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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도권 시설농업의 생산구조 변화와 공간분화 

본 연구는 수도권 시설농업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공간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시설농업은 총량적인 성장과 함께 자본집약화， 

경영규모의 확대， 농업생산의 전문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거쳐왔다. 이와 같은 생 

산구조의 거시적 변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개별농가의 경영형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그리고 농가의 생성과 분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전개되는지를 분석하고 

그 공간적 변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공간의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시설농업은 그 동안 양적인 팽창과 함께 시설농업구조도 과거 소규모 

복합농가 위주의 구조에서 대규모 전문경영을 추구하는 농가 중심의 구조로 전환 

하였다. 이에 따라 공간적으로는 두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시설재배로 충진된 절대적 시설농업지역이 형성되는 한편，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시설농업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서울로부터 대략 

3-40km 반경을 기준으로 내측(內測)에 엽채와 화훼 산지， 외측에 과채산지가 발 

달하는 이분적 지역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 사례지역 연구를 통해 시설농가들은 엽채전문농가， 화훼전문농가 그리고 과채 

전문농가으로 분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각 농가유형들은 다음과 같은 

질적 특성을 각각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엽채농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고용노 

동에 활용한 분업화 및 개별출하의 경영형태 특성을 과채농가는 자본집약화를 통 

한 복수 작형의 재배， 가족노작적 생산， 공동출하의 경영형태 특성을， 화훼농가의 

경영형태는 자본집약화， 다품종 소량생산， 가족노작적 생산， 개별출하의 경영형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각 농가유형의 경영형태 특성과 지역속 

성이 상호 결합되어 지역분화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3. 농가의 시설농업 진입경로와 진입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에서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다가 전직과 함께 시설농업에 진입한 <신규창설농가>， 현 영농장소 

로 전입해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시설농업을 경영하였던 <전입농가>가 지배적 

인 농가유형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현 단계 수도권 시설농업은 외지출신농가 

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농업의 생산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설농가의 경영형태가 전문화， 대규모화， 자본집약화 되면서 가족노동력의 충실， 



의 충실， 경영주의 기술과 경영능력 및 모험적 경영태도가 시설농업을 경영하 

는 농가내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내 농업인구의 취약화가 나타나 

는 도시주변부 지역의 경우， 지역내 상업농가의 재생산은 한계가 있고， 그 결 

과 시설농업의 발전은 외지출신 농민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것 

으로 이해되었다. 

4. 대도시권 시설농업 성장이 외지출신농가(신규창설농가 전입농가)에 주 
도되는 상황에서 이 농가집단의 작목 및 영농장소 선택은 지역구조의 재편 혹 

은 강화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외지출신농가들은 연중 소득발생이 가능한 엽채와 화훼를 주작목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의 경우 화훼나 엽채와 달리 기존 

농가(작목전환농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외지출신농가 

들의 영농장소 선택에는 집적이익(산지의 지명도， 생산자 조직의 결성 등) , 임 

차기회 등의 국지적 요인(local factor)과 이전 거주지와의 입지적 관계 

Oocation) 두 가지 요소가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전 거주지와 현재의 영농장소간의 입지적 관계가 영농장소 선택의 주요한 기 

준이 됨으로써 외지출신농가들은 서울과 그 인접 도시에서 현재의 영농장소로 

근거리 이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외지출신농가의 작목과 

영농장소 선택은 수도권 시설농업이 국지적으로 집중되면서도， 거시적으로는 

서울로의 접근성에 따라 이분적(-.:分的) 시설농업의 지역특화를 초래하는 요 

소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분화 과정은 시장접근성을 강조한 전통적 지 

역분화 설명방식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주요어 : 생산구조， 농업공간분화， 경영형태， 진입경로， 시절농업 

학 번 : 9220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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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론 

저1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대도시권 농업공간은 시장섭근성， 도시개발 등 도시로부터 발생되는 영력 

(metropolitan factor)과， 국가정책， 기술발전과 같은 입지적 특성과 무관한 영 

력 (non-metropolitan force) 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는 공간이 다(Bryant， 1984). 이 

두 영력이 때로는 상호결합되어 농업공간의 성격을 형성하는가 하면， 때로는 

상호 대립되면서 농업공간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도시주변부 농업공간 

은 다른 농업공간과 달리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의 관심 

을 끌어왔다. 이 가운데 가장 첨예한 관심이 제기되었던 것은 도시권 농업의 

쇠퇴 혹은 존속에 관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모델 정 

립과 미시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어떤 일치된 전망을 내 

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 

권 농업의 전망에 관한 연구들은 도시권 농업의 존재양식을 도시화 요인과 도 

시로부터 상대적 입지적 관계라는 틀 속에 파악함으로써 기술변화와 같은 거 

시적 변동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과 애초에 다른 공간 사 

상과 달리 자연적 역사적 요인의 영향도 크게 받는 농업에 대해 정형화된 공 

간질서 (spatial order)를 도출해내려는 시도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Munton 등， 1988). 

기술발전과 함께 농업의 생산시스템은 크게 변화하였다. 기술혁신이 농업생 

산시스템에 미친 영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특정 농업에 있어서 출하기 

간의 장기화 내지는 주년생산(週年生짧)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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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을 재배하는 경영의 전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생 

산시스템의 변화는 농가의 생산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술 습득과 자본 조달을 위해 농업관련기관 및 금융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커 

지고 연중 출하로 인해 조직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유통지구와의 관계도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Whatmore. 1987) , 생산관계는 작물에 따라 다르 

고 같은 작물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농업활동의 

국지적 발전과 지역분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도시주변부 농업공간도 예외는 아 

닐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주변부 농업에 대해 공간질서 모델을 경험적으로 확 

인하려는 연구보다 대도시권내에서도 특정한 산지가 형성되고 그 형성조건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기술혁신， 조직화， 유통 자본의 영향 등을 주요 지역형성 요인 

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산지형성과 지역분화와 관련하여 도시화의 영향을 전면 

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기술혁신과 생산관계의 변화가 특정 농업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농가의 분화가 촉진되고 농가재생산 과정이 크게 달라진 

점을 들 수 있다. 松井(1990)은 재배기술의 혁신으로 주년생산이 가능해졌지 

만， 이는 농가의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특정 작물의 산지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Robert(1996)는 농가생산시스템의 변화가 농가 

