물을 재배하 

며 5개작물 이상을 재배하는 농가도 12.5%를 차지한다.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는 

표 5-4-9와 같다. 주재배되는 작물은 무·배추가 55.6%로 가장 많고，이외에도 벼 

와 토마토가 재배된다. 전체로는 무·배추와 벼，토마토 둥을 주로 재배하고 있다. 

표 5-4-8. 대저지역 작물재배 선택이유별 농가수 (단위 ; 戶(%) ) 

재배작물 농가수 비율(% ) 작물 선택 이유 농가수 비율(%) 

종류 14 19.4 

토과수홍신수거경양입로이부 이 적 피 안터써 가해합하 계가장속어 재 아 어배서서 
18 25.0 

2 14 19.4 21 29.2 
3 25 34. 7 15 20.8 
4 10 13.9 의을 성 도 좋 되 척므로 9 12.5 
5- 9 12.5 9 12.5 

표 5-4-9. 대저지역의 작물별 재배농가수 (단위 ; 戶(%) ) 

전 체 (시설포함) 시설재배작물 
작 물 

주재배농가 재배농가수 주재배농가 재배농가수 

무토호마 배 박토추 40( 55.6) 106( 53.0) 26( 49.0) 58( 47.5) 
10( 13.9) 18 ( 9.0) 15( 28.3) 21( 17.2) 
3( 4.2) 13( 6.5) 3( 5. 7) 13( 10.7) 

12( 16.7) 21( 10.5) 4( 3.3) 
9( 4.5) l( 1. 9) 5( 4. 1) 

3( 4.2) 4( 2.0) 4( 7.5) 4( 3.3) 
11( 5.5) 4( 3.3) 
5( 2.5) 4( 3.3) 

4( 5.6) 13 ( 6.5) 9( 7.3) 

계 72(100.0) 200(100.0) 53( 100. 0) 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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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닐하우스에서는 엇갈이 배추，토마토，호박 둥이 주작물로서 재배되고，천 

체로는 무·배추와 함께 토마토，딸기 둥이 경작되고 있었다. 농가에서 작물을 결 

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표 5-4-8 참조)은 ‘관행에 의해서’가 가장 높아 

29.2%로 나타나고 이외에 토양과 시장성 요인도 25.0%, 20.8%를 자지하여 재배작 

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홍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유도 12.5%로 높게 나타난다. 

재배작물율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과 경영주의 사회-경제적인 륙성과의 

관련성은 표 5-4-10과 같다E 농업 환경평가가 좋은 집단에서 수익성을 고려하 

는 농가의 비율이 높아 시장지향적인 작물을 선택하며，나쁘게 명가한 집단은 홍 

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거나，관행에 의해，신경을 렬 써도 되는 요인에 의해 

표 5-4-10 대저지역 가구특성별 작물선택이유별 농가수 (단위;戶(%) ) 

작물선택이유 토양척합 수입성 홍수피해 관행에의합 겨l 

환경명가 매우우보나룡 좋쁘다다 4(25.0) 4(25.0) 2 (1 2.5) 6(37.5) 16(100.0) 
10(28.6) 9(25.7) 3( 8.6) 13(37.2) 35 (1 00.0) 
4(20.0) 2 (1 0.0) 4(20.0) 10(50.0) 20 (1 00.0) 

재배기간 -10 년년년 2 (1 6.7) 2 (1 6.7) J( 8.3) 7(58.3) 12 (1 00.0) 
10-20 5(20.8) 5(20.8) 4 (1 6.7) 10(4 1. 6) 24 (1 00.0) 
20-40 9(30.6) 8(22.2) 4 (11.1) 11( 36. 1) 36 (1 00.0) 

경작며척 
2 (1 8.2) - 4(36.4) 4(36.4) l l( 100 , 0) 

1000-2000 2 (1 3.3) 4 (1 5.4) 2(13.3) 8(53.3) 15 (1 00.0) 
2000-3000 6(27.3) 7(3 1. 8) 2 ( 9. 1) 7(3 1. 8) 22 (1 00.0) 
3000- 8(33.3) 4 (1 6, 7) I( 4.2) 11( 45.8) 24 (1 00.0) 

i천i 의존 - 40% 3 (1 8.8) 4(25.0) l( 6.3) 8(50.0) 16 (1 00.0) 
40 - 60% 6(37.5) 4(25.0) l( 6.3) 5(3 1. 3) 16 (1 00.0) 
60 - 80% 3(23. 1) 2 (1 5.4) l( 7.7) 7(53.9) 13 (1 00.0) 

도 80%- 6(22.2) 5 (1 8.5) 6(22.2) 10(37.0) 27 (1 00.0) 

여려‘。- - 49세세 12(38.7) 8(25.8) 4 (1 2.9) 7(2 1. 6) 31 (1 00.0) 
50 - 59 3 (1 5.0) 2 (1 0.0) 4(40.0) 11(55.0) 20 (1 00 , 0) 

k별。{ .여남 자자 17(25.0) 14(20.6) 9( 13. 2) 28(4 1. 1) 68 (1 00.0) 
1( 25.0) I( 25.0) - 2(50.0) 4 (J 00.0) 

학 국중졸졸 이하 6(2 1. 4) 6 ( 8.8) 2 ( 2.9) 14(20.6) 28(100.0) 
5(20.8) 4 (1 6. 7) 4(1 6.7) 11(45.8) 24 (1 00.0) 

력 고졸 이상 7(36.8) 4(2 1.1) 3 (1 5.8) 5(26.3) 19(100.0) 

36) 고려 요인 중 ‘관행에 의한 것’과 ‘신경을 안써도 됨’은 응답 유형이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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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환경의 인식에 대한 결과가 작물재배 

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작 경협이 오래된 집단에서는 

토양의 요인과 수익성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으며 ，경혐이 짧은 집단에서는 관행 

에 의한 것과 신경을 안쓰는 비율이 높아져 홍수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총 경영규모와의 관계에서는 농가의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 홍수 피해률 적게 

받는 안정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총 경영면척 중 하천부지 

의 의존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홍수 피해가 적은 작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 

