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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변화유형과 농업형태 분화 

- 청 주시 주변 농촌의 경 우 -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이 재 덕 

이 논문은 청주시 주변 농촌지역을 사례로 도시주변 농촌의 유형과 농업형태 

의 분화를 분석한 것이다. 

논문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주시 및 타지역과의 접근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도시적 시설의 확대나 

농업생산구조의 면에서 청원군의 도시주변지대적 성격은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청원군 농촌지역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 

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인구증감율과 농가증감율을 지표로 구분한 후 이들을 결 

합하여 청원군 법정리를 유형구분한 결과， 이론적으로 7개의 농촌지역으로 유형 

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형화과정에서 도시주변지대 농촌이 도시화의 영향하에 

성격의 분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화된 농촌지역은 유형 

구분 지표의 의미해석과 사례지역 분석을 동해서 성격이 서로 차별화된 4가지의 

농촌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즉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적으로 변모하는 도시형 

농촌지역， 완만한 교외화 진행지역， 도시근교농촌， 그리고 평야와 산지 특유의 순 

수농촌형 농촌지역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격분화에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한 통근권， 도시화과정에서의 토지전환， 비농가인구의 유입， 농엽노 

동력의 질적 구조 토지생산성의 자연적 배경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사례지역분석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원군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농업형태는 전통적 농업형태가 쇠퇴·소멸하는 농업퇴화형， 전통적 농업형태가 축 



소되면서 시장지향적 농업이 부분적으로 공존하는 혼재형 농업형태， 미작과 전작 

이 결합된 전통적 농업형태가 유지·존속하는 일반 농촌의 전통적 농업형태， 집약 

적인 상업화가 진행되는 도시근교 농업형태 등 네가지의 농업형태로 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형태의 분화는 토지전환에 의한 경지기반의 축소， 임차 

농지의 공급， 겸업화에 의한 농업노동력 유출， 농업노동력의 양적·질적 구조， (대) 

도시 농산물 시장과의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대도시 주변 농촌과는 

달리 토지소유권의 불안정은 농업형태 분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러한 분화된 농업형태는 위에서 이야기한 각 농촌의 유형과 밀접한 결합관계를 

가진다. 즉 도시형 농촌지역과 농업퇴화형， 교외화 진행 농촌지역과 혼재형 농업 

형태， 일반 순수농촌지역과 전통적 농업형태， 도시근교농촌지역과 집약적·상엽적 

농업형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심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군 단위지역에 포함되는 

법정리들도 다양한 성격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성격의 

차이에 따라 농업형태가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서 중간규모 도시주변의 농촌지역은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과는 다른 양태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을 밝혔다. 

중간규모 도시의 영향력이 대도시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이 군단위의 좁은 주 

변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성격의 마을이 혼재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집약과 조방으로 표현되는 양면성의 혼재가 급속하고 강한 힘이 밀려 

오는 대도시 주변지역의 불안정성에 기초한 반응의 결과라 한다면， 청주시 주변 

농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도시의 힘이 서서히 밀려오면서 느린 속도의 

전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농업의 축소와 적응 발전이 공존·유지되고 있다.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농엽적 토지이용의 불안정이 토지소유구조의 불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청주시와 같은 중간규모 도시 주변농촌지역에서는 고령 

화·여성화된 농업노동력의 불안정이 농엽적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어 : 농촌유형， 농업형태， 분화， 도시주변 농촌지역，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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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홉 짧 

1. 問題提웰 및 빼f究目的 

도시주변지대 농업은 일차적으로 도시발달에 영향을 받으며， 이 영향은 본질 

적으로 농업에 否定l페인 요소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地땀 1--뷰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한 기대 등 뿔꽃外的인 면을 고려할 때， 농업의 J:쁨인 농 

민의 대응이 반드시 否定的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섬층분석과 경험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 

는 지나친 단순화와 일반화는 도시주변 농촌의 기능과 삶의 질 등의 변화를 이 

해하는데 誤諾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도시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농업의 변화에 관한 경험적 사례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엽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농촌지역과 농업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농촌 내 

부적인 힘과 도시의 영향이라는 외부적인 힘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러 

한 변화는 도시주변지역의 모든 농촌에서 ·젠 I얀1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변화를 가 

져오는 힘의 결합에 따라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농촌지역과 농업의 변화를 농촌 내·외부의 힘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 

로 생각한다면， 作펴力의 차이에 따라 변화의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도시주변지역에서 뿐아니라 동일한 도시의 주변지역에서 

도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내용을 다양한 규모의 도시주변 농촌지 

역에서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도시주변 농 

촌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매우 동태적이고 기존 농촌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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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배경하에， 이 논문은 中間規模 地方中心都市라 할 수 있는 淸州市

주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實證的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첫째， 인구변동과정에서 좁은 공간적 범위내에서도 농촌의 성격이 分化되고 

있는가? 

둘째， 상이한 성격으로 분화된 농촌지역에서 전개되는 農業形態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떤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아울러 분석과정에서 기존의 우리나라 (대)도시주변 농촌지역에 관한 연구결 

과와 간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대도시주변 농촌지역과 중간규모 도시주변 농촌 

지역에서 나타나는 농업형태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2. 鼎究地域 및 {Jf究方法

(1) 빠究地域 

이 논문에서 淸州市 주변 농촌지역의 의미는， 흔히 대도시 인접 농촌지역에서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요소가 혼재되어 漸移的 성격을 가지는 교외화 지역을 지 

칭하는 이른바 都市周邊地帶(urban fringe)와 반드시 동일한 擺念은 아니다. 왜냐 

하면 淸州市의 교외화에 근거한 도시주변지대의 공간적 범위 설정이 先行되고， 

그 결과에 의해 주변농촌지역이 定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사용 

되는 淸州市 주변 농촌지역은 淸州市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淸州市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농촌지역을 의미하는 듭ê~1펀 j폐語로서， 구체적으로 淸

州市를 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행정구역인 忠淸北道 淸1京

君1)(그림 1-1)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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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지역(청원군) 

淸l값깐1)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는데는 淸싸耶이 중간규모 중심도시 淸州市 뿐 

아니라 전국차원의 힘-협1)園과 지역차원의 太山협l의 영향도 동시에 받고 있어서 

도시와의 결합이 重l함 IYJ이라는 점을 크게 고려하였다. 아울러 필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이 사례연구를 위한 현지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q J 



(2) 빠究方法 

이 논문은 도시주변지역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일반화보다는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경험적 증거의 일면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원군의 지역분석과 사례지역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때을 단위로 위치， 도시적 시설의 입지， 농업형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농촌지역 성격 분화의 배경을 파악하였다. 

둘째，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人口增減率과 農家增滅率을 指

標로 하여 法定里를 단위(부록 1)로 청원군 농촌지역을 類型區分 하였다. 유형구 

분은 1981년과 1990년의 人口數와 農家數를 비교， 增減率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 

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구체적인 방법은 제4장 1절 참조). 공간적인 

분포형태는 지도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유형구분된 지역의 성격은 類型區分의 指

標가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업환경， 청주시와의 접근성， 도시적 시설 

의 입지 등과 연관하여 해석하였다. 

셋째， 유형화된 농촌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里 閔位 小地域의 :뽑:例빠究를 통 

해 구체적으로 토지보유형태， 농업노동력구조， 경영규모， 농엽생산구조 및 상업화 

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농업형태의 분화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많存의 연구결과와 비교함 

으로써 중간규모 도시인 청주시 주변 농촌지역의 농업형태가 이들과 차이가 있 

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료는 인구센서스， 농엽센서스， 청원군 통계연보와 함[) 및 각 而의 행정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사례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구하였다. 

이상의 分析節次를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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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도시적 시설 

.농업형태 

· 인구 증검-율 

• 농가증김-율 

·인구구성 

·토지보유형태 

· 노동력 구조 

·농업생산구조 

기존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연구견과 

--- ]-• l 청원균의 지역별 성격확인 

]-• | 소지 역 농촌분화의 
이콘적 분석 

l 청 원 군 l 
|중급도시(청주)주변 농촌지역| 

면단위 개관 

법정리 단위 분석 

--• | 7개 법정리 사례연구 1-• 

‘ ...........................................................................................• 

<그림 1-2>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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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짧며댐뽑 뽑렘農쫓 했ft에 관한 짧휴뽑쨌의 검토 

산업화 및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고 광범하기 때문에 여러 

학문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지리학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현상들의 

공간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이 장에서는 都市化過程에서의 도 

시주변 농촌지역 변화를 다룬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논문의 논의의 기초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도시화과정에서의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는 그 중점이 도시에 우선적으로 주 

어졌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편이다(Clout， 

1977). 1970년대 이후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토지이용의 측면 등 다양한 觀

黑li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농촌지역 변화에 대한 분석틀 

이 아직은 도시지역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서는 정교하지 못한 실정이다.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범위한 변화는 여 

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치果關係 

로 설명하기는 어렵다(Bowler et al., 1992). 농촌의 상대적 침체로， 도시화의 영 

향 외에 농촌 내부적인 힘에 의해서도 人 I~I 移出， 熾菜構따의 다R純化， 人 11構造의 

變化 등이 발생한다(Bunce & Walker. 1992).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뿔民 

의 감소가 특히 都市周邊地帶에서는 都市往델의 유입으로 보충되면서 농촌 住民

構成의 F될u환 l진1 分化가 발샌하며， 이에 따라 농촌의 성격이 변화한다. 이러한 일 

련의 변화과정에서 토지를 소유한 농민은 소유토지를 유지 혹은 증대시키면서 

專業뿔民으로 존속한다. 혹은 값꽃뿔民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토지를 계 

속 소유하더라도 생산목적 보다는 재산보유 목적일 경우가 많다. 일부 농민은 在

村通勳者· 혹은 脫뿔地王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러한 農텅의 分化에 캡1)市住民이 

유입함으로써 분화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도시주민은 주로 거주 

목적으로 유입하며 특별히 投機的 목적이 없는 한 士地혐積:에는 상대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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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약하다(Bunce & Walker, 1992). 이렇듯 도시주변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변 

화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토지를 매개로 하는 활동에는 여전히 기존 농민이 주축 

이 된다. 

l. A 口 및 社會的 때面의 農村地域 變化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공간현상으로 인구이동을 통한 인구의 再配

置現象을 들 수 있다. 따라서 農村人口移出의 過程이나 類型 이것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이 일차적 관심사가 되었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인구이동의 방향 

이 進轉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이와 관련된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근래 도시문제 못지않게 농촌문제가 대두되면서， 지리학에서 인구이동과 관련 

한 연구가 이출인구의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성이나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이 

출의 주도적 원인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 내용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 

다. 

농촌인구감소의 문제에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英I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 본적 인 視覺은 ‘人 口減少의 惡、個環’ (vicious cycle of depopulation)으 

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인구감소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여러 지 

역에서 많은 연구(Cornmins ， 1978; Drudy, 1978; Gilg, 1983 등)가 이루어 졌다. 

이들에 의하면， 농촌인구의 이출은 限界地域 뿐아니라 여건이 좋은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이출이 단순히 농촌인구의 월출마1 

감소라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인구의 웰的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역변화의 중요한 動因으로 작용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농촌인구이출이 지역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되었다. 첫째， 농촌인구이출의 選擇性과 폼I~分移出類型에 의해 농촌 남성의 

이출이 광범하게 발생하면 전반적인 家族構造와 역할이 달라지며， 한 가정이 도 

시와 농촌으로 분리되는 離散家族構造(share families)가 형성된다(But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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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espie, 1984; Coughenour & Swanson, 1983). 둘째， 부분이출자에 의한 送金과 

도시적 뭔캉-의 유입， 歸還移動(retum migration)을 통한 도시적 生活樣式의 침투 

등은 농촌의 전통적인 사회경제질서를 도시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셋째， 

청년층 남성 인구의 이출에 의한 노동력 부족은 농촌고용면에서 f풋金/J=t브代 비율 

을 상승시킴으로써， 농촌에서 뚫-金 農業勞動力의 계급으로서의 힘을 상승시킨다 

(Mann, 1984; Wells, 1984). 

근래 인구의 空間的 再分布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도시화 초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던 인구이동의 흐름이 遊轉됨으로써 농촌인구가 다시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 혹은 농촌인구의 定義에 따른 문제가 있기는 하지 

만， 太都市地域의 인구감소와 非大협rntJ地域 혹은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라는 변화 

유형은 北美와 英國의 최근의 인구변동에 관한 보고들(Champion， 1976,1981; 

Cloke, 1978; Gilg, 1983; Hart, 1984; Kennett & Spence, 1979) 에 서 뚜 렷 이 드 러 

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이러한 人 1] 再分布의 反轉 現家이 機動，~t (mobility)의 증 

대와 環댄의 質(environment quality)에 대한 인식 등을 動띠으로 나타나는 것으 

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反轉 現象의 초기에는 人1=1 再增加 요인을 갖춘 지역에서 한정 

적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는 유형을 보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 대 

도시 주변지역의 通動人 IJ 유입과 관련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의 째 

外化라는 도시중심적 분석틀 내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人 1I 再增加꽤域의 공간 

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상황과는 다른 인구 및 사회변 

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농촌이 이제 더이상 농업인구의 ;專칩空|머이 아니 

라， 여러가지 직업을 가진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l페質 I낀1 주민구성을 가지던 농촌지역에 사회적 成極化

(polarization)가 발생함으로써， 농촌주민의 분화， 나아가 농촌의 분화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농촌의 분화와 관련하여 Harper( 1987)는 영국의 두 지역을 대상 

으로 인구규모， 初地貨핍， 인구의 연령구조를 變數로 群集分析을 한 결과， 小地模

뿔村， 都市化된 通휠h者 聚落， 兩者-의 結삼過원에 있는 聚落 등 세 가지 유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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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이후， 도시화과정에서의 급격한 농촌인구이출과 관련 

된 문제들， 즉 그 동기나 유형， 과정 등을 다룬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김기혁， 

1982; 류우익， 1981: 안영진， 1988; 오홍석， 1980: 이재덕， 1989; 정환영， 1983 등) . 

이들은 종래의 인구이동 연구가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이동 

인구의 특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대체로 현지조사에 

바탕을 둔 미시적인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인구이출의 영향으로 농촌지역에 발생하는 변화를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원격지 농촌의 인구이출 - 노동력 부족 - 영농체계의 단 

순화 및 경지이용의 조방화(휴경화)라는 일면과， 도시근교농촌으로의 인구재유입 

- 도시확대에 따른 토지이용의 전환 - 겸업농엽과 상업화의 확대 및 집약적인 

토지이용이라는 상반된 일면을 강조함으로써 농촌지역 변화의 차이를 단순화하 

는 경향이 있었다. 

농촌지역으로의 人 IJ 再流入과 관련해서는， 띔·협/5 원l에서의 인구이동 反轉現찢을 

협/5 ï쉰化의 확대 혹은 쨌外化의 觀뽕Ji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농촌 주민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相異한 농촌유형의 출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극히 드물 

었다. 다만 인구유입에 의해 사회경제적 특성이 서로 다른 농촌주민의 분화가 발 

생하고 이에 따라 농촌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밝힌 연구(임석회， 1988; 정부 

매 · 최기엽， 1994)가 았다. 그리고 이정훈(1994)은 서울시 인접 뿔꽃Jm域에서 }않 

機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外地人 소유토지를 깜倍하여 캠/5市 非公과퓨15 r1j 의 상|‘ 

外化에 의한 독특한 牛.活樣式 핏댐으로서 도시적 기능의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되 

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정환(1987)은 쩨을 분석단위로 인구， 토지이용， 

家 11 ， 각종 산엽， 농업기반 및 생활환경시설， 도시와의 孩·近度와 관련된 變數들을 

사용하여 농촌지역을 유형화하고 그 변화와 유형의 특색을 비교한 바 있다 

이상에서 인구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농촌지역 변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도시화과정에서 인구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 人 1 .1移出 JiB域에서 人 11 再流入池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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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심의 주요 대상이 전환되어 왔다. 그 결과 인구이출지역과 인구재유입지 

역 兩者 모두에서 移動人口의 성격과 이에 따른 지역의 성격 변화가 대체로 밝 

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재유입지역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했外化라는 

도시중심적 분석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기존 농민의 변화나 대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이출에 관하여 풍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 

상지역이 遠隔地 農村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인구이출과 관련된 변화 

는 아직 인구이출이 지속되고 있는 遠隔地 農村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주변지역 농촌에서도 인구재유입과 함께 인구이출이 지 

속되는 농촌이 共存한다는 점과， 이 지역의 인구이출이 원격지 농촌의 인구이출 

과 相異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연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대도시 인접지역보다는 兩者

가 共存하는 中小都市 인접지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 

다. 

2. 經濟的 때面의 都市周邊 뽑村地域 變化

농촌지역 변화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접근한 연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 

촌지역 토지의 경제적 이용상태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 

제적， 사회적， 역사적 諸性格이 현재의 토지이용에 누적적으로 응집되어 표출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촌지역 토지의 대부분이 농업에 이용되 

고 있다는 면에서 농촌지역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농업의 변화과정이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Coppock， 1977).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변화는 산엽화과정에서 R권業 

化， 專門化， 資本集約的 農業化 등 농업내부적 변화에 의한 농업적 토지이용의 

변화 뿐아니라， 도시의 영향으로 유발된 외부적 힘 즉 도시개발 수요에 의한 農

地의 他HJ途로의 전환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농촌지역 변화에 대 

한 경제적 접근은 농업변동과 관련된 것 뿐아니라， 都市力의 침투에 따른 농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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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고용구조의 변화나 농업적 토지이용과 기타 도시적 토지이용간의 토지이용 

경쟁 및 갈등관계도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l그菜成長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성장하는 !그꽃-홉I~門에서 뿔村챔動力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前近代社會에서 경제적으로 成熟괴U:현로 전환하는 동안 전체고용 

에서 농업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 노동력은 초기 

에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서비스 노동력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이론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이러한 폼1)門베 變移가 發展論의 주요한 부분 

(Pandit & Casetti, 1989) 이 되 고 있다. 

둘째， 농업생산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는 인구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식품 

을 비롯한 농산물 소비형태가 변화하고， 비료， 뿔藥， 뿔機械， 농업용 비닐 등 L 

꽃牛J쫓-資材를 충분히 보다 값싸게 공급함으로써 횟素f~替 技{，I파붉srr과 생산확대 

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농업의 상업화가 촉진된다. 이는 都市짧의 확장， 交通및 通쉰網의 발달， 

전통적 家|시 [꽃-手織物， 뿔具製fF ， 짧制등-의 폐쇄와 상품농산물 생산확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공업성장의 영향하에 농엽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일반적 

으로 이려한 변화는 농엽이 딩給段階에서 출발하여 공엽화와 더불어 과도적 단 

계를 거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商꽃I꺼 段階에 진입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Weitz, 1971).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n블j왔牛」짧-構iifi는 ft~붉fF物을 l種으 

로 여기에 약간의 補助끼E物이 추가된 생산구조에서 混介 혹은 多f진化 뿔껏牛.J쫓 

構쉰를 거 쳐 하나의 商폈IÍ':J fF物을 ;1:種으로 약간의 補jj))fF物이 추가되 는 전문 

화된 생산구조로 전환된다. 뿔業發展段階의 전환은 牛-잖d'/: 과 牛않:넓;을 증가시킬 

수 있는 농민의 능력에 좌우되며， 이 능력은 技術水準의 變化， 근대적 投人의 可

n~I~I: ， 펙뿔知誠과 版헐條件의 改훤 등에 따라 달라진다. 농엽단계의 전환은 상엽 

화의 증대 및 농촌지역과 都市m짝과의 통합증대라는 씁흙ft~를 가지며，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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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각기 독특한 農家類型 혹은 農村類型과 결부되고 있음이 확인(Veeck & 

Pannell, 1989)된 바 있 다. 

한편 농업 의 專門化는 內的 規模經濟의 확보와， 可用資源을 소수의 작물에 집 

중함으로써 比較優位를 확보하고자 하는 농민의 效率性 증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 발생하며， 농촌노동력의 감소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노동력의 감 

소와 농업에서의 資本化 증대로 많은 投入이 작물별로 특화된다. 따라서 농민은 

어떤 작물에 대해， 재배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효율적 규모로 확장할 것 

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때 보조적이고 限界的인 작물을 포기하고 한두가지 

작물생산에 집중하는 경향을 통하여 농업의 專門化가 발생한다(Ilbery， 1985). 

농촌토지이용변화는 다양한 프로세스의 農村그[業化 및 고용제공과 관련하여 

서도 생각할 수 있다. 농업의 경제적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농업노동력의 축 

소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식된 이래， 농업에서 遊離된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고용기회의 제공과 관련된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Cloke， 1980). 이에 따라 새로 

운 農村工業의 도입을 경제적으로 쇠퇴과정에 있는 농촌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 

는 수단으로 간주(Scott， 1978)하기 도 하고， 地域隔差 解消 手段으로 농촌지 역 에 

보다 많은 공업을 입지시키는 방법 (Lonsdale， 1977)을 택하기도 하였다. 뿔村 L~菜

化를 통한 새로운 고용기회의 제공은 농업노동력에 대한 수요감소에서 발생한 

농촌노동력의 村外 移出을 억제함으로써 농촌인구밀도를 유지하고， 전반적인 농 

촌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농촌과 도시간의 통합을 촉진하는 등 농촌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농촌공엽화에 의한 새로운 고용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도시주변지대 농업변화 

의 특색으로 농촌지역의 했外化를 측정하는 중요한 指標 중의 하나가 깜業l뿔業 

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藏業農業이 도시주변 通動園內에서 뿐아니라 遠隔地 농촌 

지역에서도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폈業農業이라는 }폐語가 複數職業

保有(multiple-job holding)라는 Hl 語로 代替(Bowler， 1984)되 고 있기 도 하다. 이 

러 한 배 경 하에 Zurek(1986)는 삶業農業을 農業不利地域 農家人 口 의 生存戰略으 

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Gasson(1986)은 뺨業農業이 小農을 보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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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가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농가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아님을 밝힘으로써 이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렇듯 했꽃은 농촌지역 개발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한편， 地方탤찌에 대한 낮은 寄與， ... J:地利펴密度의 {ß: f'- , 營뿔祝模의 構~[Ý9 嚴格

性 같은 否定的인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述隔地 뿔·村에는 긍정적 효 

과， 도시주변지역 농촌에는 否正的 효과가 크다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것은 보 

다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Gasson， 1982)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일반적으로 輸業農業 증가의 전반적인 효과는 농업생산의 集約度 저하라고 간주 

된다(Ilbery， 1985). 

갖훌 3종뿔業의 현저한 증가추세하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뿔家 l깨에서 

女性의 投폐에 관한 것이다. 薦業農業下에서 농가인구들간 싼의 分化가 지속되 

고， 여성은 農外就業을 통하여 경제적 지위를 개선 (Buttel & Gillespie, 1984; 

Coughenour, 1983)하며 , 美國의 경 우 農家 王歸의 45%가 農外就業을 하고 있는 

것 (Deseran, 1984)으로 나타나는 등， 農外所得 획 득에 서 의 여 성 의 역 할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도 지난 30년간의 공업화과정을 거치면서 큰 변동을 겪었다. 

우리나라 농업의 전통적 특성은 몬순지대의 米찢fF을 중심으로 한 家l짜섣fl=1얀j 

零細農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過剩就業과 低所得의 상태에 있었 

다(김동희 외， 1979). 1950년 農地改章을 통하여 덤 fF農制度 확립의 기반이 마련 

되었으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物價上昇， fk業， 食體不파 등 만성적 ，힘病이 계속 

되었고， 농촌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濟在失業의 深度도 가중되어 왔다. 1960년 

대 이후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의한 수출공업 중심의 공업화 성공은 뿔꽃與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산업구조의 변화도 초래하였다. 、그 결과 1960년 

國民總生逢에서 %이상을 차지하던 농업의 비중이 1990년에는 9% 정도로 낮아 

졌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의 감소가 農業生塵願 자체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업의 급성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업의 성장률이 낮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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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의 역할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지로 인식되어 뿔業生 

잖擬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기술개발을 통하여 Jm料， 農藥， 農機械 및 새로 

운 뿔떻資材와 品種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뿔業生잖性이 꾸준히 향상됨으로써， 

뿔業生}출:願은 농업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여 왔다. 

경제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른 需要擺太와 원-米價政策에 의해 米첼의 재배와 

생산이 확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농업생산자재의 도입에 따른 농가의 現金需要

증가와 특히 就學을 목적으로 도시로 移出한 자녀에 대한 送金의 필요성 등이 

다양한 종류의 상엽적 농업의 확대를 가져 왔다. 그 결과，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주변이나 특별한 자연조건을 갖춘 일부지역에서 채소류나 果樹같은 환금작 

물의 재배가 局地的으로 이루어졌을 뿐， 90%이상이 食3禮作物 재배에 이용되던 

우리나라 농엽의 생산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한편 도시화과정에서의 農t也魔食으 

로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업적 작물 재배 확대로의 생산구조 전환은 米

폈을 제외한 다른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축소라는 희생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종래 山까物이나 米設의 後作으로 재배되던 짖종類나 雜殺類 등이 상엽적 작물로 

대체되는 일차적 대상이 되었고， 代替作物은 도시와의 孩近tl:， 자연조건， 자본과 

기술조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게 선택되었다. 

결국 전통적 J=食fr:物인 ;米親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엽적 작불 재배 - 혹은 

펌降 의 결합이라는 生l쫓構造가 공간상에 투영될 때， 巨視的으로는 뿔꽃:池帶의 

分化로， 微IIT밍 fý~으로는 농촌 내부 토지이용의 차이로 표출된다. 

공업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 發展論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勞動力의 퓨1)門 I펴 移動이 확대되고 휴1)門 l테 牛J쫓: 

願의 P펴열가 심화되면서， 뿔村챈動力 不꾀 問題와 뿔村勞動力의 고용기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政淡I에 對應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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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都市周邊地辦의 앞활業變化와 地域變化

협1)市 J텀邊t1섣帶 농업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대부분 그 분석틀을 新퍼典￡義 池

代理論이나 不確寶性 條件下에서의 농민의 行態 모형에 근거하여 왔다(Munton 

& Whatmore, 1988). 그러나 도시주변지대의 농업은 전체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힘 뿐아니라 도시주변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힘에 동시에 반응함으로써， 述隔地

의 농업과 비교할 때 특수한 상황(Lawrence， 1988)에 처해 있다. 도시주변지대 

농업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는 영세한 경지규모， 높은 생산 集約度， 급격한 농업 

노동력 손실， 趣味農業(hobby farming)의 성행， 농경지의 도시적 용도로의 전환 

등을 도시주변지대 농업과 관련된 특색으로 거론하고， 도시로부터의 거리증가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Munton， 1974).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농업적 토지이용의 集約度 차이에 대한 이론은 

Thünen과 Sinclair의 모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도시주변지대 농업이 集約化할 

것인가 혹은 租放化할 것인가라는 점은 일면 어느 한쪽으로 증명이 되면서도 일 

면 경험적 증거가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있다(Munton， 1974). 따라서 전통적인 

Thünen 모형이나 Sinclair 모형만으로는 도시주변지대의 농업을 이해하는데 한 

계가 있다. 이에 대해 Munton(1974)은 도시주변지대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협1)市 

生成 프로세스로서 도시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屆用機會， 새로운 市場機현의 제 

공， 협1)市開發fl1 J::地에 대한 需愛 등음 거론하고서， 특히 土地뺑뺏과 관련된 不

院첼싼이 농업적 토지이용의 集約度에서 ~J-l放化와 集約化를 모두 유발할 수 있 

음을 밝혔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킨 포관적인 분석의 툴이 Bryant et al. (1982)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도시의 힘을 1~.JtB， 勞動力 섬불꽃:牛.짧 등에 대한 都市

의 需몇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힘은 도시적 토지이용에 대한 수요가 

財·政 I연] 厭ilJ을 증대시켜 排地據-張을 tI1.펀한다거나 도시의 노동력 수요가 농촌 

可써勞動力을 축소하는 등 농업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뿔外닮따이 

농민소득을 보충하거나 도시소비자에 대한 l따孩뱃렐로 중간상인을 배제하여 보 

다 많은 뿔꽃所得을 얻을 수 있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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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非都市力은 技術變化， 生活水準의 變化， 地域間 鏡爭增大， 政治的 決定

등 농업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 힘은 都市化에 의한 힘을 강 

화하거나 이에 대항함으로써， 지역과 營農型에 따라 이러한 힘들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달라지게 한다. Bryant(l984)는 나아가 도시주변지대 농업에 영향을 미치 

는 힘간의 관련성과 이에 따른 토지이용 및 營農型의 변화에 관한 논의를 확장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을 통하여 Bryant는 都市力， 非都市力，

地域環境의 影響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影響力이 상호작용하여 대부분의 도시주 

변지역에서 세 가지 型의 農業景觀 변화가 창출된다고 보았다. 즉 地域環境 條件

의 한계내에서 都市力 및 非都市力간의 보완적 관련성을 통해 일정 營農型의 생 

존력이 강화되는 農業發展(agricultural development); 不確實性， 鏡地分制， 영향 

력의 局地的 차이 등이 농민의 創意性과 廳通性을 보상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보다 잘 적웅할 수 있는 營農型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農業適應(agricultural

adaptation) ; 도시의 開發壓力과 非都市周邊地帶 농업과의 경쟁에서 농업이 쇠퇴 

하는 農業退化(agricultural degeneration)가 그것 이 다. 이 는 Thünenol 나 Sinclair 

모델의 代案이 될 수 있으며， 오늘날 도시주변지대 농업구조내에서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이 모댈에 準據하여 美國의 7개 大都市

주변지대의 농업을 연구(Lawrence， 1988)한 결과， 세 가지 型의 농업변화가 작용 

하여 도시주변지대 농업에 분화가 발생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Bowler(l992)는 농업 자체의 힘과 도시화의 영향하에， 농민이 선택할 수 

있는 6가지의 전략에 따라 농업의 발전방향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첫째， 

전통적 농업생산과 서비스를 토대로 한 산업모델의 확대， 둘째， 새로운 농업생산 

과 서비스로의 전환， 셋째， 새로운 非農業的 생산과 서비스로의 전환， 넷째， 非農

業屬用으로의 전환 다섯째 低投入·低所得 형태로 전통적 농업생산과 서비스의 

유지， 여섯째， 趣味農業 또는 半隱退 暴業農業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 중 첫 

번째와 두번째의 변화는 산업적 농업 모텔에 근거한 專業農業의 지속 추세를 나 

타낸다. 세번째와 네번째의 변화는 非農業活動을 통해 所得基盤을 다양화하는 형 

태를 나타내며， 마지막 두 가지는 농업의 쇠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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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지대 농업적 토지이용의 변화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또하나의 

變數가 士地所有 및 貨借關係이다. 士地所有者의 다양한 태도는 토지의 可用性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계획의 입장이 달라지므로 결국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개발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yle， 1985). 일반적으로 도시주변지 

대에서는 도시력의 침투로 토지소유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Bryant 

et al., 1982). 순수 거주목적으로 유입하는 도시주민은 주택외의 토지소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하다(Bunce & Walker, 1992). 그러나 도시의 개발확대를 

기대하는 개발업자에 의한 토지소유가 발생하고 도시에서 축적된 자본이 재산보 

유 목적으로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면， 기왕에 농민이 농촌토지를 소유하던 단순한 

토지소유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도시자본의 유입에 

의한 비농민의 토지소유는 투기와 불확실성을 유발하며， 이는 농촌지역 토지이용 

불안정의 한 요인이 된다. 농촌인구이출이 진행중인 지역에서는 토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비록 토지구입능력이 없다하더라도 不在者의 土地貨借가 가능 

(Preston & Traveras, 1980)하며， 自作農民이 士地홉借를 통한 殺作面積의 확대 

를 꾀하는 과정을 통하여 농민계층에서 自作暴 貨借農層의 중요성이 증대 (Hill & 

Gasson, 1985)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의 불안정으로 도시주변지대에서는 농 

민， 특히 임차농의 경쟁적 지위가 취약해짐이 지적되고 있다(Munton & 

Whatmore, 1988). 이렇듯 토지소유구조의 변화가 토지이용 변화에 선행하기 때 

문에 농촌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도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의 

구조와 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에 관한 신빙성 있 

는 적절한 자료를 구하기 힘든 점이 이러한 조사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Bryant et al. , 1982; Ilbery, 1985). 

외부의 힘이 농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는 농경지의 다 

른 용도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도시확장으로부터 優良 農觀地를、保全하는 것은 

농업지리학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Rickard， 1992). 도시발달에 따른 농 

경지의 讓食에 대하여， 이것은 심리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는 도시확장의 農地轉食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 (Hart， 1976)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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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농경지의 전환율에는 명백한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며 전환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局地的 문제가 될 수도 있다(Berry & Plant, 1978). 