재생산의 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고 이에 따라 농업공간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되 

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농가분화의 촉진， 농가재생산 가능성의 약화 두 현상을 달리 표현하면， 기 

술변동과 생산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특정한 속성을 가진 농가만이 선택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들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농업의 산업화G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논의는 이러한 문 

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Bowler， 1996: 16) , 기술발전은 농업생산성의 향 

상에 기여를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생산과 농업위기의 심화를 초래하 

는 역작용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농가는 더욱 자본투자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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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고 새로운 경영부문으로의 진출 유통경로의 모색 

등 끊임없는 변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농업에 있어서도 일종의 진입 

장벽1)이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물론 모든 농업에서 진 

입장벽이 동일한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본집약적 농엽일수록 진입장 

벽이 크고 따라서 선별적인 참여 혹은 생존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 

이다. 따라서 어떠한 속성을 가진 농가들이 지역농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그 

리고 그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집약적 농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문제 

는 산지형성과 지역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도 

시권 농업의 경우 도시개발로 인해 산지이동 농업공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극심한데도 집약적 농업이 유지되는 것은 상업농의 공간이동 세대간 경영변화 

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Hart (199 1)의 지적도 농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농업공간분화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농업도 근래에 들어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시장환경도 크 

게 변모하는 등 농업의 구조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 

시적인 생산구조 뿐만 아니라 개별농가의 생산시스템의 변화도 예상된다. 이러 

한 변화가 농업공간의 분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향후 농업공간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업쇠퇴 혹은 후퇴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도시권 농업공 

간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을 시설농업을 대상으로 생 

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공간분화 프로세스를 이해하고자 한다. 즉 생산구조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개별농가의 경영형태는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고 그 경영형태와 지역적 조건-국지성과 입지성-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1) 진입장벽이란 용어는 산업조직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신규기업이 시장 내 

로 진입하려는 경향， 가능성， 속도 등을 제약하는 현상을 지칭한다(최정표， 1997, 188) , 

동일 산업내 규모격차， 기술격차， 제품차별화 등이 존재할 때 구조적 진입장벽이 존재 

한다고 본다. 농업부문의 생산구조 역시 이러한 측면이 강화되고 있어， 농업부문에서도 

이러한 진입장벽의 형성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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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농가의 속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 

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시설농업의 생산구조 변화와 그 배경을 탐구한다. 시설농업의 

발달을 전체 수도권 농업에서 검토하고 시설농업 내부의 구조 변화， 즉 작물의 

변화， 규모 분포의 변화， 전문화 경향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변화 

를 초래한 배경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 

둘째， 농가의 경영형태와 입지 특성을 분석한다. 작물에 따라 기술혁신의 

정도와 방향 및 생산관계도 다름으로 해서 그 경영형태는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며 그에 따라 입지조건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셋째， 농가의 진입경로와 이들의 입지선택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시설농업 

의 생산구조 변화는 시설농가의 재생산과정과 농업공간 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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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과 자료 

본 연구의 주목적은 수도권 농업공간 분화과정을 농가의 경영형태와 사회 

경제적 속성 두 측면으로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농가의 경영형태와 농가 

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관련된 제 요소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고는 자료구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가의 사회 

경제적 특성 그리고 경영형태 등의 요소를 상호 비교하려면 충분한 사례조사 

가 필요한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접 인터뷰 조사결과를 이용， 상기한 연구문제를 주로 정성 

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고자 한다. 

설문 내용은 크게 경영주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사항， 시설경영 및 농업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지만， 설문 내용을 보완하기 위 

해 전화 접촉 및 재방문을 수회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3장의 분석 결과와 연 

계하여 선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는 시설농업 구조， 입지， 그리고 시설농업발 

달 역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하남시 망월동， 

의왕시 청계동， 남양주 진건면 신월리， 용인 모현면 일산리， 용인 남사면 방아 

리 그리고 평택 청북면 어소리이다. 조사 마을 선정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을 

통해 사전 정보를 구해 선정되었다. 조사 농가의 선정은 조사마을에서 무작위 

추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사지역에서 하우스 농가는 하우스가 

있는 마을보다는 인근 마을이나 하우스내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 

농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전 정보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작목반을 선정하 

는 것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으나 작목반원이 일정한 장소 

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기보다는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같은 장소에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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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작목반이 혼재되어 특정 작목반을 선정， 모집단으로 삼는 것도 용이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조사농 

가 자료를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된 설문 자료는 

총 136매이다. 

한편 3장은 2차 자료를 이용， 수도권 전체 시설농업구조 변화와 그 지역적 

패턴에 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사용된 기본 자료는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농업 총조사 자료이며 이외에 통계자료도 함께 이용하 

였다. 

2. 연구지역 개관 

수도권은 급속한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농 

업공간은 농업생산기술 발전이나 시장환경의 변화 이외에도 도시화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농업공간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도시화 전개양 

상에 대해 개략적인 윤곽을 파악함으로써 농업공간분화의 결과나 그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경기도는 그 동안 급속한 인구 및 산업집중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인구 및 

산업의 분산적 발전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의 보급 

과 도로 여건의 개선으로 광역적 도시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의 잠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화， 지역농 

업구조의 변화 등 수도권 농업공간 전체가 도시화의 압력을 직 ·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도시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요구된 

다. 지역구분 자체는 본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 

구지표를 이용， 개략적으로 도시화의 패턴을 검토하고자 한다. 인구 지표로 수 

도권의 도시화 양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985년 기준으로 인구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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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명을 상회하는 지역은 수도권 d띄南園에 집중해있다. 이들 지역은 1985-

1995년 기간 동안에는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인구집중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한편 성남 의정부 구리 남양주 고양 용인 등 일부 서남권 이외 지 

역들도 1985-1995년 기간동안 가구 증가율이 경기도 전체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화가 동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상당수의 농지가 잠식되 

면서 일부 농지만 고립적으로 잔존함으로써 경관상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농민은 기술발전 시장환경의 변화 외에도 이처럼 구체 

적이고 가시적인 도시화의 압력을 받게 됨으로서 농업경영의 변화가 불가피하 

게 된다(이영석 1989; 손용택 1996). 이러한 이유로 대도시권내 농업 전체를 

획일적으로 근교농업이라 규정하지 않고 도시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市街地

농업(혹은 도시농업)지대， 市街化 농업지대， 近했 농업지대로 구분하기도 한 

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입지조건의 차이를 의미하는 편의상의 개념 

이 아니라 각 농업지대가 농가성격， 농업취업인구구조， 농지소유구조， 생산 및 

경영구조， 농업관련 지역조직 형태 등 제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는 가 

정을 바탕에 깔고 있다2)(澤田格之 1991; 新井鎭久 1993). 