다. 이는 농가경영에서 안정척인 작물재배는 경영규모가 작고 하천 의존도가 높 

은 농가에 의해 주도되어 재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하천 의존도가 낮은 

집단에서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홍수에 대한 대비책 

이 있을 때에 농가는 홍수 둥의 위험 (risk) 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영주의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젊은 집단에서는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택하며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는 관행에 의해 작물을 선택 

하는 경향이 높다.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토양의 요인을 고려하며 또한 

수익성이 높은 작물，홍수의 피해가 적은 작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상업척 농업이 이루어지는 대저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작물재배 결정요인을 종 

합하여 불 때 자연조건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 경험과 연령，학력수준 둥에 의해， 

시장지향적인 작물은 경영규모 및 재배 경협과 환경명가에 대한 인식 둥의 차이 

에 의해 ，홍수에 피해가 적은 작물은 총경영규모 및 하천부지에의 의존도，환경명 

가 및 연령，학력수준에 의해，관행에 의한 작물은 재배 경험과 환경명가，연령의 

차이 동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은 부산이라는 대소비 시장이 인접해 있고，또한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 

리하여，시설농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지역이면서，이 농업 형태는 농가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시설농업은 설치에 자본이 많이 들고， 

노동력뿐 아니라 일반 농업과는 달리 고도의 영농기술이 필요하며，또한 시장정보 

에 대한 판단도 비교적 정확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설농업의 실시 

여부와 재배면적은 농가의 경영규모，경영주의 영농기술 둥 농가의 경영적인 요 

인과 개언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대저지역의 농업에서 시설재배와 

농가 경영요소의 관련성은 표 5-4-11 과 같다. 

가옥으로부터 거리와의 관련에 의해 시설재배를 하는 비율을 보면， 10분 이하의 

집단에서는 84.4%인데 비해 10분 이상에서는 64.5%, 66.7% 를 차지하여， 가옥으 

로부터의 거리가 시설재배의 여부에 작용함을 보여준다. 경작경협에 있어서 기간 

이 긴 집단에서는 오히려 안하는 비율이 높으며 경협이 적은 집단에서 시설을 

하는 경우가 높다. 또한 전체 경작면적 중 하천부지에의 의존도와의 관련성을 

보면 80%이상을 제외하면 의존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시설규모가 커지고 있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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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 1. 대저지역의 가구 유형별 시설농업 농가수 (단위;戶(%)) 

시 설 재 면 척 

안한다 1000명이하 000-2000명 2000명이상 계 

거 10분이 이;tri 상 상 5(1 5.6) 17(53. 1) 8(25.0) 2( 6.3) 32 (1 00.0) 
10-20 11( 35.5) 6(1 9.4) 12(38.7) 2( 6.5) 31 (1 00.0) 

리 20분 3(33.3) 2(22.2) 2(22.2) 2(22.2) 9(1 00.0) 

10년 이년년하 2(1 6.7) 4(33.3) 5(4 1. 7) I( 8.3) 12(100.0) 
10-20 5(20.8) 8(33.3) 9(37.5) 2( 8.3) 24(100.0) 
20-40 12(33.3) 8(36. 1) 8(22.2) 3( 8.3) 36 (1 00.0) 

총켜작。렵 -1000 명회회i。。§ 6(54.5) 5(45.5) 11 (1 00.0) 
1000-2000 2(1 3.3) 9(60.0) 4(26. 7) 15 (1 00.0) 
2000-3000 6(27.3) 5(22. 7) 10(45.5) I( 4.5) 22 (1 00.0) 
3000- 5(20.8) 7(29.2) 8(33.3) 4(1 6.7) 24 (1 00.0) 

하천의존 - 40% 6(37.5) 5(3 1. 3) 4(25.0) l( 6.3) 16(100.0) 
40 - 60% 4(25.0) 5(3 l. 3) 5(3 1. 3) 2(1 2.5) 16 (1 00.0) 
60 - 80% l( 7.7) 5(38.5) 5(38.5) 2(1 5.4) 13 (1 00.0) 

‘s:.. 80 -100% 8(29.6) 10(37.0) 8(29.6) I( 3.7) 27 (1 00.0) 

연 - 49세세상 7(22.6) 10(32.3) 10(32.3) 4(1 2.9) 31(100.0) 
50 - 59 3(1 5.0) 8(40.0) 7(35.0) 2(1 0.0) 20 (1 00.0) 

려。 60세 이 9(42.9) 7(33.3) 5(23.8} 2 I( 100. 0) 

λ별。:i 여 남 자자 17(25.0) 25(36.8) 20(2 9-.4) 6( 8.8) 68 (1 00.0) 
2(50.0) 2(50.0) 4(1 00.0) 

학 고 -중국졸줄졸 - 8(29.6) 10(37.0) 7(25.9) 2( 7.4) 27 (1 00.0) 
5(20.0) 9(36.0) 9(36.0) 2( 8.0) 25 (1 00.0) 

력 6(3 1. 6) 6(3 1. 6) 5(26.3) 2( 10.5) 19 (1 00.0) 

지이용의 집약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한연 80% 이상의 농가가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경작규모에서 경제력의 윗받침이 없는 농가들이 이들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농가 경영규모와의 관련성을 보면， 1 ， 000명 이하의 농가 집단에서는 시설농업을 

하는 비.율이 45.5%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1 ， 000명 이상의 경영규 

모를 지닌 농가 집단에서의 시설재배 면적은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재배면적이 높 

게 나타난다. 이는 시설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농가의 자본이 일정한 영향을 미 

침을 보여준다. 학력과의 관계에서는 재배여부와 관련성이 없으나， 규모상으로 

볼 때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시설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하여 불 때 상업적 농업지역에서의 시설농업은，시설의 설 

치여부에 있어서는 경영규모，하천부지에의 의존도，거리 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재배규모는 연령，학력，경영규모 등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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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지역 분화과정:요약 및 종합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분석된 농업지대의 변화와 그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성격이 뚜렷하게 상이하다고 판단된 3개의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촌락내에서 농업 

이 전개되는 과정의 차이성을 파악함으로써，각 농업지역 성격의 형성과정을 규 

명하고 또한 도시화에 의해 농업지역이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되는 가를 이해하고 

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농경지의 조성과 기하학적인 형태，경영과 소유규모 및 재 

배작물이며 이의 지리적인 차이성율 요약한 것은 표 5-5-1과 같다. 