뿔外웰따이 농업에 대한 도시영향력의 하나로 간주(Bryant et al., 1982; 

Ilbery, 1985; Munton, 1974)되듯이， 農外麗用과 營農이 결합한 領-業農業은 도시 

주변지대 농업의 중요한 특색으로 생각되었다. 都市影響力에 대한 反應으로서의 

操業뿔業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첫째， 自家生l훌 農옳物의 都市

市場에 대한 l펼接飯賣와 같은 農業關聯事業에의 剩餘勞動力의 투입， 둘째， 농업 

여건의 4강감월性으로 인한 부족한 생존력의 農外屬用을 통한 보충， 셋째， 도시적 

토지이용과의 경쟁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도시와의 통합과정에서 도시고 

용을 획득함으로써 발생한 脫農過程 등이다. 최근 선진국의 도시주변지rR (urban 

fringe)에서는 협1)市移住民에 의한 趣味農業 형태의 폈業農業 성장이 뚜렷하다. 따 

라서 선진국 도시주변지대에서 趣味農業이 토지이용의 경쟁 및 갈등에서 중요한 

變數로 등장(White， 1981)하고 있다. 趣%뿔業은 농업에의 참여가 경제적 참여나 

의존의 형태가 아니라 餘醒活動的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趣味農業을 하는 사람 

에게 농촌은 居住楊所로서의 의미만큼 일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 그래 

서 Daniels(1986)는 도시주변지대에서 상엽적 농업이 趣味뿔業으로부터 보호되어 

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愈業뿔業이 출현함에 따라 차業農業을 類型化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Barlett(1986)는 輸業農業을 생산으로서의 操業뿔業과 소비로서의 3흉 

業뿔菜으로 구분하고 後者는 보통 趣싸뿔菜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Aitchison과 

Aubrey(1982)는 趣味農業익 예에서 볼 수 있듯이 雅業化의 방향이 채業뿔業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간주하고서， 이외에 쌀뿔평模， 참여정도， 소득 

의 의 존도 등 네 가지 指標를 사용하여 Wales의 져flt3흰뿔갖증을 유형 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大都市 周邊地域을 중심으로 뿔業經營-의 分化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近차뿔村에 관한 연구(문옥표 외， 1993; 이용규， 1994; 이정훈， 199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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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서울주변지역에서는 햄/)市0평O뚫의 압력으로 망住民 농가가 .專業·農， ~~~확農， 

脫뿔으로 분화된다. 專業農은 따設뿔業 등 상엽적 농업을 통해 토지이용을 集約

化하는 경 향이 있는 반면 總業뿔과 脫뿔은 도시 적 산업 에 종사함으로써 농업 에 

서 점차 이탈한다. 토지이용의 용도 전환이 비교적 쉬운 밭을 중심으로 도시주민 

의 자본이 유입하여 外地人이 }'~機 ó상 Fl r얀j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비율이 높아진 

다. 外地人 소유의 토지는 專菜農民에게 再貨-합되어 시설농업 등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농업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休排化함으로써 조방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약적인 토지이용도 所有據이 바뀔 경우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행짧Á성 集約化가 발생한다. 集約化와 租放化가 混在하는 이러 

한 토지이용의 不갖定性이 서울주변 농촌지역 토지이용의 중요한 특색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용도 전환이 비교적 쉬운 밭이 [揚썼地나 젠地로 활발하게 

전환되는 경우， 용도전환이 거의 불가능한 논에서 벼농사만이 답습적으로 이루어 

지기도 한다. 이 때 논은 단순히 재산보유 목적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농업에 대 

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은 조방화된다. 地땀上昇에 대한 기대가 크 

기 때문에 조방적 이용을 하더라도 뿔地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茶 111 近째뿔村에 관한 연구(김기혁， 1992; 박효림， 1993)에 의하면， 도시의 外

延|꺼 확대에 따라 投機J싼 資本이 유입하면서 原住民 소유의 농경지 면적이 감소 

한다. 따라서 貨倍뿔의 비율이 높아지고， [:地所有械의 移轉이 빈번하기 때문에 

小作械이 예민한 문제로 등장한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f풋貨 1-떼를 이용하 

여 商꽃~ r낀j 뿔꽃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업인구가 유입하는 경향이 있다. 빈번한 [-

地所有械 變化와 都i쉰指向 IÍ션 |핸|藝뿔業의 도입 확대에 대한 농민의 반응은 랬動 

力이나 資本 등 개인적 요인과 농경지의 농업환경에 따라 달라지며섣’뿔·에 대 

한 적극적 의지로 집약적인 농업을 하는 농민과 벼농사 위주의 소극적 영농을 

하는 농민으로 兩極化한다. 대체로 經.쉰地模가 클수록， 料펙1: 年熾이 젊을수록， 

經산王 學歷이 높을수록 집약적인 상엽적 농업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 

혀졌다. 

人邱 }체邊 뿔村에 관한 연구(조영국， 1991)에 의하면 도시로의 通對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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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노동력의 유출이 보다 심해서 농엽노동력의 구조가 취약해지며 부족 

한 노동력을 뿔機械로 보충하기 어려운 同熾 뿔家는 營뿔持總에 곤란을 겪고 있 

다. 반면 通혈b 까k準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노동력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소유경지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경지이용율이 높다. 생산구조에서 갖k業이 활발하 

여 농업노동력 구조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米쫓 」二毛作이라는 전통적 체계가 잔 

존하는 반면， 삶業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유리한 노동력 조건을 바탕으로 담배， 

채소 등 쌀，動集約I젠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진다. 도시와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는 

、 地땀上昇에 대한 기대로 토지보유성향이 전반적으로 강하며 非뿔民이 매입한 토 

지도 再원貨되기 때문에 貨땀規模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太山 近갖|‘뿔村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에 의하면， 대체로 경지 

규모가 영세하고 離村民의 토지소유비율이 높지만 띔敵 脫뿔에 의해 在村地王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外地人이 소유하는 토지의 비율은 극히 낮고 轉入

하는 家 IJ 도 뿔地를 소유하는 家 IJ 는 없다. 뎌 fF ~1t 貨{품뿔의 비율이 극히 높고 

경작면적에서 貨f품 i펴積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된다. 농엽생산구조는 농 

업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전통적인 생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先進 I그꽃탱 도시주변지대 농업에 관한 많은 理論이나 모델이 우리나라의 도 

시주변지역 농업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론이 만들어지고 경험적 

으로 증명된 社현經濟的 地理的 環溶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 經양작피 1:會 發展 方向이 현재의 선진공업국을 해向한다면 앞으로 그러한 이론 

이나 모델의 f洗明力이 보다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주변지역 농업에 관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는 외국 

이론이나 모델의 論理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도시주변지 

역 농엽이 가지는 固有한 싼格과 그 形成 횟 i책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tgij遍 I1캔을 基底로 하는 理論으로 說明하면서 4펠>*性을 찾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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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경험적 사례연구가 최근 다수 이루어졌지만 그 대상이 太협I~市 인접 

농촌 혹은 通動園內에 한정되고 있을 뿐이다. 인구이출현상을 다루는 사례지역이 

述隔地 뿔村에 한정되는 것과 함께 연구지역 편중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지역들이 현상을 典型的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기는 하겠지만 

경험적 증거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의 대상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大都市 주변지역 농촌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 中小

채模 도시주변지역에서도 기본적인 성격으로 共有되겠지만， 도시주변지역 농업변 

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의 도시주변지역 농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아울러 지금까지 農業形態에 대한 微祝

的인 분석이 人-都市 周邊~며域 農村과 遠隔:I-m 뿔村으로 兩分되었던 것을 보충하 

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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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輔짧의 짧퍼뽑뽑빼짧빼 뺨빼 

이 장에서는 지난 20년간 청원군에 협I~市}편邊地帶(urban fringe)로서의 성격이 

부가되어 가는 것을 주변지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f뷰標를 중심으로 개관 

함으로써 지역변화 이해의 기초를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중심도시 청주시 및 他

地域과의 관계적 위치의 특성을 알아본 후， 이와 연관하여 주택과 공장을 중심으 

로 도시적 토지이용의 확대과정을 살펴 보았다. 다음 청원군의 인구변화추세를 

개관함으로써 법정리 차원에서 인구변동의 지역적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원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의 성격을 폐을 단위로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청원군에서 도시주변지대적 성격이 어떤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였다. 

1. 位l뭘的 特性

i렴까i간IS은 지역 중심도시 淸州市의 강한 영향권하에 있을 뿐아니라 청주시를 

통하여 띔·협I~짧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那 남쪽의 大田市， 서쪽의 t않致 

l잖련‘’ 동북쪽의 曾:l:tp出않所 등이 접경을 이루면서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원군의 fm地域과의 관계는 대부분 중심도시 청주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교통 중심지로서 新lJß뾰빨(大[IJ市)， 많致|兒， 鎭) 11 , 曾:l:tp 등 인 

근지역과는 시내버스 노선으로， 서울， 준 LlJ , 大邱， 光州 등 他地域 大都市와는 고 

속버스 노선으로 연결되고 있다. 

청원군이 인접지역과 가지는 관계는 이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通動·通學人

1:=1 의 비율(표 3-1)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표 3-1>에 의하면 청원군 

이 청주시와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확연히 드러난다. 즉 다른 市·칸I~은 동일 市·깐1$ 

內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압도적인데 비하여， 청원군은 청주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40%를 념을 정도로 청주시와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道外로의 통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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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깐1)의 남부 일부가 대전시(신탄진)의 영향권에 

해당됨을 보여준다. 

<표3-1> 현거주지 및 목적지별 통근·통학 비율 단위:% 

길협? 청 원 ~à 9- 진천 괴산 보은 도외 

청 τ 。~ 45.6 42.6 0.7 1.9 0.3 8.5 

청 -;z「 3.9 89.9 0.9 1.5 0.4 2.5 

진 천 1.4 9.2 82.0 1.9 0.0 1.3 

괴 산 0.8 11.4 0.5 84.8 0.0 0.4 

보 은 0.2 1.8 0.0 0.0 95.4 1.4 
*자료 : 인구 및 주택 총조사 보고서， 1990 

청원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주시 및 청주시를 통해 연계된 

수도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원군의 위치적 특성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중심도시 청주시와 청원군의 관계를 보면， 청원군은 청주시를 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청주시를 起/멘으로 청원군 각 지역 

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되어 있어서 청주시로부터 동일한 방향이 아닐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청주시를 경유하지 않고는 체|셔 他地域과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청주시와의 관계가 밀접하다. 거의 수r域이 시내버스 路級網에 연결 

되고는 있지만 운행 횟수는 지역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주요 |때道를 따라서는 

운행 횟수가 빈번하나 국도에서 벗어난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그림 3-1). 따라서 

국도 연변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간에는 접근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주요 요인의 하나 

는 도로의 꽤값 여부이다. 청원군의 道路 純값率은 l째j훤 100%, 池 h-直 90%, 깐|‘ 

道 48%로서 타 농촌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즉 도로교통을 이용한 청주시와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시내버스 이용에 

서는 청원군내 지역간 차이가 크지만， 승용차의 이용에서는 도로가 통과하지 않 

는 떳地가 아니라면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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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연히 농촌 原住民에 의한 通勳者-의 발생이나 청주시로부터의 都市人口의 

유입에 지역간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리고 청원군의 높은 도로 

포장율은 뿔옳物의 市揚出힘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즉 인구의 이동에 비 

해서 농산물의 출하와 관련해서는 청원군내 농촌지역간 접근성에 큰 차이가 없 

다고 할 수 있다. 

o 5km 

비스순챙횟수/면 

10 - 20 

21 - 50 

•••• 51 -100 

-100회 이성· 

= 고속도쿄(IC) 

- --- 덴끼l 

<그림 3-1> 청원군 시내버스 노선 

청원군의 他地域 특히 首협1)園과의 접근성은 1970년 짜띈댐速道路， 1988년 中

휴I~ r허速道路가 개통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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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거리가 단축되면서 청원군에서도 수도권 시장을 대상으로한 商業I꺼 뿔業 

이 가능해져서， 종래 청주시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상엽적 농엽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엽적 농업은 고속도로 이용이 보다 편리한 캄1) 

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었고 따i 짧位뿔|쩌마다 농산물 集7받揚이 개설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의 개선은 상엽적 농업의 확대 뿐아니라 製쉰꽃 

體의 分散立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후 청원군내 제조업체의 

급증은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큰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텀1)의 서부지역에 제조업체가 특히 집중(제3장 2절 참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확대 

되는 상업적 농업과 토지이용상의 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那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 점이 청원군 농촌지역의 성격 분화에 하나의 배 

경이 되고 있다. 

2. 都市的 土地利폐 의 聽大

도시주변 농촌지역에서 일차적으로 감지되는 都市化의 영향은 도시로부터 居

住地가 확대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농촌인구의 移出

과 함께 {l:흰市揚에서의 需要가 감소하여 띨家가 증가하고 쩨r.改폈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센서스 자료를 이용한 建集年度別 H:힘평((표 3-2)의 변화로 

도 증명된다. 

건축연도별 주택수를 분석하면， 전국의 i띠部와 마찬가지로 충북의 I띠폼I~에서도 

1980년 이후 건축된 주택수가 감소추세로 反轉된 데 비하여 t람까i멈I~의 경우는 

1980년 이후에도 주택 건축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都mrr'.J

居住樣式의 典型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나 聯立付천과 같은 핏-A-H:힘이 1980년 

이후 건축된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야
 ω 



<표3-2>건축 연도별 주택수 단위 : 호，% 

연 도 
1950이전 1950 1960 1970 1980 1986 

계 -1959 -1969 -1979 -1985 -1990 

충북면부 
39556 17513 21527 22290 11096 9799 121781 
(32.5) 04.4) 07.7) 08.3) (9.1) (8.0) (00) 

청원군 
8026 3003 4277 5204 3069 3197 26776 

(30.0) 0 1.2) 06.0) 09.4) 0 1.5) 0 1.9) (00) 

단독주택 
7965 2979 4219 5æ5 2389 1977 24624 

(32.3) 02.1) 07.1) (20.7) (9.7) (8.0) (00) 

집합주택 
3 6 480 1051 1541 

(0.1) (0 .2) (0.4) (31 .1) (68.2) (00) 

기 타 
60 24 55 103 200 169 611 I 

(9.8) (3.9) (9.0) 06.9) (32.7) (27.7) (00) 

*자료 : 인구 및 주택 총조사 보고서， 1990 

資料의 未備로 新樂 tt흰의 지역적 분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集

合往힘의 공간적 분포(그림 3-2)를 통해 거주지 확대의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을 것 이 다. 集令住흰은 농촌의 전통적 인 ü:힘形態가 아니 므로 이 들의 분포 

지역을 도시의 영향하에 거주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적 지역으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 현재 청원군내에 분포하는 1541가구의 져승合션5천 중에서 단 10家 rl 를 

제외한 나머지가 1980년 이후에 新藥된 것이고 그 중 70%가 1986년 이후 新藥

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원군으로 청주시의 거주지가 확대되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공간적 분포도 2517R 법정리 중 불과 

13개 리에 한정되고 있어서 청주시의 거주지 확대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는 중심도시 청주시의 규모가 아직 광범한 外延I꺼 확대 

를 가져올 정도는 아님을 示埈한다. 13개 里중 加德、폐 했出里， ï펌←←~ I며 雙폐里， 江

{시 i갑i 月懶里， 北-→←→- ï효i 淑通里 등 4개 里는 모두 이곳에 위치한 施設과 관련된 특 

수한 사례이다. 즉 이들은 시멘트 공장과 水資펌公社의 피 I~흰(국전리) , 공군사관학 

교 아파트(쌍수리)， 교원대학교 교수아파트(월탄리)， 군인 아파트(원통리)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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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0 가구 

쑤".ft!.:쿄. 

200 

100 

1.1.‘,? _ ... ‘ -

-----

첸안 

o 5km 50 
20 

<그림 3-2> 집합주택의 분포(1990) 

집단만을 위한 집합주택이 건설된 지역이다. 이를 감안하면 集4암ft펀의 절반 정 

도만이 순수하게 청주시의 거주지 확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분포지 

역은 강내면 월곡리를 제외하면 모두 때所在꽤 뿔村냐:t心地들로서， 짜싼H:천의 짜rr 

藥이 청주시와 접하고 있는 純伴 뿔村地域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왕에 幕盤뻐設을 

어느 정도 갖춘 뿔村中心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단 뿔村中心地 

즈드。，1-
i工 λλ 

한정된다. 순수 농촌지역은 뿔t也保수-을 위한 制度ó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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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心싼이 接近'1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나 일찍부터 

중심지(이재덕， 1985)에 

중에서도 청주시와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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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가 강해서 士地利用의 轉換이 억제되는데 비하여 농촌중심지와 같은 많開發 

地域은 이러한 제도적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촌중심지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집중된 非農家人 1~1 의 새로운 住흰形態로 集合住흰이 보다 쉽게 건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月유里는 청주시와 按境地域으로서 淸州工業團地와 

가까운 위치상의 利點을 바탕으로 대규모 集合住흰이 건설된 대표적인 곳이다. 

결국 청원군은 住흰新藥의 증가로 미루어 볼 때 居住했外化의 微候는 보이더 

라도 아직까지는 청주시 성장에 의한 거주지 확대가 농촌중심지를 중심으로 극 

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월곡리의 예에서 보듯이 接

近性이 양호한 接댈地域에서는 居住했外化의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集合

{:t흰외에 fl말獨tE힘까지 고려하면， 일부 接境地域을 중심으로 최소한 農家住펀을 

이용한 청주시민의 유입으로 인한 居住했外化 현상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거주지의 확대와 함께 제조업의 分散 立地에 의한 :T場數의 증가도 도시주변 

지대적 성격이 강화되는 指標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제조업의 분산 입지와 

이에 따른 새로운 않用機會의 창출은 토지이용의 전환에 의한 可視的인 변화 뿐 

아니라 {tt던의 職業構造의 轉換과 새로운 人 IJ 의 流入可能性을 가진다는 점에서 

지역변화의 주요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청원군의 경우 1970년까지는 1960년대 

後半 핏E칠t@ 꽃11:里에 입지했던 PVC공장을 제외하면 零*ut템模의 家|직 rJ갖이나 

鎬制f]그;l:~， 탁주제조장 등이 散在하는 정도였고 고용인원도 보잘것 없었다. 그러 

나 근래 뿔_0[團地 건설， 王業團地의 조성 등에 힘입어 공장수와 고용인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즉 1972년 登錄工揚 40개에 종업원이 748명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에는 66개의 공장에 종엽원 1502명으로 증가하였고 다시 1990년에는 176 

개의 공장에 7420명이 고용된 정도로 대폭 확대되었다. 공장의 규모에서도 1972 

년 [:짝當 평균 從菜쉴數 19명에서 1980년 23명， 1990년에는 42명으로 꾸준히 확 

대되어， 특히 1980년대 들어서 공장수가 급증할 뿐아니라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 

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청원군에 제조업체의 分散立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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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1972년과 1990년 2개 연도의 때別 제조업 종엽원수의 분포(그림 3-3)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업원수의 분포를 비교한 것은 在村 農外麗J덤의 제 

공 정도나 인구유입 가능성은 단순히 공장수보다는 공장의 규모가 더 큰 관련성 

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1972년의 분포를 보면， 대규모 PVC공장이 입지 

한 꽃첼illi 에 전체 종업원의 약 45%가 집중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소수의 인 

원이 고루 분산되어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江外而은 종업원의 분포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뿔짧具 製fF=所의 집중에 의한 것이다. 즉 당시까지 

는 PVC공장을 제외하고는 청원군 전체에서 아직 제조업의 발달이 미약하고， 각 

面에 고루 분산되어 있던 購迎場이나 않制 r킴이 제조업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에는 그동안 공장수의 증가와 공장규모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결과 깎域에서 종업원수가 급증하면서 지역별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대체로 깜15 

의 동·남부지역이 종업원수의 분포가 작은데， 다만 可德、面과 文;義 i떠은 石까石 織

LLJ과 이를 바탕으로 시멘트 공장이 입지(머깎澈， 1992)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동· 

남부지역에서 종업원수의 분포가 많은 원인이 된다. 결국 젠料指向的인 공엽을 

제외하면 깐15의 서·북부가 제조업 분산입지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I혀南端의 현도 

면은 농공단지 건설에 의해， 부용면은 기존의 플라스틱 공장에 농공단지의 건설 

이 부가되어 종업원수의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서·북부지역은 근래 제조업 규모 

확대의 중심 엽종인 織維， 製紙， 좋L加 r , 石材加王뿔: 등이 집중됨으로써 종엽원수 

가 크게 확대된 지역이다. 

청원군의 제조엽 증가가 기존의 京茶댐速道路외에 中퓨|‘fr=쉰速道路의 개통과 더 

불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밍料指向的 1:菜이 아닌 한 이들을 이용 

하여 他池域 특히 띔챔1)짧과의 採近'VI: 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서·북부지역을 중심으 

로 제조업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건설이 완료 혹은 계획중인 대규모 

王꽃團j팬 들도 모두 이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청원군내 제조엽체 분포의 지역적 

편중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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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면별 제조엽 종업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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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래 제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엽의 입지가 인구유입 효과를 크 

게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덕면의 시멘트 공장이 국전리에 피1:힘을 건설 

하여 종업원을 入住시킨 것과 일부 공장에서 寄宿舍를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종업원의 대부분이 청주시나 대전시에서 통근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제조업의 입 

지가 가질 수 있는 서비스나 流通의 認發效果도 과히 크지 않다. 공장 인근 농촌 

주민의 취업은 常時흩用의 면에서는 비율이 높지 않고 ·時:rY~ 就菜이 많다. 이는 

공장의 菜種 構成上 공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과 현지주민이 제공할 수 있는 노 

동력이 제대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도 在村 뿔外屆.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現地住民의 常H흉많lrfj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공장의 입지가 농촌인구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게 가지 

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시적 취업자에 의한 농가의 現金 所得· 증대에는 일정 부 

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장의 증가가 一時的이든 常時的이든 農外屋대의 기회를 가까이서 

얻을 수 있어 農村所得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원군의 

경우 l그團쉰JiX:이든 개별적인 입지든간에 토지이용이나 댐水利用 문제에서 농민 

과의 갈등이 總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청원군에서 제조업의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은 地勢나 내 

水利떠의 면에서 농업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조엽체의 분산이라는 면에서도 특히 鉉-近t싼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편중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청원군의 도시주변지대적 성격이 ~擇IY~으로 강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ÀrJ變化趙勢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1925년 이후 청원군의 

인구변화를 센서스 기간별로 보면， 1944-1949년의 기간에 청주시의 분리·승격 

(1946년)에 따른 감소외에는 1966년 센서스까지 인구의 절대감소현상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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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인구의 상대적 감소가 계속되었고， 

1966년 이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절대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듯 청 

원군 전체로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법정리 정도의 작은 단위지역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가 일률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지역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법정리의 성격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의 청원군 법정리별 인구변화추세를 분석하면， 청원군의 전반적인 인 

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정리의 약 1/5에 해당하는 63개 법정리의 인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지역은 면소재지급 농촌중심지를 위시 

하여 청주시와 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한 청주시의 접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청주시 외연적 확대의 영향에 의해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접경지역의 인구증가지역은 청주공업단지의 가동과 연관하여 인구가 급 

증한 강서면의 법정리들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농업환경이 양호한 평야지대의 일 

부 법정리도 인구증가지역에 해당한다. 순수 농촌지역으로서 인구가 증가하는 법 

정리는 서부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인구가 감소한 법정리 중에서도 

같은 기간중 전국 면부 평균보다 감소율이 큰 법정리는 30%정도에 불과하며， 이 

들은 주로 동부의 산지지대에 집중 분포한다. 즉 1970년대의 청원군은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하여 인구감소가 상대적으로 완만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70년대까 

지는 청원군 농촌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고 따라서 이들을 배후지로 

가지는 면소재지급 농촌중심지도 일정 수준 그 기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 

다(이재덕， 1992). 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청주시 성장의 영향하에 인구가 증가 

하는 지역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들면서 청원군의 인구감소추세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인구 

가 증가하는 법정리가 지난 10년간에 비하여 대폭 줄어들어 불과 9개에 불과하 

게 되었다. 반면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법정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절반 이상이 같은 기간중 전국 면부 평균보다 감소율이 

커서 지난 10년간에 비하여 인구감소가 훨씬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1980년대 이후 청원군의 인구감소가 심화된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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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970년대에 인구가 증가하던 평야지대의 순수농촌지역이 농업의 침체로 인 

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반전되었다. 이에 따른 배후지인구의 감소와 청주시와의 

접근성 개선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농촌중심지들도 쇠퇴함으로써， 1970년대에는 

일정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던 다수의 농촌중심지들이 인구감 

소지역으로 반전되었다. 따라서 청주시 성장의 영향을 받는 법정리만 인구증가지 

역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주시의 규모가 아직은 시역을 넘어선 거주지 

의 대량 개발을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닐 뿐더러， 1980년 이후 세차례에 걸친 시역 

의 확대로 1970년대부터 이러한 성격으로 인구가 증가하던 법정리가 대부분 청 

주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인구증가지역이 소수로 한정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결국 1970년대에는 전반적인 인구감소추세하에서도 면소재지급 농촌중심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농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순수농촌지역에서 인구가 증가 

하였고， 청주시 성장의 영향하에 인구가 증가하는 법정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순수농촌지역 뿐아니라 농촌중심지도 쇠퇴하기 시작하 

여 청주시 성장의 영향을 받은 극소수의 법정리만 인구증가지역이 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반복적인 시역확장으로 이러한 성격의 법정리가 수적으로나 공간적으 

로 더욱 한정되게 되었다. 

4. 뿔業의 性格 變化

(1) 농업환경 

청원군 농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청원군의 갚훌業環;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원군의 J:也勢(그림 3-4)는 東高 jt팀.低型으로 동부는 산악지대이나 서부는 평야 

와 波浪狀의 殘표;性 山地가 散在하는 {，l&J:펀帶를 형성하고 있다. 서남부와 I껴北端 

은 IU地의 ;*:端퓨I~에 해당하며， 북부는 해발고도가 낮고 起κ이 크지 않은 frl찢地 

帶가 전개되고 있다. 청원군의 서부와 북부는 美빼川 유역의 저평한 빼積地를 바 

” J 



o 5km 

<그림 3-4> 청원군의 지세 

해발·고도 

100m 이하 

100 - 200m 

200 - 300m 

300m 이상 

탕으로 충청북도 최대의 :펄&쓸}며#’쁨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남부와 동부는 111地사 

이를 美빼川 3[流인 無心川과 鎬江 支流인 米|챈川이 흐르면서 소규모의 침식분 

지 혹은 충적지를 만들고 있어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고 있다. 

청원군의 排地面積은 1990년 현재 20226ha로 初地率은 24.8%이다. 그 중 논 

이 13,837ha, 밭(樹國地 포함)이 6，389ha로 각각 68.4%와 31.6%를 차지한다. 低平

한 충적지와 낮은 구릉지대가 많은 地勢의 특성에 따라 排地率과 챔率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경지의 분포상태는 간1) I시 때別로 보아 상당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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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보이고 있다(표 3-3). 동부 11J地에 위치한 낭성면과 미원면 平地의 상당부 

분이 水沒된 문의면 등은 新地率이 낮고， 서부와 북부의 미호천 유역에 위치한 

펴 들은 경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논의 비율도 동부의 때 들이 상대적으로 낮 

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청원군이 전형적인 짧{'F地帶임을 시 

사한다. 

<표3-3> 면별 경지율과 논의 비율 단위 : ha, % 

변 청원 낭성 미원 가덕 Ln1- 。i;1: 남이 문의 현도 부용 강내 강외 옥산 오칭- 북이 북일 

경지면적 20226 804 1935 979 914 1233 1040 1023 744 1217 1860 1604 2714 2421 1740 

경지율 24.8 13.3 15.0 19.8 26.3 25.2 11.2 23.8 22.5 37.5 40.0 24.8 33.9 50.9 32.0 

논비율 68.4 58.0 49.8 77.2 81.9 63.5 62.9 68.5 68.0 73.0 73.3 69.5 75.2 67.0 70.7 

*자료 : 농업총조사， 1990 

<표3-4> 청원군 농업관련 지표의 변화 단위 : ha，호，% 

연도 
경지 호당 

논비율 
이모작 수리안 경지 경작 경작 

농가수 농가율 
전업 

면적 면적 흔 。r 전답율 정리율 면적 면적율 농가윤 

1970 28743 0.97 54.3 10.0 63.5 11.3 36113 125.6 29520 84.5 77.3 

1980 25929 1.00 62.6 5.0 24.6 30617 118.1 25878 74.7 75.5 

1990 20226 1.08 68.4 1.7 78.4 36.5 20839 103.0 18715 64.2 53.1 

*자료 : 농업총조사， 각연도 

경지면적의 변화추세(표 3-4)를 보면， 전국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논은 他떠途로의 전환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크고 

水利따設 확충 등으로 밭이 논으로 개간되면서 절대면적이 증가하다가 근래에 

감소추세로 反轉되었다. 밭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논보다 큰 폭으로 감소 

하고 있다. 따라서 경지면적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水

利갖쉰없率과 뿔業機械化의 光行11졌件인 처fj:띤빨理率.도 계속 늘어나 논농사의 물 

리적 조건은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이출에 따라 뿔家’ 

戶當 경지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폭은 과히 크지 않고 전국 평 

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논의 -二쥔件이 거의 소멸했고 排1'r~ ï띠積이 쉽:減한 

c 
u 

q J 



것에서 알 수 있듯이 排地利用率이 크게 낮아짐으로써 戶當 경지면적의 증가를 

실제 경작면적의 확대와 연결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겸업농업의 확대 

일반적으로 操業農業의 확대는 도시의 영향하에 도시주변지대가 경험하고 있 

는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간주(Munton， 1974)되고 있다. 여기서는 청원군의 

面을 단위로 했業農業이 확대되고 이러한 확대가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분석하고자 한다. 

1970년 이후 청원군의 農家數와 農家率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추 

세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의 愈業뿔家는 1980년 

대 10년간 농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純對數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愈業뿔家率이 1970년 23%에서 1980년 25%로 1970년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90년에는 47%로 크게 증가하여 특히 1980년대 이후 청원군에서 愈業1)이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 즉 1980년대 이후는 삶業化가 농가의 감소를 수반하는 일반적 

경향(서찬기， 1992)이 나타나서 도시 영향력 확대에 따른 삶業뿔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농촌지역에 殘핍하면서 뿔外就業의 기회를 얻는 것이 제 

한적이었기 때문에 農外就業은 곧 離農과 離村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 

서 1970년에는 청원군 面 들간 銀業農家率에서 큰 차이가 없다(표3-5). 다만 부 

용면만 예외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河港聚落으로서의 기 

능을 가 지고 있었고 1970년대 청원군에서 거의 유일했던 대규모 제조업체가 입 

지한 핏江里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 面 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 

는 차菜뿔家率은 뿔I휩펴의 일시적 취업에 의한 것이다. 이 점은 1970년대의 활발 

1) 청원꾼 많家의 겸업은 주로 家 IJ 員問 j많業 從:~Jr취와 ~1~1끊業꽉|‘門 찌t業춰-로 分化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個人이 U총WJ에 따라 않業퓨I~門과 非많業部門에 동시에 취업하는 형태의 겸업은 

거의 없다. 티찌랜꺼의 형태로 쌀業勞떼力을 제공하고 勞貨을 받는 경우는 다수 있으나 랜 

m 티數가 秉業많의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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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촌인구이출의 결과 過剩勞動力이 해소됨으로써 1980년의 쩌·業農家率이 오 

히려 낮아지는 面이 많은 것으로 立證된다. 

<표3-5> 면별 겸업농가율 분포 단위 :% 

용도~별 청원 \t^à 미원 가덕 넙-일 남이 문의 현도 부용 강내 강외 옥산 오창 북이 초킹’L 。 ‘~ 

1970 22.7 12.8 20.1 16.6 27.6 19.9 20.4 24.5 44.4 24.9 24.8 17.5 21.1 18.4 27.1 

1980 24.5 7.3 5.8 26.9 30.0 25.4 12.5 26.8 47.6 26.7 25.6 17.6 19.3 18.0 36.2 

1990 46.9 38.0 25.8 46.2 59.5 42.5 37.4 48.1 58.6 57.7 47.7 53.7 52.4 42 .1 51.3 

*자료 : 농업총조사， 각연도 

1990년의 때別 操業農家率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청주시와의 鉉近性이 

양호하고 제조업체의 수가 많은 面지역에서 ~~뿔뿔의 비율이 높은데， 이를 통해 

在村 뿔外就3월의 기회가 선택적으로 확대되면서 ~.~菜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1970년 이후 청원군의 뿔{'f:物 {'r:付體系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을 파악하였다. 