수도권을 동일한 방법으로 지역 구분을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시로 

승격한 도농 통합시들과 동두천을 제외한 모든 시 지역의 농업공간은 시가지 

노엽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지역들은 1990년 기준으로 행정구역상 시에 

해당하는 지역들로， 시홍， 고양을 제외하고 1985년에 이미 인구밀도가 1 ，000인/ 

때을 넘는 고밀도 지역에 속해 있다3) 또 1985-1995년 기간에도 이 지역의 

인구밀도는 대부분 1 ，000인/k따 이상 증가하여 고밀화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지면적도 1985년에 비해 평균 -33.5%로 감소하였다. 한 

편 서울 중심으로 반경 30km 밖의 지역은 일부 시를 제외하고 근교농업공간 

2) 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시가화 예정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을 시가지농업으 

로 규정하기도 한다(新井鎭久， 1993), 

3) 시가지 농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인구밀도는 200-300인/km2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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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인구밀도와 가구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 

은 지역이며 특히 경지감소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지역이다. 

한편 시흥， 남양주， 고양， 용인의 4지역은 위의 두 지역의 점이적인 성격을 가 

지는 지역으로 아직 인구밀도는 시가지 농업지역에 크게 못 미치지만， 1985년 

이후 경지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지역이다. 

〈표 1-1> 수도권 농업공간의 도시화 양상 

1985년 1985-1995년 1985-1995년 
시·군명 

인구밀도(인/k따) 가구 증가율(%) 경지감소율(%)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 

시가지 
3,014 145 -32.5 

정부， 광명， 송탄， 평택시， 

농업지역 안산， 과천， 구리， 오산， 군 

포， 의왕 

시가화 
461 204 -41.4 시홍， 남양주， 고양， 용인 

농업지역 

동두천， 양주， 여주， 평택 

二1그- 교 군， 화성， 파주， 광주， 연천， 

농업지역 
258 41 -18.6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안 

성， 김포， 

경기도 
422 115 -19.2 

전 체 
-

자료: 각년도 농업센서스 및 경기도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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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시설농업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구조 변화가 농업공간 분화를 초래 

하는 프로세스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생산구조 변화는 작물과 

그 생산주체의 성격 두 측면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생산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농업공간은 어떠한 분화패턴을 보이는지 

를 파악하고， 주어진 농업공간패턴을 농가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경영형태 두가 

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로써 농업공간 분화 과정을 이해하고 자 하였 

다. 

2장에서는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농업공간분화를 초래하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문제를 제시 

하였다.3장은 결국 구체적인 시설농업의 공간분화 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 

기에 앞서 수도권 시설농업의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분화 패턴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장은 사례 농가에 대한 미시적 경험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제 1절에서 농가의 시설농업 경영형태의 질적 특성을 작목별 

로 비교， 분석하고 그 지역적 변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제2절 

은 시설농가의 진입경로(직업적 배경과 출신지배경， 농가의 승계여부)와 진입 

파정을 고찰하고 농가유형별 특성과 농가유형의 지역적 변이를 분석하였다. 이 

절은 지역농업 담당주체의 재생산 측면에서 농업공간 분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은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가 갖는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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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절 주요 용어정의 

1. 생산구조 

농업생산구조를 협의로 정의한다면， 농업경영부문(enterprÍse) 혹은 작물구성 

(crop)을 말하고 농업생산구조 변화는 일정단계 한 국가의 농업생산을 주도하 

는 농산물 구성의 변화를 지칭한다. 이정환(1997)은 농업구조 개념을 가격과 

기술이 농엽이란 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규정하는 기본적 툴， 즉 농업의 

상품구성과 생산주체의 구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구정하고 농업생산구조는 

농업의 상품구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정하여 농업구조의 하위 개념으로 정 

의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발전 문제를 다룰 때 상품구성과 생산주체의 구성은 매우 유기 

적인 연관관계를 가진다. 농업발전 수준은 총생산액 기술수준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파악된다. 총생산액은 바로 상품구성과 직접 연관이 된다. 한 국가의 

농업생산이 얼마나 소득 탄력적이고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작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농업이란 산업의 산출 규모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 

가하면 기존 농산물은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일정한 규모의 수요만 발생하는 

소득 비탄력적인 작물이 된다. 그리하여 그 작물에 대한 수요는 정체상태에 머 

무르게 되고 나아가 과잉생산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이 보다 소 

득 탄력적이고 비교우위가 높은 작물 중심으로 생산이 전환되지 않으면 농업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농산물 구성이 가지는 의미는 소득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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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속성상 수용가능한 기술체계가 다르고 기술투입에 따른 효과도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구성의 변화는 바로 농업생산기술의 변화를 그대로 반 

영해주는 지표이다(유영봉， 1991). 이처럼 농산물 구성은 흔히 생산효율， 생산 

성으로 파악되는 농업발전 수준을 다른 각도에서 파악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된 

다. 

농산물 구성은 또 생산주체의 성격 4)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농산물 구성이 

보다 기술집약적이며， 가격탄력적이고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주체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 

요한 생산 기술에 적응하고 있으며 경영조직이나 규모 면에서 기반이 구축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주체의 성격에 따라 기술과 시장에 대한 반응능력이 

다르며 동일한 기술과 가격 조건 아래서도 생산성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농가가 규모경제 효과를 실현하고 있는가， 한정된 생산요소를 전문화 

된 하나의 작물에 집중함으로써 생산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생산요 

소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권을 지배함으로써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등에 따라 전체 농업 생산성 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엄격한 의미에서 농엽생산구조는 농산물의 구성을 의미하고 개념적으 

로 농업구조와 구분되지만 분석 전개상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논의될 성 

질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 때문에 농업경제학 문헌에서 양자의 개념을 

엄 격 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허신행(1992)은 농가의 농업경영형태를 농업생산구조라 하여 농 

업생산주체의 성격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고 유기준(1994)은 양돈산업의 구조 