농경지 조성에 있어서 명야 미작지역은 田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대개 방형의 

형태률 띠며 분할되고 있으나 짧의 경우 기존 경지의 방향，분할상속 동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되고 있었다. 반면에 경지면척이 좁은 산간 전작지역은 필지 분할 

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시대에 고착된 분할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 

다. 농경 필지의 형태에서는 미작지역에서 짧의 세장화가 田作지역보다 비교적 

표 5-5-1. 촌락에서 농경지·소작형태의 분화과정 

내용 촌락 백산지역 춘양지역 대저지역 

농업형태 명특야화지지대대로 미작 산간전작지화지대로 대도시적 근교로 
(1980) 과수 특 대 상업 농업 지대 

농요척량경사회해인 요필，업척농 분인지 동지 요，할가상의인， 제속 농에도동 생지의적태개 
경지인면한적의 부족으 

경지조성과 로 높은 인 

구의형됩압형으태 세성로가분된 일제시대 에 필지분 
농경지의 사 할 계속 유 

의답 분할 지 
의 세장화 현상 짧 화 현상 

훌。넥 태 

소유 농랴경간지에남 분포 소유농이구경체 존지재적는인 촌락 환지로 인하거남여 소유 
는 촌 혼재 간에λ。rl 배 농되경어지 나의타 리는 축소 
성이 나타 타 

필지규모는 가옥과의 거리에 의해 세분 경나지타정나리지사 않업음으로 
짧의 세분화 田의 세분화 

농 지 농지 임대차는경 농농민지의에 경제공간 확보 결과로 기인됩 
소작농지는 자 비해 농업조건이 불리함 

임대차 
이촌지의주한와 재촌지 짧 소작이 활발힘 도시인의 점유에 기인. 

관 계 주에 소작이 토양척박이 소작 원 유 부지족의한 소 경제작공과간 상을업 국적 활발함 인으로 작용.이촌 
지주 소작이 강함 농업으로 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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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농경지의 형태가 지목뿐아니라 농경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형조건과 농업형 

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세분화는 가옥과의 거리에 따라 진척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기반이 되는 농경지 지묵에 의해서 주도되며 전개되고 있었다. 

이는 촌이 촌락의 결절기능을 담당함으로 인해 생산공간 중 촌과 접곤도가 높은 

공간은 집약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이는 농경지의 농업기반이 되는 지목에 

의해서 주도되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도시 근교의 농업지역에서는 농 

기계의 수용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으로 농경 필지는 격자상 형태로 전환되었다. 

농지의 임대차 관계에 의해 발생된 소작필지는 농업경제의 주축이 되는 지목과 

상반되게 전개되며，자영농지에 비해 농업조건이 열악하다. 이는 산업화시대에서 

의 소작이 이윤의 추구가 아닌 식량생산공간의 확보라는 기초적인 혹구에 의해 

이루어짐율 윗받침하여 준다. 농경지의 경영과 소유규모는 농가의 사회·경제적인 

속성에 의해 농가간에 분화가 나타나고 있었으며，이 과정상에서 농업지역간에 

지리적인 차이를 유발하고 있었다. 

재배작물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미작· 전작농업지역에서는 상업적 작물의 재배 

는 농경지 소유와 가옥과의 거리 및 연령，사회·경제적 속성，학력 둥이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흑 소작지의 경우 지력의 소모가 높은 작물을 선택하며， 작물의 관 

찰이 용이한 가옥의 주위에서는 채소작물이 우위를 접하고 있었다. 연령이 젊은 

집단이 재배하는 필지에서는 시장지향적인 작물의 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경영 

규모가 큰 집단에서 다년간 투자후에 수익이 가능한 과수재배가 이루어지고 있 

었다.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시장지향적인 작물이 높은 비율로 선택되는 것이 

세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대도시 근교농업지역에서는 환경인식，경영 요인， 

개인적인 요인 동 여러 요인이 재배작물 결정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륙히 

자연조건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경혐과 학력 동에 의해，시장지향적인 작물은 경 

영규모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자연재해에 안정적인 작물의 선택에서는 경영규 

모 및 하천부지에의 의존도，환경평가가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관행에 의한 

작물은 환경， 연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다. 시설농업의 실시여부는 연령，경영규 

모，가옥으로부터의 거리 동에 의해，재배규모는 연령，학력，경영규모 둥에 의해 결 

정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촌락에서의 농업 연구를 통해 농업지역의 분화과정을 볼 때，산업 

화시대에 있어서 각 농업지역은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외부적으로는 도시로부터 

의 위치속에서，내부적으로는 인구유출 동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각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위에서 형성된 농경지를 바탕으로 하여， 농업이 지역마다 상이하게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도시화 과정하에서 소유와 경영규모 및 임대차 

관계는 백산，춘양지역이 인구유출을 바탕으로 하여 촌락 내부의 사회집단간에 분 

화를 나타내고 있었고，도시에 인접한 대저지역은 도시 자본의 토지점유로 인하 

여 다른 두 지역과는 상이한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작불 재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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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변화는 도시로부터의 위치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시 

장성에 유러한 작물이 선택되고 있다. 미작 명야지역은 田에서 소채류，륙용작물 

이 재배되며 또한 벼를 재배하기 위하여 짧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혼 

락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의 영향은 대체로 유사하 

여，농경지 소유관계，가옥으로부터의 거리，농민 집단의 속성에 의하여 분화를 보 

이고 있다. 대도시 근교농업지역에서는 도시에 인접하여 전형적인 상업적 농업을 

영위하며，촌락내에서의 작물의 분화과정은 다른 지역과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농업지역의 분화과정은，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림 5-5-1 과 같은 툴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외부적으로는 도시로부터의 위치성이.정주공간인 촌락내에서는 농민들의 개 

인적인 륙성에 의하여 농경지의 소유와 경영규모，입대차 관계，작물재배에서 분화 

률 나타내면서 농업의 지역척인 분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농업 내적인 변화 
농경지，경영규모，재배작물 

도시화에 의한 
농업외적인 영향 

산 I 도시 |도시의 외연적인 l 농지의 매각 
업|인접 농|확대→투기성 자본의→ 소유규모의 
화 l 업지역 l 유입 | 축소-농지입차 

농경지 면적 감소 | 경영규모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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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과정 

한편 촌락내에서 농경지의 소유규모와 임대차 면적 및 촌락 경제공간의 점유 

크기가 농민의 사회·경제적인 속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지리적인 집 

단인 촌락 사회의 이해에 다음과 같은 진술을 가능하게 한다. 