한 지역의 뿔1'r:物 1'r:付쁨系는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배경하에서 농민의 의사 

결정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는 만큼 지역 농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좋은 指빨가 

될 수 있다. 뿔作物 作付뽑系는 보통 각 fF物別 我培i띠積으로 파악하며， 이 때 

농작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전체 작물을 몇 개의 fl=物群으로 분류해서 분석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뿔業統討에서 작물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食禮fF物

(米殺， 성*類， 豆類， 蕭類， 雄較類)， I펴藝fl~物(없;폐 및 *歸類) , 꽉) fJ fl:物 등으로 구 

분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JK殺， 찢類 및 雄줬t類， 2類， 좋흉類 

(이상 식량작물) , ‘般菜號類， 양념류， 따設 I~~I藝(이상 채소류) , 꽉)UfF物， 없폐類 

등 9개 {'r:物群으로 분류하였다. 센서스 시기별로 收탤때積이 집계된 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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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표 3-6)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 변화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 

다. 하지만 작물의 추가 혹은 제외가 재배면적 비중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된 

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대체적인 추세의 파악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표 3-6>센서스 연도별 작물군별 해당작물 

꿇운본ε 1970 1980 1990 

미 독 벼，밭벼 벼，밭벼 논벼 

식 
n-R1 프 ”츠 I ;l,<1

보리，쌀보리，밀， 보리，쌀보리，밀， 겉보리，쌀보리， 

~ 잡독류 
조，옥수수，호밀， 」증2:. π 는츠L그 7그 까「‘-/「-， n:ui -;Tζ 뇨 니!. c.l，~누끼 까-‘π 까::. 

작 기타잡곡 옥수수，메밀 

걷I그r -I「= T ET프 콩，팔，기타두류 콩，팔，녹두 콩，팔 

서 류 감자，고구마 감자，고구마 감자，고구마 

배추，무， 양배추 김장무，김장배추. 김장무，김장배추 
일 반 파，양파 양파，봄여름무， 파，양파，수박，참외， 
채소류 봄여름배추，파， 봄여름무， 

-까L. 양배추，수박，참외 봄여름배추 
i즈r 양념류 JlTζ ，P~느 E二 고추，마늘 고추，마늘 

시설원예 시설원예 시셜작물 시설작물 

참깨，들깨，담배， 땅콩，참깨，들깨， 참깨，들깨，유채， 
땅콩，면화，기타 유채，변화，담배， 땅콩 

특용작물 섬유，작물，인삼， 약용작물 
유채，기타약초， 
기타사료 

과 수 류 과수류 과수류 과-{「T 근T 

*자료 : 농업총조사， 각연도 

1'r=:物群처U 我培 i멈積 비율 변화 추세(표 3-7)에서， 1970년 이후 전국적인 차원 

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변화 패턴은 米殺을 제외한 식량작물의 급격한 비중 축소 

와 이것이 米폈， 채소류， 뽕樹類의 재배확대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 

리 나라의 농 엽 생 산구조가 ;米fÇ親의 F뭔펴v作F化 경 향과 ~收&益益:j~뻗싼F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청원군도 이와 유사한 추세로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米폈 

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훨씬 크게 확대되는 반면， 찢類 및 雜혈앉類와 著類는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여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설 정도로 비중이 미약해졌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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豆類는 1980년 이후 감소추세가 反轉되어 米殺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청원군에서 ;豆類가 밭작물로 널리 선택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수익성이 높은 換金作物로의 대체과정에서 널리 선택되는 채소류의 경우， 전 

국적으로는 최근 施設國藝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반채소류의 비중 

이 조금 약화되었을 뿐， 일반채소류， 양념류， 시설원예의 순서가 거의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1970년대 이후 특히 찢類 및 雜혔￡類에서 채소류 재배로의 전 

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채소류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과 

정에서 1970년대에는 양념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1980년대 들어 일반채소류 

의 비중이 양념류를 능가하게 되었다. 換金作物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도시와의 

接近性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서는 일반채소류가 선택되고， 그렇지 못한 지 

역에서는 맑藏性을 바탕으로 接近性의 不利를 상쇄할 수 있는 고추， 마늘 등 양 

념류가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1970년대에는 청 

원군이 兩i펴性을 모두 보여주다가 1980년대 들면서 중심도시인 청주시 뿐아니라 

힘챔1)園과의 鉉近性이 크게 개선되면서 일반채소류의 선택이 보다 확대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점은 전국과 비교할 때 아직 재배비중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시설 

<표3-7> 작물군별 재배면적 비율(1970-1990) 단위 :% 

작물군 미곡 
맥류및 

-E「二f프「 서류 
일반 

양념류 
시설 특용 

과수 
잡곡류 채소 원예 작물 

전국 41.0 30.2 9.4 6.2 3.5 3.0 0.1 4.7 1.9 
70 

청원 43.9 22.9 12.6 5.3 3.1 3.8 0.05 7.3 1.0 
전국 47.2 18.0 6.7 5.0 6.9 6.2 0.3 5.9 3.7 

80 
청원 53.9 7.5 7.2 4.2 8.2 8.7 0.2 8.7 1.5 
전국 58.5 8.0 6.1 2.6 6.5 6.9 1.6 4.4 5.4 

90 
청원 1.0 1.3 6.7 66.2 7.7 7.4 1.1 6.8 1.6 
*자료 : 농업총조사， 각연도， 이용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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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가 재배면적과 재배비중의 면에서 1980년 이후 청원군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I~物群이라는 사실에도 반영되고 있다. 참깨， 들깨， 담배로 대표되는 特用作

物도 양념류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변화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과수류는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비 중은 미 약하다. 

결국 청원군은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추세로 볼 때， 전체적으로 米錄 재배가 중 

심이 되면서， 일면 일반채소류와 시설원예의 협I~市近했 |회藝農業的 성격과， 일면 

豆類， 양념류， 持재 {'r物의 一般I뿔村 I얀1 성격이 共存하는 지역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共存이 那內 지역별로 특화되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立地係數2)를 이용하여 面別 特化度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8> 면별 작물군별 입지계수(1990) 

밥몽f 미곡 n-l11 흐 ”르 q ?<1
-r「=TET프 서류 

일반 
양념류 

시설 특용 
과수 

잡콕류 채소 원예 작물 
쳐。 원 1.13 0.13 1.26 0.50 1.14 0.97 0.69 1.55 0.30 
낭 성 0.99 0.19 2.38 0.35 1.55 1.16 0.38 1.20 0.11 
미 원 0.92 0.29 2.41 0.27 1.63 1.61 0.00 1.36 0.09 
가 덕 1.23 0.08 0.87 0.42 0.49 1.26 0.44 1.73 0.13 
남 일 1.27 0.01 0.64 0.54 0.63 1.04 1.56 1.30 0.19 
남 이 1.14 0.04 1.80 0.46 0.65 1.03 0.81 1.64 0.13 

1.04 0.15 1.43 0.58 0.40 1.88 0.06 2.39 0.33 
현 도 1.10 0.03 1.41 1.08 0.99 1.01 0.44 1.57 0.44 
부 용 1.09 0.04 1.18 0.50 0.69 1.20 0.25 2.18 0.93 
강 내 1.21 0.06 0.80 0.31 1.02 0.80 0.38 1.93 0.31 
강 외 1.14 0.03 0.43 0.73 2.83 0.30 2.88 0.41 0.37 
옥 산 1.10 0.38 1.1 1 0.31 1.71 0.68 1.94 1.25 0.07 
오 창 1.25 0.23 1.23 0.46 0.71 0.75 0.00 1.25 0.15 
북 이 1.1 2 0.05 1.34 0.65 0.74 1.04 0.06 2.16 0.54 
1닙F 일 1.14 0.09 1.18 0.50 1.03 0.75 0.19 2.02 0.56 

*자료 : 농업총조사(1990)이용 계산 

2) 면별 작물꾼별 입지계수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입지계수=(각 면 해당 작물군의 재배면적/각 면 총재배면적)+(전국 해당 작물군의 재배면적 

/전국 총재배면적) 

이 때 입지계수가 1.0이상이면 상대적으로 재배비중이 큰 작물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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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件物群別 立地係數(표 3-8)로 볼 때， 청원군의 特化作物은 米製， 豆類，

일반채소， 과꽤作物이다. 米觀은 主殺fl::物로서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 

연적 조건(특히 地勢)만 맞으면 보편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인 만큼 特化度가 높게 

나타나기 힘든 작물이다. 청원군의 경우 동부 山地에 위치한 낭성면과 미원면만 

非特化地域이고 水沒 排地가 많은 문의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의 立地係數가 

1.10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米觀이 청원군 농업생산구조에서 중심적인 위치 

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豆類의 경우， 전체로는 4개 i효i 이 特化地域에서 제 

외(입지계수 1.0이하)되나 팔은 全域에서 특화도가 높아서 청원군의 대표적인 밭 

작물로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꽉따作物은 件物群 중에서 청원군 전체적으 

로 특화도가 가장 높고 江外面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어 청원군의 대표적인 작물이 되고 있다. 

한편 채소류의 특화도는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밭 

의 비율이 높은 동부의 낭성면과 미원면은 일반채소류와 양념류 兩者 모두 特化

度가 높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각 때에서 둘 중 하나만 持化되고 있어 일반채 

소 특화지역과 양념류 특화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즉 서부 미호천 유역의 江|셔， 江外， .:t: LlJ때과 北←←‘[띠에서는 일반채소가， 나머 

지 지역에서는 양념류가 특화되고 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채소류의 선택과정 

을 감안할 때 청원군 농촌지역이 近했l폐藝農業I때 성격이 강한 지역과 그렇지 않 

은 지역으로 兩分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원군 전체로는 뻐設 I월l 

藝의 Jf~꽉化tili域이나 청주시 남쪽 孩境의 i휩→때과 서부 미호천 유역의 강외， 옥 

산면은 예외적으로 시설원예의 특화도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다(표 3-8; 

3-9) , 채소류 중에서 구체적으로 특화도가 높은 작물은 무， 배추， 수박 등으로서， 

이들의 특화지역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무와 배추의 경우 이들이 밭작물 

로 선택되는 동부의 2개 면과 청주시와 바로 인접한 미호천 유역으로 兩뻐化되 

고 있으며， 수박 재배도 미호천 유역의 강외， 옥산면에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강 

외， 북일면의 파， 북일면의 참외 등이 특화작물이 되고 있다. 양념류 특화지역은 

대체로 고추가 중심 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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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면별 시설면적 및 젖소 사육두수 단위 :ha，마리，%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원군 전체적으로는 米殺을 중심으로 팔， 참깨， 들 

깨 등의 밭작물이 결합되는 생산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채소류의 결합에서 지 

역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작부체 

계를 감안할 때 생산구조의 면에서 청원군 전체로는 都市近했農業의 특색이 강 

하게 표출되지는 않지만， 폐地的으로 서부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청주시와의 

接핸!1낀域에서는 都市近째農業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하나 챔I~市近잣1)農業的 性格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懶뿔의 경우， 청원군 

에서는 1970년대 서주우유 송L加I場의 입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쉰域으 

로 확산되고 있으나 옥산면을 중심으로한 미호천 유역에 강한 집중 현상(표 

3-9)을 보이고 있는 점도 청원군에서 협1)市近했農業的 性格이 l司地的으로 나타나 

고 있는 현상을 더욱 강화3)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都市周邊地需的 ￥I즈格의 選擇的 福化

일부 떳地를 제외하고는 청원군 각 지역과 청주시가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 

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접근성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운행빈도 

는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전형적인 도시적 주태형태인 집합주택의 

건설이 시내버스의 운행횟수가 많은 도로 연변의 접경지대와 농촌중심지에 집중 

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도시주민의 유입과 在村 通勳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3) 도시근교농업으로서의 뱀%짧이 먼저 발달하고 이플 배경으로 孔))nT.場이 들어선 것은 아니 

다. 그러나 ￥L끼IT場의 입지와 미호천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사료작물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뺨~W많이 발달한 지역이 채소를 중심으로한 원예농업지역과 결과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 42 -



미친다. 그 결과 도시주변지대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通動者- 聚落의 형성이 청 

원군에서는 국지적으로 한정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80년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제조업체의 증가도 뚜렷한 공간적 집중현상 

을 보인다. 경부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한 他地域과의 편리한 교통과 鎬江 및 미 

호천의 )1-]水 利며이 유리한 서부지역이 제조업체 증가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더 

구나 京했되速鐵道와 淸州空港의 건설과 관련하여 조성이 결정된 공업단지4)도 

기존의 제조업 집중지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서부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제 

조업체의 집중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농업생산구조도 기본적으로는 짧作地帶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뺏金fF物의 재 

배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환금작물의 선택과정에서 채소류와 양념류가 

접근성을 배경으로 뚜렷이 분화되고 있다. 그 결과 도시근교 원예농업의 특성은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한정되고 있다. 

결국 쩨의 동부 지역은 컴IS單位의 小地域내에서도 상대적 거리에 의한 접근성 

의 불리와 地勢의 제약 등으로， 도시와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지 

대적 성격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이나 인근 중심도시인 대전시 

와 충주시 등과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가 통과하고 있는 서·북부지역은 도시의 영 

향이 확대되고 있고， 따라서 도시적 토지이용의 확대나 농업의 성격 모두에서 도 

시주변지대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청원군 농업활동의 중심 지역인 미호 

천 유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도시적 토지이용의 확대와 농업의 성격 변화에 관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청원군의 경우 중심도시 청주시의 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 도시의 영향력이 

까15 쉰域에 걸쳐 광범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싸地的으로는 도시주 

변지대적 성격이 선택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오창과학산업단지(일명 청주테크노빌)는 파州캘港 개항과 연계시켜 첨단산업 위주의 제조업 
체와 연구기능이 입주할 예정이고， 오송 의료보건단지는 경부고속철도의 역을 중심으로 의 

약품 제조업체와 관련 연구기능의 입주가 예정되고 있다. 꽤캄 모두 10만명 내외플 수용하 

는 新해市 건설도 동시에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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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輔짧 뽑뺨빼뺏의 했뀔뚫싼 

이 파에서는 청원군의 法定里를 단위로 하여， 1981-1990年때의 인구변동과정 

에서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들을 유형구분함으로써 청주시 인접 청원군 농촌지역 

의 분화를 설명하기 위한 예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청원군의 인구는 1960 

년대까지는 깐15內 法定里間 큰 차이없이 완만한 감소를 하다가 197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과정에서 法定

里 I폐 差異가 확대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農家人口의 지속적인 감소와 非農家

人 n 의 유입에 의한 부분적인 인구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나， 법정리간 인구변동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이재덕 1992). 따라서 1981년 -1990년간의 인구변 

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대상이 된 법정리는 1990년말 현재 청원군 

의 관할하에 있는 2477R 법정리 5)(부록 1)이다. 

1. 類型많分의 指標와 節次

(1) 유형구분의 지표 

농촌지역을 성격에 따라 유형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指標가 사용6)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의 구분 목적이 농촌지역의 유형화 자체가 아니라 뿔 

5) 1981 년에는 15개 때 2907ß 里를 관할했으나 1983, 1987, 1990년 둥 세차례에 걸친 경계조정 
으로 1개 |떠 39개 뭔가 청주시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현재 14개 때 251 개 면를 관할하나 대 

청냄 완공(1980)에 따른 水沒로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文義I퍼의 4개 맨(文山， 佳폐， 짜뭘， 

싫샘민)는 제외하였다. 

6) 部을 단위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에서 이정환(1987)은 人 1] ， 家 11 ， 上地

利m ， 太{11~市와의 거리 둥과 관련된 35개 變數(1985년은 53개 변수)를 사용했다. 이승곤 둥 

(1995)은 人t=J密度， 排地率， 田짧比率， 많業機械化를 指標로 유형구분한 결과 이정환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음플 밝혔다. 외국의 경우 A口規模， 跳地뒀rf팝， 年敵稱造 등 세 가지 指

標로 도시주변 촌락을 유형구분(Harper， 1987)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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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形態의 分化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므로， 1981-1990年間 법정리별 人口

增減率과 뿔家t曾減率이라는 두 가지 指標를 사용하여 類型I믿分을 시도하였다. 유 

형구분에 사용된 指標의 선정 이유와 각 指標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人 rl 增減率은 도시화·산업화과정에서 청원군 농촌지역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 지역의 인구분포는 그 지역 

의 자연적 l廳性 뿐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인 모든 요인이 종합적 

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고，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일정기간 동안의 인구변동의 

결과이다(Clarke， 1972) , 한 지역의 인구변동에서 일정 기간중 덤然增加에 큰 변 

화가 없다면， 인구변동의 차이는 社曾的 增減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구변동의 차이는 사회적 증감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원군은 이미 1960년대 후반 이후 인구의 純對減少를 경험하고 있는 농촌지역 

으로 산엽화·도시화과정에서 농촌인구의 이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 

원군 전체로는 인구감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정리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감을 구성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요소， 즉 農家人 [1 의 流出과 협I~市人 1] 의 流入이 청원군에서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증감의 차별성은 결과적으 

로 농촌 往民構成의 차이를 가져오고 주민구성의 차이는 농촌의 性格 分化를 유 

발하기 때문에， 人 I~l 增減率을 농촌지역 유형구분의 한 指렌로 선정하는 것은 타 

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人 \-:1 增減率만을 유형구분의 f암텐로 사용하면， 그것이 복합적인 여러 

요인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촌지역의 多5c ó'9 인 성격을 모두 

구분해 낼 수는 없다. 특히 농촌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인 갚찮꽃이 인구변동 

에서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한 지역이 가지는 농업의 자연적， 사회 

적 환경의 차이는 농업의 人 1] 維持能力에 차이를 가져온다. 그리고 대도시 주변 

지대에서는， 토지이용의 不安定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유리한 貨짤借 條件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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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상엽적 농업을 목적으로 農業A口가 유입하는 현상도 발생함이 우리나라에 

서도 보고되고 있다(김기혁， 1992; 이정훈， 1994), 이러한 農業의 生存力 혹은 인 

구유지능력에 대해서는 農家數의 변동을 고려함으로써 농촌지역 변화의 動態性

을 보다 밀도 있게 파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추가로 農家增減率

을 補따I 指標로 사용하였다. 

I뿔業의 生存力과 관련해서 農家增減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 

동안 뿔家의 增加는 農家의 流入이나 分家에 의해 발생하고， 農家의 減少는 脫農

이나 敵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농가의 감소는 家口移出 혹은 段階l폐 휴I~分移 

出이 완료됨으로써 농가가 소멸하는 경우， 도시화의 영향으로 토지이용의 전환이 

발생하여 농업의 物的 基盤이 상실되는 경우， 職業轉換을 통한 脫農이 이루어지 

는 경우， 댐敵 農民의 은퇴에 의한 脫農으로 농가가 소멸하는 경우 등에 발생한 

다. 혹은 농업구조 개편과정에서 特地合뺨에 의한 大農化를 통해 농가의 감소가 

발생 (Bunce， 1982; Bowler, 1983)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機械化 !팬뿔團， 

營農會피l: 등의 이름으로 營農의 受委把關係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앞으 

로 농가감소와 연결될 소지가 있다. 결국 농가의 감소는 어떤 형태로든 농업이 

축소·쇠퇴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형구분의 指標로 人口增減率과 農家增滅率을 채택하였고， 

1981-1990년간 9년 동안의 增減率로 계산하였다， 1981년의 인구수는 常住人 [J 調

흉報告뿔(1981)를 이용하였고 농가 수는 那廳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였다， 1990년 

의 인구와 농가 수는 人 IJ 住힘總鋼좁(1990) 集計表를 이용하였다. 두 年度|채 뿔 

家개념에 대한 定義가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아 농가증감율 계산과 관련한 誤差

가 발생할 수 있으나， 청원군 전체가 같은 조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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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구분의 방법 

人 n 및 뿔家增減率에 의한 법정리 단위의 농촌지역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즉 우선 增加地域과 減少地域으로 나눈 다음， 감소지역은 다시 1981-1990년 

간의 平씌 減少率을 기준으로 細分하여， 각각 3개의 집단 - 增加地域， 減少地域，

急減JIH域 - 으로 구분하였다. 감소지역과 급감지역의 구분 기준이 된 1981-1990 

년간 人 1" 1 와 뿔家의 平j침 增減率은 각각 -28.4%(年平j쉰 -3.6%)와 -16.0%(年平

均 -1.9%)이다. 인구증감율과 농가증감율의 지표에 근거하여 각각 3개의 집단으 

로 구분한 것을 결합하면 이론적으로 9개의 組깜이 가능(표 4-1)하다.<표 4-1> 

에서 제시된 9개의 조합으로 구성된 유형들은 구분 指웬가 가지는 의미를 토대 

로 각 유형의 성격을 가설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표4-1> 도시주변 농촌지역 유형구분의 가설적 틀 

꾀펀r ~ 가 감 -까l、- 二닙그 감 

A3 B3 C3 
강한 농업 생존력 강한 농업 생존력 농가인구의 급격한 

증가 ‘-+ •• 부분유출→고령농민 

농가인구증가 농가인구유출억제 잔류→농업쇠퇴，해체 

A2 B2 C2 
농가인구 유출+ 도시화과정의 일반 농가인구 부분유출 

~~、- 비농가인구 유입 농촌-농가인구감소 →농업축소 

→농업축소，공존 →농업축소，유지 

A1 B1 C1 
농가인구급격한 유 농가인구 급격한 농가인구 급격한 

급감 출+비농가인구급증 유출+비농가인구 유출→농업쇠퇴 
→도시화，교외화 증가→농업축소， 

→농업쇠퇴，해체 二o쿄 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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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의 유형구분의 틀에 기초해서 청원군의 법정리를 구분， 유형별로 정 

리하면 각 유형에 해당하는 법정리 수의 분포는 <표 4-2>와 같다. 

<표4-2> 농촌유형 별 법 정 리 분포 단위 : 개，% 

싫윈r 증가 감소 급감 
계 

(0%-) ( -3.6-0%) ( --3.6%) 
증가 0 24 0 24 

(0%-) (9.7) (9.7) 

감소 3 53 50 106 
( -1.9-0%) (1.2) (21.5) (20.2) (42.9) 

二g-~ 6 19 92 117 
(--1.9%) (2.4) (7.7) (37.2) (47.4) 

9 96 142 247 
계 (3.6) (38.9) (57.5) (100) 

2. 類型別 뿔村地域의 性格

피[t한 l낀1 人 1] 增減에 의한 농촌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要素는 뿔家人 1-=1 

의 流出과 非農家人口의 流入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을 지속하는 경우 뿔家人 IJ 가 증가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농가인 

구의 유출과 非뿔家人口의 유입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의해 농촌지역에서 인구 

변동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구분한 9개의 유형에 기초하여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변 

화하는 성격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각 유형에 해당하는 청원군 법정리 

의 有無와 성격을 파악하였다. 

CD Al형 농촌 : 人 IJ 增加 - 뿔家쉽;減型 농촌은 1뿔家人 1] 의 流出이 극심한 가 

운데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유형의 농촌지역이다. 非뿔人 IJ 의 流入이 뿔家人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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流出을 능가하는 지역으로 거의 都市化가 이루어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촌지역에서 농가인구가 절대감소하여 농업의 기반이 쇠퇴 내지 해체되고， 

대신 도시세력에 의한 도시적 개발수요가 침투하는 지역이다. 즉 도시화·교외화 

등 근교지역으로서의 개발이 활발하여 도시적 성격으로 변모하는 농촌지역이다. 

청원군에서는 이 유형에 可德面 챙[]里， ï휩- -1며 孝村里， 雙樹里， 江|친 i띠 月*l

里， 땀잠i띠 會里， 北--‘面 源通里 등 6개의 법정리가 해당된다. 국전리， 쌍수리， 원 

통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장이나 軍돼隊의 입지와 함께 토지전환이 

광범하게 진행되어 농업의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근무자를 위한 集團住흰이 건 

설되면서 근무자의 入住에 의해 1980년대 인구가 急增한 지역이다. 이미 1970년 

대에 농가인구의 이출이 급격히 진행된 데다가 토지전환이 추가로 발생하여 농 

업이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다. 효촌리， 창리， 월곡리는 청주시와의 양호한 접근성 

을 배경으로 도시인구의 유입이 많았고 이 과정에서 集f￥tr:힘의 건설에 의해 토 

지전환이 보다 광범하게 일어나 상대적으로 빨리 농가의 소멸이 진행된 지역이 

다. 이 型에 해당하는 법정리의 뿔家率은 6-25%로 전체 類型 중에서 가장 낮고 

家 IJ 增減率은 70-350%의 범위 7)에 달해 같은 기간중 순:태 平j갖! 家 1-=1增加率.을 초 

과한다. 이를 통해 청원군에서도 이 유형에 해당하는 법정리는 非뿔人 IJ 의 급증 

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이 쇠퇴·해체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법정리가 6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주시로부터 도시 

주민의 유업에 의한 도시화가 청원군 농촌지역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cz) A2형 농촌 : 人口增加 - 뿔家減少型 농촌은 l뿔家人r-I 가 유출되면서도 Jf: 

農人1:1 의 증가에 의해 인구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농촌지역이다. 따라서 농가인구 

의 유출이나 非뿔人 1=1의 유입이 A1형에 비하여 많지 않을 뿐， 인구가 증가한다 

는 점에서는 A1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非뿔人 rl 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7) 다만 1970년대에 이미 파務쉰 및 떤A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고 이들에 의해 완만한 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원통리는 가구증가율이 10%대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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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A1형과 같은 광범한 토지전환은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농가인구의 

유출도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따라서 농업의 쇠퇴·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 

이 아니라， 일정 기간 농가와 비농가가 共存하면서 농업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다. 

청원군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江|천面 月 j難里， 石花里， 玉 L11 폐 佳樂里 등 3개 

법정리는 뿔家率이 45-50% 정도로 農家와 非뿔家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월탄리 

와 가락리는 미호천 유역의 純伴 l뿔村地域으로 1970년대에 인구가 감소하다가 

교원대학교 교수아파트 입주(월탄리)와 인접한 농촌중심지의 확대 및 제조업체 

입지(가락리)와 더불어 1980년대에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다. 인구증가 요인이 된 

非뿔人 I~] 의 유입이 광범한 토지전환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농가인구가 급격한 

감소를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석화리는 대규모 集合住힘의 건설은 없었더라도 非

뿔家人 n 의 유입이 계속 이루어져서 1970년대 이후 인구가 큰 변화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청원군에서는 단 3개의 법정리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면 특수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 A3형 농촌 : 人 1] 增加 - 뿔家增加型 농촌은 인구와 농가가 모두 증가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농가인구의 증가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人껍I~市 近째뿔村에서 상엽적 농업을 목적으로 농업인구가 유입하는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즉 경쟁력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농업이 성장·발전하는 농 

촌지역이다. 

그러나 청원군에서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법정리가 없다. 이는 청원군이라는 

도시주변 농촌지역은 인구를 증가시킬만한 생존력이나 경쟁력을 가진 농업이 이 

루어지는 지역이 아님을 의미한다. 

@ B1형 농촌 : 人 !J 減少 - 뿔家急;減型 농촌은 농가의 급격 한 감소가 발생 

했다는 점에서 농가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비해 인구감소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농가인구의 유출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非農人 1] 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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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다. 비농가인구의 

증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外部로부터의 JP- n찾家의 유입보다는 現地 뿔民의 脫

뿔에 의한 비농가의 증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지역의 농업도 농가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이미 축소되기는 했지만， 토지전 

환이 급속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축소된 형태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에서는 이 유형에 모두 197R 의 법정리가 포함된다. 뿔家率로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19개 법정리는 농가율이 20%대 (21-28%의 범위)와 50%대 

(49-61%의 범위)에 해당하는 2개의 그룹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농가율이 20%대 

에 해당하는 5개 법정리 8)는 모두 中心만과 인구규모가 큰 而所在地 뿔村中心地 

이다(이재덕， 1985; 1992). 이들은 中心地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중심기능에 종사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법정리 구역내 농가인구가 

빠른 속도로 유출한 결과 농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 농가율이 50%대에 해당하는 법정리는 농가인구가 급격하게 유출했다는 

점에서 A1형과 유사하나， 광범한 토지전환을 수반한 비농가인구의 유입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가인구 급감을 캡I~市化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 

다. 오히려 농가인구의 流出寅에서의 차이로 전체인구의 증감이 달라졌을 뿐， 비 

농가의 증가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A2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질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5) B2형 농촌 : 人 1:::1 減少 - 뿔家減少型 농촌은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축소 

되고 비농가인구의 유입도 거의 없어서 농가와 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우리나라 

의 전형적인 농촌을 대표하는 유형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농업환경을 바탕으로 

급격한 인구이출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농업이 축소된 형태로는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즉 이들은 都市化過챈의 -般뿔村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8) 米院|꺼i 米院 먼， R~첩 i떠 JJU낀， tI!셔 I에 i ;1;잠싸| 띤， Tllll f'ri ，(굉 111 rp~ ， 센양 |꺼i 場파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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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에서는 이 유형에 모두 53개의 법정리가 포함된다. 少數의 따i所在地와 

보조적 농촌중심지 9)가 중심지로서의 성격이 미약해져서 법정리 구역내 농촌지역 

의 성격에 의해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비농가인구의 유입이 없는 가운데 농 

가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전체 家口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농가율은 70% 이 

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B3형 농촌 : 人 IJ 減少 - 뿔家增加型 농촌은 l뿔家의 純對數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농가의 소멸， 脫農이 심하지 않거나 혹은 농가의 유입을 생각할 수 있지 

만， 동시에 비농가인구의 유입도 활발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유형이다. 즉 농업이 어느 정도 생존력을 유지하면서， 농민의 脫農은 있다 

해도 적어도 농가인구의 급격한 유출은 억제되고 있는 지역이다. 농업이 성장·발 

전하지는 않더라도 유지·존속되고 있는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청원군에서는 24개의 법정리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비농인구의 유입이 없이 

농가수가 유지됨으로써 總家口數에서도 큰 변화가 없고 농가율도 대체로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現時點에서는 이 型에 속하는 법정리 

가 청원군에서는 농업의 생존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농가증 

가율이 10%이하로 낮아서 大都市 近했農村과 같은 상엽적 농엽을 위한 농업인 

구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型에는 일부 面所在地와 보조적인 농 

촌중심지 10)도 포함되어 있다. 

(J) C1형 농촌 : 人 1] 急減 - 뿔家쉽;減型 농촌은 비농가인구의 유입없이 농가 

의 급격한 유출에 의해서 인구가 急減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러한 농가인구의 急

減은 농가인구이출이 家 IJ 移出에 의해 주도되었거나 일찌기 인구이출이 시작되 

어 段階IÍ싱 핍分移出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출과정에서 寶買나 貨貨借

9) 낭성면 첫木민c ， Jm德面 金}됩띤， r혐;二머i 外川먼， 北 'Î폐 隱삼핀. 

10) 벼j-'r메 高經핀， 文義때 米)1 1 펀， 江外!때 fJ:松1Jl， W: J'I\ r뀐， 때vn틴， lE rp !ll, 北←-rIfi 펀 LIJ 면， I서 

秀 m. , í1\fj 2F- 'R . 

- 52 -



에 의해 많은 양의 경지가 제공됨으로써 처Þt也첼盤을 확대하는데는 유리하지만， 

동시에 뿔業勞動力도 크게 축소됨으로써 활발한 營뿔은 기대하기 힘든 농촌지역 

이다. 급격한 농가인구이출이 발생하는 원격지 농촌의 성격을 가지며， 농업이 축 

소·쇠퇴하는 농촌지역이라 하겠다. 