변화를 생산구조 측면에서 논의한다고 전제하고 그 분석내용은 양돈 농가의 

4) 사회문화적， 계급적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의 생산주체의 성격이란 
농업생산 동기 혹은 목표， 취업상태， 토지소유관계， 경영조직， 규모， 기업형태 기준에 

의한 구분되는 농가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생산주체의 성격은 요약해서 

말하면 농가의 경영형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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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계층 변화와 전문화의 전개 두 사항을 중점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김영철 

(996)은 농업구조는 농업부문을 구성하는 생산， 유통， 가격구조 등을 모두 포 

괄하는 광의의 개념과 생산부문만을 고려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여 

기서 협의의 농업구조란 생산구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혼동은 보다 염밀한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실질 

적으로 양 개념이 구분되어 논의될 성질이 아니란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산구조는 농업구조와 동일한 의 

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생산구조란 작물 구성과 생산주체의 구성 양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생산구조 변화는 그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여기서 생산주체의 구성은 농가의 경영규모， 경영조직 등 경영형태의 각 

지표를 기준으로 한 생산주체의 구성관계 외 사회경제적 속성 측면에서의 구 

성관계도 포함한다. 말하자면 무엇을 누가 어떻게 생산하느냐를 주 분석내용으 

로 한다. 

2. 경영형태 

농업생산구조가 한 국가 혹은 지역 단위의 농가성격별 구성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면， 경영형태는 개별 농가 단위를 농업경영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농가의 경영형태를 분석하고자 할 경 

우， 규모， 전문화， 주작목， 경지소유형태 등을 주요한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진입경로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유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입경 

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진입경로란 어떤 농가가 시설농업에 참여 

- 12 -



하게 되는 과정 즉 경영내용 변화 직업변화 그리고 영농장소의 이동 등을 종 

합적으로 지칭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진입경로는 농가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통해 지역농업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전통적으로 진입경로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연구 

는 농가재생산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지역농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생성되는 과정과 정도 및 그 과정을 제어하는 거시적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주 

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농가의 진입경로를 파악하되， 공 

간적 관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농업사상의 지역간 차이를 유발되는 과정의 

한 측면으로서 농가의 진입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4. 공간분화 

공간분화는 어떤 양적， 질적 기준에 의해 구분된 유형의 공간분포 또는 이의 

질서적 배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농업 사상의 

질서적 배열상태를 파악하고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즉 공간과정 

(spatial process)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공간분화， 즉 지역간 차별성 

의 형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는 특화작물 뿐만 아니라 농가유형 

의 구성， 시설농업의 발전 정도 등 양적 척도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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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선행 연구의 검토 

2장은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방향과 분석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문헌들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성과의 정리는 각 

연구들이 강조하는 농업공간 분화의 발생 요인별로 재조직하였다. 제2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저11 절 생산구조의 변화와 공간분화에 관한 선행 연구 

1. 연구동향 개관 

1) 지리학에서의 농업 연구 동향 

여기서는 농업활동의 지역적 차원에 대한 연구 동향들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다. 여기서 고찰되는 연구 동향은 연구 주제나 문제의식의 동향에 한정되지 

만， 문제 의식에 따라 방법론도 달리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법론 측면에서의 

연구 동향도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지리학은 농업활동의 지역차 지역구분이 핵심 주제로 삼아 왔 

고， 최근에도 이러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Gillmor， 1977; 

1987; Bowler, 1981; Gregory, 1982; Winsberg , 1980; Lawrence, 1988, Ilbery, 

1989). 다만 전통적인 농업지역 구분 연구와 달리， 지역구분 자체가 목적이 아 

니라 거시적 사회경제 변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특화가 강화되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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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공간 분화가 보다 뚜렷해지는지 등 변화 측면을 강조한다. 이는 

최근의 농업입지가 자연적 입지적 요인에 지배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따라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입지 변동 현 

상도 빈발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관심이 분화패턴을 기술하는데서 프로세스 규명 쪽으로 전환되면서 

분석대상도 지역보다는 농가가 중심이 되고 있다. 농가는 거시적 변화와 구체 

적 공간적 결과를 조직화하는 주체이므로 농가의 의사결정이나 적응행태를 분 

석함으로써 거시적 요인이 공간화되는 과정의 추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열의 연구들도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농 

가의 인지와 태도를 확인하는데 주력하였다. 도시화에 대한 농가의 인지와 태 

도를 분석함으로써 대도시 주변부의 농업공간 분화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을 

시도한 Bryant(198D의 연구， 농가의 태도를 기초로 농가유형구분을 시도하고 

유형별 속성을 비교한 Ilbery and Homby의 연구(1983) ， 전문화 농가를 대상으 

로 전문화의 행태적 요인을 추출하고자 시도한 Ilbery( 1984)의 연구 등이 전형 

적인 연구사례이다. 

그러나 행태 연구들에서는 농가의 인지와 태도가 매우 다양하고 그것을 결 

정하는 요인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적 함의를 도출할 수 없다는 비판 

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에 최근에는 농가의 경영형태를 규정하는 농가 내적 동 

학(動學) 원리를 이끌어내는데 연구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가 농가 내적 동학원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전통적인 Chayanov의 소농경 

제이론을 그대로 다시 적용하는 방법론상의 회귀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들의 주된 문제의식은 기술 변화와 그에 따른 전체 농업생산체계 

(agro-commodity system) 변화의 맥락에서 가족농의 내적 동학 원리를 고찰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기술변화와 농업생산체계의 변화에 따라 가 

족농의 농업경영방식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가족농의 경영주기는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리학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농업기술 변화와 전체 농업생산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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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가의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공간의 차별적 성장이 전개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FitzSimmon(986), Marsden 등 (987) , Munton 등 

(1988)의 연구가 그 전형적 예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농의 고유 특성 측면 

을 보다 천착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농은 농가의 생애주기의 일정 

단계에 이르면， 작물 변화나 기술 도입과 같은 경영내용상 중요한 변화를 시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농가경영의 변화 농가재생산 가능성 

등이 핵심 연구문제가 되고 있다(Moran. 1988; Marsden . Munton and Ward 

1992; Roberts. 1996). 