지리적인 집단인 촌락내에서 농민은 농경지를 바탕으로 생활공간을 형성하면 

서 그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회관계를 구성한다. 촌락내에서의 농경지 

점유 크기와 지리적 법위에셔 나타나는 사회집단간의 분화는，도시 산업화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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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농업지역의 



도 농민이 농촌에 거주하는 한은 농업에의 적득척인 태도률 지니며 농업을 영위 

한 결과입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공간상으로 생활공간 점유의 분화로 나타나， 

촌락내에서 가욱과의 거리에 따른 필지의 세분화와 재배작물이 분화의 가시적인 

표출상이라면，소유와 경영규모，소유필지와 가욱과의 거리에 있어서 분화는 이의 

비가시적인 표출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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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6 측1-. 겉훌 흔콘 달곽 료르으}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전개된 농업지대률 조선，일제，도시산업화 시대별로 확인 

함으로써， 농업지대가 어떠한 변화률 거쳐 왔고，각 시대마다 지역구조를 형성한 

요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률 확인하였다. 또한 농업지역이 각 농업지대로 

분화되는 과정율 보다 구체척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농업성격이 뚜렷하게 상이한 

3개 촌락율 대상으로 하여 미시적인 연구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기후와 지형조건 둥 자연적인 환경에 의하여 지역의 분화가 이루어졌먼 조선 

전기의 농업은 수전의 지리적인 확대，농업기술의 변화 및 전파，작물의 재배기술 

둥과의 관련 속에서，벼재배의 지리적인 보연성 둥으로 인하여 지역의 동질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의 농업지대률 형성하는 힘이 이전의 자연 

적인 요인에서 사회적인 요인과 농업기술 및 경영적인 요인으로 변화되기 시작 

하였음율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농업지역의 변화와 흐름은 조선후기와 

일제초기의 농업지대에서 뚜렷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2) 일제초기 농업지대의 특정은 경기도，충청도，전라도 북부，경상도 남부가 지 

리적인 연속성을 보이면서 동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맥류와 섬유작물이 지 

역화에 주도적인 작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水田의 이용에 있 

어서 탑+맥작의 이모작이 구체화되면서，이 농법이 농업의 지역적인 분화률 발생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읍율 의미한다. 또한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섬유 

작물이 지역분화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조선후기 농업경영에 있어서 시장지향적인 

성격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일제중기의 농업지대에 있어서는 한반도가 일본의 

식량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고 이는 지역구조를 재연시키는 힘으로 작 

용하게 되었다. 토지조사사업과 토지개량사업으로 농업에 있어서의 토지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제고되었으나 지역구조는 일본 지향성을 띠게 되어 주요 미곡 반출 

항구를 중심으로 대일 종속적인 지역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식량으로 

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米가 농업지대를 형성하는 주작물이 되고 있었고， 

과수와 채소의 특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1960년의 농업지대에서는 이러한 

지역구조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잔존물로 남아 있었다. 

3 )1 960년대 이후 남한의 농업지역은 도시 공업화에 수반된 국토공간체계의 변 

화와 깊은 연계관계를 맺으며 변화하였다. 1970년의 지대 분포에서는 부산，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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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주변지역에 대도시의 영향율 받는 농업지대가 형성되었고，수도핀 지역은 구 

체척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으나，그의 배후지인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성격은 다 

른 대도시 주변에서 나타나는 농업적 성격과 유사하였다. 이는 1970년을 전후한 

시기가 도시공업화에 의해 농업지역의 성격이 변화되는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성 

격을 지닌 시기임을 의미한다. 1980년의 농업지대 분포는 도시의 작용력이 더욱 

심화되어，특징적인 것은 대도시 주변지역이 공통적인 성격율 지니는 농업지대가 

형성되었고，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의 지리척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은 1960년대 이후의 농업지대의 변화는 도시화가 대도시 주변의 농 

업지역만으로 그 영향이 한정되지 않고，전국적으로 영향울 미쳐 농업지역의 지 

역적인 분화를 유발한 가장 큰 요인이었읍율 의미한다. 

4)도시화에 의한 농업지대 변화의 요인분석은 인구유출，농경지，경영형태，대도 

시와의 접근성 동율 톡립변수로 하고 작물재배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루어 

졌다. 작물지대의 변화에서는 인구유출이 가장 큰 힘율 발휘하는 요인으로 추출 

되었으며 이는 식량작물의 감소로 특정지워지고 있었다. 작물간 경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로의 접근도임이 확인되었다. 