청원군에서는 이 유형에 모두 92개의 법정리가 포함된다. 농가율은 80% 이상 

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비농가의 유입없이 농가가 급감함에 따라 가구감소 

율이 가장 크다. 청원군이 도시주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지 농촌의 성격을 

가지는 이 유형에 가장 많은 법정리가 포함된다. 이는 중심도시 청주시의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C2형 농촌 : 人口急減 - 뿔家減少型 농촌은 농가감소에 비해 인구감소가 

많은 지역으로， 비농가인구의 유입 없이 농가인구의 部分移出에 의해 인구감소가 

주도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부분이출과정에서 擾留하는 농민은 대체로 

老-年層이기 때문에 농업노동력의 뚫的·質的 低 F로 활발한 살뿔을 기대하기 힘들 

다. 따라서 농가의 급격한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농업이 축소 · 쇠퇴하는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청원군에서는 모두 50개 법정리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가구감소율만 Cl형 농 

촌보다 작을 뿐 인구감소율과 농가율에서는 Cl형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유형의 농촌도 원격지 농촌의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청원군 법정리의 절 

반 이상이 청주시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주변지대 농촌으로서의 성격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 C3형 농촌 : 人 1] 急減 - J.뿔家增加型 농촌은 농가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급 

감한다는 점에서， 비농가인구의 유입 없이 농가인구의 극심한 해分移出이 발생하 

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소수의 댐熾 殘땀 뿔民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의 高敵 殘핍 農民의 사망과 함께 농업 이 소멸될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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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는 어려운 유형의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원군에서도 해당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人口增減率과 農家增減率에 의해 청원군 법정리를 

유형화할 때， 실제 각 유형에 해당하는 청원군 법정리의 성격이 유형구분의 지표 

가 가지는 의미를 토대로 상정할 수 있는 가설적 성격과 결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A1, A2형 농촌은 진행 속도와 양상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체로 都

市化·했外化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1형 농촌은 1970년대 인구증가 혹은 유지의 배경이 되었던 중심지로서의 기능 

이 축소된 가운데 이를 대신할 성장력을 가지지 못한 농촌중심지와 居센쩨外로 

서의 성격이 부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B2, B3형 농촌은 농엽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농업을 토대로 인구감소가 완만한 지역이라는 성격 

을 가진다. C1 , C2형 농촌은 農業所得이나 뿔外所得이 모두 낮아서 극심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농업은 축소·쇠퇴하는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 

결국 청원군 법정리는 일차적으로 居住했外로서의 성격 부가 여부， 在村 農外

誠業機현의 확보 여부 뿔業의 生存力 정도와 자연적 배경 등에 따라 성격이 分

化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힘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地勢와 接近性에 크 

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화 요인은 사례연구를 통해 확 

인·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3. 類型化된 뿔村캘I볍의 分布 패턴 

청원군의 경우 이론적으로 가능한 9개의 유형 가운데 7개 유형만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7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 청원군 농촌지역의 공간분포 패턴은 <그 

림 4-1>과 같다. 

먼저 非뿔人I:J의 流入 혹은 增加와 관련되는 A1 , A2, B1형의 농촌은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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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몇 개의 집중지역으로 나뉘는데， 공통점은 모두 청주시와 他地域을 연결 

하는 交通路 1二에 위 치 한 接境地帶를 중심 으로 분포한다는 점 이 다. 

(( 텍 82 

83 

A1: 인구증가-농가급감형 농촌 A2: 인구증가-농가감소형 농촌 

B1: 인구감소-농가급감형 농촌 B2: 인구감소-농가감소형 농촌 

B3: 인구감소-농가증가형 농촌 C1: 인구급감←농가급감형 농촌 

C2: 인구급감-농가감소형 농촌 

<그림 4-1> 농촌유형 의 공간적 분포 

우선 청주-조치원간 국도 연변의 강내， 강외면 일대가 최대의 집중지역이다. 

야
 ω 



조치원-청주-충주로 연결되는 36번 국도는 충청북도 최고의 幹線 交通路로서 이 

도로를 따라 청주시 경계에서 각 面의 面所在地 사이에 있는 법정리가 유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청주시 居住地 擺大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유형의 법정리들로 연속된 지역이 형성되었다. 이 도로를 따라 충 

주쪽으로도 按핸地帶에 이 유형 의 법 정 리 가 분포한다. 다음 청 주시 남쪽 接憶地

帶의 집중지역도 청주-대전간 국도와 청주-보은간 국도에 면해 있는 지역이다. 

옥산면과 오창면에는 펴所在地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옥산면의 경우 他地로 연결되는 국도는 통과하지 않으나 청주시와의 접경지 

역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이 빈번하며， 오창면은 청주-진천간 국도가 집중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그외 몇몇 散在하는 법정리는 일부 규모가 큰 농촌중심지이다. 

공간분포 패턴으로 볼 때， 이 유형의 형성에는 중심도시 청주시와의 接近싼이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법정리에서는 5분 이내의 배 

차간격으로 청주시내 각 방면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30 

분 이내에 청주시 중심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내버스를 이용한 접근성의 

차이는 시간거리나 비용거리의 면에서 타지역과 차별성을 가지며， 이 점은 도시 

주민의 유입과 통근의 발생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11) 때所在地 농촌중심지 

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居住했外로서의 성격전환이 발생한다. 중심도시와의 접 

근성 개선이 중심기능 유지에는 경쟁 강화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지만， 대신 기 

왕 어느 정도 갖추어진 基盤施設을 바탕으로 도시주민의 거주기능이 부가되기에 

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세가지 유형은 토지이용의 전환이나 직업전환에 의한 

농가인구의 감소와 非農人fJ의 증가라는 성격은 共有한다. 다만 농가인구의 감소 

와 비농인구의 증가 속도나 양의 차이에 의해서 각기 다른 유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공간적 분포에서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집중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B3형의 공간적 분포도 뚜렷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우선 이 유형도 청주 

11)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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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他地域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요 도로를 따라 청주시와 述按한 지역에는 非뿔人 IJ 의 流入·增加地

域(Al ， A2, Bl형)이 나타나고， 이를 벗어나서 B3형 농촌지역이 분포하는 패턴이 

각 도로를 따라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 청주시 주변지역의 경우 

농엽의 생존력 유지에 도시와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 

다. 현재는 道路鋼쌓率에서 청원군내 지역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유형이 

집중 분포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보다 일찌기 포장된 주요 도로라는 점에 

서， 市굉指 I피|꺼인 商業ÉI성 農業이 이 지역에 먼저 도입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 

로 농엽의 생존력이 보다 강화되었던 것이 이러한 분포패턴을 가져온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이 유형은 크게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는 북일면에서 북이면으로 

연속되는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서부 美빼川 유역이다. 그리고 깎15의 남부에 소규 

모 집중지역이 있다. 유일하게 농가가 증가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농가의 증가 

를 분포패턴과 연관시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농가의 유지·증가는 지역의 농업 

이 경쟁력을 가지거나 폈業을 통해 뿔家所得·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경우에 발생한 

다. 농업의 경쟁력과 관련하여 이 유형에 해당하는 법정리 들은 일단 地勢나 水

利의 면에서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위치함(그림 3-4참조)으로써 농업 생존력 유 

지의 필요조건인 높은 토지생산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美빼川 流域은 제3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원군에서 都市近체 |팽l藝뿔뽕:의 핵심지역으로 농업의 경쟁력 

이 그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일면에서 북이면으로 연속되는 지역도 일반채 

소류 중심의 |패藝作物 재배가 성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차꽃과 관련해 

서도 접근성이 양호하고 제조업체의 증가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점에서 

뿔外就꽃機현의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부의 일부 소규모 핏中地 

域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결국 청원군의 경우 농엽의 경쟁력이나 겸엽의 면에 

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 제한적이고， 또 이러한 조건을 가진 지역 중 일부 

는 청주시의 영향하에 토지이용이나 직업의 전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이 소수에 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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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형 농촌은 B3형 농촌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하는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따 

라서 이들도 주요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주로 平野地帶에 분포한다는 점에 

서 상대적으로 나은 농업환경을 바탕으로 농업이 축소된 상태로나마 유지되고 

있다. 뿔家人 IJ 移出도 家口移出보다는 部分移出이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들의 분포지역과 197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인구감소가 완만했던 지역(이재덕， 

1992)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 이 점을 시사한다. 청주시와의 접근성이 

나 제조업의 입지와 관련해서 겸업의 가능성도 큰 지역이다. 즉 이 유형이 분포 

하는 지역은 J;也勢나 接近性의 면에서는 B3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생존력이나 경쟁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地勢나 접근성이 아닌 다른 分化 要|책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C1 , C2형의 분포를 청원군의 地勢(그림 3-4)와 비교하면， 海技 100m이상의 

표|찢地나 山地의 분포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리고 청주시를 중심으로한 2 

대 ~統交通路， 즉 烏致院-淸j‘l‘1-忠州로 연결되는 36번 국도와 大 l王J-淸州-鎭川으 

로 연결되는 17번 국도에서 벗어나 있다. 

C1형은 동부 다l地에서 남부 문의면에 이르는 지역에 연속적으로 넓게 집중되 

어 있고， 서부 平野地帶에도 소규모의 연속지역이 散在하고 있는 분포 패턴을 보 

인다. 문의면 남부의 연속지대는 水沒에 의한 것이다. 동부 산지 지역은 체J'iQ率 

과 쩍率이 낮고(표 3-3 참조) 在村 農外就業의 기회도 거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인구이출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段階的 部分移出이 종료단계에 들어선 

지역이다. 平野地帶의 소규모 집중지역은 애초에 인구규모가 작았고 1970년대에 

이미 급격한 인구이출을 경험했던 지역(이재덕， 1992)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농촌인구이출이 접근성이 양호한 米作地帶에서 부터 시작 

되었다는 先行 연구결과(이지호， 1975)로 미루어 볼 때， 1960년대부터 이미 인구 

이출이 시작되어 좀 더 일찍 段階的 部分移出이 종료됨으로써 인구와 농가가 急

滅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C2형의 분포지역도 地勢나 접근성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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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不利만 있을 뿐 C1형 분포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C1 , C2형 농촌은 농촌인구이출 유형의 차이만 있을 뿐 농가인구의 급격한 이 

출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들의 분포가 자연적 조건에 바탕을 둔 농업환경이 불리 

한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높은 뿔폈所得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교통 

로와의 관계에서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라 낮은 농업소득을 뿔外 

就業을 통한 鎬業으로 보충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불리한 접근성으로 제조업의 

立地도 활발하지 못한 지역이고 청주시로의 취업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在村 뿔 

外就梁機햄가 청주시에서 주어지든 제조엽의 분산입지에 의해서 주어지든 그 기 

회의 획득이 접근성 제약으로 제한되면， 낮은 농업소득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직 

업전환을 위해서는 離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낮은 농엽소득 

과 在村 뿔外就菜의 제한으로 급격한 인구유출이 발생했고 또 발생하고 있는 지 

역이다. 

결국 이 두가지 유형은 地勢의 면에서도 농업환경이 불리하고 孩近센도 불리 

해서， 물리적 위치로는 청주시 주변지역이라 하더라도 쩍1)市周邊地帶 l뿔-村의 성격 

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구나 농가의 변화패턴이 일반적인 

뿔村， 혹은 l뿔 111村(김두철， 1994)의 변화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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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짧퍼댐짧 뽑뺨빼뺏의 뽑쫓W뽑 싼ft:輔짧 훨뼈빼뺏을 훌뚫로 

지금까지 청원군 농촌지역을 법정리를 단위로 人口增減率과 農家增減率이라 

는 두가지 指標를 결합하여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제 이 7가지 유형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에서 뿔業形態가 어떻게 

分化되고 있는가를 實證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농엽형태는 자급적 농업형태， 

자본주의적 농업형태 등과 같이 농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농엽형태의 내용 

을 구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업형태는 내적으로는 농업노동력， 농경지， 자 

본， 농업기술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내에서 시·공간적인 차원으로서 작용력을 가 

지며， 경관상으로는 농경지 형태와 작물 및 가옥으로서 표출된다. 이 논문에서는 

농경지 보유형태， 농업노동력구조， 농업생산구조를 중심으로 농업형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은 類型l닮分의 指琮가 가지는 의미에서 推論된 각 유형의 성격과 공 

간분포 패턴을 고려하여， 유형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法定里를 선정하였 

다. 그 결과 선정된 사례지역은 1판룡面 참里(AI:J增加 - 뿔家急減型; A1형 농 

촌)， 江|시때 石花里(ArJ增加 - 뿔家減少型; A2형 농촌) , 南」二面 쪽월馬里(人 l 그l 減少 

- 뿔家急減型; B1형 농촌)， 賢都面 友밟里(人rJ減少 - 뿔家減少型; B2형 농촌)， 

玉 LlJ때 德、村里(人 I~ 減少 - 農家增加型 B3형 농촌) 米院i띠 未잠里(人 IJ 쉽:減 -

農家急減型; C1형 농촌) 米院面 月 龍里(人 1-1 急減 - 뿔家減少型; C2형 농촌) 등 

7군데 도시주변 농촌지역이다(그림 5-1 , 부록 1). 

사례분석에 필요한 資料는 現地 設問詢훌12)를 통하여 얻었고 士地所有關係는 

i펴事務所 行l딩〔資料를 이용하였다. 設問調흉는 1993년 2월에 실시하였으며， 1994 

년 1월과 1995년 6월에 일부 보충 및 확인 조사가 있었다. 연구목적이 농업형태 

분화의 파악에 있는 만큼 농가가 주요 조사대상이었고 비농가에 대한 조사는 농 

12) 조사표의 내용은 <부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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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의 성격을 알기 위한 자료로서 부분적인 조사만 이루어졌다. 펄例地域別 設問

l週養 家 1] 數는 <표5-1>과 같다. 

<표5-1> 사례지역 설문조사 가구수 

------- 창 석화 가마 으r-료 -1; 딛-.초 L.. 

농 가 33 81 78 123 246 
총가구 

비농가 168 77 65 24 33 

농 가 
29 56 49 72 129 

조사가구 
(87.8) (69.1) (67.1) (58.5) (52.4) 

35 49 23 12 16 
비농가 

(20.8) (63.6) (35.4) (50.0) (48.5) 

o 5km 

<그림 5-1> 사례지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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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例l地域의 뿔業J~흉월 

(1) A1형(인구증가 - 농가급감형) 농촌 : ~펌會때 함里 

1) 지리적 특성 

오창면 창리는 청주시 중심부에서 약 13km 북쪽에 위치하며 淸州-鎭川 I펴 17 

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다. 오창면 면소재지 場뿔里와 연속되어 있으며 뿔村中心 

地로서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고 있다. 청주시와 뺨홈面內 각 지역을 연결하는 시 

내버스가 모두 경유하기 때문에 청주시와 4-5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연결될 정 

도로 교통이 편리하다. 청주시 중심부까지 시내버스로 약 30분이 소요된다. 중부 

고속도로 딸까- 인터체인지가 6km 거리에 위치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한 他地域과 

의 교통에도 유리하다. 

마을은 해발 80m 내외의 표陸을 따라 위치한다. 얄은 구롱을 따라 펼쳐지는 

경지가 농업의 기반이다. 동남쪽 극히 일부만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 일부가 오 

창면 농촌중심지에 해당하는 데다가 최근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農:L'IB의 鍵食이 

큰 편이다. 밭은 도시적 용도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지의 3/4이 

논이다. 

1990년 현재 뿔家 33가구와 非農家 2017}구로 구성되며， 非뿔家 가운데 115가 

구는 아파트 거주 가구이다， 1989년-1990년 사이 아파트 입주와 함께 人 I:J가 急

增하였다.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非農家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표 5-2), 

;~폐좁 家 IJ 數가 전체 非뿔家의 1/5에 불과(표 5-1 참조)해서 단정적으로 이야 

기 하기는 어렵지만， 會里의 ~f~쫓家는 대다수가 청주시로부터 유입한 가구이다.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입가구 家口王의 연령은 30대 초반이 압도적이며 이 

들은 값싼 집세 때문에 청주시로부터 이주하고 있다. 같은 평형 아파트일 경우， 

창리의 매매가격은 청주시내의 2/3수준이고 전세가격은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소규모 평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수가 많을 필요가 없는 자녀 취학전 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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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유입한다13) 非뿔家의 다tr居{lJ也와 家 11]:의 연령분포로 볼 때， 창리는 저렴 

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매개로 청주시로부터 ~됩年層이 다수 유입함으로 

써 협15市化가 진행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5-2> 창리 비 농가의 성 격 

。l 원주민 8(22.9) 가 20-29 
-;x「 청 -:z「 22(62.9) 

구 30-39 21(60.0) 
관 중 그 님r 3 (8.6) 40-49 504.3) 
계 도 외 2 (5.7) -그R「: 

50-59 7(20.0) 

농외취업 31(88.6) 
연 60-69 1 (2.9) 직 
려o 70이상 1 (2.9) 농업노동 1 (2.9) 

업 은퇴탈농 3 (8.6) 종 계 35(00) 

*자료 : 현지조사 

2) 농업노동력 

농가인구의 연령구조(그림 5-2)에서 일부 왜곡이 나타나지만 다른 일반 농촌 

지역에 비하여 청·장년층 인구의 손실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40대 이하 남 

성노동력은 농외취업으로의 유출이 심하다. 따라서 농가당 농업종사자수는 1.69 

명에 불과하다. 이는 1990년 전국평균 2.17명보다 훨씬 작은 것이다. 농가인구의 

유출 뿐아니라 겸업에 의한 농업노동력의 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청년층 남성의 

농외취업으로 3，40대 농엽노동력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결과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고령화， 여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엽노동 

력 구조는 질과 양 모두 취약하다. 

농가 경영주의 특성은 이들이 의사결정의 주제라는 점에서 농업형태와 밀접 

한 관계를 가진다. 창리 농가 경영주의 특성(표5-3)을 분석한 결과， 농가의 경영 

주의 연령분포와 겸업실태를 통해서 창리의 농업이 앞으로 쇠퇴·해체되는 과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3) 부동산 중개업소 및 현지 아파트 주민과의 대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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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창리의 농가인구구조 
30 

<표5-3> 창리 농가경 영 주의 특성 

연령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남 3 3 10 7 24 
여 2 2 5 

무학 
2 7 

국졸 
2 2 5 

4 
11 

걷=zr 둥 ~둥 
3 

2 
5 

고졸 
2 3 

1 
6 

대졸 

전업 3 2 4 2 11 
1겸 1 4 1 6 
2겸 2 2 3 4 12 

계 5 5 11 7 1 29 
*자료 ; 현지조사 

첫째， 경영주 연령분포에서 40대 이하의 비율이 1/3에 불과하며 그 중 40% 

는 여성 경영주라는 점이다. 3.40대 여성 경영주는 2종 겸업농의 주부이기 때문 

에 농업에 적극적이지 않다. 따라서 현재 50대가 주축인 농가 경영주를 승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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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경영주가 소수라는 점에서 앞으로 창리의 농업이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 

다. 둘째， 2종 겸업농의 경영주가 상대적으로 고령이어서 은퇴가 임박했고， 이들 

의 은퇴와 함께 광범한 탈농이 예상된다. 이미 도시에서 직장을 가진 자녀세대가 

농업을 승계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고졸 이상의 고학력 경영주 6명중 4명이 2종 겸업농의 여성 경영주이기 때문 

에 학력수준과 관련된 기술집약적인 농업의 도입도 기대하기 어렵다. 

3) 경영규모 

농지 소유규모(표 5-4)는 3000평 이하의 소농이 압도적이다. 2ha(약 6000평) 

이상의 경지를 소유한 농가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 경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가가 

20%에 달해서 농경지 평균 소유면적이 1414평에 불과하다. 농가의 극심한 유출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영세농 구조를 보이는 것은 도시적 용도로의 토 

지전환이 많아서 경지기반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표5-4> 창리 농가의 농지 소유 및 경 영 규모 단위:평，가구 

않f\ 0 o - 1500- 3000- 45애-
6000이상 계 1500 3000 4500 6000 

0 3 2 6 
o -1500 10 1 12 

1500-3000 6 8 

3000-4500 2 2 
4500-6000 1 
6000 이상 

계 13 9 4 2 1 29 
*자료 : 현지조사 

소유경지가 없는 농가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지를 임차하는 것 외에， 경영규 

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임차의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규모도 소농 

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평균 경작면적은 2286평으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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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그러므로 경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높은 농업소득은 기대하기 

힘들다. 

4) 작물결합체계 

창리의 작물결합체계(표 5-5)는 미작을 기본으로 고추， 깨， 콩 등 전통적인 자 

급용 밭작물이 결합되고 있을 뿐이고， 시장지향적인 작물은 배추가 유일하다. 

<표5-5> 창리의 작물결합체계 

작-까「물- 작물결합체계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 

전업 겸업 30대 40대 50대 6.70대 국졸 중졸 고졸이상 

벼 1 5 1 4 1 5 1 

1 
고주 2 1 1 
깨 1 1 
배추 1 1 1 

2 
벼+고추 1 5 2 4 5 
벼+배추 1 

3 
벼+고추+콩 2 1 2 
벼+깨+콩 5 5 2 2 4 2 7 2 
농가 계 10 19 5 5 11 8 18 5 6 

'-----

*자료 : 현지조사 

전체적으로 작물 구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학력별 작물 

결합체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겸업농의 재배작물수가 전업농에 비해서 보 

다 적은 경향이 있을 뿐이다. 이는 겸업에 의한 농가 가족노동력의 손실 때문이 

다. 극단적인 경우가 고추와 깨만 재배하는 3농가이다. 이들은 모두 2종 겸업농 

가의 주부가 300평 -500평의 텃밭에서 고추와 깨를 재배하는 경우이다. 집에서 자 

체 소비하거나 이촌한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정도의 의미만 있다. 취미농업과 유 

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농가에서도 밭작물은 재배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자급용 이상의 의 

미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 유일한 시장지향적 작물인 배추도 재배면적이 좁아서 

본격적인 상엽적 작물의 결합으로 보기는 어렵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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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분석한 창리의 농업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리는 도시화과 

정에서의 토지전환으로 경지기반이 축소되어 소유경지가 없는 농가와 영세농의 

비율이 높다. 농업노동력 구조는 급속한 농가유출과 겸업에 의해 고령화， 여성화 

경향이 강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구조의 취약성과 경지기 

반의 축소， 앞으로 토지전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도시와의 편리한 교통에도 불구 

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이 전혀 발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작물의 결합체계 

가 극히 단순하다. 기본적으로 미작을 중심으로 전작이 결합된 작부체계를 가지 

나 밭작물 재배농가의 평균재배면적은 소규모이다. 따라서 자급용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겸업농가의 주부에 의해 취미농업과 유사한 형태의 소극적인 영 

농도 이루어진다. 결국 창리는 본격적인 상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미작과 자급용 전작이 결합한 전통적 생산구조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현재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농업이 더욱 쇠퇴하여 해체되 

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도시화의 영향하에 농업이 쇠퇴·소멸하는 

농업퇴화형 농업형태라 할 수 있다. 

(2) A2형(인구증가 - 농가감소형) 농촌 : 江 l셔때 石花里

1) 지리적 특성 

석화리는 청주시 중심부에서 12km 서쪽에 위치하며， 마을 입구에서 500m앞 

으로 淸州-잖致院 I돼 36번 국도와 많、北練이 지 나고 있다. 마을 입 구에 ‘繹이 없기 

때문에 鐵道利펴은 어렵다. 그러나 36번 국도를 이용하여 조치원과 청주시내 여 

러 지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청주시내까지 시내버스 

로 약 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주시와의 접근성은 아주 좋은 편이다. 편리한 

교통은 주민의 뿔外就業과 협1)市人 l→I 의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청 

14) 배추만 재배하는 한 농가는 은퇴에 가까운 高剛 많民이 300평의 밭을 이용해서 매년 주변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이다. 離서한 아들로부터 송금되는 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消티거리로 농사플 짓는 것이다(해당 농민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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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의 L떻國地가 청주시 서부에 위치하면서 그린벨트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바로 외곽에 위치한 석화리 일대가 淸까II團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居住잣1)外로서의 개발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석화리에서 청주쪽으로 

1krn 떨어진 月삼里가 아파트 지역으로 변모되었다. 淸州市챔에 위치한 경부고 

속도로 청주 인터체인지와는 2km 떨어져 있어서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마 

을 앞 36번 국도 맞은 편은 강내면 면소재지이다. 동시에 교원대학교 진입로 입 

구이기도 해서 국도를 따라 일부 市街地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범위가 석화리 

쪽으로는 도로변에 한정되므로 중심지의 시가지가 석화리와 연결되지 않는다. 

마을은 해발 40-50m의 얄은 표|俊을 등지고 iE ï휩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 .fr俊

의 áWïm을 따라 딩然、村들이 자리잡고 있으나， 그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고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마을처럼 보인다. 마을 앞길과 국도사이는 전체 경지의 

3/4에 해당하는 料地帶理된 논이 넓게 분포해서 농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 논 

과 마을의 서쪽 끝은 美빼川 場防이다. 마을 뒤편은 표l찢으로 美빼川과 만난다. 

흰地가 아닌 마을 안과 뒤의 표|찢은 밭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美빼川을 끼고서 

마을 앞으로 넓은 경지가 펼쳐지고 청주시와의 교통도 편리한 석화리는 都mm

場을 겨냥한 商꽃I띤] 뿔業에도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1990년 현재 뿔家 81가구와 非뿔家 77가구로 구성되며， 지난 20년간 농가는 

거의 정체된 가운데 非뿔家의 급증으로 인구가 완만하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조 

사가 이루어진 ~r- n쓸家 49가구중 폐往民이 약 45%로서 창리에 비해서 폐{~l:民의 

비율이 높다(표 5-6). 댄往民 非뿔家의 1/4은 듀넙-熾으로 은퇴한 脫뿔家이고 2/3는 

在村 通렇지者- 家 1] 이다. 창리와는 달리 아파트와 같은 集싼住힘의 건설 없이 많存 

뿔家f1:천을 이용하여 도시주민이 유입 15)하기 때문에 非뿔家 중에서 移까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20대 Jr뿔家 家 11 .1:는 대부분이 淸서1-[團에 취업하여 

15) 1990년 현재 석화리의 代쉰챈及훤(總住떤썼/總家 n 數)이 74%로서 청원군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주택보급율은 100%에 가깝고， 급격한 인구이출로 인하여 

받家가 발생할 경우 100%를 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석화리의 件.현판及率이 낮은 것은 

많μ 많家fτ-’감의 貴入휴 로 移{Ì:한 家 1:.1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아파트 

건설로 주택이 다량 공급된 창리의 주택보급율은 9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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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펀身 移{l:한 사람이다. 道外에서 移tE한 Jf뿔家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淸州 [國 就3용者-가 _.L楊 移轉과 함께 이주한 경우 때문이다. 

<표5-6> 석 화리 비 농가의 성 격 

01 원주민 22(44.9) 가 20-29 8(16.3) 
-:2「: 청 -:z「 10(20.4) 

구 30-39 20(40.8) 
관 낀 -F 1 님r 6(12.2) 

π ~ 
40-49 11 (22.4) 

계 도 외 11(22.4) 50-59 4 (8.2) 

42(85.7) 
연 60-69 2 (4.1) 직 농외취업 
?â 70이상 4 (8.2) 농업노동 2 (4.1) 

업 은퇴탈농 5(10.2) 한 =ar 계 49(100) 
*자료 : 현지조사 

2) 농업노동력 

농가인구구조(그림 5-3)를 보면 청년층 인구유출의 결과， 20대 후반에서 30대 

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결손이 나타난다. 그리고 40대 이하에서 농외취엽으로 인 

한 농업노동력의 이탈도 뚜렷하다. 60대 이상의 고령 농민의 비율도 높다. 창리 

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이출과 농외취엽으로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 경향 

이 강하다. 농가당 농업종사자수는 1.86명으로 농가의 유출이 보다 심했던 창리 

보다는 많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창리와 마찬가지로 농가의 가족노 

동력은 양과 질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농가 경영주의 성별 분포(표 5-7)에서 40대 여성 경영주 5명은 모두 2종 겸엽 

농가의 주부이다. 따라서 이들은 소극적인 영농을 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 경 

영주의 비율이 높아서 앞으로 빠른 속도로 탈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변 

40대 이하의 경영주는 여성 경영주를 제외하면 소수에 불과해서 영농의 승계문 

제는 창리보다 오히려 심각하다. 고졸 이상 고학력 경영주도 %이 고령이기 때문 

에 기술집약적 농업의 도입에 제한요소가 된다. 창리에 비하여 전엽농의 비율은 

높지만， 경영주 연령이 높기 때문에 탑습적인 농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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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30 20 10 10 

<그림 5-3> 석 화리 의 농가인구구조 

<표5-7> 석 화리 농가경 영 주의 특성 

l 

몹
 샘
폐
 
며
 

이 

20 30 

연령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남 3 9 17 15 5 49 
여 5 1 7 

무학 1 3 4 8 
국졸 

4 5 8 18 
걷=zr을 :Fr」

1 7 8 2 18 
고졸 2 3 3 3 1 12 
대졸 

전업 3 7 10 9 3 32 
1 겸 2 4 1 7 
2겸 5 3 6 3 17 

계 3 14 17 16 6 56 
*자료 : 현지조사 

3) 경영규모 

300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의 비율이 압도적이다(표 5-8). 1500평 이 

하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이 절반을 차지해서 평균소유면적이 1381평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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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전국 평균소유규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도시적 용도로의 토지 

전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면적이 극히 좁은 것은 농가유출의 성격 

과 관련된다. 즉 석화리는 지난 20년간 농가의 감소가 단 2가구에 불과해서， 농 

가감소에 따라 잔류농가의 소유면적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 

다. 

<표5-8> 석 화리 농가의 농지 소유 및 경 영 규모 단위:평，가구 

설t\ 0 o - 1500- 3000- 4500-
6000이상 겨1 1500 3000 4500 6000 

0 6 4 11 
o -1500 16 3 17 

1500-3000 16 2 19 
3000-4500 4 4 
4500-6000 
6000 이상 

계 23 23 7 2 56 
*자료 : 현지조사 

극소수의 농가를 제외하고는 임차를 통한 경작면적의 확대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평균 경작면적은 2171평에 불과하다. 한 농가가 1500평 이하에서 6000평 

이상으로 경작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석화리의 유일한 낙농가가 사료작물 재 

배를 위해서 대규모로 임차했기 때문이다. 

4) 작물결합체계 

석화리의 작물결합체계(표 5-9)는 벼를 중심으로 자급용 밭작물이 결합하는 

구조가 기본이지만， 벼의 단작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겸업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겸업농은 청년층 남성 노동력이 농외부문으로 유출함에 따라 농업노 

동력의 고령화， 여성화 경향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벼농사외 

에 다른 작물의 선택에는 소극적이기 쉽다. 이러한 농업노동력 조건과， 경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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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진 논이 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지조건이 결합하여 벼의 단작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표5-9> 석화리의 작물결합체계 

작-A「물- 작물결합체계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 경영주 학력 

전업 겸업 30대 40대 50대 6'70대 국졸 중졸 고졸이상 

벼 8 14 6 8 7 11 7 4 
1 깨 1 2 1 2 2 1 

배추 2 2 
벼+고추 4 2 4 2 2 2 
벼+콩 2 1 1 1 1 

2 벼+배추(무) 6 2 2 3 2 3 3 2 
벼+시설 1 
벼+비육우 1 1 
벼+고추+깨 1 2 2 3 

3 벼+깨+콩 5 2 1 3 2 2 4 
벼+사료+젖소 1 1 

농가 계 32 24 3 14 17 22 26 18 12 

*자료 : 현지조사 

벼의 단작화 경향과 함께 작물결합체계상으로는 상업적 농엽의 성격이 일부 

나타난다. 2농가에서는 배추만 재배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령 농민이 소규모로 

재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화된 상엽적 농업이기 보다는 노동력 부족으로 

하나의 작물만을 재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지향적 작물로 재배되는 것 

은 배추와 단무지용 무이다. 모두 노지재배를 하며 재배면적은 평균 800평 정도 

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대규모 상엽적 농엽으로 보기는 어렵다. 시설원예를 하는 

1농가는 벼를 수확한 후， 겨울철에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로서 영구적인 시설을 

갖춘 농가는 아니다. 결국 작물결합체계상으로는 상엽적 농업의 성격이 일부 나 

타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상업화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석화리의 작물결합체계는 벼의 단작화 경향이 강하고， 고추， 깨， 콩 등 전통적 

인 밭작물은 재배면적이 좁아서 자급용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등 농업이 

축소·쇠퇴하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집약적이고 전문화된 상엽적 농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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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더라도 채소를 중심으로 도시근교농업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석화리의 농업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석 

화리는 청주시와 인접해 있고， 농업의 자연적 조건도 양호해서 도시시장을 겨냥 

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할 수 있는 배경을 잘 갖추고 있는 근교 농촌지역이다. 그 

러나 현재 석화리 농업생산에서 그러한 상업적 농업의 성격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석화리는 교외화과정에서 농가인구의 부분유출과 농업노동력의 겸업 

으로 농업노동력의 기반이 취약하다. 취약한 노동력구조와 영세한 경영규모로 인 

해 전통적인 자급적 농업의 작물결합체계가 생산구조의 기초가 되고 있다. 다만 

노동력 조건이 유리한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상업적 농업이 전통적인 

작물결합체계와 공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즉 혼재형 농업형태라 할 수 있다. 토 

지전환에 따른 경지기반의 축소도 없고 도시시장과의 접근성이 유리함에도 불구 

하고， 집약적인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농업노동력이 

양과 질 모두 취약한 구조를 가지는 데다가， 농가주택을 이용해 유입하는 사람들 

에게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별다른 투자없이도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 

는 특수한 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 B1형(인구감소 - 농가급감형) 농촌 : ï휩 ;二 i며 뿔馬里 

1) 지리적 특성 

짧馬里는 청주시 중심부에서 약 6km 남쪽에 위치하며 청주시와 孩핸을 이루 

고 있다. 淸州-太떠 I펴 17번 국도에서는 lkm정도 벗어나 있으나 마을앞 도로를 

따라서도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청주시내에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마을안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평시에는 약 1 

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마을앞 국도를 따라서는 淸州-新擬律， *iIIHJ의 

시내버스가 7-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창리와 석화리에 비해서 

는 시내버스 이용이 불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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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그린벨트의 가장 안쪽에 해당되며， 마을은 100m내외의 lÍ陸末端部 漢

유에 위치하고， 마을앞 小河川을 따라 경지가 있다. 里의 중앙부에 위치한 묘l裵 

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2개의 演유을 따라 마을이 分離되어 있으며， 각각 가마1 ，2 

리로 나뉘어 있다. 低平한 때積地가 넓게 펼쳐지지는 않지만 排地基盤은 양호한 

편이다. 