그러나 이러한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공간적 의미를 명확히 도출하는 문제 

가 향후 연구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 

제의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2) 국내의 경험적 연구 

도시주변부 농업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작물 생산 입지 

에 있어서 환상 지대를 언급한 허신행 · 전창곤의 연구(1984) 수도권을 대상으 

로 작물결합 분석을 시도한 손용택의 연구0987; 1996) 역시 작물결합방법을 

사용하여 수도권 농업공간구조를 분석한 유승우(1990)의 연구들이 있다. 

손용택의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의 농업공간구조는 다각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가운데 미작의 상대적 우위를 연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들은 작물결합패턴을 확인하여 농업공간구조의 개략적인 윤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연구로 평가될 수 있다. 그는 또한 도시력이 수도권 농업공간에 미 

치는 영향을 작부구조의 변화 필지 변화 및 겸업 3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공간 

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한편 미시적 단위에서의 연구로는 허우긍0972; 1974), 김기혁 (992) ， 김재홍 

등(992) ， 이재덕 (1996)의 연구가 주목된다. 허우긍0972; 1974)은 김해지역을 

대상으로 외지노동력의 이동과， 현지인의 겸업 문제를 다룸으로써 원예농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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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노동력 실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또 통일한 지역에서 원예 농업지역 

의 특성과 지역분화를 분석하면서 재배역사 기술발달 지형 토양조건 등의 요 

인과 입지적 측면에서 철도수송이 유리한 점이 특산지로서 발전해가는 요인으 

로 언급하였다. 

김기혁(1994)은 부산시 근교 김해 대저지역의 사례로 농업형태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는데， 하천부지라는 독특한 농지소유구조가 시설농업 발전의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김재홍 등(1992)는 대전시주변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노동구입 혹은 판매실 

태， 자본장비실태를 기준으로 농가의 유형구분을 시도하고， 농가유형별 주작목， 

노동투하량， 농업소득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본집약형 농가의 비율이 

약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겸업기회의 확대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재덕(1996)은 도시화의 영향을 인구 및 농가 변동 측면에서 파악하고 도 

시화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른 소단위지역간 영농형태별 농가구성을 비교하 

였다. 이 연구는 Bryant( 1986)가 개념적으로 제시한 농업공간 유형을 소단위지 

역에서 적용하려 한 것이다. 

한편 이정훈(1994)은 서울시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의 사회지리학적 특성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농업지리학의 연구가 아니면서도 서울시주변 농업 

공간의 생산자 속성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즉 이 연구에 의 

하면， 서울시주변 농업공간에 있어서 농업생산주체는 주로 외지에서 유입한 경 

영주 농가로써 화훼， 시설채소 등 대단히 집약적 토지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 

하였다. 이들의 과거 경력은 매우 다양하지만 비농업분야에서 전직한 경영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자는 이들이 산업구조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인구집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도시화의 전개로 서울시주변 농업은 궁극적 

으로 소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면 도시주변부 농업공간의 변 

화를 도시화의 전개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시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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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농업공간을 대상으로 농업기술발전， 농업을 둘러싼 제 환경의 변화 측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방법론적으로도 농업공간 조직론 혹 

은 공간구조론 차원에서의 패턴 기술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작물입지 및 작 

물생산 변화 자체를 다루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세스 규명에 주력함으 

로써 농업공간의 변화 전망을 위한 경험적 연구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2.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가의 경영형태 

한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는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의 규모 집 중(concentration) ， 자본집 약화(capital intensification) , 전문화 

(specialization) 그리고 지역특화로 요약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거시적 차원 

에서의 변화 속에서 개별농가의 경영형태가 어떤 질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미시적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경영형태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태적 변화과정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 

1) 농가의 경영형태 

농가의 경영형태란 경영규모， 경영부문과 조직， 토지 · 노동 · 자본 등 생산 

요소 투입형태 등을 유형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경영형태 

분류방식은 규모를 기준으로 농가를 구분하는 경우와， 전문농， 복합농처럼 경 

영조직 측면에서 분류하는 경우， 농지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 등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분류방식은 비교적 객관적이나 최근의 농업환경 

변화 측면을 분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최 

근의 연구들은 기술변화， 투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성적 분류를 

시도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경영목표， 가치， 전략 등을 고려한 분류도 시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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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Marsden 등(1987)은 농가의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농가유형화를 시도하고 

농가유형 구성에 있어서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최근 기술발전과 

농업생산체계의 변화가 농가의 생산 국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농가의 생산관계를 지표로 포업된 농가(subsumed farm unit) , 통합된 농가 

üntegrated farm unit) , 전통적 농가(traditional dependent farm unit) , 한계 농 

가(marginal c10sed farm unit) 4가지 농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농가일 

수록 자본과 노동， 토지의 외부 의존도가 큰 농가에 해당한다. 지역농업구조가 

각기 다른 영국의 4개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농가유형별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집약적 농업을 행하고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생산요소의 외부의존도가 큼 

을 알 수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집약적 농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포섭된 농가 

비율이 높음을 밝혔다. 

Bowler( 1992)는 농업소득규모， 농가소득원의 종류， 농가의 농업경영태도 등 

을 지표로 산업적 경영형태 (industrial model) , 다각화 경영형태， 취미 또는 겸 

업형 세가지 유형으로 질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Benett(1982)는 농업경영방식， 생산성， 효율성， 부채정도， 미래의 안정성 등 

에 따라 농가의 경영형태를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높은 이윤 획 

득을 위해 모험적 농업경영을 시도하고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경 

영형태， 두 번째는 적당한 이윤을 취하는 대신 지나치게 모험적인 경영전략을 

채택하지 않는 중도적 경영형태스타일， 마지막으로 매년 일정한 생산량과 수입 

을 올리는 소극적 경영형태로 구분된다. 이 유형구분은 사전적 기준에 의해 농 

가의 경영형태를 구분하되， 보다 정성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Salamon (1985)은 가족농을 전통적 가족농과 산업적 가족농으로 유형화 

하고 그 경영형태상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연구자에 따라 농가의 경영형태를 포착하는 지표가 약간 

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표는 고용노동의 활용， 그에 따른 

생산과정에서 분업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마치 공업생산시스템이 수공업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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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매뉴팩처 조립생산방식으로 진전되는 발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분엽의 진전으로 평가되듯이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엽화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농업변화를 농업의 공업화로 표현하기도 한다(Troughton， 1986). 