5)촌락에서의 농업은 각 지역마다 상이한 과정으로 전개되면서 농업성격의 지 

리적인 분화에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명야 미작지역은 농경지의 분할이 이루어 

지면서 세장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답의 세분화는 가욱으로부터의 위치 

에 의해 영향율 받고，농경지의 소작은 이촌지주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 

다. 산간 전작지역은 경지의 부촉으로 농경지가 세분되어 있었으며 산간에 입지 

함에 따라 촌의 소유 농경지는 촌간에 배타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촌지주에 의한 소작은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시 근교지역인 대 

저지역은 일제시대에 토지개량사업，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격자상의 농경지 분 

할이 이루어져 가옥과 농경지의 거리는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투기성 자본 

의 유입으로 농가당 소유규모는 매우 낮고，농민은 국유지 점유나 소작，상업척 농 

업으로의 전환으로 이에 적응하고 있었다. 촌락내에서의 경영규모의 분화는 농가 

의 사회·경제적인 요소에 의하여 분화를 나타내고 있었으나，각 요소들의 작용력 

은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는 도시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 

영규모의 변화가 인구유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전지역에 무차별적인 영향력을 발 

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배작물의 변화는 명야 미작지역은 채소，특용작물이 

필지간에 분화를 보이며 특화되고 있으며，산간 전작지역에서는 특용작물과 과수 

류가，대저지역에서는 시설작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이 과정에서 필지의 자연적 

인 조건，소유관계，점유자의 사회·경제적인 속성에 의해 촌락내에서 재배작물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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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한반도에서의 농업지대가 시대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해 

분화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형，기후，토질 둥의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분화되었던 농업지역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농업 기술적 

인 요인이 작용하였고 일본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은 일제시대를 통하여 지역분화 

에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화시대에서는 도시화가 

지대화률 주도하게 되면서 농업지대의 분화에 대도시로부터의 위치가 가장 큰 요 

인으로 작용하였읍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척인 전개의 흐름속에서，지형， 

기후 둥의 자연환경적인 조건과 농업기술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먼 각 농업지역은 

산업화 시대하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도시로부터의 위치성이，측 도시로부터의 거리 

에 의한 영향과，농업 내부적으로는 소유와 경영규모，임대차 관계，작물 재배에 의 

한 촌락내에 분화로서 형성된 정주공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촌락내에서 이러한 과정들의 지리적인 차이가 농업지대를 유발시키는 바탕이 되 

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한국 농업지역의 이해 방향과 농업지대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토의를 가농하게 하여 준다. 

첫째， 1960년대 이후 한국 농업지역의 성격의 확인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 

되었으며 대개가 1970년대의 과도기를 거쳐 1980년에 상업적인 농업으로 전개되 

고 있었음이 공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역분화가 

도시를 축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도시라는 장소가 이동될 수 없는 경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농업지역은 다른 장소에 비해 농업 경 

쟁에서 둬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980년의 농업지대에서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에 식량작물이 특화된 지대가 분포하는 것은 지형，기후 

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주로 도시로부터의 영향력의 多少에 기인하는 바가 크 

다. 이는 남한에서 상업화의 정도가 상이한 농업지대들이 병존하고，동일 지대내 

에서도 시장지향적인 농가와 자급자족적인 농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인 전 

개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 주변지역에서 전개되는 상업적 

농업도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의 발달로 인식될지는 모르나，그 배경이 촌 

락공동체의 분해를 전제로 한 도시화의 진행 결과이고，그 생산성이 소작이나 자 

녀들의 학비 동을 통해 도시 유출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점 둥을 인식한다면，이 

농업형태도 결국 농업지역 자체의 발전과는 무관한 것이면서 도시화에 의해 결과 

된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농업정잭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농가 경영규모의 문제에서 그 

변화과정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농，중농，소농간의 경영상의 우위성 둥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촌락 대부분이 공동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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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농지 이동은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농가의 사 

회적인 속성，흑 사회집단별로 차이성을 보일 수 있으며，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 

이성이 촌락내에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농업정책이 경영규모 효율 

성 여부 동의 경제법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경우 유발될 수 있는 한계점을 시사 

하고 있다. 농업정책이 도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에 농민을 안정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적이라 한다면，농업지역이 식량생산 공간암과 동 

시에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는 촌락민의 정주공간으로 인식이 될 때 비로서 효율 

적인 농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째，본 연구의 농업지대에 대한 분석결과는 농업 지역구분에서 이전에 사용 

하던 지표로서는 도시화하에서 농업지역의 분화률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읍을 보 

여준다. 종래 사용되던 지표는 농업 외적인 요소로서 기후，지형 둥의 자연적인 

요인과 농업 내부적인 작물，농업경영 둥의 요소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도 

시 자본주의 사회하에서의 농업지역 구분에서는，위치적인 요소 특히 도시와의 관 

계적인 위치가 지역구분에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 

면 농업지역 구조가 국토공간체계에 의해 형성되는 상황하에서 도시로의 접근성 

은 농업지역을 분화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농업지대의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 

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지대화는 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특 

정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논문 

의 한계점이다. 농업지리학에서 요구되는 더욱 세밀한 주제를 대상으로 공간적 

인 분포의 변화에 대한 연구나，특정지역에 대한 농업발달사적 연구는 농업지대 

의 변화에 대해 더욱 심충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 

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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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좌콕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궈댁의 안녕과 번창함을 법니다. 

1989년 7월 

츠뷰춘}cll 흥후그표 .Àt범 cll 흥l← ~1 리 흥l←고+측r 

연구책임자;김 71 혁 

1. 먼저 귀하의 마음내에서 거주내용에 대해 여홉겠읍니다. 

농가주소; 리--------번지 
φ뀌하의 볼관은? (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살기시작하였읍니까? ( 

몇대째 살고 계십니까? ( 대) 

@마을내 초임랜(외가포함)은 몇 세대나 계십니까? ( 

있으시면. (외 )3촌 4촌( ), 5 - 6촌( ). 7 - 8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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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마을에서 단체의 장을(예;이장，새마을회장)을 맡고 계신척이 있 

읍니까? 없다 있다단체이름: 직위 

@외지로 이사가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있으시면， 

언제，어디로 이사가실 예정이십니까? 시기 이시가실 지역( 

2. 귀하의 가촉 구성에 대해서 여홉겠읍니다. 

*작성요령:예시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바랍니다. 

관 성별 연령 학 력 거주지역 직 업 겸업농인 경우 타업 종사의 경우 

계 업종 취업지 업종 취업 

예) @@여남 @@무학@ @국졸 φ@상비주상주 @@전겸업업 @ @회상사업원 리·동 @군 상업인@@공회무사원원 지역 2남 중졸 고졸 。름 

@전문대이상 (거주 @타업 @공무원 기재 @학생@수산업 

지역) @군인 @노동@기 타 

l환"lj.. 