1990년 현재 뿔家 73가구와 非農家 65가구로 구성되며， 석화리와 마찬가지로 

농가와 非뿔家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非農家의 2/3가 原

住民으로 창리， 석화리에 비하여 原住民의 비율이 높다(표 5-10). 

<표5-10> 가마리 비 농가의 성 격 

。l 원주민 15(65.2) 가 20-29 1 (4.3) 
;;z. 청 ;;z. 8(34.8) 30-39 ~~~~.~? I 

T T 
구 

관 
;ζ 님 

40-49 6(26.1) πs- ""='ï 
-;z「

계 도 외 50-59 6(26.1) I 

17(73.9) 
연 60-69 2 (8.7) 직 농외취업 
려。 70이상 4(17.4) 농업노동 2 (8.7) 

업 은퇴탈농 4(17.4) 종 계 23(100) 

*자료 : 현지조사 

l젠 H:民 非갚를家 15가구중 4가구는 타판廠으로 은퇴한 脫뿔家이고 9가구는 通혈h 

者 家 11 ， 2가구는 농업노동을 하는 가구이다. 非뿔家 家/]王의 연령분포도 앞의 

두 지역과는 달리 全 年敵層에 고루 분산되어 있다. 이런 점 들로 미루어 볼 때， 

가마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한 청주시로부터의 非뿔家 유입이 활발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시내버스 이용이 앞의 두 지역에 비해 불리한 것도 청년층 유입이 

활발하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마을 전체가 그린벨트가 아니었다면 

非뿔家人 /1 의 유입이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마을이다. 

2) 농엽노동력 

농가인구구조(그림 5-4)를 보면， 청·장년층에서 일부 결손이 나타나지만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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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심한 편은 아니다. 청주시로의 통근이 가능해서 농외취업자가 굳이 이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반영하여 2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농외취업자 

가 발생하고 있다. 

념· 

30 20 10 10 

<그림 5-4> 가마리 의 농가인구구조 

-농업 

톨콜농외취업 

앞핑학생 

E그무직 

cxl 

20 30 

겸업을 통한 노동력 유출로 농업노동력은 농가당 1.86명에 불과하다， 40대 이 

하에서는 여성 농업노동력의 비율이 훨씬 높다. 겸업농에서 농외취업을 하는 사 

람은 주로 청년층 남성이므로 농업노동력은 고령의 부모세대와 주부에 한정된다. 

따라서 겸업농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농엽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농업노동력 구조가 취약해진다. 이러한 점이 가마리의 농가인구구 

조에 반영되어 전체적인 인구구조는 왜곡이 심하지 않지만 농업노동력은 양과 

질 모두 취약한 결과를 가져 왔다. 

60대 이상 고령 경영주는 겸업농에서 그 비율이 높다(표 5-11), 이들의 자녀 

는 이미 농외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두 지역과 마찬가지로 머지 않아 광 

범한 탈농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의 전엽농에서 영농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농업이 빠른 속도로 축소·쇠퇴할 가능성이 크다. 대졸 경영주가 두 사람이 

있어서 이들을 통한 기술집약적인 농엽의 도입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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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작과 자급용 밭작물이 결합한 전통적 작부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작의 경영규모가 클 뿐이다. 

<표5-11> 가마리 농가경 영 주의 특성 

연령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남 
2 

7 17 10 5 41 
여 3 3 8 

무학 3 9 
국졸 3 10 3 

3 
24 

면;a「;걷 그~ 2 4 8 
3 

9 
.J1..듣 :zi- 2 2 2 5 
대졸 1 2 

전업 2 6 6 5 2 21 
1 겸 1 5 6 
2겸 1 9 8 4 22 

겨l 2 8 20 13 6 49 
*자료 : 현지조사 

대농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학교육을 받고 농업을 이어 받았지만， 농지의 재 

산가치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없이 전통적인 미작 

을 답습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가 농업형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3) 경영규모 

소유 농지의 면적이 1500평 이하인 영세농이 60%에 이를 정도로 가마리의 농 

지소유규모는 영세하다(표 5-12) , 60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한 농가 

도 없다. 농지의 평균소유면적이 1468평에 불과해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한다. 농가의 유출이 심하고 토지전환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경지소유면적이 작은 것은 농가인구 이출과정에서 영세농이 많이 잔류했기 

때문이다. 통근이 가능한 농촌지역의 영세농민은 이촌하지 않더라도 농외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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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농가소득의 보충이 가능하므로 이출이 억제될 수 있었다. 

<표5-12> 가마리 농가의 농지 소유 및 경 영 규모 단위:평，가구 

왜경r 0 o - 1500- 3000- 4500-
6000이상 계 1500 3000 4500 6000 

0 5 2 2 10 
o -1500 13 6 19 

1500-3000 11 2 14 
3000-4500 4 4 
4500-6000 2 2 

} 

6000 이상 
계 18 19 8 3 49 
*자료 : 현지조사 

현지 농민의 직엽전환과정에서 임대농지가 많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임차를 통해 경작규모를 확대하는 농가는 소수이다. 농업노동력이 취약한 농가 

에서 기계화 같은 노동대체수단이 없다면 경작규모의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다만 보유 노동력에 비하여 소유경지가 작은 영세농에서는 임차규모가 크다. 

그러나 가마리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2276평으로 소농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 

한다. 

4) 작물결합체계 

가마리의 작물결합체계(표 5-13)도 벼를 기본으로 전통적인 밭작물이 결합한 

다는 점에서 앞의 두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석화리보다는 약하지만 겸업농에서 

는 벼의 단작화 경향도 보인다. 전통적 밭작물의 결합에서 하나의 밭작물이 결합 

하는 경우보다 고추와 깨 두가지 작물이 결합하는 사례가 더 많다. 특히 60대 이 

상 고령 경영주 농가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작물결합체계상으로는 다각화 경향을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밭작물의 재배면적이 매우 작아서 “아침식 

사전 운동삼아 가꾸면 충분"16)할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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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3> 가마리의 작물결합체계 

작-까「물‘ 작물결합체계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 경영주 학력 

전업 겸업 30대 40대 50대 6.70대 국졸 중졸 고졸이상 

벼 6 13 2 2 12 3 12 4 3 
깨 1 1 
배추 2 2 1 1 
벼+고추 1 1 
벼+깨 1 1 1 

2 벼+콩 1 
벼+배추 1 1 1 2 
고추+콩 1 1 
벼+고추+깨 4 5 2 6 9 
벼+깨+콩 1 1 

3 
벼+고추+시설 1 1 1 
벼+고추+비육우 1 2 1 2 3 
벼+깨+비육우 4 2 2 1 3 2 2 2 
벼+배추+비육우 1 1 
농가 계 21 28 2 8 20 19 33 9 7 

*자료 : 현지조사 

가마리에서도 벼를 중심으로 밭작물이 결합한 전통적 작물결합체계가 기본이 

지만， 일부 상업적 농업의 성격도 나타난다. 

배추만 재배하는 농가도 2 농가가 있으나， 이들도 석화리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고령 농민의 소규모 재배에 불과하다. 시설농엽을 하는 한 농가도 시설면적이 

400평에 불과하고 겨울철에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설농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신 가마리 농업의 상업적 성격을 대표하는 것은 비육우 사육이 

다. 비육우 사육은 낙농에 비하여 자본과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저 

학력 고령층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육규모는 농가당 평균 5마리 

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육우 사육이 상엽적 농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기는 

하나 그 정도는 아주 미약하다. 다만 일부 전업농에서는 사육규모가 크고， 따라 

서 축산소득도 비중이 커서 상엽적 농업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가진다. 

16) 가마리의 한 농민(67세)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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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가마리의 농엽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마리도 세대에 걸친 탈농과정을 통해 겸업농의 비율이 높다. 겸업농에서는 농 

업 경영주가 고령의 부모 세대이고， 자녀 세대의 농외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영농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이 미작에 소규모 

의 전작이 결합된 전통적인 작물결합체계로 표출된다. 그러나 토지전환이 발생하 

지 않는 가운데 이촌과 재촌 탈농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임차농지가 충분히 제 

공되어， 유리한 임차조건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가진다. 이 점이 소유 

경지가 없는 농가와 영세농도 이촌하지 않고 재촌 겸업농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전업농은 유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일부 상엽적 농업을 경영하나 집약도 

가 떨어지는 비육우 사육이 중심이고 시장지향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소수 

이다. 즉 농업노동력구조와 접근성， 경지기반 등이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석화리 

(A2형 농촌)와 유사한 흔재형 농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4) B2형(인구감소 - 농가감소형) 농촌 : 떻꽃캠|‘ mí 友많里 

1) 지리적 특성 

友많里는 청주시 중심부에서 약 17km 남쪽에 위치한다. ，꾀했 I버速道路와 淸州

-大 WI셔J 17번 국도가 지나고 있고， 국도를 따라 淸州-新懶받 l감j 시내버스가 7-8 

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은 국도에서 1-2km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이 그다지 편리하지는 않다. 太山市(짜離빨)의 勢力않l이 확대되면 

서 부분적으로 太山市(新離빨)의 영향도 받고 있다. 

마을은 80m내외의 표|찢 末端퓨I~에 위치하고 있으며 里의 I썩퓨|‘를 낚북으로 월

流하는 外川川을 따라 펼쳐지는 Y배積lJL12가 주요한 체빼첼盤이 된다. 外川川 유역 

의 충적지는 排Jî낀續理가 되어 있으나 Jí: 1찢 料때에 위치한 논은 初地縣理가 되지 

않았다. 논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전형적인 업fr:地帶이다. 최근 인접한 竹山里

에 뿔 |그國 JL12가 건설되는 등 L싹의 입주가 많아지면서 1:꽃化의 영향도 받기 시 

작했으나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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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4> 우록리 비 농가의 성 격 

원주민 10(83.3) 가 20-29 
7;z- 청 7 ;z-

구 30-39 2(16.7) 
관 걷 ~ 그 닙F 

-;z「
40-49 3(25.0) 

계 도 외 2(16.7) 50-59 1 (8.3) 

6(50.0) 
연 60-69 1 (8.3) 직 농외취업 
려。 70이상 5(41.7) 농업노동 

업 은퇴탈농 6(50.0) 종 계 12(100) 

*자료 : 현지조사 

1990년 현재 뿔家 123가구， 非農家 24가구로 구성되어 農家率이 84%에 달한 

다. 조사가 이루어진 非農家 12가구중 隱退 · 脫뿔 家 1] 가 6가구이다(표 5-14). 나 

머지 6가구중 4가구는 젠{:1:民- 通혈b者이고 2가구는 新擁洋에서 이주한 가구이다. 

17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농가 72가구 중에서도 대청댐 완공에 따른 水沒로 文義ìIii에서 

이주한 2가구를 제외하면 移住家 n는 없다. 따라서 우록리는 앞으로 王業化의 영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금까지는 家口構成으로 볼 때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 없이 없件 위주의 純;伴 뿔村t也域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농엽노동력 

농가인구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지역의 성격을 반영하여 40대 이상 

의 인구구조는 크게 왜곡되지 않고 있다(그림 5-5). 따라서 농가당 농업종사자수 

가 2.10명으로 전국 평균치에 가깝다. 농업노동력의 양적인 면에서는 사례지역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30대 청년층 남성의 겸업에 의한 노동 

력 유출이 심해서 앞으로 노동력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겸엽농의 비율 

이 높지 않으면서도 농외취업자가 30대 남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우록리 농업 

노동력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현단계에서는 30대 노동력의 여성화 경향 

을 제외하면， 사례지역중 가장 유리한 농업노동력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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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우록리의 농가인구구조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표5-15)에서 40대 경영주의 비율이 높은 것도 노동력 

이용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된다. 아울러 40대 경영주 농가의 대다수가 전업농이 

<표5-15> 우록리 농가경영주의 특성 

연령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남 3 19 22 16 6 66 
여 2 1 2 6 

무학 4 
17 

국졸 12 15 8 5 35 
걷:ζ「듣 그~ 4 

4 8 13 
고졸 

2 
4 2 2 6 

대졸 

전업 3 17 17 12 5 54 
1 겸 3 4 8 
2겸 2 5 2 10 

계 3 21 23 18 7 72 
」 • • L 

*자료 :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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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상당기간 농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겸업농의 경영주가 대 

부분 고령이어서 어느 정도 탈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졸 이상 고학력 경영주 농가는 대규모 미작 농가이다. 이들은 6000- 9000평 

의 논에서 대형 농기계를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보유한 

농기계가 이 지역 미작농가의 노동력 보충에는 큰 역할을 하지만， 이들을 통한 

새로운 작물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3) 경영규모 

충적지와 기복이 심하지 않은 구릉지를 경지기반으로 가지는 평야농촌의 성 

격을 반영하여， 농지의 소유규모가 크게 나타난다(표 5-16). 

유리한 노동력 조건을 바탕으로 임차를 통한 경작면적의 확대에도 적극적이 

다. 따라서 평균 소유면적 2449평， 평균 경작면적 3316평으로 양자 모두 사례지 

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표5-16> 우록리 농가의 농지 소유 및 경 영 규모 단위:평，가구 

않t\ 0 o - 1500- 3000- 4500-
6000이상 계 1밍O 3000 4500 6000 

0 2 2 3 1 8 
o -1500 8 4 3 15 

1500-3000 2 21 4 3 31 
3000-4밍O 10 2 1 13 
4500-6000 2 3 
6000 이상 2 

계 4 10 28 16 9 5 72 
」

*자료 : 현지조사 

4) 작물결합체계 

우록리도 벼를 중심으로 밭작물이 결합한 전통적 작물결합체계가 기본이다(표 

5-17). 평야상에 위치한 순수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벼의 단작화 경향은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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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지역에 비하여 강하지 않다. 우록리의 농업노동력 조건이 유리한 것을 감안 

할 때， 벼의 단작화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벼와 결합하고 있는 밭작물의 재배면적도 앞의 사례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크 

다. 이는 우록리에서는 전통적인 밭작물이 단순히 농가의 자급용이 아니라 판매 

용으로 재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 밭작물이 일부 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 함께， 담배가 주요한 환금작물로 채택되고 있다. 담배는 수매를 통 

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높은 작물이다. 담배를 재배하는 

농가 12농가가 모두 전업농이고 그 중 10농가의 경영주가 40대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담배는 노동집약적인 작물이므로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규모 

의 수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록리는 유리한 노동력 조건을 배경으로 2000평 

이상 대규모로 담배를 경작하는 농가가 7농가에 달한다. 

사례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과수농업이 존재한다.6농가에서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중 2농가는 사료작물 재배가 결부된 대규모 축산농가이다. 

<표5-17> 우록리 의 작물결합체 계 

작-/「물‘ 작물결합체계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 경영주 학력 

전업 겸업 30대 40대 50대 6'70대 국졸 중졸 고졸이상 

벼 11 6 3 8 6 13 2 2 
과수(사과) 1 
비육우 4 2 2 2 2 
벼+고추 6 4 2 7 7 3 

2 
벼+콩 3 1 1 2 2 2 
벼+담배 10 8 2 10 
벼+배추 1 
벼+고추+깨 6 2 1 2 5 8 
벼+고추+콩 5 4 2 5 2 7 2 

3 벼+깨+콩 4 1 2 3 
벼+콩+담배 2 2 2 
벼+사료+비육우 2 2 2 
농가 계 54 18 3 21 23 25 52 13 7 

*자료 : 현지조사 

- 83 -



결국 작물결합체계로 볼 때， 우록리는 집약적인 상업적 농업의 성격을 가지지 

는 못한다. 대신 담배를 비롯한 전통적 밭작물이 환금작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록리의 농업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록리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농업의 자연적 배경이 유리한， 평야 

에 위치한 농촌지역이다. 평야 농촌의 농업생산성을 바탕으로 농업인구의 감소가 

완만하고， 겸업이 크게 진전되지 않아 겸업에 따른 노동력 손실 문제도 없어서 

노동력 구조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록리는 미작의 평균 경영규모가 사례지역 가운데 가장 커서 평야 농촌의 

성격을 보이는 동시에， 고추， 깨， 콩 등 밭작물의 재배면적도 앞의 세 지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넓어서 이들이 단순히 자급용 작물로만 재배되는 것이 아님을 보 

여준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판매수입도 타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즉 우록리는 상업적 농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호한 농 

업환경을 바탕으로 농업소득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평야지대의 일반농촌으로서， 

미작과 전작이 결합된 전통적 농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B3형(인구감소 - 농가증가형) 농촌 :.::É山 i피 德、村里

1) 지리적 특성 

옥산면 덕촌리는 청주시 중심부에서 벼‘北해 방향으로 약 14km, 옥산면 면소 

재지 j꽉 1I1 里에서 1.5km 떨어져 위치한다. 마을 입구 앞으로 鳥줬院-뺨負 I테 508 

번 J也 }j道가 통과하며， 마을의 중심부는 이 도로에서 1km 안쪽에 위치한다. 면 

소재지 오산리와 청주시 사이에는 10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나， 덕촌리와 

청주시를 바로 연결하는 버스는 40-5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따라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청주시와의 접근은 제약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508번 지방도가 포장되고 

마을 동쪽을 통과하는 京茶띔速道路에 뿔뿔物 꺼~1힘;썩이 개설된 것이 뿔l짧:物 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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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에 는 유리 하게 작용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美빼川이 끼;f ~t-ptjï꿔 방향으로 흐르면서 넓은 빼積地를 형성하 

고 있으며 뒤로는 최고 175m의 낮은 I L!地가 있다. 마을은 이 LLI地를 북쪽 背後

에 두고 海댔 40-60m의 i휩料ITfi 표: I찢地← 1: 어l 위치한다. 파 l俊의 料 i띠과 小梁유을 

따라 되然村으로 구분되나 마을이 가까운 거리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行政上

으로 덕촌1，2리로 나누어져 있다. 반면， 덕촌3리는 남쪽으로 美때川을 건너 2k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美폐川 앓|써 r뿜:로 流路가 변경되면서 美빼川의 패뚱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들은 바로 연결하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牛活한l은 분 

리되고 있다. 마을 앞으로 펼쳐지는 美빼川 流域의 넓은 排地는 排地寢理가 되어 

있고 l뿔業)fj水路도 잘 정비되어 있다. 마을 쪽 표陸地의 완만한 빼料地는 체:~m續 

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밭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美빼川 너머의 덕촌3리 

미평 마을은 그린벨트에 해당되며， 않|써發쉰와 함께 개간된 경지를 중심으로 농 

업이 이루어진다. 즉 전반적으로 뿔꽃-의 物理的 幕盤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현재 I뿔家 2467}구 Jr:뿔家 33가구로 구성되어 뿔家휴ξ. 이 88%에 딜-하 

는 純伴 뿔村地域이다. 조사가 이루어진 非뿔家 167}구중 6가구가 은퇴한 脫뿔家 

이고 7가구는 패~n찮家에서 常H켠‘짧l) !:J으로 일하는 家 11 이다(표 5-18). 

<표5-18> 덕촌리 비농가의 성격 

이 원 주 민 11(68.8) 가 20-29 
주 청 주 1 (6.3) 구 30-39 I 202.5) 
관 충 북 4(25.0) 주 40-49 I 5(31.3) 
계 도 외 50-59 I 2( 12.5) 

직 농외 취 업 202.5) 여 ~ I 60-69 I 202.5) 
농업 노동 8(50.0) 령 | 70이상 5(31.3) 

j 업 은퇴 탈농 6(37.5) 총 계 1600이 

*자료 : 현지조사 

t絡l뿔家에서 일하는 7가구중 4가구는 移{l:家"이다. 농가 129가구중 11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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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8農이나 j따設 I펑藝를 목적으로 유입한 가구이며， 이들의 移住時期는 簡農이 확대 

되기 시작한 1970년대말-1980년대초에 집중된다. 따라서 덕촌리의 경우 少數이기 

는 하지만 팩農닙的의 人 1=1流入이 있었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非뿔業 

部門에 취업하고 있는 非뿔家의 유입은 거의 없는 지역이다. 

2) 농업노동력 

농가인구의 이출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사실을 반영하여， 농가인구구조의 왜 

곡이 심하지 않은 편이다(그림 5-6). 

-농업 

톨클 농외취업 

관펙학생 

E그무직 

에 

30 20 10 10 20 30 

<그림 5-6> 덕촌리의 농가인구구조 

따라서 농가당 농업종사자수가 2.03명으로 농업노동력의 양적 조건이 유리하 

다. 그러나 30대 남성에서는 농외취엽에 의한 노동력 유출 현상이 폭넓게 나타나 

고 있다. 현재는 풍부한 장년층 노동력을 중심으로 활발한 영농을 기대할 수 있 

으나， 30대 노동력의 손실이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표 5-19)에서 장년층 경영주의 비율이 높은 것은 현재 

덕촌리의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아울러 30대 남성 노 

동력의 농외취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0대 이하 농가경영주의 비율도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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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이 점은 유사한 농가인구구조를 가지는 우록리와 뚜 

렷이 구분되는 점이다. 

고졸 이상 고학력 경영주 20농가중 1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설농엽이나 

낙농을 함으로써 새로운 영농형의 도입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표5-19> 덕 촌리 농가경 영 주의 특성 

연령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남 2 
11 29 33 30 9 114 

여 2 7 2 3 15 

조r-~ 5 19 
국졸 3 10 8 5 9 45 
π:zs-듣 :zr」

6 14 20 21 3 45 
Jl듣 :ζr 

2 4 9 2 
5 17 

대졸 3 3 

전업 11 26 19 22 9 89 
1겸 2 2 4 10 7 23 
2겸 6 6 2 3 17 

계 2 13 36 35 31 12 129 
*자료 : 현지조사 

3) 경영규모 

미호천 유역의 저평한 충적지를 경지기반으로 가지는 평야지대의 특성을 반 

영하여 4500평 이상의 경지를 소유하는 중대농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표 5-20). 

동시에 1500평 이하의 경지를 소유하는 영세농의 비율도 높아서 경지소유의 양 

극화 현상을 보이 고 있다. 

유리한 노동력 조건을 배경으로 임차를 통한 경작면적의 확대현상도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1500평 이하를 소유한 영세농층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임차를 하 

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경작규모의 확대보다는 소유 경지의 집약적 이용을 통해 

서 농엽소득의 증대를 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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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0> 덕촌리 농가의 농지소유 및 경영규모 단위:평，가구 

않t\ o - 1500- 3000- 4500-0 1500 3000 4500 6000 6000이상 계 

0 10 4 5 21 
o -1500 36 1 37 

1500-3000 36 4 1 1 42 
3000-4500 12 4 16 
4500-6000 5 6 
6000 이상 1 6 7 

계 10 37 40 23 8 11 129 
*자료 : 현지조사 

4) 작물결합체계 

덕촌리의 작물결합체계(표 5-21)는 상업적인 도시근교 원예농업의 성격을 사 

례지역 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농작물 구성에서 전통적 작물결합체계와 

는 판이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자급용 밭작물인 고추， 깨， 콩 등을 재 

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사례지역중 가장 낮고 재배규모도 소규모이다. 벼의 평균 

재배면적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3/4이상의 농가에 미작이 결부되어 있으나 

미작농가의 비율은 사례지역에서 가장 낮다. 

축산은 앞의 사례지역과는 달리 비육우 사육이 아니라 낙농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낙농은 1960년대 말부터 소규모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1970년대 마을 외 

곽에 서주우유 유가공장이 설립되면서 크게 확대되어 1980년대 이후 대규모화 

하였다. 낙농가에는 유가공장의 집유권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싸추L가 

인근 유가공장으로 출하된다. 낙농은 비육우 사육에 비하여 노동과 자본을 더 많 

이 요구하는 대신 수익성도 훨씬 높다. 사육두수 20두 이상의 대규모 낙농가 8농 

가는 농업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1농가를 제외한 16농가가 전엽농이다. 노동 

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사료작물 재배외에는 낙농만을 하고 있으나， 사육두 

수가 작은 6농가는 미작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사육두수는 작아도 판매수입은 

미작을 앞선다.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넓은 것에는 이를 목적으로 임차한 하천부 

- 88 -



지가 큰 역할을 한다. 

<표5-21> 덕촌리의 작물결합체계 

작-까「물- 작물결합체계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 경영주 학력 

전업 겸업 30대 40대 50대 6'70대 국졸 중졸 고졸이상 

벼 17 12 4 4 4 13 21 7 

1 
배추 2 1 2 3 
시설 8 2 2 6 2 1 6 3 
젖소 7 4 3 4 2 2 4 6 
벼+고추 2 1 3 3 
벼+깨 1 3 4 4 
벼+콩 2 2 4 4 

2 벼+배추 6 2 4 7 
벼+시설 15 8 4 9 6 4 9 13 
벼+젖소 3 2 2 
사료+젖소 4 2 2 2 
벼+고추+콩 3 3 2 4 4 2 
벼+깨+콩 4 3 3 1 
벼+깨+배추 1 1 

3 
벼+고추+시설 1 
벼+고추+젖소 1 
벼+시설+배추 7 2 1 8 4 4 
벼+시설+사료 2 2 2 
벼+사료+젖소 2 2 2 

4 
벼+시설+사료 

2 2 2 
+젖소 

농가 계 89 40 15 36 35 43 64 45 20 
*자료 : 현지조사 

낙농가와 함께 시설원예농이 많은 것이 덕촌리 농업생산구조의 중요한 특색 

이다. 덕촌리 농가의 36%에 해당하는 47농가가 시설농업을 하고 있다. 10농가는 

시설 전업농이고 37농가는 미작， 채소， 축산 등과 결부되어 있다. 평균 시설면적 

은 시설전엽농이 오히려 소규모이다. 경지소유면적이 좁은 농가에서 집약적인 이 

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결과로 생각된다. 시설전업농중 6농가는 연 

중 3작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농가는 벼의 後fl:으로 동계 시설농업을 하는 

1농가 외에는 모두 2작을 하고 있다. 덕촌리 시설농가의 시설규모(표 5-22)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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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1330평이며 재배작물의 결합(표 5-23)에서는 토마토와 배추가 중심이 된다. 

<표5-22> 시설규모별 농가수(덕촌) 단위 : 평 

*자료 : 현지조사 

<표5-23> 시설작물 재배면적 및 농가수 단위 : 평 

작물 토마토 배추 상추 각!: B -1L 오이 호박 시금치 당근 

농가 
31 21 16 9 9 5 3 2 

(70.0) (44.7) (34.0) 09.1) 09.1) (10.6) (6.4) (4.3) 

면적 
33600 37200 18500 18900 6100 6800 3700 5에 

(26.8) (29.7) 04.8) (15.1) (4.9) (5.4) (3.0) I (0.4) 
•--, '------

*자료 : 현지조사 

낙동강 하천부지가 시설농업에 이용되는 부산 근교농촌과는 달리， 미호천 하 

천부지는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논이 시설농업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점 

이 미호천 유역 충적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벼의 평균 재배면적이 축소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시설농업의 재배 작물 구성에서， 가장 자본집약적인 화훼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채소류가 중심이다. 그러나 인접지역에서 화훼 재배가 확대 

도입되고 있고 자본투자의 여력이 있는 대농을 중심으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서， 화훼농업으로의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원예농이 생산한 채소 

류는 청주 시장 보다는 수도권 시장으로 출하되는 비중이 더 크다. 청주시의 시 

장규모가 크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청주시 뿐아니 

라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한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된다. 

이상에서 볼 때， 덕촌리의 농업은 전체 농가의 3/4이 미작을 하고 있다는 점 

에서 미호천 유역의 답작지대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서 60% 이상의 농가가 낙 

농， 시설원예， 채소 재배 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지향적인 도시근교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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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판매용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의 시장은 중심도시 청 

주 뿐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농산물 판매권의 면에서 도시 

와의 결합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덕촌리는 도시시장-청주시 및 수도권-과의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집 

약적인 상엽적 농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근교농업형태를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6) C1형(인구급감 -농가급감형) 농촌 : *1짝 i띠 *씁里 

1) 지리적 특성 

화창리는 청주시 중심부에서 폈北핏 방향으로 l파總距離로는 약 11km 떨어져 

있으나， 중간에 山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를 이용할 때는 30km정도의 거리 

이다. 마을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져서 米|챈-內秀 IH] 511번 지방도가 통과한다. 

폐所在地 米|앓里까지는 8lan의 거리이다. 미원리와 청주간에는 시내버스가 약 15 

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淸州에서 報恩 방면으로 연결되는 市外버스의 이용도 가 

능하나， 화창리 주민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화창리까지 들어오는 시내 

버스는 하루 7회 운행될 뿐이고 청주시내까지의 소요시간도 70분 정도이다. 따라 

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불편하지만， 마을 입구를 통과하는 511번 지 

방도가 최근 포장됨으로써 時f버距離는 단축되었다. 한편 小型 乘JH 車를 이용할 

때는 _1:黨 U.J城을 넘어가는 지름길 (512번 지방도)을 이용해서 청주로 갈 수 있다. 

마을은 海싸: 500m 내외의 UJ地의 閒析유을 따라 280-300m r버度 L-_ 에 위치하 

며， 폐校狀으로 펼쳐지는 開析유을 따라 분리된 10호 남짓한 소규모 白然村 5개 

로 구성된다.5개의 틴然村은 약 500m 정도의 거리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閒析

유을 따라 흐르는 小河川을 이용한 水利는 양호한 편이나 地勢의 제약으로 논보 

다는 밭의 비율이 높다. 排地寢理는 되지 않았고 삐料때를 이용한 階段Á 논과 

밭이 料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0년 현재 뿔家 40가구， J f-: l뿔家 8가구로 구성된다. 조사된 非뿔家 6가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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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는 농업에서 隱退한 가구이고 1가구는 E쓸業勞動을 하는 가구이다.4가구가 

移住家 1I 이나 이들은 모두 述難民으로 정착한 가구로서， 이중 2가구는 i司熾으로 

脫뿔한 非뿔家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은 없고 l뿔外就業 非뿔家도 없 

는 지역이다. 

2) 농가인구구조 

화창리의 농가인구구조(그림 5-7)는 인구이출이 극심했던 농촌지역의 전형적 

인 인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손실과 함께 양적으로도 빈약한 구조적 

특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따라서 농가당 농업종사자수가 1.74명에 불과하다. 교통 

이 불편해서 농외취업에 따른 노동력의 손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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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화창리의 농가인구구조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표 5-24)에서 고령 경영주의 비율이 아주 높기 때문 

에， 이들의 은퇴와 함께 농업이 쇠퇴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구이출과정에서 

잔류한 40대 경영주가 화창리의 농업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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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4> 화창리 농가경영주의 특성 

연령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남 1 8 7 12 1 30 
여 1 3 1 5 

무학 2 2 12 
국졸 4 5 

6 
19 

중졸 9 2 
2 

JlξEξ 
2 2 

대졸 

전업 8 13 2 32 
1겸 7 2 3 
2겸 

계 1 9 7 15 2 35 
*자료 : 현지조사 

3) 경영규모 

전작지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균소유면적은 2101평으로 사례지역 중에서는 

넓은 편이다. 그러나 전국 평균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며， 농가간 분포도 불균등 

하다(표 5-25). 1500평 이하의 영세농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중대농의 비율도 타 

사례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표5-25> 화창리 농가의 농지소유 및 경영규모 단위:평，가구 

와경r 0 o - 1500- 3000- 45어-
6000이상 계 1500 3000 4500 6000 

0 1 2 
o -1500 9 5 1 2 17 

1500-3000 6 8 

3000-4500 1 1 4 
4500-6000 2 2 
6000 이상 2 2 

계 11 12 3 7 2 35 
*자료 :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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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출과정에서 임대농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력 이용이 유리한 

4，50대 경영주를 중심으로 임차를 통한 경작면적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경작면적 

의 확대는 영세농층에서 가장 활발하다. 