2) 경영형태 분화과정에 관한 연구 

(1) 의사결정자의 사회경쩨적 속성 

의사결정자로서 농민의 사회경제적 속성은 개별 농가의 경영형태를 결정하 

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왔다. 농민의 의사결정은 환경적， 사회 경제적 혹 

은 정치적 외부환경 뿐만 아니라 농가의 내적 조건，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가치 

관과 목표에 의해 제약을 받는 제한된 선택 과정 konstrained choice model)이 

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혁신 수용태도간에 정형화된 관계가 성 

립될 수 있다(Edwards ， 1996; 136-139).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농업지리학에 

서는 혁신 수용에 있어서 상이한 두 지역의 농가 속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지역간 농업활동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ones(l967)의 연구는 농가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혁신수용 태도와의 관계를 

다룬 선구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ones (l967)는 농가에 있어서 새로운 작물 

의 도입을 일종의 혁신으로 인식하고 왜 농가간 혁신수용이나 속도가 다른지 

밝힘으로써， 농업공간분화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ones는 혁신채태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농가를 혁신자(innovator) , 초기 채 

택 자(early adopter), 초기 모방자(early maj ori ty ), 후기 모방자Oate majority) 

그리고 지각자Oaggard)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회 경제적 속성， 가치관 

과 태도， 사회관계 등에 있어서 농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 

체로 혁신채택 시기가 빠른 농가일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비농업 경험 

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경영형태도 대규모 경영과 전문 경영을 특징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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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태도가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하고， 사회 관계망도 광역적이며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 

다만 Jones의 혁신자 유형 연구는 혁신이 공간적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헤 

거스트란트의 개인의 정보공간이라는 물리적 속성 보다 채택자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의해서도 지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함으로써 혁신채택의 공간 

적 과정을 명확히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표 2-1> 혁신채택 유형별 경영주의 특성 

-:::: 까ι1‘- λ。4
혁신자 초기채택자 모방자 지각자 

(Innovater) (Early adopter) (Late majority) (Laggards) 

사회적 지위 높다 낮다 

.1lι11 。1「 -까r년 ;ζr 높다 낮다 

연 려。 젊다 높다 

비농업 경험 7 。T -디「 

태도/가치관 진취적/모험적 회의적/회고적 

사회적네트원 다른 혁신자 공무원/지역유지 초기채택자 친지/근린 

정보원 다양한 정보원 대중매체 비공식적 정보원 친지/유사집단 

경영형태 대규모/전문화 소규모/복합경영 
」

출처: jones0975; Ilbery(984), p. 87에서 재인용)의 표를 수정한 것임. 

Jones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Bryant에 의해 최근에 이루어졌다(1989). 

Bryant는 거시적 차원의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짐으로써 농민들 가운 

데는 외부환경에 대한 소극적 적용자가 아니라 여건 변화를 발전의 기회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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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업가적 적응전략(entrepreneur mode)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농가가， 늘 

어났고 이들의 존재 유무가 바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공간 분화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특정 농민을 기업가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 

적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농민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확산 초기 단계에 

서만 차별적 행태를 강조한 Jones의 혁신자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p. 340). 한편 Bryant는 혁신자가 형성될 수 있는 지역적 조건-관련 기관 

들의 행태， 다양한 기회 등-을 중시함으로써 농업공간 분화와 연관지워 설명 

하려 하였다. 

그러나 혁신 또는 의사결정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상이한 혁신 

마다 의사결정과정에 요구되는 정보， 위험부담능력 그리고 경제적 부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서로 다른 혁신의 수용 또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 속성과 혁신수용태도(또는 의사결정) 사이에 동일한 상관관계가 

성립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태연구들은 이러한 일관성을 충분 

히 보여주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Gilg ， 1985). 

(2) 농가의 생애주기 

근래에 올수록 좀 더 구조적 관점에서 경영형태 분화과정을 설명하려는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가족농 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가의 사회 

경제적 속성을 유형화하고 상이한 유형간 농업경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서 

의 행태적 연구들이 가지는 약점 즉 일관성의 결여 일반화에의 실패를 극복 

하고 있다. 

Bennett( 1982)는 농가의 경 영 방식 (management)은 고정 된 것 이 아니 라 거 시 

적 상황과 가족 내부 상황에 따라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고 그에 따라 농가의 

경영성과도 달라진다고 보았다5) 이처럼 경영방식과 경영성과 그리고 경영내 

5) 이 연구에서 경영방식 (management style)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영형태와 달리 

경영목표， 경영태도 등을 중심으로 정의된 용어이다. 즉 적극적인 경영 개선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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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고정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무정형한 것은 아니다. 즉 경영 

내용이 일정한 패턴으로 변동하는 소위 경영주기 (enterprise cyc1e)가 존재한 

다. 여기서 경영주기는 농가의 경영내용이 창설 단계 (enterprise phase)->발전 

단계 (development phase)->정 체 단계 (maintaining phase)->은퇴 (retire) 혹은 

재발전 단계 (redevelopment phase)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가장 경영성과가 높고， 집약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새로 

운 기술 및 작물 도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발전 단계이다. 

Bennett는 이러한 경영주기를 지배하는 농가 내적 요인이 바로 경영주의 생애 

주기와 농가재생산 가능성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Moran(988)은 지역농업의 변화과정을 규명하려는 의도하에 경영주의 생애 

주기에 따라 농가의 투자행태 및 경영부문의 선택 (enterprise choice)이 체계적 

으로 달라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경영주의 생애주기가 농가의 의사결 

정을 구조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농가의 경영태도 및 내용 

을 대변하는 지표라 할 수 있는 부채비율은 경영주의 연령에 따라 주기적인 

증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경영주가 젊을수록 부채비율이 놓고， 

노령으로 갈수록 부채비율이 낮은 자산주기 (equity cyc1e)가 존재함을 입증하 

였다. 그리고 부채비율은 집약적 농업에서 조방적 농업으로 전환한 농가일수록 

낮다는 사실을 밝히고 간접적으로 농가의 생애주기에 따라 농가의 생산결정도 

조방화됨을 밝혔다. 