3. 농기계의 보유 빛 임차내용에 대해 여좁겠읍니다. 

단위 경운기 이앙기 동력탈곡기 바인더 E 랙터 콤바인 

~、%9!찌-」「‘

연간 임대일수 일 

연간 임차일수 일 

4. 작년농사(88년)에서 뀌하와 노통력을 가창 많이 교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름 거주마을 

귀하와 관계:Q)형제 @친척 @이웃 @소작인(지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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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늦=- .A.1 어~ "C-11 줄11 <:>케 졸중 즈9.. 돋훌- "1-1 1:二1-.

1.귀하소유의 놓지로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농지가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 

(1)었으시다면，직접 경작율 하시지 않고 소작을 주신 이유는 다음중 어느것입니 

까?해당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에 0표를 해주십시오) 

@농업노동력 부족 @농지의 토양이 척박하여 @농업의 수지타산이 않맞 

아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므로 @도시에 거주하므로 @기타( 

2. 다른사함(가족 포함)의 놓지인데 귀하의 명의로 되어있는 농지가 있읍니까? 

(있다， 없다) 

(1)있으시변，귀하의 명의로 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번호에 G표) 

@판매한 것인데 둥기정리를 안했음 @물려준 것인데 정리가 안됨 

@법적인 경지소유제한으로 @소유주가 도시에 거주하여 이름만 빌려줌 

@단체공동재산 @기타( 

(2)귀하와의 관겐는? (해당번호에 0표률 하십시오) 

CD(조)부모(처가포함) @부인 @자녀 @형제(자매，처남포함) ~친족 

.@이웃 @농지의 구입자 @문중 @마을내 단체(예;계)@기타( 

3. 퀴하의 소유놓지인데 동기상 명의가 다른사람(부모，부인，자녀포함)으로 되어있 

는 필지가 있읍니까? (있다， 없다) 

(1)있으시변.다음 페이지 놓지란에 누락된 경우 그 내용음 추가로 기입하십시오 

(2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와표는 무엇입니까?해당번호에 0표) 

@구입한 것인데 동기처리를 안했음 @상속받은 것인데 정리가 안됨 

@법적인 경지소유제한으로 @기타( 

(3)퀴하와의 관겐는? (해당번호에 0표를 하십시오) 

CD(조)부모(처가포함)@부인 @자녀 @형제(자매，처남포함) ~친족 

@이웃 @농지의 원래소유자 @기타( 

4. 다음페이지에 있는 놓지는 퀴하병의로 되어 있논二 놓지와 (자경.엠대놓지 포함) 

퀴하가 소작하시논 놓지입니다. 각 놓지의 휠지별로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자료로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니，실제와 툴린 것의 경우 수정을 바랍니다). 

작성요령 ;CD누락된 필지가 있을 경우 추가로 기재바랍니다. 

@예시표에 의해 번호를 기재바랍니다. (해당사항 1가지만 기재) 

@ 면적이나 생산량 등의 단위에서는 제시된 단위로 기재바랍니다. 

(다른 단위로 기재하실땐 단위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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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혹 존증~1 n 

낙동강 하펀부칙의 토칙이용 연구 

?~ 0 쳐 남껴I 
안녕하십니까? 이 l조사는 부산대학교에서 낙동강 홍수에 농민들이 어떠한 농 
업을 하면서 대웅하고 있는가률 파악하기 위한 논문의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대저 1동의 낙동강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률 받은 농민중 
선정한 결과 뀌하가 추천되어 하천부지이용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 
니다. 뀌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이외의 목적에논 사용되지 않음 컷이며 
개인의 비벌적인 내용은 점대 꽁개되지 않음 컷엽니다. 

뀌하의 응답내용은 본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다소 바쁘시더라도 협조 
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기재하선 후 통봇한 회선봇투에 낼어 봉하선후 우 
체톱에 낼어주시면 고딴겠용니다. 귀하의 가정에 안녕이 깃들기를 법니다. 

후큼- 스1 c l1 흐후고L ~1 2-1 고l을죽 고} 줄i 

하펀부칙의 경영"1-11용 

1.귀하가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 년) 

2. 경작하시는 하천부지까지 집에서 도보로 걸리는 시간은? ( 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CD도보로 @자전거 @버스 @기타( 

3. 하천부지의 전반적인 영농조건은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0표) 

@매우 좋다@좋다@보통이다. 

@나쁘다@매우 나쁘다.@잘 모르겠다. 

4. 올해 하천부지에 심으신 작물 중 주작물은 무엇입니까? ( 

100명 이상 심으신 작물의 종류를 아래에 기재바랍니다. 

5.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오) 

하고 계시면 몇명을 하십니까? ( 명) 주재배작물은? ( 

50명이상 재배한 작물의 종류( 

6. 귀하가 재배한 작물을 선택할때 고려한 가잣 론 이유는? (1가지에만 0표) 

φ하천부지의 토양에 가장 적합하여 @과거로부터 계속 재배한 작물이므로 

@수입성이 가장 좋아서 @홍수에 피해가 가장 적어서 

@이웃이 권해서 @신경을 안써도 되므로 

홍수피해어I 대한 주I 하의 의견 

1.하천부지가 칩수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홍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난다고 

퀴하는 생각합니까? 

φ1년 2회 이상 

@3-4년에 1회 

@1년 1회 @2-3년에 1회 

@5년 이상마다 1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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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부지 홍수피해에 대해 다음 중 뀌하의 의견은? (1가지에만 0표) 

@홍수는 사람이 막을수 없으며 피해는 팔자소관이다. 

@홍수는 사람이 막을수 없지만 피해는 자신이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 

@홍수는 사람이 예방할수 있으나 피해는 어쩔수 없다. 

@홍수는 사람이 예방할수 있으며 피해도 자신이 노력하면 줄일수 있다. 

@홍수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하천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다. 

@홍수피해에 대해 멸 관심을 두지 않는다. 

3. 올해 8월의 홍수로 하천부지에서 귀하가 받은 농작물의 피해정도는? 