4) 작물결합체계 

화창리의 작물결합체계(표 5-26)는 벼를 기본으로 다양한 밭작물이 결합하고 

있다. 경영주 연령에 따라 밭작물의 선태이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노년층에 

서는 전통적인 자급용 밭작물을 주로 선택하는데 비하여， 장년층에서는 담배， 배 

추 등 노동집약적인 대신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선택하고 있다. 

<표5-26> 화창리의 작물결합체계 

작T물 작물결합체계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 경영주 학력 

전업 겸업 30대 40대 50대 6'70대 국졸 중졸 고졸이상 

1 
벼 2 3 1 4 5 
담 배 1 
벼+고추 7 6 7 

2 벼+담배 7 3 3 5 1 
벼+인삼 2 2 1 
벼+고추+콩 4 4 4 

3 
벼+콩+담배 5 3 2 5 
벼+고추+배추 1 1 1 
벼+담배+배추 3 1 2 3 
농가 계 32 3 2 9 7 17 31 2 2 

*자료 : 현지조사 

산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작의 경영규모가 작고 대신 다양한 전작물이 환 

금작물로 재배된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은 밭작물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크기 

때문에， 노동력구조가 취약한 이 지역에서 환금작물 재배가 확대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35농가중 1농가를 제외하고는 미작을 하고 있으나 재배면적은 산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월룡리와 함께 가장 소규모이다. 고추， 콩 등 밭작물의 재배면 

적도 자급수준을 넘는 것이어서 일부 판매용 작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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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가의 절반이 참여하는 담배가 가장 중요한 환금작물이다. 극심한 인 

구이출과정에서 잔류한 소수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노동집약적인 담 

배 재배가 2000평 이상의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노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서 일용고용 노동력을 이용해서 재배된다. 근래 수매가가 동결되고 노동비 

지출이 많아서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노동력 수요가 작은 고 

추， 콩 등의 재배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장년층 농가에서는 최근 고냉지 배추 

재배로의 전환을 계획하는 농가가 많다. 고냉지 배추는 내륙 산간지대의 기후조 

건을 활용할 수 있고 근래 도로 포장율의 제고로 도시시장으로의 접근성이 개선 

됨으로써 동부 산지의 낭성， 미원면을 중심으로 행정당국에서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작물이다. 담배의 수익성 저하와 맞물려서 재배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농가가 많다. 그러나 현재 노동력 조 

달의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화창리의 농업형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화창리는 농가와 인구가 모두 급감하는 농촌으로 농가의 노동력 구조가 취약하 

며， 산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전작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접근성이 불 

리해서 겸업에 의한 노동력 손실은 없다. 결국 화창리에서는 인구유출에 따른 노 

동력 부족과 산지라는 자연적 제약속에 미작과 전작이 결합된 전통적인 농업형 

태가 유지·존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C2형 (인구급감 - 농가감소형 ) 농촌 : * It~ ïffi JJ 龍里

1) 지리적 특성 

月龍里는 청주시 중심부에서 펴練距離로는 약 20km 동쪽에 위치하지만 실제 

거리는 38km 정도 떨어져 있다. 시내버스가 하루 10회 운행하는데 불과하고 주 

요도로에서 벗어나 있는 점에서， 화창리와 함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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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을 통과하는 체道가 포장됨으로써 乘}궈車 이용과 農l奎物 出倚는 편리해 

졌다. 

IJJ地 사이의 漢유을 따라 260-280m ì힘度에 마을과 경지가 분포하고， 小村의 

형태로 넓게 분산되어 있다. 마을 남쪽을 흐르는 米院川 (1뱅大川)을 따라 소규모 

의 패積地가 있으나 山地 末端꼼1)의 %앓料 i팝i 이 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밭의 비율이 높고 初地響理는 되어있지 않다. 

1990년 현재 뿔家 66가구와 非뿔家 6가구로 구성된다. 조사된 非뿔家 4가구는 

모두 I司熾으로 脫農한 가구였다. 농가든 非農家든 조사 가구중에 移fl::家 11 는 없 

었다. 즉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은 없는 지역이다. 

-농업 

듣콜 농외취업 

관펙학생 

E그무직 

남 이 

30 20 10 10 20 30 

<그림 5-8> 월룡리 의 농가인구구조 

2) 농업노동력 

월룡리의 농가인구구조(그림 5-8)는 부분이출이 활발했던 농촌지역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청·장년층의 손실이 40대 후반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당 

농엽종사자수는 1.75명에 불과하다. 

농외취업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1종 겸업농가의 주부로서 농 

업에도 동시에 참여한다. 따라서 겸엽에 의한 농엽노동력의 손실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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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편이다.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표 5-27)에서 60대 이상 고령 경영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은 농업의 장래에 취약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40대 경영주 

의 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의 농업이 급속도로 쇠퇴할 것 같지는 않 

다. 겸업의 기회가 제한적일 때， 농촌에 잔류한 농민은 적극적인 영농으로 농업 

소득의 향상을 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5-27> 월룡리 농가경영주의 특성 

연령 20-29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계 

Ln1- 2 11 16 14 3 46 
여 1 2 

무학 2 12 
국졸 9 15 

9 
1 29 

걷:zr듣 :ζr 

1 2 
4 

5 
고졸 2 2 
대졸 

전업 11 11 13 3 39 
1 겸 5 2 9 
2겸 

계 2 12 16 15 3 48 
*자료 : 현지조사 

3) 경영규모 

월룡리 농가의 평균 소유면적은 2013평으로 사례지역 중에서는 넓은 편이다. 

이는 전작지대의 특성을 반영한다. 농가간 소유규모는 사례지역중 가장 균등하다 

(표 5-28). 화창리와 마찬가지로 이출과정에서 임대농지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4，50대 경영주를 중심으로 임차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작규모에서 

는 영세농의 비율이 사례지역 가운데 가장 낮다. 영세농 계층에서 임차가 활발하 

게 이루어진 화창리와는 달리， 월룡리에서는 소농 계층에서도 임차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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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8> 월룡리 농가의 농지소유 및 경영규모 단위:평，가구 

과경t 0 o - 1500- 3000- 4500-
6000이상 계 1500 3000 4밍O 6000 

0 2 2 
o -1500 5 8 3 16 

1500-3000 13 6 20 
3000-4500 6 4 10 
4500-6000 
6000 이상 

계 5 23 15 5 48 
*자료 : 현지조사 

4) 작물결합체계 

월룡리의 작물결합체계(표 5-29)도 벼를 기본으로 밭작물이 결합하는 전통적 

인 작물결합체계가 기본이다. 

4농가를 제외한 44농가에서 미작을 하고 있으나 재배규모는 가장 작다. 대신 

고추， 콩 등 전작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고 재배면적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여성 노동력의 농외취업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담배 재배 

농가가 고추， 콩， 깨 등의 재배로 전환되어 담배 재배 농가수가 축소되었다. 화창 

리와 마찬가지로 근래 고냉지 배추가 도입되어 앞으로 재배가 확대될 전망이며， 

현단계에서도 가장 대규모로 배추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창리와 극히 유사한 

작물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전작물에서 화창리가 담배의 비중이 큰 반면， 월룡리 

는 담배외 노동력 수요가 보다 작은 고추， 콩 등의 전작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 

다. 이는 여성 노동력의 겸업에 의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의 결과이다. 동시 

에 노동력이 있는 농가에서 담배대신 고냉지 배추로 전환한 것이 담배 재배 농 

가가 줄어든 배경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월룡리의 농업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룡리 

는 농가인구의 급격한 부분이출이 진행되는 지역이므로 노동력의 고령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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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9> 월룡리의 작물결합체계 

작τ물- 작물결합체계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 경영주 학력 

전업 겸업 30대 40대 50대 6.70대 국졸 중졸 고졸이상 

벼 2 1 1 1 2 
-ξ「

벼+깨 
벼+콩 6 2 5 7 

2 
벼+담배 6 4 3 7 
벼+배추 2 2 2 1 2 
고추+콩 2 1 2 
깨+배추 1 1 
벼+고추+깨 8 7 8 
벼+고추+콩 4 3 2 4 5 1 

3 벼+깨+콩 1 
벼+고추+담배 4 3 4 
벼+고추+배추 2 2 
농가 계 39 9 2 12 16 18 41 5 2 

*자료 : 현지조사 

두드러진다. 화창리와 마찬가지로 산지농업의 특색을 보여준다. 월룡리의 농업형 

태도 전반적으로 화창리와 유사한 형태로 전작의 비중이 큰 전통적인 농업형태 

라고 할 수 있다. 

2. 뽑業形龍의 構成要素 分析

(1) l:地保有形態

1) 1:地所有의 多樣化

사례지역의 토지소유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 때펄務所에서 작성한 行l政資

料를 이용해서 토지소유관계를 파악하였다. 

7개 사례지역 모두에서 예상과는 달리 外池人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이 때積 

基準 20-35% 水準으로 과히 높지 않았다. 그것도 대부분이 사례지역에 살다가 

離村한 사람이나 일찌기 部分離出한 사람이 相績 받은 토지였다. 즉 緣故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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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地)、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은 극히 낮았다17). 이는 청원군 사례지역의 上地市

;핑에 관한 한， 都市資本의 유입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자료의 제약으 

로 외지인 휩所有王가 감추어진 점 18)이 없지 않겠지만， 접근성이 양호한 도시주 

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지시장으로의 都市資本流入이 많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都市資本의 }강資對象이 되는 농촌토지는 상대 

적으로 1+J途轉換이 쉬운 林野나 밭에 집중19)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례지역의 士

J-m構JP<:에서 投資對象 토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사례지역 중 林野나 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접근성의 不利로 都市開發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투자 

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도시개발의 기대가 높은 지역은 純對農

地나 牛.摩.綠地로서 士地利f덤 規制가 심하다. 따라서 앞으로 準뿔林地域으로 지정 

되어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사례지역에서도 도시자본의 유입이 확 

대될 가능성은 있다. 둘째， 도시자본의 유입이 주로 投機폐 I떼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청원군은 활발한 士地投機의 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원군의 뼈部로 京쏠高速鐵道가 통과하고 이를 배경으로 [業國Jtt!.와 新협|‘ 

市 건설이 계획되고 있으나， 士地去來 許可制나 不動l뿔 펄名制 등 投機柳制策이 

준비·시행되는 현재의 不動盧 m쩍 여건에서는 投機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 

는 않았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앞으로도 外地人에 의한 토지의 소유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I~ï쉰}체邊地域에서 投機에 의한 토지소유는 토지이용에 대한 不院寶'~I::과 그 

에 따른 不꽃定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7개 사례지역 모두 大都市 周邊地域과 비 

17) 7-15%의 범위로 사례지역간 큰 차이가 없고 뚜렷한 패턴도 보이지 않는다. 

18) 이러한 현상은 서울주변 농촌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이정훈， 1994). 

19) 빠市住民의 l딸村土地 PJí-有던的은 營많이 아니기 때문에 많業們따가 높은 토지보다는 많地 

에서 他JIJ途로의 土地l博換이 상대적으로 쉬운 토지에 투자가 집중된다. 도시주민의 토지소 

유비율이 높은 쉽1f1~關에서도 따途i博換에 제약이 많은 논은 外地人에 의한 所-有比흰이 극 

히 낯다(이용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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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할 때， 투기에 의한 토지소유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자료의 성격상 필所有￡ 

가 감추어 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더 라도， 이 점 은 大都市 }폐邊地域과는 구분되 

는 특색이라 할 수 있다. 移住家口도 쥔쫓農 목적의 移住2이가 아니면 農JtB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즉 청주시 주변지역은 도시주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都市資本이나 도시주민의 유입에 의한 토지소유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士地所有樞 變動에 따른 士地利패의 不安定이 現‘段階에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 排地의 t풋贊{품 

CD 처fJ;也保有形態 

사례지역의 排地保有形態別 農家分布(표 5-30)를 보면 지역의 성격에 따른 차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분포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덕촌리의 되 f'p農 비율이 他地域에 비해 훨씬 높다. 덕촌리는 이론적 유 

형구분에서 농업의 生存力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이다. 실제로 집약적 

인 상엽적 농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덕촌리 농민은 임차 

에 의한 경작규모의 확대보다는 경지의 집약적인 이용을 통해서 농업소득의 향 

상을 도모했기 때문에 자작농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월룡리와 화창리는 딩까응갖훌 첼{뿜뿔 비율이 특별히 높다. 그 이유는 사례 

지역 모두에서 外地A의 토지소유가 작은 것을 감안할 때 훨贊農i也의 1:供給者

는 在村 脫뿔:L'Ih王와 離村民들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人 1-1 移出이 극심했던 이 

지역에서， 離村民이 내놓은 땅이 웰貨뿔地로 충분히 供給됨으로써 이 지역 농민 

의 다 fl-:~It 1꽃:1갑뿔 비율을 높일 수 있었다. 

20) 德村민를 제외한 지역의 營앓텀的 移件:E\:;은 水沒民이거나 移住年代가 오래된 농민이다. 이 
들은 대부분이 인근 마을의 無土地잃이 1960년대 말 인구이출과정에서 매각된 토지플 구입 

하여 정착한 경우이다. 덕촌리에서는 路많이나 파쐐國활뜰 위해 경험과 자본을 가진 농민 

이 1970년대말-1980년대초에 이주한 사례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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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0> 경지보유형태별 농가수 

사례지역 창 석화 가마 파，L 르 ï르 덕촌 화창 월룡 

자/임대농 
2 4 4 2 

(3.6) (5.6) (3.1) (5.7) 

자작농 
17 29 26 38 96 11 15 

(58.6) (51.8) (53.1) (52.8) (74.4) (31 .4) (31.3) 

자/임차농 
6 14 13 24 18 20 31 

(20.7) (25.0) (26.5) (33.3) 04.0) (57.1) (64.6) 

임차농 
6 11 10 6 11 2 2 

(20.7) 09.6) (20.4) (8.3) (8.5) (5.7) (4.2) 

계 
29 56 49 72 129 35 48 

(00) 000) (00) (00) (00) (00) (00) 

*자료 : 현지조사 

셋째， 純伴 뤘-借農 즉 소유경지가 없는 농가의 비율은 청주시로부터 人口유 

입이 많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지역 들은 양호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農業地域에서 非農業Á[J 의 居住地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는 지역， 즉 도시화·교 

외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이다. 이 과정에서 在村通勳者가 발생함으로써 離

村民이나 I뢰熾 隱退 農民外 추가적인 貨짤뿔地 供給者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한 通勳으로 農外就菜이 가능해서 離村이 억제되고 있던 껏~J-Jm뿔21)이， J1 fl십:뿔 

地의 확보 가능성이 커지면서 웰~ {ì품앓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貨f갑初J~ 

의 규모가 작은 純뽑 貨借뿔은 기왕의 뿔外就業-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 ff-짤地王의 類型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모든 사례지역에서 無緣故 外地人에 의한 토지소유 

비율이 낮기 때문에， 각 사례지역의 *井件 i面積-에서 f줍f합뿔~1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사례연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5-31>은 각 사례지역의 첼借뿔地를 첼貨地￡ 類型에 따라 구분한 것이 

21) 깜땀앓으로 전환된 無土地뿔은 대부분 零細民이다. 도시에서의 就業도 非公式部門에의 취 

업이나 不꽃定한 힘떠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通動이 가능할 경우 굳이 定품費用을 감수하 

면서(능력도 없었지만) 離村할 필요가 없다.(爾，1탐펀 주민과의 대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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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在村地王22)가 貨합하는 뿔地의 비율이 가마리에서 특히 높고 석화리에 

서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 지역의 在村地王는 i버熾으로 l젤退 또는 脫뿔했거나 뿔 

外就業으로 脫뿔한 경우 혹은 勞動力에 비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 所有

排J;也의 일부를 첼貨한 경우이다. 뿔業勞動力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농민의 은퇴시 

기가 늦추어지기 때문에， 高廠으로 脫뿔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농외 

취업에 의한 脫뿔이 在村地조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청주시 

와의 양호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뿔外就꽃이 유리하고， 脫뿔을 하더라도 離村하지 

않고 在村 通勳이 가능했던 가마리와 석화리에서 在村地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이는 이 지역의 非뿔家人 1-1 증가가 在村 脫뿔에 의해 ￡ 

導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제5장 1절 참조) . 

<표5-31> 임차농지의 임대지주 유형별 분포 단위 : 평 

사례지역 창 석화 가마 으(- 료 -1; 덕촌 화창 월룡 

국유지 
14800 
(21.6) 

재촌지주 
5900 13500 17900 17300 20800 10600 15100 

(23.3) (38.4) (45.2) (31 .1 ) (30.4) (32.8) (32.6) 

이촌지주 
11700 12400 13100 29600 26500 20450 28050 
(46.2) (35.2) (33 .1 ) (53.2) (38.7) (63.2) (60.6) 

외 지 인 
7700 9300 8600 8700 6300 1300 3100 

(30.4) (26.4) (21.7) (15.6) (9.2) (4.0) (6.7) 

계 25300 35200 39600 55600 68400 32350 46250 

*자료 : 현지조사 

둘째， 離村J;tß王의 비율은 뿔家쉽;減J;tß域인 화창리와 창리에서 높다. 이들은 농 

가인구 유출이 심했던 지역에서 所有 L地를 줍去IJ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고 離村

22) 在村地 l즈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주플 의미한다. 동일한 iLÆrn는 같은 마을로 간주하 

였다. 離村地主는 같은 마을에 살다가 離村했거나 離村民의 토지플 써織한 了-女플 의1]1 하 

며， 外地人은 마을과 ~故가 없는 外地 사람으로 잃村 上地市場에 XI~市 fi木이 유입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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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그 토지가 再貨합된 경우이다. 협1)市化가 진행되는 창리에서 離村地王의 

비율이 높은 것은 大都市 近했뿔村과 구별될 수 있는 특색이다. 창리의 경우， 離

村地￡의 비율이 높은 것은 대도시 근교농촌과는 달리 離村時에 士地賣買가 활 

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가유출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우록리와 월룡리에서도 

離村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지역들에서는 外地人에 의한 土地합入이 

거의 없고， 殘핍農民의 士地購入能力도 약해서 짧t村民이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外地人에 의한 貨쩔의 비중은 창리와 석화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다. 창리와 석화리는 많開發地域이 인접해 있어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外地人 토지소유 비율이 높은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接

憶!m域으로서 Jþ뿔λ‘ IJ 가 많은 가마리의 경우， 그린벨트가 아니었다면 外地人의 

士地所有와 따라서 外地人 뚫짤의 비중이 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덕촌리에서는 때有地의 첼借比率이 높은데 이는 願農家가 떠料我 

培를 목적으로 美빼川 河川폈地를 貨f곱한 결과이다. 

@1풋貨f품 피U I많과 貨f곱料 

人 n移w에 의한 노동력의 감소로 貨贊借關係에서 f표-貨J也主보다 품f품뿔民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以前의 地王-小作關係와는 다른 

점이다. 사례지역 모두에서 대부분의 경우 뀐倍料率이나 貨倍찌j倒 결정에 貨借뿔 

民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在村地王 혹은 離村地王가 흙貨地王일 경우， 

첼借행IJ I버은 대부분 無WJI파 혹은 토지가 팔릴 때까지로 정해져 있다. 토지의 매매 

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23)에서 士Jm혈페까지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無채'J r~N 이 

나 마찬가지다. 外地人 똘資地主의 경우도 貨借WJ間이 따로 정해진 경우는 드물 

다. 그들도 재산보유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만큼 市場價備가 상승할 때까지는 

23) 많地헐買에 관한 항목이 조사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는 극소수였다. 

|떠腦꽉의 말에 의하면 농지의 매매는 극히 드물지만 名義를 빌려주는 식으로 감추어진 매 

매는 존재한다. 이경우 매각한 농민이 계속 경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이 

웃도 매매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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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보유할 것이고， 그동안은 脫金 문제 등으로 休初地로 ;放圖:하기 보다는 貨貨

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매매가 활발하지 않고 농업노동력이 부족한 상 

황에서， 勞動力이 확보될 경우 貨借뿔民은보다 쉽고 유리한 조건으로 貨핍뿔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조사지역을 통해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이 설·借料率에도 반영되어 원一f곱農~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 밭 

은 한 마지기 (200-300평)당 4만-10만원의 定願制가 보편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재배에 이용될 때 임차료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드문 경우지만 세 

금회피 목적으로 무료로 임대되는 사례도 있었다. 논은 대체로 現物로 쑤分하는 

것이 일반적인 貨借料率이었다. 혹은 離村地王나 外地人 地王의 경우 짝’뿔費 계 

산이 어렵기 때문에， 營農費를 貨倍뿔民이 부담하는 대신 논 200평당 쌀1가마나 

이에 相應하는 現金으로 훨f곱料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貨

借料는 생산량의 30% 수준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래 ?i f갑料率.이 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24). 貨貨借 첫約이 대부분 11 팽첫約으로 정해지는 만큼， 뤘핍料率이 

X害J::.으로 明示되는 관행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3) 뿔家의 經營視模

체:地所有채模別 農家數 分布(표 5-32)에서 소유경지의 규모가 零mlU하다는 점 

은 보편적이다. 사례지역 모두에서 平均 所有때積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례지역간 몇가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1500평 (0.5ha)이하의 경지를 소유한 零쩌111뿔의 비율은 非뿔家人 11 가 증가 

하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이 지역은 양호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청주시로 

의 通勳25)이 가능해서 소유경지가 없는 농가나 零쩌11뿔의 移出이 억제될 수 있었 

24) 덮짤 1:와 뤘땀人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ff‘ f퓨 rl 츄〈 결정에 큰 문제는 없디 따라 

서 서로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J)I1 減이 있다. 예플 둡어 離村 T女로부터의 Z흐4?을 기대할 

수 없는 高剛 脫많民의 농지를 임대했을 경우는 원借*;1-뜰 좀 더 많이 지불하기도 한다. 離

村地낀의 경우는 반대로 뒀借料가 낮아지고 있다. 자신의 고향에서 F? 1암많R:을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헬tlJ이 되지 않는한 돼地 과民의 입장이 강화된다. 

25) 깎쩨l많은 대부분 청주시 쨌動市場에서 일자리룹 구하였다. 따라서 +갖Æ한 Jiît業 jlx態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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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우기 離村民과 外地A 地王에 의한 貨貨農地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 

여 현지 농민이 貨借農化 하는데 유리했고， 이것이 이 지역에서 零細農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특히 창리의 경우， 士地轉換으로 親地基盤이 축 

소된 것이 零細農의 비율을 높인 주요 요인이 되었다. 농업의 生存力이 가장 강 

한 덕촌리에서 소유경지가 없는 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創料作物 我培가 

결부되지 않은 專業 좁塵農家 때문이다. 농가유출이 극심했던 화창리의 零細農

비율이 높은 것은 山地에 위치하여 애초에 排地基盤이 협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5-32> 경 지 규모별 농가수 

경지규모 창 석화 가마 으r 료 -1L 덕촌 화창 

6 11 10 8 21 2 
(4.2 2) 0 

(20.7) (19.6) (20.4) (1l.1) (16.3) (5.7) 
12 20 19 15 37 17 16 I 

o -1500평 (4l.4) (35.7) (38.8) (20.8) (28.7) (48.6) (33.3) I 
8 19 14 31 42 8 20 

1500-3000평 (27.6) (33.9) (28.6) (43.l) (32.6) (22.9) (4l.7) 
2 4 4 13 16 4 10 

3000-4500평 (6.9) (7.l) (8.2) (18.l) (12.4) (1l.4) (20.8) 
1 2 3 6 2 

4500-6000평 (3.4) (1 .8) (4.l) (4.2) (4.7) (5.7) 

6000평이상 
1 2 7 2 

(1.8) (2.8) (5.4) (5.7) 

계 
29 56 49 72 129 35 4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현지조사 

둘째， 4500평 이상을 소유한 中大뿔은 전체적으로 極少數이나 비율로 볼 때 

우록리， 덕촌리， 화창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화창리는 田作地帶의 특성을 반영하 

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덕촌리와 우록라는 상대적으로 강한 농엽 생존력을 반영 

한다. 특히 덕촌리는 零細農의 비율과 中大뿔의 비율이 모두 높아서 경지소유분 

포에서 兩極化 경향을 보인다. 소유규모의 不利를 集約的인 토지이용으로 극복한 

굳이 離村할 필요가 없었다(각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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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零*111뿔이 다수 존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이것은 덕촌리의 강한 농업 

생존력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사례지역 모두에서 경지규모가 零*111한 것과 앞에서 이야기한 離村地￡의 비 

율이 높은 것을 결합하면， 사례지역의 경우 敵村을 하더라도 경지의 매매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1:地去來가 활발한 太都市 周邊뿔村地 

域과 달리， 청원군의 경우는 협1)市資本의 유입이 제한적인 가운데 現地 뿔民의 L 

地購入能力도 낮아서 離村을 하더라도 토지의 매매가 거의 없고 대신 貨짤뿔地 

化 하는 현상이 광범하게 진행되는 것이 특정이다. 

*井 fF illî積:짧模別 分布(표5-33)를 보면， 경지규모 분포에 비하여서는 .L向된 규 

모를 보이지만 여전히 小뿔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찮倍를 통한 

初作꽤模의 }廣人過챈에서 사례지역간 차이가 있다. 

<표5-33> 경 작규모별 농가수 

경작규모 창 석화 가마 으r- 르 -르1 덕촌 화창 월룡 

4 10 
0 (5.6) (7.8) 

13 23 18 10 37 11 5 
0-1500평 (44.8) (41 .1) (36.7) (13.9) (28.7) (31 .4) (10.4) 

9 23 19 28 40 12 23 
1500-3000평 (31.0) (41.1) (38.8) (38.9) (31.0) (34.3) (47.9) 

4 7 8 16 23 3 15 
3000-4500평 (13.8) (12.5) (16.3) (22.2) (17.8) (8.6) (31.3) 

2 1 3 9 8 7 5 
4500-6000평 (6.9) (1.8) (6.1) (12.5) (6.2) (20.0) (10.4) 

6000평이상 
1 2 1 5 11 2 

(3.4) (3.6) (2.0) (6.9) (8.5) (5.7) 

계 
29 56 49 72 129 35 4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현지조사 

첫째， 4500평 이상을 排件하는 中太뿔의 비율이 우록리， 화창리， 월룡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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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경지의 홉借가 소유경지가 없는 농가의 生計維持

目 l꺼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生l奎性 있는 親作規模 應保를 위한 적극적 

인 貨{품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1500평 이하를 경작하는 영세농은 非農家人口 증가지역과 덕촌리， 화창 

리에서 비율이 높다. 창， 석화， 가마리의 경우는 짧業農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 

이 있는 것 같다. 즉 鎭業農은 노동력의 이용면에서 농업에의 투입이 제한적인 

데다가， 뿔外所得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農業經營規模의 據大에 消、極的이다. 

덕촌리의 경우 경작규모면에서 零細農의 비율이 높은 것은 集約的인 營뿔을 통 

해 뿔業所得의 향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농민이 많기 때문이다. 화창리에서 경작 

규모가 零쐐11한 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체地基盤이 협소한 데다가 농가인구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경작규모 확대에 소극적이었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결국 짜業의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서는 l뿔外所得을 통한 農家所得의 향상을 

꾀하고， 商꽃化가 진전된 지역에서는 集約的인 商業마] 뿔業을 통해 소득향상을 

꾀한다고 할 때， 兩 條件이 모두 不利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貨倍에 의한 排fr:

規模의 擺太를 통해 農業所得의 증가를 도모한다. 이러한 차이가 사례지역 농가 

의 경작규모분포에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排地를 所有， 貨-借， 殺作하는 l뿔家의 平均面積을 비교하면 지역간 차 

이가 확인된다(표 5-34). 

<표5-34> 평균 소유，임차 및 경작규모 단위 : 평，()는 농가수 

사례지역 창 석화 가마 으(- 료 -1L 덕촌 화창 윌룡 

소 유 
1783 1718 1없4 2755 2669 2229 2100 
(23) (45) (39) (64) (108) (33) (46) 

임 차 
2108 1408 1722 1853 2359 1470 1402 
(12) (25) (23) (30) (29) (22) (33) 

켜。 작 
2286 2171 2276 3316 2958 2869 2976 
(29) (56) (49) (68) (119) (35) (48) 

*자료 :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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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均所有規模에서는 非뿔家人口의 流入·增加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차이가 인정된다. 창리는 토지전환으로 경지기반이 축소되어 평균소유규모가 

작은 것이 당연하나， 석화리와 가마리에서 토지전환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소유규모가 작은 것은 짧業을 통해 零*111뿔이 존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촌리의 平均貨借面積이 큰 것은 創料作物 我培를 위해 河川製地를 대규모 

로 貨:f밀:한 농가 때문이다. 월룡리와 화창리는 급격한 농가인구이출로 離村J也王에 

의해 많은 貨·貨農地가 제공되지만 質借뿔의 수도 또한 많아서 평균임차규모는 

크지 않다. 

平과I料{'F f힘積도 ÁI-=l增加地域이 훨씬 小規模이다. 이는 이 지역의 농업이 非

農家ÁI] 의 유입과 함께 縮小·養退하는 樣相을 반영한다. 集約化를 통한 생산능 

력 확대가 수반되지 않는 한， 농업에서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 

문이다. 화창리와 월룡리는 경작규모가 커지만 밭이 차지하는 비율26)이 높고 料

地가 좁은 漢삼을 따라 위치하기 때문에 農機械 이용에 제약이 많다. 機械化가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경작규모 확대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두 지역 모두 人 n急減地域임을 감안하면 경작면적규모가 큰 것은 상대적 

으로 조방적인 떠깜地帶의 특성으로 생각된다. 

(2) 勞動力 構造

1) 뿔業勞動力의 構造와 利댐形態 

갚월家의 줬動力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指웬는 각 뿔家에서 실제 농사에 참 

여하는 농업종사자수이다. 그러나 사례지역의 경우 經셀’J: 夫歸外에 다른 家族

이 원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뿔藥껴]에 가족중 學빛이나 뿔 

外就業者-가 週末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일손을 도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營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뿔家 家j深은 모든 농가에서 經-산l 1인 혹은 씬꽉’ 

26) 경지중 밭의 비율이 화창리는 52%, 월룡리는 53%로 청원꾼 평균을 훨씬 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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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夫歸 2인으로， 이러한 경향은 농가간 그리고 지역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5-35). 그러나 뿔家當 평균 농업종사자수에서는 지역간에 약간의 차이를 인 

정할 수 있다. 즉 우록리와 덕촌리의 농엽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 

다. 한 지역에서 농업노동력의 축소를 뿔家人口의 流出 또는 뿔外就業에 의한 것 

이라 한다면， 이 지역은 兩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창， 석화， 가마리는 農外就業에 의해 농업노동력이 작아졌고， 화창， 

월룡리는 人口流出에 의해 농업노동력이 축소된 지역이다. 

<표5-35> 농업 노동력의 연령별·성별 분포 

연령 20-29 30-39 40-49 

남 4 3 
창 

여 7 6 
Ln1- 5 9 

석화 
여 1 7 15 

L口1- 3 7 
가마 

여 5 13 

남 9 19 
」2l- 료 -;1 

여 14 17 

남 4 15 33 
덕촌 

여 28 32 

L口-l- 6 
화창 

여 3 6 

L口1- 6 
월룡 

여 4 

* 농가당 평균 농업종사자 수 
** 자료 : 현지조사 

50-59 

10 

9 

17 

13 

17 

14 

22 

19 

35 

39 

7 

5 

17 

17 

60-69 70이상 계 평균* 

7 25 

2 24 1.69 

15 5 51 

13 4 53 1.86 

10 6 43 

13 3 48 
1.86 

16 7 73 

27 11 78 

30 11 128 

28 7 134 2.03 

12 2 29 

17 1 32 1.74 

15 3 42 

20 42 
1.75 

l뿔;향챈，動力이 뿔lY~인 면에서 규모가 작을 뿐아니라， 年熾과 만別 구조에서도 

服弱센이 뚜렷이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I司熾化.!;(’|젠化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 110 -



특히 창리， 석화리， 가마리에서 3.40대 노동력의 Þ:맘化가 두드러진다. 이는 이 

지역이 짜業에 有利한 지역이어서 핍~11年層 男，~t勞動力은 뿔外就꽃을 하고， .~ι'lf1: 

勞動力이 주로 농사일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화창리와 월룡리에서는 연령구조상 농업노동력의 띔·熾化 현상이 뚜렷하다. 이 

지역은 급격한 인구이출이 있었던 지역으로 司jH:年層이 대량 移出하고 老年層이 

殘뽑한 결과이다. 