그러나 농가의 경영주기 한 사이클만을 가지고 농가의 경영변화를 설명하 

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제2세대로의 승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제 1세대의 경영주기는 미처 완결되지 못하고 새로운 경영주기가 시작될 수 있 

기 때문이다. Marsden 등(992)은 이 점을 고려하여 농가의 분화 양상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해 주었다. 그들은 생산관계 지표를 가지고 농가의 경영형태를 

하고 있느냐? 외부 차입에 대한 태도 농업경영을 보는 관점 등을 기본 변수로 하 

여 유형화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의 결과물이 경영성과 (quality of 

enterprise) 이 다(Bennett， 1982: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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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한 뒤， 농가유형과 재생산전망을 비교하였다. 후계자가 이미 경영에 참 

여하고 승계가 진행중인 농가(strongly established fann)는 평균 경영면적이 

크고 자본과 노동의 외부 의존도가 높으며 임차 비율이 높은 소유 구조를 나 

타내었다. 이는 승계를 통해 농가의 지속성이 확보된 경우 경영주의 연령에 상 

관없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농가의 

분화는 경영승계 가능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영주기의 단축은 최근의 거시경제적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술 발전과 시장 경쟁의 섬 

화로 경영주기와 생애주기의 공시성 (synchronizing)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점 

이다(같은 논문 418). 가계비 부담이 적은 시기에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자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투자를 할 때 경영주기의 순탄한 진행이 가능한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농산물 시장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는 자본 축적이 

가능한 시기가 점차로 짧아진다. 따라서 경영주기의 순탄한 진행이 용이하지 

않고 경영주기와 생애주기의 공시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Marsden 등은 최근 탈농과 겸업농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직접적인 

원인을 경영주기의 단축에서 찾고 있다. 과거의 경영주기로 보아 경영의 발전 

혹은 확대 단계에 있어야 할 시점에 있는 농가들이 탈농을 하거나 경제활동의 

중심을 겸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수요는 늘어나는 

데 비해 수익성의 악화로 인해 자본 축적 기간은 더욱 짧아져 결국 농업경영 

을 축소하고 비농업 부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정 

한 규모 경제의 실현이 농가 존립에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상황-즉 진입 장벽 

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 1세대의 경영주기 단축은 제2세대의 승계 의욕을 약 

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것이 승계 단절과 농가 감소의 발생 경로라고 설명하 

고 있다. 

Roberts(1996)는 농가경 영 의 확대 재 생 산 추세 가 지 역 적 으로 차별 화 

(agricultural differentiation)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농업의 공간적 불균등 

발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직접 상속뿐만 아니라 가족간 노동-자본의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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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신용보증， 토지 임차의 지원 등 가족간 협력도 젊은 경영주의 농업 진입 

을 도와준다. 이를 통해 제2세대는 경영주기의 초기 단계부터 제 1세대의 같은 

4단계에 비해 이미 상당한 자본 축적이 되어 있다. 이처럼 이미 상당한 자본 

축적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경영주기를 시작함으로써 농가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농가의 확대재생산은 지역의 자연 조건， 입지 

적 속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유리한 자연 조건과 입지 조건을 갖춘 지 

역의 경우 자본 축적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각 농가의 경영주기도 순탄하 

게 진행되고， 농가 재생산 및 확대 재생산이 원활해짐으로써 농업공간의 불균 

등 발전이 야기된다. 

3. 농업공간분화 요인 

특정한 경영형태를 띠는 농가들이 공간적으로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집중하면서 농업공간 분화가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 

영형태의 지역적 집중과 공간적 분화에 대한 해명은 농업지리학의 전통적 연 

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입지적 관점에서 공간분화를 설명하려는 연구와 보다 

국지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흔히 산지형성론적 접근 

은 후자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동과 토지의 기회 비용 

농업공간 분화를 설명해온 전통적 지대이론은 지역별로 노동과 토지의 기 

회비용이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정시점에서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이 다른 

두 지역은 해당 지역의 요소비용과 적정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 

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농업공간은 분화된다. 

경제학에서는 생산구조 변화의 과정과 원인을 작물에 대한 수요와 생산함 

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작물의 수요량과 가격은 고정되 

- 25 -



어 있지 않고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열등재로 전환되는 수명주기를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정환， 1997: 157 - 189). 그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다 

가 정체기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감소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는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면， 종래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이 되는 수요자 

의 소비 행태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수요의 변화가 생산구조 전환의 계기가 되지만， 동시에 생산자 측의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수요변화에 상응하여 공급측의 조건이 정비되어 

야 비로소 생산구조의 전환으로 귀결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토지 

와 노동의 실질 비용뿐만 아니라 기회 비용도 커진다. 농산물들은 가격이 동일 

하더라도 단위 생산물 당 토지와 노동소요량이 다르므로 상대적 수익성이 다 

르다. 그러므로 어떤 농산물이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 생산물 당 노동과 토지소 

요량， 즉 기회비용을 실현할 수 없다면， 이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되고 여기에 

투입되던 토지와 노동력은 기회비용이 실현될 수 있는 즉 정(正)의 이윤이 발 

생 가능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용된다. <그림 2-1>은 이 러 한 논리 전개를 모 

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토지(노동)투입계수6)는 단위 생산물당 토지(노동)소요량에다 단위 

요소가격을 곱한 값을 단위 생산물 당 부가가치로 나누어 비용으로 환산한 값 

이다. 그리고 대각선 tl과 t2는 서로 다른 시점에 있어서 이윤이 발생하는 한계 

선으로 특정 작물이 그 안쪽에 위치하면 정(正)의 이윤이 바깥쪽에 있으면 부 

(負)의 이윤이 발생한다. 그림에서 작물 A는 작물 B에 비해 가격이 낮거나 가 

격 대비 요소투입량이 많아 부가가치가 낮은 작물이다. 또 같은 작물(A)라도 

기술진보에 의해 투입계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윤 발생가능성이 높다. 작물 Al 

은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가 이루어진 경우이고 작물 A2은 토지 절약적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과 토지가 

6) 토지투입계수 및 노동투입계수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화폐로 환산한 값이다. 

단위 생산물당 소요량×단위 가격 
토지(노동)투입계수-

단위당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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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회비용이 커지면 이윤의 한계선이 원점으로 향하 격이 상승하고 따라서 

낮으므로 생산 요 및 수익성이 열등재의 경우 상대 가격 여 이동한다. 따라서 

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윤 발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가는 열등재 생산 

토，‘ 
지| 
, 1 

입 | ‘、‘、\‘

겨계11 ‘、‘、\‘、\‘、‘、‘ L니 1 

, 1 

작물A‘ 
:-- • ““ 

높은 작물로 생산 전환을 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본집 약적 생산으로 전환하게 된다. 