@완전한 피해 (80-100%) @대부분 피해 (50-70%) @일부만 피해 (20-40%) 

@약간 피해 (5-19%) ~거의 없었읍(5%이하) 

4. 홍수피해를 당하신 후 어떻게 하셨읍니까?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더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으례있는 일이거니 생각하여 별로 달라진게 없다. 

@홍수에 피해가 적은 농업으로 변화시켰다. 

@관계기관에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탄원을 하였다. 

5 ..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된 후 침수로 인한 홍수피해의 빈도는 어떻읍니까? 

φ더욱 자주 발생한다(6)차이가 안난다. 

@덜 발생한다@잘 모르겠다. 

6. 하구둑이 건설된 후 농사에 가뭄으로 부터의 피해는 어떻읍니까? 

@매우 척어졌다@약간 달라졌다@별로 달라진게 없다. 

@오히 려 많아졌다. ~잘 모르겠다. 

7. 하구둑이 건설된 후 농업용수의 수질은 어떻읍니까? 

@매우 좋아졌다@약간 좋아졌다@별로 달라진게 없다. 

@나빠졌다~매우 나빠졌다@잘 모르겠다. 

농가쿠의 경영내용 

1.하천부지 으l완화 귀하께서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은? 

논( 명 ) 밭( 명 ) 

2. 귀하의 연령은?만 세) , 성별( 남， 여) 

3. 졸업한 최종학교는? 

@국민학교(중퇴포함 ø중학교(중퇴포함@일반고동학교졸업 

@농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이상 

4. 뀌하의 연간 농업으로 부터 얻는 총 수입은? 

Q)300만원 이 하 (6)300-500만원 @500-1 ， 000만원 

@1 , 000-1 , 500만원 ~ 1, 500-2 , 000만원 @2 ， 000만원 이상 

주1- -^-l z 1-으l 동를- 투}-어I 후l← -^-l-프三 루J "1-1 '[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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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Regional Structure of Agriculture 

in Korea. 

Kihyuk Kim 

This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regional structure 

of agricul ture in historical perspecti ve and i ts process in Korean 

peninsula. Materials for the identi fication of regional structure in 

each period are acquired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and statistical 

year books. Materials in Yi-Dynasty are extracted from Sejongsillok

Jirij i(世宗實錄地理志 :1432) ， Imwon-Gyungjeji( 林園續濟志: 1830) , Yeojido-

seo( 與地圖書: 1957). In period of Japanese imperial ism , marerial sources 

are statistical year book(1912) and agricultural census published by 

each province{ 1935). In period of urbanization since 1960 , materials 

are acquired through agricultural census published in decennial term 

(1960 , 1970 , 1980). Regional ization are conducted through crop combina

tion: its regional structure , using locational quotient , was clustered 

into gener‘ ic regions through cluster analysis. 

To clarify the process of regionalization in agriculture , case study 

are accomplished in rural settlements. Field survey are executed in 

three areas which the agricultural contexts are respectively 

different. As typical paddy , upland , and urban market-oriented regions , 

Buan , Bonghwa , Kimhae{see fig 1-2- 1.) counties are selected. Materials 

are acquired through questionnaires. Information for investigation are 

acreage of land occupied by each farmer and crop cultivated in each 

parcels. The necessary computation in research were conducted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Computer Center using CYBER-830 , 932 and personal 

computer. Mapping and statistical analysis are executed through 

CMAP , SPSS. SPSSX , SPSS-PC package program and Fortran language. In these 

contexts , this study has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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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ormer period of Yi-Dynasty , agricultural region was fused to 

four generic regior념. Regional distribution were mainly determined by 

physical condi tior퍼， e. g. climate and terrain. In the latter period , 

four generic region were also educed , but its distribution were mixed 

geographically. This change was due to population movement , expansion 

of paddy field acreage , diffusion of rice transplantation technology. 

Rice transplantation could shorten working hours , so this technology 

caused regional differentiation of agricultural contexts between 

Yongnam and Honam regions. In Kyongsang province , fields are distri

buted between mountains. So this techonology could give rise to 

numbers of self-management farmers. But in Cholla province , where land 

reclamation by drainage could be easily accomplished on the shallow 

sea , transplantation techonology could give rise to land lords in this 

area. 

In 1912 , early period of Japanese possession , four generic regions were 

distributed as in Yi-Dynasty. But factors which deter、mined the 

distribution were not physical condi tions , but socio-economic condi

tions. Especially , market-oriented crops such as cotton had an effect 

on determination of regional structure. And double-cropping in paddy 

fields gave rise to ubiquitous distribution of rice. This shows that 

factors which determined the regional structure were shi fted from 

physical to socio-economic conditions during Yi-Dynasty. 

In 1935 , the middl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 

wi th the regional function of provision wi th food to Japan , regional 

srtucture of Korea was reorganized for this purpose. On the basis of 

1 and survey , 1 and deve 1 opmen t proj ec t f orced i n the ear 1 y per i od had 

raised the land productivity , but regional structure had become to be 

dependent upon Japanese market. Crop leading this dependent structure 

was rice. Rice produced in Korea was shipped off through harbour.such 

as Gunsan , Incheon , and Pusan , so dependent regional structure were 

organized centered on those harbours. Agricultural region , specialized 

with rice are distributed in the hinterland around these harbour and 

regions specialized with other crops are distributed in ac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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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hys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This regional structure 

remained in regional structure of 1960. 

Land reform project forced in 1949 , farms are managed mainly by 

self-sustenance farmers instead of land lords. Since 1960 , with highly 

urbanization process , structural shift from agricultural to industrial 

sector has resulted in rural-urban migration. This has been the 

greatest phenomena along wi th the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during the 1970 ’ s. Rural out-migration and growth of large 

ci ties(Seoul , Incheon , Daejeon , Gwangju , Daegu and Pusan) changed the 

spatial structure of south Korea. And the construction of express way 

in this period influenced the change of accessibility between regions. 

Rural out-migration has meant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labour and 

the decrease of consumption of crops , so urban market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organizing the regional structure of agriculture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in self-sufficient conditions.This trans

formations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other countries , in that 

cultivation of market-oriented crops has been resulted not from the 

sur、plus of crop production , but from the decrease of crop consumption 

in agricultural regions stemmed from out-migration. 