반면 우록리와 덕촌리는 장년층 노동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人 IJ

移出이 완만했고 愈業化도 덜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 지 

역이 뿔業勞動力의 構i원的 측면에서 농업기반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 

다. 그러나 이 지역도 30대 주룹(q=.層에서는 ~.싼化의 경향이 매우 강하다. 이것 역 

시 30대 男性 勞動力이 주로 뿔外就業을 한 결과이다. 이 점이 앞으로 이 지역 

농업 생존력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家;族勞動力이 고령화·여성화에 의해 服弱해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 

한 노동력의 펴혜達問趙가 대두된다. 전통적인 챙動力 交뺏uμ態인 두레는 이미 소 

멸했고， 품앗이도 쌓動力의 等핍交뺏이 가능한 뿔家|사]에만 l싸定的으로 存在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농가가 뿔藥때j에 日)，더닮~Hj 의 형태로 노동력을 조달하고 있다. 

노동력 조달의 대상에는 마을 주민도 포함27)된다.최근에는 젊은 零細뿔이 ff{갑를 

통해 처H/r: l설模를 확대하기 보다는 경작규모를 소규모로 유지하는 대신 원·金 뿔 

菜勞動者·化28)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이 농엽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밭작물의 경우 청주시의 中·老年 μ.'1센 섣動力29)이 주로 참여한다. 

27) 많家째표돼에 勞動力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품앗이와 유사하나 노동력의 交換이 아니라 참· 
重1; 뭔:에 따라 뤘金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8) 이들은 많閔;tt:JJ에는 청주시의 勞맺1;市場에 참여한다. 뒀·金랬動에 의한 수입이 웬:{片에 의한 

많業所-젠보다 유리한 것이 이들이 많業했맺ù을 통해 ~;캉化하는 배경이 된다(우록리 주민 

과의 면담 결과)， 

29) 청주시에서 조달되는 rl' ，老年 女11勞動力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윈다. 한 집단은 청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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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뿔家 經營王의 학력 별 分布

농업노동력의 構造的 측면 외에 農業勞動力의 質을 반영하는 經營포의 학력 

도 농업형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經營표i의 학력별 분포(표 5-36)를 보면 화창리와 월룡리에서 國쭈 以 f의 저 

학력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經營王의 年敵層이 70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저학력층의 비율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대신 施設l펴藝 같은 技術·資本集約的 뿔業의 도입에 학력수준이 상당한 관련 

이 있다는 연구결과(김기혁， 1984)로 미루어 볼 때， 高후 以」二 고학력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창리와 석화리에서 보다 적극적인 營뿔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 

나 실제로는 이 지역의 고학력층이 주로 術菜뿔家의 女’센E經 l;섣’王라는 점에서 적 

극적인 원뿔과 큰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뿔外就꽃을 통한 脫

뿔過젠.에서 첼貨나 賣買되지 않은 뿔JIJ2를 중심으로 소극적인 營뿔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5-36> 농가경영주 학력별 분포 

학 력 창 석화 가마 jL| 료 -，강 덕촌 화창 월룡 

2 1 3 
대 εEεE 

(4.1) 0 .4) (2.3) 
6 12 5 6 17 2 

(4 2 2) l 
Jl 을 :ζ줄 

(20.7) (21 .4) (10.2) (8.3) (13.2) (5.7) 
5 18 9 13 45 2 5 

드。죠 ξ Eξ 
07.2) (32.1) (18.4) (18.1) (34.9) (5.7) (10.4) 

국 졸 
11 18 24 35 45 19 29 

(37.9) (32.1 ) (49.0) (48.6) (34.9) (54.3) (60.4) 

무 학 
7 8 9 17 19 12 12 

(24.1) 04.3) (18.4) (23.6) 04.7) (34.3) (25.0) 
29 56 49 72 129 35 48 

계 (100) (100) (00) (00) (00) (00) (00) 

*자료 : 현지조사 

;흡쐐H民 家 11 로서 勞훨b市場을 통해 조달되고 디-른 한 집단은 참金獲得이 主目的이 아니고 

消 U 거리 내지 용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後者는 동네 老/\흰을 통해 구하며 

셨뒀·도 前춰·의 50-70% 수준이다(덕촌리 주민과의 대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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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덕촌리의 경우가 고학력 경영주와 관련해서 經營王 學力과 農業經營間

의 關聯性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덕촌리에서는 略뿔과 특히 施設國藝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물이 도입되고 있고， 이들의 도입에 고학력 경영주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덕촌리에서 播農이나 施設國藝의 초기 도입 

과정에서 뻐했f者의 역할을 한 사람이 뿔大를 졸업한 젊은 고학력층이었다는 사 

실은 농작물 선택과 학력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덕촌리의 경 

우 소수의 농민에 의해 일단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확대과정에서는 연령이나 학 

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젊고 학력이 높을 수록 낙농이나 시설 

원예의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아울러 현재의 연령이나 학력구조 못지 않게 도입 

당시의 연령， 학력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화창리와 월룡리에서 고학력 經營王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은 農村人 11 移出

의 選擇性을 반영하며， 가마리에서 고학력층과 함께 저학력층의 비율이 높은 것 

은 在村 脫뿔過程에서 뿔外就業이 어려웠던 저학력층이 계속 농엽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3) 삶業첼態 

협|‘市 j폐邊地帶 뿔村이 가지는 중요한 특색중의 하나가 愈菜뿔의 증가이다. 짜 

業은 뿔外所得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이것이 가능한 도시주변 

지대 농촌지역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專·鎬菜別 뿔家의 分布(표 5-37)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창리와 월룡리의 :專業農 비율이 극히 높게 나타난다. 이 두 지역은 

청주시와의 접근성이 가장 불리하고 在村 뿔外就業의 機팩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뿔外就業:은 곧 離村으로 연결되었고 이것이 이 지역의 인 

구가 쉽;減한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 지역에서는 뿔閒폐의 .H컨:[낀1 就꽃에 의한 

체·業도 이미 많은 인구가 이출했기 때문에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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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7> 전·겸 업 별 농가수 

사례지역 창 석화 가마 iL, 료 -1; 덕촌 화창 월룡 

전업농 
10 32 21 54 89 32 39 

(34.5) (57.1) (42.9) (75.0) (69.0) (91 .4) (8l.3) 

1종겸업 
6 7 6 8 23 3 9 

(20.7) (12.5) (12.2) (1l.1) (17.8) (8.6) (18.8) 

2종겸업 
13 17 22 10 17 

(44.8) (30.4) (44.9) (13.9) (13.2) 
29 56 49 72 129 35 4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현지조사 

둘째， 창리와 가마리에서 2종 鎭業農의 비율이 특히 높다. 이는 이 지역의 치흉 

業이 단순히 갚쓸家所得·의 보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脫農으로 이어 

지는 짜꽃임을 의미한다. 특히 창리는 도시화과정의 토지전환으로 親地基盤이 축 

소되어 농업이 零細l化하는 가운데， 2종 號業의 비율도 높아져서 빠른 속도로 농 

업이 解싼쁜되어 가고 있다. 이 지역은 모두 청주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子女世

代가 청주시에서 직장을 구한다면 굳이 離村할 필요가 없이 父 l표代의 l젤退·脫뿔 

때까지는 家 1] 員 짧業農家로 존속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차꽃뿔의 대다수가 家

11 따 짜꽃이고 현재 愈꽃農 經營王의 {~熾이 高熾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의 |繹退 H권뿔I'î에서 世代에 걸친 職業轉換을 통한 광범한 脫農이 이 지역에서 예 

상된다. 

셋째， 짜꽃l뿔의 비율이 중간적 수준에 있는 석화리의 경우， 뿔外所得·源과 관 

련해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항은 住힘의 첼?합J&入30)이다. 퓨1)分移出 家 1-' 員이 많 

은 농가에서 여유있는 방을 세줌으로써 주택의 임대가 주요한 농외 수입원이 되 

고 있다. 특히 청주시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세가 低蘭하여 원入者·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별도의 투자없이 안정적인 現金所得을 얻을 수 있 

는 방법이므로 특히 家 IJ 王가 高熾인 家 [1 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이럴 경우 

30) 住쉰의 f갖합플 통한 農外所·得의 획득은 希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충청북도 농수산 통계 

사무소 문의 결과). 따라서 석화리 專業짧 가운데는 실제로 f下.쉰의 貨-함를 통해 많外?Jr1~J. 

을 얻고 있는 127r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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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廠의 家 IJ主는 도시에 정착한 자녀와 합류하지 않고 殘핍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농촌에 남아 소극적으로 營뿔을 하기 때문에 석화리의 高廠 농민 비율이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석화리의 뿔家數가 유지되고， 住힘 初藥이 거의 

없는 가운데 家 1=1가 증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즉 창리와 같이 광범한 士地

轉換 없이 많存의 農家住힘을 이용해서 非農家人 IJ 가 유입하는 석화리와 같은 

마을에서는 住흰의 홉實所得이 農外所得 獲得에 큰 역할을 한다. 이는 農業勞動

力의 손실없이 뿔外所得·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넷째， 1종 操業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례지역에서는 1종 愈業의 대부분이 專

業에서 삶꽃을 거쳐 脫魔으로 연결되는 中|펌段階로서의 倫業이기 보다는 ·時 l진1 

으로 存縮하는 행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1종 차業의 대다수 

가 未婚의 딸이 취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과 함께 집을 떠나면 

다시 專:業뿔으로 回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월룡리와 덕촌리의 l종 했꽃은 결 

혼한 王歸의 ---時的 就業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웹業農으로 지속할 가 

능성이 있다. 덕촌리의 1종 愈業農 23가구중 17가구는 뿔家王歸가 인근 공장에 

時I해制로 취업한 경우이다.4가구는 대규모 路뿔家에서 뿔3원勞動力으로 일을 한 

다. 따라서 이들은 뿔緊뼈에는 쉽게 농업노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짜꽃에 

의한 농업노동력의 손실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월룡리는 취업의 불안정으로 1종 

겸업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3) 뿔菜生l쫓構退 

이 절에서는 각 사례지역에서 선택되는 까物과 이들의 結감關係를 분석하여， 

작물결합체계상에 나타나는 뿔業生J뿔構한의 지역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뿔1'r:物의 結合쁨:系 

사례지역에서 작물결합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작물은 벼를 중심으로 고추， 

깨(참깨， 들깨)， 콩(괄) 등의 밭작물로서， 이러한 밭작물은 거의 대부분이 되家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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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離村家族의 消費用이지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로 재배되는 경우는 드물다. 

換金까物로 주로 재배되는 田作物은 배추(무)와 담배이다. 각 농가 단위에서 작 

물의 결합은 다양한 組合으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상업적 농업으로는 施設農業과 

좁塵(懶뿔)이 이루어지며， 果樹農은 우록리의 한 家口 뿐이다. 사례지역의 주요 

農fF物의 結合{폈系를 살펴보면 두가지 형태의 작물결합체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꽤統的 米ff 혹은 米·田作 結合體系

지역간 비교를 위하여 다양한 작물의 결합을 단순화 시키면， 傳統的 뿔業生慶 

의 작물결합체계는 7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표 5-38). 

<표5-38> 전통적 농업 작물결합체계와 농가수 

작물결합 창 석화 가마 직，L 르 ïζ 덕촌 화창 월룡 

6 22 19 17 29 5 3 
벼 (20.7) (39.3) (38.8) (23.6) (22.5) 04.3) (6.3) 

6 8 3 14 11 7 8 
벼 +1전작물 (20.7) 04.3) (6.1) 09.4) (8.5) (20.0) 06.7) 

12 10 10 21 10 4 16 
벼 +2전작물 (41.4) 07.9) (20.4) (29.2) (7.8) 0 1.4) (33.3) 

10 9 7 
벼+담배 03.9) (25.7) 04.6) 

2 5 4 
벼+담배+전작 (2.8) 04.3) (8.3) I 

24 40 32 64 50 30 38 I 
소계(미작) (82.8) (71.4) (65.3) (88.9) (38.8) (85.7) (79.2) 

3 3 2 2 
전작물 00.3) (5.4) (4.l) (4.2) 

담 배 
1 

(2.9) 
27 43 34 64 50 31 40 

계 (93.l) (76.8) (69.4) (88.9) (38.8) (88.6) (83.3) 
*자료 : 현지조사 
*비율은 전체농가에 대한 비율 

1떠 fl:物은 고추， 깨， 콩 등의 밭작물중 하나가 결합된 작물결합체계를 의미하 

며， 21土Ifl=物은 이들중 2개의 작물이 결합된 것을 뜻한다. 다만 전작물만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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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담배재배와 결합한 경우에는 전작물의 개수를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담 

배를 따로 구분한 것은 위의 버作物이 주로 딩給씨으로 재배되는데 비하여 담배 

는 收뿔에 의해 全量 願賣되기 때문이다. 

지역별 비교에서 작물결합체계상에 나타난 생산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米폈과 찢類 재배라는 논의 二毛作과 덤給)펴 티]끼5 의 결합을 米찢을 위 

주로 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작물결합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물결합체계의 

原形이 ←二三g{'p 이 소멸한 가운데 남아 있는 형태가 덕촌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서 압도적이다. 이는 청원군이 도시주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二펀件의 소멸에 

따른 米까과 버{'f:의 결합， 혹은 米 rr- {'F이라는 전통적 작물결합체계가 여전히 청 
원군의 기본적인 작물결합체계로 존속함을 의미한다. 

둘째， 순수하게 米作만 하는 농가의 비율도 떠作地帶에 위치한 화창리와 월룡 

리 외에는 모두 높은 편이다. 米{'I-: 만 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은 농업노동력 

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米 탤作化 빼向을 반영한다. 

셋째， 1:B {'F物만을 재배하는 농가는 趣까뿔菜과 유사한 성격을 일부 가진다. 

월룡리의 2농가는 市場版헬를 목적으로 콩과 고추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이 

지만， 나머지 지역의 8농가는 모두 2종 練꽃뿔家의 1:歸가 300평 정도의 밭에서 

고추나 깨를 재배하는 농가이다. 이들은 생산물을 白家에서 소비하거나 일부 도 

시로 移出한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정도일 뿐， 농업이 생산활동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가지지 않는다. 

넷째， 우록， 화창， 월룡리에서는 담배가 換金件物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 전체적으로 米件과 山 {'F 이 결합된 전통적인 작물결합체계가 압도적인 가운데 

담배 재배농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 지역에서 담배가 거의 유일하게 상엽적 목 

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2) ~I~市近했뿔業的 結f￥댐쁨;系 

전통적 작물결합체계의 존속을 기본적으로 共有하면서， 일부 사례지역에서는 

생산물의 전량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이 결합된 협I~市近잣|‘뿔꽃I인J '~I: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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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작물결합체계가 分化되고 있다(표 5-39). 

<표5-39> 상업적 농업 작물결합체계와 농가수 

작물결합 창 석화 가마 직，L 료 --，츠 덕촌 화창 월룡 

8 2 8 4 
벼+배추 (3.4) (14.3) (4.1) (1.4) (6.2) (2.9) (8.3) 

3 2 
벼+배추+담배 (8.6) (4.2) 

26 
벼+시설 (1 .8) (2.0) (20.2) 

9 
벼+시설+배추 (7.0) 

9 
벼+비육우+전작 (18.4) 

벼+비육우+배추 (2.0) 
1 2 

벼+비육우(사료) (1.8) (2.8) 
5 

벼+젖소(사료) (3.9) 

벼+젖소+전작 
1 

(0.8) 
2 

벼+젖소+시설 (1 .6) 
1 10 13 3 51 4 6 

소계(미작) (3.4) (17.9) (26.5) (4.2) (39.5) (11.4) (12.5) 
1 2 2 3 2 

2.ζ「 (3.4) (3.6) (4.1) (2.3) (4.2) 
10 

시 설 (7.8) 
1 

과 수 (1.4) 
4 

비|τ 。r-o「 (5.6) 
15 

젖 소(사료) (11.6) 
2 12 15 8 79 4 8 

계 (6.9) (21 .4) (30.6) (11.1) (61.2) (11.4) (16.7) 
*자료 : 현지조사 

사례지역에서 순수하게 市場R反賣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은 배추재배， 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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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텔!藝， 없樹， )m 肉끽二 創育， ~絡뿔 등이다. 이러한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지는 정도 

와 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商뿔的 뿔業이 이루어지는 정도에서 지역간 차이가 뚜렷하다. 덕촌리에 

서 도시근교농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석화리 가마리에서 그러한 경 

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미약하고 특히 창리에서 

는 상업적 농업의 성격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商菜的 뿔業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덕촌리에서는 收益싼이 크 

면서 技術과 資本을 요하는 뻐設뿔業과 願뿔이 중심인 반면에 他J펜域에서는 채 

소(배추)의 露t1꾀我培와 )JE肉牛 創럼.이 중심이 된다. 

셋째， 덕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례지역에서 상업적 농업은 미약한 편이다. 

그리고 상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해도 거의가 미작과 결합된 작물결합체계를 

보인다. 즉 專門化된 商業的 農菜은 그 비중이 극히 낮다. 都市近쩨 商꽃I인J 1뿔뿔 

의 특색을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덕촌리에서도 專門化된 상엽적 농업보다 

는 米作과 商菜l얀1 fl~物의 재배가 결합된 형태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收益’|샌이 높은 略뿔은 專門化의 정도가 보다 크다. 

이상에서 뿔作物의 結f￥셈뱉系로 볼 때， 청원군 사례지역의 경우 米fF이 농엽생 

산구조의 핵심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f입끼:J따帶로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 농촌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결과로 널리 나타나 

고 있는 米 t，윈YI~化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米찢 二핀fr:에 뎌給JH 山 fF 이 

결합된 f괜統I'B 딩給I꺼인 작물결합체계가 二毛件이 소멸된 상태로 존속하는 점도 

일반 농촌의 생산구조상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共有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부 

분적으로는 사례지역간 작물결합체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덕촌리를 중심으 

로 따設뿔 I향과 略뿔을 중심으로 상엽적 농엽이 확대되고， 석화리， 가마리에서도 

일부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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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판매액 규모 

농업생산의 상업화 정도가 농촌의 변화를 드러내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 액31) 규모를 분석 해 보았다. 

농산물 판매액별 농가수 분포(표 5-4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표5-40> 농산물의 판매 액 별 농가수 

판매액 창 석화 가마 직，L료 -1L E-1} 효 '-느 화창 월룡 

0 4 3 
0- 200만원 12 24 20 15 18 15 19 

200- 500만원 11 24 24 40 38 10 21 
500-1000만원 2 3 3 13 35 9 8 
1000-2000만원 2 2 19 
2000-3000만원 1 2 5 
3000만원이상 14 

계 29 56 49 72 129 35 
」←← ~-----듬 

*자료 : 현지조사 

첫째， 창， 석화， 가마리와 월룡리에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농가의 

비율이 극히 높다. 이는 이 지역에서 미작과 전작의 결합외에 뚜렷하게 상업적 

작물이 결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석화리와 가마리에서 극소수이기는 

하나 1000만원 이상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음으로써 극히 일부에서 상 

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록리와 화창리에서 농업소득이 위의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 

다. 농작물 결합체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지역의 농업소득이 

높은 것은 경작규모의 확대 및 전작물의 재배 면적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록리의 경우 농산물 판매액이 높은 것은 평야농촌으로 미작의 규모가 크고， 일 

부 농가에서 과수， 비육우， 담배 등을 통해 상업화를 시도한 결과이다. 농가인구 

31) 조사과정에서 각 많앓物의 ~R헐문1:과 ~N헐짧'i에 대한 提報者의 應答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版헐뭔과 비교하여 吸합微의 차이가 심할 경우 같은 마을내 f띠 f원춘삐챔·의 應~~한을 고려하여 

일부 {I젖II~하였으나 가급적 f뭔報者·의 응답내용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실제 HtiZ헐찜Fí과 

는 i짧첼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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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한 상황에서 특별히 太家j짜이 아니면， 300평 이상의 벼를 재배할 때 판매 

여력을 가질 수 있다. 더우기 收買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 

문에 벼도 식량작물 보다는 판매용 작물의 의미를 크게 가진다. 따라서 *f'r:의 

규모가 크면， 특별한 상엽적 작물의 재배 없이도 농산물 판매수입이 높아질 수 

있다.그리고 화창리의 경우는 주로 대규모의 담배재배를 통한 농산물 판매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작물결합체계의 면에서 도시근교농업적 성격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었던 

덕촌리에서 단연 농산물 판매소득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사례지역중 유일하게 

3000만원 이상 판매소득을 올린 농가가 14농가나 된다. 

3000만원 이상의 판매수입을 올린 14농가는 모두 대규모 전업농가이다. 이중 

낙농 전업농가가 5농가， 미작과 낙농이 결합된 농가가 3농가， 미작과 시설농업이 

결합된 농가가 4농가， 미작과 시설농업， 낙농이 모두 결합된 농가가 2농가이다. 

그리고 이 농가들의 경영주 학력도 대졸이 3명， 고졸이 11명으로 모두 고학력이 

며， 경영주의 연령은 30대가 6명， 40대가 8명으로 모두 젊은 연령층이다. 

결국 덕촌리의 높은 농업소득은 고학력의 젊은 경영주가 적극적으로 상업화 

를 시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都市周邊地域의 뽑村類型과 뽑業:形縮 

사례지역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원군 농촌지역의 유형과 농촌유형별 농업형 

태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권에의 해당여부에 따라 비농가인구가 유입· 

증가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양분할 수 있었다. 

Al(창)， A2(석화)， B1형(가마) 등 세가지 농촌유형은 비농가인구의 증가·유입 

이 발생하면서 농업지역에서 비농가인구의 거주지역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비농가인구의 거주지역으로 성격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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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전환이 수반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성격이 세분된다. 

A1형 농촌(창리 사례지역)은 집합주택의 건설과 같은 광범위한 토지전환을 

바탕으로 주택이 대량 공급됨으로써， 주로 청주시로부터의 유입인구에 의해 비농 

가인구가 급증한다. 토지전환에 따른 경지기반의 상실과 재촌 통근인구의 발생으 

로 농가의 유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이다. 즉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 

행되어 도시화가 거의 완료된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의 성격과 

관련하여， 농업은 현재 미작과 자급용 전작이 결합한 전통적 생산구조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앞으로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농업은 더욱 쇠퇴하여 소 

멸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A2형 농촌(석화리 사례지역)과 B1형 농촌(가마리 사례지역)은 광범한 토지전 

환 없이 비농가인구가 유입·증가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경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농촌 경관을 유지하면서 통근인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도시권 지역구조 

에 대한 Bryant의 모델(Bryant et al., 1982)에서 도시음영지역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토지전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 

적이나， 비농가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A2형 농 

촌에서는 비농가인구의 증가에 가구원의 부분이출로 거주공간에 여유가 있는 기 

존의 농가주택을 이용한 저소득층의 유입이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농가수가 어 

느정도 유지되면서 비농가인구의 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기존 농가 

주택의 전환을 통한 완만한 교외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B1형 농촌은 비 

농가인구의 증가가 외부로부터의 유입보다는 원주 농민의 탈농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이다. 도시화과정에서 농가의 유출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재촌 통근에 의한 

탈농이 부가되어 농가수는 급감한다. 그러나 원주민의 직업전환에 의해 비농가인 

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 두가지 형의 농촌지역은 

이러한 양 측면이 결합되면서 도시와 농촌적 측면이 혼합된 도·농 혼합형 농촌지 

역의 성격이 농후한 지역으로 완만한 교외화 진행지역이다. 그 결과 농업형태에 

서도 일면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로 농업이 축소·쇠퇴하는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 

- 122 -



에 일부 상업적 농업도 존재하는 혼재형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다음 비농가인구의 유입·증가가 미약한 B2(우록)， B3(덕촌)， Cl(화창)， C2형 

(월룡) 농촌은 농가인구 변동의 차이에 의해서 인구증감이 발생한다. 농업인구의 

유지는 농업생산성에 좌우되고， 농업생산성은 도시시장과의 접근성과 농업의 자 

연적 배경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성격이 세분된다. 즉 접근 

성이 양호한 평야 농촌은 높은 농업생산성을 바탕으로 농가인구의 감소가 상대 

적으로 완만한 반면， 접근성이 불리한 산지 농촌은 농가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인 

구가 급감한다. B2, B3형 농촌이 전자에 해당하고 Cl , C2형 농촌이 후자에 해 

당한다. 

그러나 평야농촌(B2 ， B3형 농촌)은 우록리 (B2형)와 덕촌리 (B3형)를 사례로 살 

펴볼 때， 인구변동과정에서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구체적인 농엽형태 

는 뚜렷이 대비된다. 두 유형의 공간적 분포로 볼 때 이러한 분화의 배경에는 접 

근성의 차이가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통근이 

불리한 것은 동일한 조건이나， 도시시장으로의 농산물의 출하와 관련해서 B3형 

농촌이 보다 유리한 위치라는 점이 B2형과 구분되는 특색이다. 특히 중심도시 

청주시의 규모와 관련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의 차이가 생 

산구조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접근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분화 초기의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제4장 3절 참조) . 따라 

서 현단계에서 접근성의 차이가 크지 않고 농업노동력의 양적 차이도 없는 가운 

데 농업형태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사례지역의 특성을 대비시켜 생각 

하면 다음과 같은 분화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덕촌리의 낙농은 유가공장의 

입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미호천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사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또 노동력의 질적 구조에서 

연령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학력의 차이가 큰 것이 중요한 분화요인이 될 수 있 

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새로운 상업적 농엽의 도입에는 선구적인 농민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고학력층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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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자연적 조건， 노동력의 질적 차이 등을 요인 

으로 발생한 분화의 결과， B3형에서는 시설농업과 낙농을 중심으로 집약적인 상 

업적 농업형태가 나타나고 B2형에서는 대규모 미작을 기초로 전작물이 결합되는 

농업형태가 나타나게된 것이다. 

산지농촌(Cl ， C2형 농촌)의 농업형태를 화창리 (Cl형)와 월룡리 (C2형)를 사례 

로 분석한 결과， 취약한 농업노동력 구조와 산지라는 자연적 제약속에 미작과 전 

작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농업형태가 존속하고 있었다. 다만 자연적 배경의 차 

이로 B2형 농촌에 비하여 전작의 비중이 클 뿐이다. 

결국 비농가인구의 유입이 없는 지역의 농업형태는 도시근교농촌의 특성을 

보여주는 집약적인 상업적 농업 (B3형)과， 일반 순수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는 미 

작과 전작이 결합된 전통적 농업형태 (B2， Cl , C2형)로 양분된다. 전통적 농업형 

태를 보여주는 일반 농촌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이 청원군 법정리의 80%를 차지 

한다는 점(표 4-2 참조)은， 중간규모 중심도시 청주시와 대도시의 인접 농촌지역 

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전통적 농업형태가 존속한다는 점에서， 도시화·교외화 농촌(Al ， A2, Bl 

형 농촌)과 일반 순수농촌(B2， Cl , C2형 농촌)이 공통적이나 존재형태에는 큰 차 

이가 있다. 즉 전자의 경우，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로 농업이 축소·쇠퇴하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비록 새로운 상업적 작물의 도입은 

없다 하더라도 기존 작물의 상업화에 적극적이다. 이런 점에서 벼와 담배가 환금 

작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상에서 사례지역을 통해 농촌·농업형태 분화를 분석한 결과， 인구변동을 중 

심으로 구분한 청원군의 농촌유형은 빠른 속도로 도시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도 

시형 농촌지역 (Al형)， 도·농 혼재형 교외화 진행 농촌지역 (A2， Bl 형)， 집약적인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시근교농촌지역 (B3형) , 도시주변지대의 성격이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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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반 순수농촌지 역 (B2, C1, C2형 )으로 분화되 고 있다. 

한편 청주시 주변지역의 농업은 첫째， 토지전환을 수반한 급격한 도시화의 영 

향으로 농업이 쇠퇴·소멸하는 농업퇴화형 (A1 형)， 둘째， 토지전환이 수반되지 않는 

완만한 교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 농업형태가 축소되면서 상업적 농업이 부분적 

으로 공존하는 혼재형 농업형태(A2， B1 형)， 셋째， 미작과 전작의 결합이라는 전 

통적인 농업형태가 유지·존속하고 있는 일반농촌형 (B2， C1 , C2형)， 넷째， 미작이 

기본이 되고는 있으나 집약적인 상업적 농업의 성격이 강하게 부가된 도시근교 

농업형태 (B3형) 동으로 크게 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분화된 농촌유형과 농업형태는 서로 밀접한 결합관계를 가진다. 즉 도 

시형 농촌지역과 농업퇴화형， 교외화 진행 농촌지역과 혼재형 농업형태， 일반 순 

수농촌지역과 전통적 농업형태， 도시근교농촌지역과 집약적·상업적 농엽형태가 

각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농촌유형과 농업형태의 결합관계는 <표 5-41>과 같이 종합할 수 

있고， 제2절과 제3절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원군의 농촌·농업형태의 분화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5-8; 그림 5-9) , 

<표5-41> 농촌유형과 농업형태의 결합관계 

꿇웰펀t 전통적 상업적 농업형태 

자급농업형태 전통작물의 상업화 집약적 상업적 농업 

도 시 형 농촌 O × × 

교외화진행 농촌 A × A 

상업적 근교농촌 × × O 
일 반 순수농촌 A O × 

* 0: 강한 결합관계， 6.: 약한 결합관계 X: 결합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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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석화(A2) l l 가마(A3) I 

재촌통근 발생 재촌통근 발생 재촌통근 발생 

비농가인구 유입으로 비농가인구 유입으로 비농가인구 유출로 

인구증가 인구증가 인구감소 

토지전환 수반하는 농가주택 이용한 원주농민의 탈농에 

급속한도시화 완만한교외화 의한 재촌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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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에 의한 

농업노동력 유출 
‘ , 

전통적 농업형태의 축소 + 

부분적인 상업척 농업의 공존 

<그림 5-9> 비농가인구 증가지역의 농촌·농엽형태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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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생산성 높은 명야지대 토지생산성 낮은 산지지대 

접근성 유리 접근성 불리 

완만한 농가인구 유출 급격한 농가인구 유출 

노동력구조 상대적 유리 노동력구조 불리 

겸업에 의한 노동력 손실은 겸업에 의한 노동력 손실은 

없음 없음 

대도시 시장과의 접근성 

‘---
농업노동력의 질적 구조 

미작과 전작의 결합 -

전통적 농업형태의 존속 

<그림 5-10>평야， 산지농촌의 농촌·농업형태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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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됐혐 및 짧짧 

청주시 주변 농촌지역을 사례로 도시주변 농촌의 성격과 농업형태의 분화를 

분석 한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주시 및 타지역과의 접근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도시적 시설의 확대나 

농업생산구조의 면에서 청원군의 도시주변지대적 성격은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청원군 농촌지역의 변화과정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 

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인구증감율과 농가증감율을 지표로 구분한 후 이들을 결 

합하여 청원군 법정리를 유형구분한 결과， 이론적으로 7개의 농촌지역으로 유형 

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형화과정에서 도시주변지대 농촌이 도시화의 영향하에 

성격의 분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형화된 농촌지역은 유형 

구분 지표의 의미해석과 사례지역 분석을 통해서 성격이 서로 차별화된 4가지의 

농촌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즉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적으로 변모하는 도시형 

농촌지역， 완만한 교외화 진행지역， 도시근교농촌， 그리고 평야와 산지 특유의 순 

수농촌형 농촌지역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격분화에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한 통근권， 도시화과정에서의 토지전환， 비농가인구의 유입， 농업노 

동력의 질적 구조， 토지생산성의 자연적 배경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청주시 주변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농엽형태를 사례지역을 통해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규조에서 외부자본의 유입은 활발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고， 일반적인 농촌의 상황과 관련된 차이만 있을 뿐 사례지역간에 도 

시주변지대적 성격과 관련된 차이가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는 중간규모 

중심도시 청주의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강도가 대도시와는 다르다는 

점을 일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주변 농촌지역에서 농업 노동력은 노동인력， 즉 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 

이가 없으나， 농업노동력의 구조적 측면， 즉 고령화， 여성화 경향에는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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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질적인 차이가 도시주변 농촌지역에서 현재의 농업 

경영과 앞으로의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경영주 

의 연령과 학력 등의 질적인 차이가 집약적인 상엽적 농업을 확대，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겸업농의 비율은 지역간 뚜렷이 대비된다. 도시주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겸업의 유형은 탈농화 과정의 겸업과 농가소득 보충 차원에서의 겸업의 형태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겸업이 농업노동력 이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강한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농업노동력 보전의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작물결합체계로 볼 때 청주시 주변농촌지역의 경우는 한두가지 작물의 단순 

결합형이 농후하고 미작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대도시 주변 농업지 

대의 작물결합체계의 다원성에 미루어 볼 때， 농산물 수요시장으로서 청주시의 

도시력은 도시주변 농촌지역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미약하다. 다시 말해서 

중심도시 청주시 정도 규모의 도시가 주변 농촌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 

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넷째， 사례지역분석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원군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농업형태는 전통적 농엽형태가 쇠퇴·소멸하는 농엽퇴화형， 전통적 농업형태가 축 

소되면서 시장지향적 농업이 부분적으로 공존하는 흔재형 농업형태， 미작과 전작 

이 결합된 전통적 농업형태가 유지·존속하는 일반 농촌의 전통적 농업형태， 집약 

적인 상업화가 진행되는 도시근교 농업형태 등 네가지의 농업형태로 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형태의 분화는 토지전환에 의한 경지기반의 축소， 임차 

농지의 공급， 겸업화에 의한 농업노동력 유출， 농엽노동력의 양적·질적 구조， (대) 

도시 농산물 시장과의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대도시 주변 농촌과는 

달리 토지소유권의 불안정은 농엽형태 분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러한 분화된 농엽형태는 위에서 이야기한 각 농촌의 유형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심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군 단위지역에 포함되는 

법정리들도 다양한 성격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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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따라 농업형태가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서 중간규모 도시주변의 농촌지역은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과는 다른 양태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을 밝혔다. 