In these circumstances , spatial regularity is identified in regional 

structure of 1980. That is , centering around the metropol i tan areas , 

regions specialized by market-oriented crops are clustered. And toward 

the hilly mountaineous area , inland area and Daejeon large city along 

express way , diversified crop region , special crop region and mixed

farming region are regularly distributed. These show that urban market 

has transformed the contexts of agricultural regions from the self

sufficient to the market-oriented around the large ci ties. And this 

means that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region has been changed in 

relation to Seoul metropolitan area , like changes of urban system 

during 1970 ’ s. Also characteristics of agricul tural regions around 

large cities show that transformation of regional contexts are on the 

basis of traditional paddy rice farming.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change of crop combin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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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tructure shows that land use pattern are changed 

significantly wi th the out-migration. And competi tion between crop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accessibility to urban market. Also 

agricultural labour structure , such as age and education , were signifi

cantly correlated wi th the change of crop combination. That is , the 

decrease of upland crop cultivation are related with labour 

shortage , and market-oriented crops are wi th labour‘ structure , and 

these competition between crops are with accessibility to urban areas. 

1n specialization of agricultural region , each rural settlement 

operate as a basic unit. 1n paddy agricultural regions , rural 

settlement are generally lecated on the side of hills or in the 

middle of paddy field. This is because of settlement process. Paddy 

fields are located on a flat land and upland fields are around the 

hillside. Shape of fields are narrow and long. This shape have origin 

in. land survey(1912) , land reform(1949) and agricultural techniques. 

Fields which a farmer owns are scattered spatially. Fields affiliated 

with a village are mixed in direction between villages. Acreage of 

fields are larger with the distance from the farm house. Acreage 

cultivated by a farmer are closely related with education level , age , 

period of residence and agricultural labour. Acreage leased are 

related with education level and labour 

1n upland agricultural region , rural settlements are generally 

located inside small stream valley which are surrounded by hills and 

mountains. Paddy fields are located near the stream and upland fields 

are near the mountain around the farm house. Shape of fields are 

irregular and rectangular. Fields owned by a farmer are also scattered 

spatial1y , but fields affiliated with a village are distributed 

exclusively between villages. This is due to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ettlement process. Parti tion of fields are progressed earlier 

than in paddy regions. This seems due to self-sustenous context which 

were formed during Yi-Dynasty , comparing landlords context in paddy 

regions. Relationship between acreage cul tivated , tenanted by farmers 

and socio-economic contexts of farmer are similiar to those of p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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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Merely , steribility of field apperared in the reasons of lease. 

In market-orineted agricul tural region near metropol i tan area of 

Pusan , degree of invasion of monetary economy are very high and urban 

force has a direct effect on the contexts of agricul tural region. 

Farms houses are arranged in rows along the artificial bank , and the 

shape of land are regular rectangular through land consolidation 

scheme. Distance between farmhouse and fields are shorter than in 

those other regions because of land substitution project. Fields are 

almost owned by speculators. Numbers and acreage of fields cultivated 

are also smaller than in those other regions. But intensive farming 

are proceeded through cultivation of market-oriented crops in 

vinyl-house. In the process of determinating the crops , socio-economic 

context and attitude of physical environment has an effect. 

Some results of this dissertation show that urbanization is an most 

effecti ve factor in special ization of agricul tural region. Under the 

urbanization process , each farmer , within rural local social system , is 

adapted on the socio-economic change on the basis of physical regionl 

contexts. And these show that accessibi 1 i ty to urban area can be 

used as a useful index to classify the agricultural region of Korea 

which is under urban capitalist society. 

Keywords: Regional s tructure of Agr i cul tural , Agr i cul tural sys tem , Land 

use , Agricultural change , Urbanization and agriculture , Rural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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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대 구분에 대한 논문을 감히 쓸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읍니다. 먼저 이 논문 작성을 작성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지도，격려하여 주신 柳 佑益 지도교수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의 체제，내용율 검토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 朴 英漢 교수넘，석사학위논문 

을 지도해 주시면서 공부의 바탕을 닦아주시고 항상 격려률 해주신 옳 仁 교수넘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일같이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崔 昌祚 교수넘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의 내 

용에 비판과 지적을 아낌없이 해주신 농촌경제연구원의 金 聖昊 박사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신 서울대학교 許 宇흐. *'、 彩‘7X.

柳 根培 교수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숙사의 혜택을 주셔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 

을 주셨던 서울대학교 故 朴 東聽 교수넘과 농업지리와 역사지리에 관심을 갖게 

해주신 金 相昊，李 燦 교수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하는 부산대학교에서 논문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면에서 배려를 해 

주신 吳 建燦，崔 三鎔，李 熙뾰 교수넘과 李 成浩 교수넘에게 갚은 감사를 드립니 

다. 논문작성때문에 강의에 혹시 부실하였을 것같아 학생들에게 미안합과 고마 

움을 동시에 표하고 싶습니다. 지도작성，자료정리에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 

읍니다. 특히 논문 처음부터 자료정리 동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 效林 조교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시간을 할애하여 문장 수정과 입 

력 동을 도와준 남일고등학교 薦 普景 선생과， 대신중학교 朱 美順 선생， 成 信濟，

姜 賢淑 조교의 도움은 논문작성에 큰 힘이 되었읍니다. 저의 논문이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의 지식공동체 형성에 조그만 바탕이 되기를 바라겠읍니다. 

고인이 되셔서 저에겐 교육자로서의 상만을 남겨주신 아버님，어려운 삶의 의 

미를 알게 해주신 어머넘의 가르침이 저에겐 무한한 힘이 되었읍니다. 항상 염려 

해 주시는 형님들과 형수넘，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와，제 논문을 위 

해 자신의 생활 일부를 포기하면서 윗바라지 해준 아내(義京) . 개구장이들이지만 

건강하게 자라준 딸(孝信)과 아들(元錫，仁錫)들에게 감사를 드러며 이 논문을 

드립나다. 

1991 년 2월 

金 基 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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