첫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가 대도시 주변 농촌과 같이 심하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둘째， 주택신축없이도 교외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특색이 될 수 있다. 

셋째， 중간규모 도시의 영향력이 대도시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이 군단위의 좁 

은 주변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성격의 마을이 흔재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따라서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처럼 확연하게 드 

러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농가인구의 유출에 따른 전통적 생산구조의 축 

소된 형태로의 존속이라는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농업노동력의 

구조와 겸업화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생산구조로의 전환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약과 조방으로 표현되는 양면성의 혼재가 급속하고 강한 힘이 밀 

려오는 대도시 주변지역의 불안정성에 기초한 반웅의 결과라 한다면， 청주시 주 

변 농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도시의 힘이 서서히 밀려오면서 느린 속도 

의 전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농업의 축소와 적응 발전이 공존·유지되고 있다. 

넷째，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농업적 토지이용의 불안정이 토지소유구조의 불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청주시와 같은 중간규모 도시 주변농촌지 

역에서는 고령화·여성화된 농업노동력의 불안정이 농업적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교외화와 관련된 문제이다. 대도시 주변지역의 교외화 진행 요인으로 

흔히 과밀한 대도시로부터의 탈출을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의 추구， 고용의 분산， 

택지개발용지의 부족으로 인한 거주지 개발의 외연적 확대 등이 언급되나，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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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나라의 청주시와 같은 중간규모 도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제 

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의 경우 과밀문제와 관련해서 도시로부터의 탈출 

이 큰 매력을 가지지 못하며 제조엽의 분산도 고용인원의 분산을 유도하지 못하 

고 있다. 오히려 청주시로부터 청원군으로의 통근이 발생한다. 청주시내에 신축 

한 아파트와 새로 조성된 단독주택용 택지를 분양할 때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 

에서 택지개발용지의 부족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주시외로의 거주지 이 

전이 계속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에 기초한다. 이 점이 농가주 

택의 임차를 통한 비농가인구의 유입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청주시외로 거주 

지를 이전하는 계층은 압도적인 다수가 저소득층 혹은 기반이 덜 잡힌 젊은 세 

대주 가구이고 거주지 이전 대상을 선정할 때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용이성이 주 

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이 청주시 주변 청원군으로의 거주지 확대가 

시내버스 운행이 빈번한 도로 연변에 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도시주변지역 농엽적 토지이용의 집약도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것과 관 

련해서 지대이론이나 도시개발압력에 대한 농민의 인식 등이 중요한 설명 변수 

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토지소유권의 불안정이 집약도 

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청원군의 경우 농업적 토지이용의 집약 

도 차이는 이러한 요인들 보다는 생산성 높은 농업노동력의 가용성이 더 큰 관 

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불안정은 토지시장으로의 도시자본 

유업이 많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도시개발압력도 그디지 강하지 않 

다. 농업노동력의 가용성이 집약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써 한 

마을내에서도 집약도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마을간 집약도의 차이는 

마을 농민의 인구구성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농엽인구의 인구구 

조가 농업형태의 차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셋째， 농촌지역의 공장입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농촌지역에 공장음 입지시킴 

으로써 농가의 소득기반을 다양화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 

되어 왔다. 그러나 이논문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겸엽은 농업노동략의 이용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이 겸엽을 통해 농업에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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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농업노동력이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와는 달리 

용수이용이나 오염의 문제로 농민과의 갈등을 심각하게 야기시킬 수도 있다. 청 

원군에서는 특히 미호천 유역에 입지한 대규모 제지공장과 농민간의 갈등이 심 

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옥산면의 유가공장은 공장에의 취업보다는 원유의 

공급과 관련해서 낙농이 확대되고 그 결과 농업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짐으 

로써 공장입지와 농업발전이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의 희생없이 농 

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 생각된다. 

- 132 -



차 
n 고 

n 
τ
 

헌 

가.자료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3, 한국지명요람. 

내무부， 1972, 새마을 총람-종합편 

농림수산부， 농업총조사， 1970,1980,1990. 

청원군， 상주인구조사보고서， 1971 ,1981. 

------ 통계연보， 각년도. 

청원군지 편찬위원회， 1990, 청원군지. 

통계청， 1990, 인구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청원군청 및 각 면사무소 행정자료 

나. 국 내 문 헌 

권용우， 1986, 서울주변지역의 교외화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기혁， 1982, 농촌인구이출과 그에 따른 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 - 사례지역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84, “대도시에로의 접근성 변화가 농업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리 

학논총 11 , 95-109. 

------, 1991 , 한국 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2, “농촌에서의 농업형태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김해 대저지역을 사 

례로 문화역사지 리 4, 221-242. 

김동희 외， 1979, 전환기의 한국농업， 연구총서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두철， 1994, “농산촌지역의 과소화 문제와 전망-일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 

- 133 -



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약집， 71-82. 

김 인， 1985, “서울 근교촌 자연부락의 도시마을단지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지 

리 학 32, 100-110. 

------, 1987, 농촌지역 면급도시 기능활성화를 위한 연구 - 지방화시대를 위한 

촌락정주공간 문교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 1989, “국토공간의 발전과 취락체계 : 동시다원적 접근방법 지리학논 

총 별호7， 25-34. 

나상수， 1988, 농공지구정책이 농촌지역주민의 취업기회에 미친 영향 - 진천과 

함평지 역을 사례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기포， 1994, “농가 경영분화의 유형과 특성-화순군 능주면 천덕리 사례연구 

지 리 학논총 24, 69-81. 

류우익， 1981, “농촌인구의 도시지향이동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논총 

8. 33-43. 

------, 1983, “한국지리학에서의 지역정책의 쟁점 지리학논총 10, 87-106. 

------, 1984, “국토개발에 있어서 농촌개발의 의의 지리학 30, 28-40. 

문옥표 외， 1993,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경기도 파주군 J부락의 사례연구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문팔용 외， 1981, 한국의 농촌개발， 한국개발연구원. 

박삼옥， 1989, “국토개발과 산업입지 : 정책방향과 전략 지리학논총 별호7， 

42-56. 

박성호， 1980, “촌락의 중심지 기능지역에 관한 연구 이기석 외， 1980,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보진재， 73-104. 

박영한， 1975, “농촌 서비스 중심지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김제군을 사례로 

지리학 11 , 1-13. 

박효림， 1993, “대도시 주변 농민의 도시화 적웅형태 연구-부산근교 농촌지역을 

사례로 부산지리 2, 39-60. 

서찬기， 1992, “겸업농업의 지역분화: 1960-1980" , 지리학 27(1), 1-20. 

- 134 -



서찬기·이중우， 1978, 한국의 농업지대 구분， 문교부 정책과제 연구보고. 

신용철， 1984, “충청북도의 지역별 인구증감에 관한 연구 청주사범대학 논문집 

13, 207-233. 

------, 1992, 시멘트 공업이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단양군 매포지역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영진， 1988, 농촌의 인구유출과 지역의 구조변화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3 

개부락의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홍석， 1980, “호남지방의 인구급감촌락 지리학연구 5, 83-95. 

------, 1983, “한국의 취락에 관한 연구과제와 그 동향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 

방법-석천 이 찬 박사 화갑기념논집-， 20-41. 

이만갑， 1984, 공업발전과 한국농촌，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승곤 외， 1995, “한국의 지역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25, 105-124. 

이용규， 1994, “대도시 주변촌락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환경 12, 동국대학교 

지역환경연구소， 64-86. 

이용일， 1995, “일본 관동평야 농촌의 농가경영 변화와 농촌사회 환동해권의 시 

간과 공간의 교감， 목지 오홍석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I , 389-418. 

이재덕， 1984,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인구이출현상 - 청원군 옥산면의 사례연구 

청주사범대학 논문집 13, 267-293. 

------ 1985, “청원군 농촌중심지에 관한 연구 - 인구와 기능분포를 중심으로 

’, 청주사범대학 논문집 15, 187-211. 

------ 1988, “청원군의 인구변화유형 호서문화논총 5, 서원대학 호서문화연 

구소， 1-22. 

------, 1989, “농촌인구 이출과 농촌지역의 변화 - 경험적 연구사례의 검토 

서원대학 논문집 23, 213-231. 

------, 1992, “인구변화형에 의한 청원군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호서문화논총 

7, 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61-91. 

이정환， 1987, 한국농촌지역의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5 -



이정훈， 1994,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의 ‘비닐하우스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호， 1975, “한국의 지역별 인구증감에 관한 연구-1960년대의 인구이동과 관 

련하여 지리학과 지리교육 5, 48-74. 

이호철， 1991, 산업화와 농업경제， 한길사. 

임석회， 1988, 공업단지 주변농촌의 주민구성과 특성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성대， 1968, “도시농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지리학 3, 19-29. 

정부매·최기엽， 1994, “서울 근교 전통 농촌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29(3) , 

340-359. 

정환영， 1983, 인구감소농촌에 있어서 지역적 변화， 공주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조영국， 1991 , “농촌지역의 변화와 농업경영의 성격에 관한 연구-영천군의 두 촌 

락을 사례로 지리학논총 18, 21-39. 

주봉규， 1988, 현대 토지경제론， 박영사. 

최기엽， 1986, 한국촌락의 지역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 

최양부·이정환， 1987, 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연구총서 19,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연속보고 

서 

------------------. 1991 농촌 및 농업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전남 구례군 

토지면 사례를 중심으로 농어촌진흥공사. 

허신행， 1984, 지역농업과 복합영농， 연구종서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86, 한국농업의 성장과 발전방향， 연구총서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우긍， 1974, “김해평야의 원예농업의 특성과 지역분화 지리학 9, 43-53. 

- 136 -



다. 국 외 문 현 

Aitchison,J.W.& Aubrey,P., 1982, "Part-time farming in Wales:a typological 

study",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7, 88-97. 

Ashton,J.& Long,W.H.(eds), 1972, The Remoter Rural Areas of Bri따in， Oliver 

& Boyd. 

Barlett,P.F., 1986, "P따t-time f따πlÍng: saving the farm or saving the life-style 

?", Rural Sociology 51, 289-313. 

Beπy，D.& Plant,T., 1978, "Retaining agricultural activities and policies", Policy 

Sciences 9, 153-178. 

Blacksell,M.& Gilg,A.W., 1981, The CountTγside: Planning and Change, 

George Allen & Unwin. 

Blair,A.M., 1980, "Urban influence on farming in Essex", Geoforum 11 , 

371-384. 

Bowler,I.R., 1981, "Regional specialization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 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32, 43-54. 

------- 1983,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e", in Pacion.W.(ed), 1983, 

Progress in Rural Geography, Croom Helm, 46-73. 

------- 1984, "Agricultural geography" , Progress in H，띠nan Geograpψ 8, 

255-262. 

------- 1992, " ’ Sustainable Agriculture' as an Alternative Path of Farm 

Business Developement", in Bowler et.al. (eds) , 1992, Contemporary 

Rural systems in Tranzition Vol.I, 237-253. 

-------& Ilbery,B.W., 1987, "Redefining agricultural geography", Area 19, 

327-332. 

Bowler,I.R. et.al.(eds) , 1992, Contemporaη Rural Systems in Transition Vol. 1, 

H, WCB Intemational. 

- 137 -



Bryant,C.R., 1981, "Agriculture in an urbanizing environment: a case study 

from the Paris region 1968 to 1976", Canadian Geographer 25, 27-45. 

------- 1984, "The recent evolution of farming landscape in urban-centred 

regions" , Lαndscape Planning 11, 307-326. 

-------, 1986, "Agriculture and Urban Development", inPacione,W.(ed), 1986, 

Progress in Agricultural Geoeraphy, Croom Helm, 167-194. 

Bryant,C.R.et.al., 1982, The City's countηlside: Lαnd and its management in 

the rural-urban fringe , Longman. 

Bunce,M., 1982, Rural Settlement in an Urban World, St.Martin's Press. 

Buttel,F.H.& Gillespie,G.W., 1984, "The sexual division of farm household 

labor", Rural Sociology 49, 183-209. 

Champion,A.G., 1976, "Evolving Patterns of Population Distribution in England 

and Wales 1951-71",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 

401-420. 

------- 1981, "Population trend in rural Britain", Population Trends 26, 

20-23. 

Chisholm,M. , 1962, Rural Settlement and Land Use, John Wiley & Sons. 

Clark,G. , 1982, "Developments in rural geography" , Area 14, 249-254. 

Cloke,P.]. , 1977, "An lndex of rurality for England and Wales", Regional 

Studies 11, 31 -46. 

------- 1978, "Changing patterns of urbanization in rural areas of England 

and Wales: 1961-1971", Regional Studies 12, 603-617. 

------- 1980, "New emphasis for applied rural geography"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 181-217. 

------- 1983, An Introduction to Rural Settlement Planning, Methuen. 

------- 1985, "Counter-urbanization - a rural perspective", Geography 70, 

13-23. 

- 138 -



-------& Edwards,G. , 1986, "Rurality in England and Wales 1981", Regional 

Studies 20, 289-306. 

Clout,H.D. , 1972, Rural Geography: an Introductory Survey, Pergamon Press. 

------- 1977, "Rural Settle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 

475-480. 

Commins,P., 1978, "Socio-economic adjustment to rural depopulation" , 

Regional Studies 12, 79-94. 

Connel,]., 1976, Migration from Rural Areas, Oxford University Press. 

Coppock,].T., 1977, "The challenge of change: problems of rural land use in 

Great Britain끼 Geography 62, 75-86. 

-------& Sewell,W.R.D.(eds) , 1976, Spatial Dimensions of Public Policy, 

Pergamon Press. 

Coughenour,C.M.& Swanson,L., 1983, "Work status and occupations of men 

and women in farm families and the structure of farms" , Rural 

Sociology 48, 23-43. 

Daniels,L., 1986, "Hobby farming in America-a rural development or threat to 

commercial agriculture?", ] ournal of Rural Studies 2, 31 -40. 

Dayal,E., 1984, "Agricu1tural productivity in India: a spatial analysi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αn Geographers 74, 98-123. 

Dean,K.G.et.al., 1984, "The conceptualisation of counterurbanisation", Area 16, 

9-14. 

Deseran,F.A.et.al., 1984, "Determinants of earnings of farm families in the 

U.S.", Rural Sociology 49, 210-229. 

Deslauriers,P.et.al. , 1992, "Farm business restructuring in the urban fringe:the 

Toronto and Montreal regions", in Bowler,I.R.et.al.(eds) , Contemporary 

Rural Systems in Transition , Vol.I, 74-86. 

Dragovich,D. , 1980, "Govemment assistance and the changing distribution of 

- 139 -



dairy farming in Austrlia", Geoforum 11, 147-156. 

Drudy,P.]., 1978, "Depopulation in prosperous agricultural subregion", Regional 

Studies 12, 49-60. 

Enyedi,G.& Velφnan，].(eds) ， 1986, Rural development issu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Kultura. 

FitzSimmons,M. , 1986, "The new industrial agriculture: the regional integration 

of specialty crop production" , Economic Geography 62, 334-353. 

Found,W.C., 1971, A Theoretical Apprcαch to Rural Land-use Patterns, 

Arnold. 

Gargett,D.et.al., 1986, "Exit from the Australian dairy industry: causes and 

predictions",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37, 233-242. 

Gasson,R. , 1982, "Part-time farming in Britain: research in progress", 

GeoJournal 6, 355-357. 

------ 1986, "Part-time farming: strategy for survival?끼 Sociologia Ruralis 

26, 364-384. 

Gilg,A.W. , 1978, Countryside Planning, Methuen. 

------- 1983, "Population and employment", in Pacione,M.(ed) , 1983, 74-105. 

Gillmor,D.A., 1987,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and spatial change in the 

agriculture of the Republic of lreland",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2, 204-216. 

Grigg,D., 1980, Population Growth and Agrarian Chan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ober-Meyers,P., 1978, "Employment-motivated 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in post-industrial market economies", Progress in H uman 

Geography 2, 207-219. 

Harper,S. ,1987, "The rural-urban interface in England: a framework of 

analysis" ,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2, 284-302. 

- 140 -



Harriss,].R.(ed), 1982, Rural Development: theories of peasant economy and 

agranα1 C따nge， Hutchinson. 

Hart,].F., 1976, "Urban encroachment on rural areas", Geographical Review 66, 

1-17. 

------- 1978, "Cropland concentration in the South",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따1 Geographers 68, 505-517. 

------- 1984, "Population change in the Upper Lake Stat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αn Geographers 74, 221-243. 

-------& Salisbury,N.E. , 1965, "Population change in Middle Westem 

villag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5, 

140-160. 

Heaton,T.B. , 1980, "Metropolitan influence on U.S. farmland use and capital 

intensity", Rural Sociology 45, 501-508. 

Hill,B.& Gasson,R. , 1985, '’Farm tenure and farming practice", ] 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36, 187-199. 

Hogg따t，K. ， 1988, "Not a definition of rural" , Area 20, 35-40. 

Ilbery,B.W., 1981, "Dorset agriculture: a classification of regional types",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6, 214-227. 

------- 1985, Agricultural Geoeraphy, Oxford Univ. Press. 

]ohnson,].H.(ed), 1974, Suburban Growth, ]ohn Wiley& Sons. 

]ones,D.W. , 1984, "Farm location and off-farm employment: an analysis of 

spatial risk strategies",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9, 106-123. 

Kennett,S.& Spence,N. , 1979, "British Population Trends in the 1970s", Town 

and CountTγ Planning 48, 220-223. 

King,R.L., 1981, "Who moves, where, why and with what effects? " , Progress 

in Human Geography 5, 287-293. 

- 141 -



-------& Bunton,S., 1982, "Land fragmentation: notes on a fundamental rural 

spatial proble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6, 475-493. 

-------&-------, 1983,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e: the geography of 

land consolid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7, 471-501. 

Lawrence,H.W., 1988, "Chan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in Metropolitan 

Areas " , Professional Geographer 40, 159-175. 

Lewis,G.& Maund,D., 1976, "The urbanization of the countryside: a framework 

for analysis", Geografiska Annaler 58, 17-27. 

Lonsdale,R.E. , 1977. "Regional inequality and Soviet concern for rural and 

small-town industrialization", Soviet Geography 18, 590-602. 

Lowenthal,D.& Comitas,L., 1962, "Emigration and Depopulation", Geographical 

Review 52, 195-210. 

Mann,S.A., 1984, "Sharecropping in the cotton south: a case of uneven 

development in agriculture", Rural Sociology 49, 412-429. 

Mattingly,P.F., 1984, "Disadoption of milk cows by farmers in Illinois: 

1930-1978", Professional Geographer 36, 40-50. 

Mayhew,A., 1970, "Structural reform and the future of West German 

agriculture", Geographical Review 60, 54-68. 

Moseley,M.]., 1979, Accessibility: the rural challenge, Methuen. 

------- 1984, "Conflict and Change in the Countryside" in Short,].R.& 

Kirby,A.(eds) , The Human Geography of Contemporary Britain, 

150-160. 

Munton,R. , 1974, "Farming on the Urban Fringe" in ]ohnson,].H.(ed), 

Suburban Growth, 201-224. 

-------& Whatmore,S., 1988, "Reconsidering urban-fringe agriculture: a 

longitudinal analysis 

Metropolitan Green 

of capital restructuring on farms in the 

Belt", Transactions, 1 nstitute of British 

- 142 -



Geographers 13, 324-336. 

Pacion,W.(ed), 1983, Progress in Rural Geography, Croom Helm. 

------(ed) , 1986, 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Croom Helm. 

Pandit,K.& Casetti,E., 1989, "The Shifting Pattems of Sectoral Labor 

Allocation during Development: Developed Versus Developing 

Countr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9, 

329-344. 

Pierce, ].T., 1994, "Towards the Reconstruction of Agriculture: Paths of 

Change and Adjustment" , Professional Geographer 46, 178-190. 

Platt,R.H. , 1985, "The Farmland Conversion Debate: NALS and Beyond", 

Profes외onal Geographer 37, 433-442. 

Preston,D.A.(ed), 1980, Environment, Socieψ， and Rural Change in Latin 

Americα， ] ohn Wiley & Sons. 

-------& Traveras,G.A. , 1980, "Changes in land tenure and land distribution 

as a result of rural emigration in Highland Ecuador",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qfie 71, 98-107. 

Pyle,L.A., 1985, "The land market beyond the urban fringe" , Geographicαl 

Review 75, 32-43. 

------- 1986, "Sellers and Nonsellers of Land for New Rural Housing", 

Pr，까essional Geographer 38, 343-349. 

Rickard,T. , 1992, "Agricu1tural Policies for Urban Fringes in the United 

States", in Bowler et.al. (eds) , vol.I, 166-181. 

Scott,G.C. , 1978, "The basis for regional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Ekistics 45, 77-82. 

Shaw,A.B., 1985, "Constraints on agricultural innovation adoption" , Economic 

geography 61, 25-45. 

Short,].R.& Kirby,A.(eds) , The Human Geography of Contemporary Britain, 

- 143 -



Macmillan. 

Simmons ,A.et.al. , 1977, Social Change and Internal Migration: A Review of 

Research Findings from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Smith,E.G., 1975, "Fragmented farms in the U.S.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αn Geographers 65, 58-70. 

Thomas,D., 1974, "The Urban Fringe: Approaches and Attitudes" in 

Johnson,].H.(ed), Suburban Growth, 17-30. 

Todd,D. , 1980, "Rural emigration and economic standing in a prairie setting " ,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5, 48-60. 

Udall,A.T. , 1981, "Transport Improvements and Rural Outmigration in 

Colombi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9, 613-629. 

Unwin,D.T., 1987,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agrarian innovation adoption 

in north-west Portugal",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2, 131 -146. 

Veeck,G.& Pannell,C.W., 1989, "Rural Economic Restructuring and Farm 

Household Income in Jiangsu, People ’s Republic 0여f Cαhina" ， Annals of 

the A.‘ss 

Vi섭sse앙r，S. ， 1980α"Te망chno이logica려 change and the spatial structure 0여 f 

agricu1ture", Economic Geography 56, 311-319. 

Wallace,L, 1985, "Towards a geography of agribusi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9, 491-514. 

Wells,M.]. , 1984, "The resurgence of sharecropping: historical anomaly or 

political strategy?", Americαn Journal of Sociology 90, 1-29. 

White,P.E. , 1981, "Migration at the micro-scale: intraparochial movements in 

rural Normandy,1946-54", Transaction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6, 451 -470. 

- 144 -



Wild,T.(ed), 1983, Urban and Rural Change in West Germany, Croom Helm. 

Winsberg,M.D., 1980, "Concentration and specialization in U.S. agriculture 

1939-1978", Economic Geography 56, 183-189. 

Woodruffe,B,J., 1976, Rural Settlement Policies and Plans, Oxford University 

Press. 

Zurek,E.C., 1986, "Part-time farmin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Sociologia Ruralis 26, 377-384. 

- 145 -



<부록 1> 청원군의 법정리(분석단위)와 사례지역 

• 시-폐지역 

o 5km 

* 사례지역 : 오창면 창리(11) 강내면 석화리 (12) 남이면 가마리(18) 

현도면 우록리 (5) 옥산면 덕촌리 (2) 미원면 화창리(13) 월룡리 (2이 

낭성면 :1.이목 2.관정 3.귀래 4.호정 5.문박 6.인경 7.갈산 8.삼산 9.현암 10.무성 

11.지산 12.추정 

미원면 1.미원 2.쌍이 3.중 4.구방 5.71 암 6.운교 7.대덕 8.운룡 9.화원 10.용콕 

11.종암 12.대신 13.화창 14.가양 15.기 암 16.수산 17.내산 18.운암 19.옥화 20. 

월룡 21.금관 22.어암 23.계원 24.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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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면 :l.인차 2.청룡 3.행정 4.삼항 5.국전 6.상대 7.노동 8.수콕 9.시동 10.병암 

1l.금거 12.내암 13.상야 14.한계 15.계산 

남일면 :l.효촌 2.송암 3.황청 4.문주 5.은행 6.두산 7.고은 8.쌍수 9.화당 10.가산 

1l.신송 12.71-중 

남이면 :l.척산 2.외천 3.사동 4.산막 5.비룡 6.구미 7.갈원 8.팔봉 9.상발 10.구암 

1l.석실 12.석판 13.대련 14.수대 15.문동 16.가좌 17.양촌 18.가마 19.척북 

문의면 :l.문산 2.상장 3.미천 4.품곡 5.두모 6.도원 7.등동 8.남계 9.괴곡 10.구룡 

1l.산덕 12.소전 13.후곡 14.가호 15.신대 16.덕유 17.문덕 18.노현 19.마구 20. 

염 티 2l.묘암 22.마동 

현도면 :l.선동 2.상삼 3.중삼 4.죽전 5.우록 6.시동 7.하석 8.노산 9.달계 10.매봉 

1l.양지 12.중척 13.시목 14.죽암 

부용면 :l.부강 2.문곡 3.외천 4.등곡 5.노호 6.금호 7.행산 8.산수 

강내면 :l.탑연 2.연정 3.궁현 4.저산 5.당곡 6.사곡 7.산단 8.태성 9.다락 10.황탄 

1l.월탄 12.석화 13.사인 14.월곡 15.학천 

강외면 :l.오송 2.호계 3.상정 4.공북 5.연제 6.만수 7.쌍청 8.궁평 9.동평 10.서평 

1l.봉산 12.정중 13.상봉 14.심중 

옥산면 :l.오산 2.덕촌 3.신촌 4.환희 5.동림 6.금계 7.장동 8.사정 9.수락 10.장남 

1l.호죽 12.남촌 13.소로 14.국사 15.가락 

오창면 :l.장대 2.여천 3.화산 4.유 5.일신 6.모정 7.학소 8.원 9.복현 10.양지 1l. 

창 12.주성 13.송대 14.도암 15.괴정 16.가곡 17.석우 18.상평 19.기암 20.탑 

2l.농소 22.신평 23.중신 24.각 25.양청 26.구룡 27.성산 28.후기 29.용두 30.가 

좌 3l.두릉 32.성재 33.백현 34.화산 

북이면 :l.신기 2.서당 3.대길 4.석화 5.영하 6.선암 7.호명 8.부연 9.토성 10.장재 

1l.금암 12.광암 13.송정 14.금대 15.옥수 16.내추 17.추학 18.장양 19.용계 20. 

석성 2l.화상 22.화하 23.내둔 24.대율 25.신대 26.현암 

북일면 :l.마산 2.구성 3.국동 4.묵방 5.은곡 6.도원 7.풍정 8.덕암 9.형동 10.세교 

1l.비상 12.비중 13.저곡 14.우산 15.초정 16.내수 17.원통 18.신안 19.입동 20. 

입상 2l.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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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 문 조 사 표 

조사원 

면 리 마을 

(가구번호 혹은 가구주) 

1. 언제부터 이 마을에 사셨습니까? 

1) 태어날 때부터 2) 년 부터 

2.원주민이 아닐 경우(출생지가 아닐 경우)， 이 마을에 사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도(시) 군 면(읍) 

3. 이 마을로 이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동거가구원에 대해 여좋겠습니다. 

| 관겨ll 나。1 I 성별 l판력 | 직업 |직장위치|취업시기 |영농참가연분 j 

5. 미혼 직계가족중 출타한 가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관계 | 나이 | 성별 | 학력 l 잔힐」전출지역 l전출시기 |전출잔유」 

6. 현재 소유하고 계신 경지는 얼마나 됩니까? 

논 평---필지， 밭 평---필지， 기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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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경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지목 면적 관계 거주지 임대차이유 

뇨L一二 
임대 

밭 

i1-c-

임차 
밭 

8. 최근 5년간 농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판)사람 | 거주지 매매이유 

9. 현재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면적과 작물에 대해 여줍겠습니 

다. 

논 

밭 

평 

평 

평 

평 

시설:논 평， 밭 평: 년---작， 

평) 

평) 

10. 재배하시는 작물 중에서 자가소비외에 판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_%, 원 정 도)， <_%, 원 정 도) 

11.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방식과 판매시장에 대해 여중겠습니다. 

1) 판매방식: 직접판매， 중간상인， 농협， 기타 

2) 판매시장: 

12. 최근 3년간 새로 재배를 시작하거나 재배를 중단한 작물이 있습니까? 

1) 신규도입이유 ) 

2) 재배중단: )이유 

13.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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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작년 농사를 하시면서 돈을 주고 남을 고용한 일이 있습니까? 

피고용인 거주지 

15. 작년 농사를 하시면서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일의 내용 일을 한 곳 

16. 보유하고 있는 농기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대， 년구입) 

17. 마을 또는 몇 농가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이용하는 농기계가 있습니까? 

18. 가구주 혹은 동거가족중 농업외 취업자가 있을 경우 이들의 수입은 대략 월 

어느 정도이며， 가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몫이 얼마나 됩니까? 취업자가 여 

러 명일 때는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월 원 정도， 총수입의 % 정도 

월 원 정도， 총수입의 % 정도 

19. 앞으로 이 마을 농업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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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tiation of the Type of Rural Settlement and Agriculture 

on the Peri-Urban Rural Areas 

- The Case Study of Cheongwon-Gun -

Jaeduk Le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settlement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type of agriculture in Cheongwon-Gun. By en1pirical 

study largely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it intends to clarify that how 

and why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settlement and agricultural type are 

differentiated and that how the rural settlement type and agricultural type are 

associ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study area as urban fringe come up differently 

by Ris, the smallest administration unit. This is important background to 

understand the change and character of study area. 

Second, classifying the Ris of study area to use the rates of population 

change and farm households change, seven rural settlement types are 

emerged hypothetically. But these are reclassified into four rural sett1ement 

type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field 

study. These four rural settlement types are urbanized sett1ement, suburban 

settlement, general traditional agricultural settlement, intensive con1mercial 

agricultural sett1ement. The differentiation of rural settlement type results 

from such factors as commuting, land conversion, inflows of non-agricultural 

population, labor force structure, physical environment. 

Third, the agricu1tural types of study area also differentiated into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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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These are agriculture in degeneration, mixed one of traditional and 

commercial agriculture, general traditinal agriculture, intensive commercial 

agriculture. Such factors as land conversion to urban uses, availability of 

agricultural land, availability of off-farm employment, accessibility to urban 

market are result in these differentiation. 

Fourth, the type of rural settlement and that of agriculture are strongly 

associated each other. The agriculture of urbanized settlement has been 

rapidly degenerated by land conversion and influx of non -farm population. 

Suburban settlement shows both of traditional subsistence agriculture and 

commercial agriculture. In general traditional agricu1tural settlement, traditional 

crop combination is dominant but traditional subsistence crop is transformed 

to cash crops. In intensive commercial agricultural settlement, traditional 

agriculture is demised but new commercial agriculture, especially dairy 

farming and horticu1ture, is operated intensively. 

Finally, the agriculture of the peri-urban rural area of medium-sized urban 

center such as study a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metropolitan fringe, for the 

strength of urban force is different. Unstability of land ownership causes 

uncertainty of land use in metropolitan fringe agriculture, but unstability of 

labor force resu1ted from severe outmigration influences the agricultural land 

use in peri-urban areas of medium-sized urban center. 

Keywords type of rural settlement, type of agriculture, differentiation, 

peri -urban rural area, Cheongwon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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