을 포기하고 보다 수익성이 

작톨B 

• 
노동투입 

<그림 2-1> 작물의 수익성 좌표 

주 : 작물 A l, A2는 작물A의 기술대체효과를 반영한 것임. 

출처: 이정환， 1997, p.l77의 그림을 수정한 것임. 

설명을 노동과 토지의 대한 비공간적 변화 과정에 생산구조 이상과 같은 

기회비용이 공간적으로 상이한 현실에 적용하면 농업공간의 동태적 분화에 대 

도시-공업가설 농엽입지이론과 슐츠의 가능하다. 전통적인 뒤넨의 한 추론이 

수 있다7). 실제로 도시-공업지대와 인접한 

경험적 전체적인 생산성도 높다는 도입이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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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적지 않다(Katzman， 1974; Andrew and Chetrick. 1988; Heimlich 

1988; Lockeretz, 1988 등) . 도시와 인접한 지역은 토지와 노동의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농가는 보다 수익성이 높은 작물 생산을 하거나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ryant， Russwurm and 

McLellan, 1982; Bryant and Johnston, 1992)8). 

이러한 논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근의 연구는 Hart(1991)의 연구이 

다. Hart는 약 100년을 걸쳐 뉴욕대도시권의 토지이용 분화를 추적한 결과 어 

느 시기에 있어서 뉴욕시로부터 상대적 입지에 따른 집약도의 경사 패턴이 유 

지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즉 시가화되는 지역과 맞닿고 있는 도시화의 첨병 

지대는 항상 뉴욕대도시권 농업생산구조에서 가장 집약적인 작물 재배 중심지 

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분화 패턴은 입지 자체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p.36). 즉， 농가의 작물 선택 과정을 보면 바로 이 입지 잇점 

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회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농업공간 분화를 분석한 논문들은 일정 시점에 

서 집약도， 생산성 또는 작물의 공간패턴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동태적 관점에서 생산구조 변화를 다루고 있는 연구의 경우도 두 시점의 

지리적 분포패턴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많은 연구들이 분 

석 단위의 지역 스케일을 카운티 또는 그 이상으로 크게 설정함으로써 전체적 

인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지리적 변이 (spatial variation)를 축소하거나 

7) 튀넨이론은 농업공간조직을 결정하는 기본 영력으로 생산물과 투입요소의 운송 
비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를 들고 었다. 그리고 슐츠의 도시-공업가셜은 도시

공업지대에 가까운 지역은 비농업 취업기회가 많기 때문에 농업의 과잉노동력 

문제가 해소되고 자본의 노동대체를 촉진시켜 농업의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빨 

리 진행될 것이라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Hayami and Ruttan, 1985). 따라 
서 이 두 모텔은 본문에서 설명한 경제학의 모델과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 

8) 특히 대도시 주변부에 대한 경험 연구들은 대도시 주변부 농업의 한시성 

(imperrnance syndrome) 논쟁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튀넨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도시 
주변부의 농업이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함을 입증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Lawrence, 1988; Lockerletz, 1988; Hart, 1991; Heirn1ich,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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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하고 있다(Bryant and Greaves, 1978; Munton et. a l., 1988). 

기회비용 개념에 입각한 농업공간분화 연구들은 아직 기술과 시장 환경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프로세스를 농업공간 분화를 설명하는 내생 변수 

로 취급하는 분석 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ryant(984)가 기술과 정책 등 소위 비도시력 (non-metropolitan force)을 농업 

공간 분화를 초래하는 핵심 영력의 하나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 

떤 공간형성 작용을 하는지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2) 국지적 요인: 지역농업생산체겨1 9) 

농업공간 분화， 혹은 특정한 산지의 형성은 거시적 입지원리로서 설명이 불 

가능한 경우가 많고 지역의 고유한 속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 

하는 고유성이란 바로 특정 지역내에 형성된 제도적 구조， 유통구조， 자본 • 노 

동 등의 생산요소 시장의 특성을 말하며， 이는 어떤 입지원리에 의해 체계적인 

패턴으로 공간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제도， 유통구조， 생 

산요소시장 그리고 자연환경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지역고유의 농업생 

9) 여기서 농업생산체계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래 농업생산체계는 영어권 

문헌에서 agro-commodity chain(Cloke, LeHeron and Roche, 1990), food supply 
system(Bowler, 1996) 또는 food regime(LeHeron, 1988) 등으로 표현되 고 있다. 농 

업지리학 문헌에서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농업 의 산업 화(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 논의 가 이 루어 지 면서 이 다. 이 용어 는 

직접 생산 부문(farm production) 외， 생산 부문과 직 · 간접적인 관련을 맺는 농업 
투입 부문(input sector), 가공 및 유통 부문(processing and distribution) 그리 고 
소비 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에서 농업을 지칭한다. 이를 단순히 

“agriculture"라 하지 않는 것은 각 부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부문의 성과가 다른 부문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부문을 따로 떼어서 고찰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때 

산업입지론에서 사용되는 생산시스템 (production system)의 농업적 표현이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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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체계， 즉 지역농업생산체계를 형성한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기술발전， 자본집 

약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가경영에 있어서 유통부문과 자본， 기술， 노동 등의 

요소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따라서 지역농업생산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산지 형성과 농업공간의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점차 중요 

시되고 있다. 

Bowler(1994)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양계농업를 대상으로 공간적 불균등 발 

전과정을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생산쿼타， 표준생산 

비 제도 등 생산통제 제도가 지역간 농가간 차별적 성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히려 하였다. 

Clark 등(1997)은 제도적 기구가 농가 경영 및 지역농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가가 다각경영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여러 조직들의 구체적 기능과 실제 활 

동 및 농가의 태도(농가와 제도적 조직간 네트워)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여 

농업공간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려 하였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의 대표적 원예산지 2지역을 대상으로 제도적 구조， 조직 

의 활동 및 농가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LeHeron의 연구(1997)도 이러한 사 

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산지형성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연구 사례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伊購貴햄(1993)는 화훼산지를 대상으로 화훼농업의 공업적 

성격을 부각하려 하였다. 농업의 공업화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 

만， 농가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임노동(貨勞動)을 활용한 분업관계의 발전은 농 

업의 공업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사례지역인 화훼산 

지의 경우， 수확작업을 담당하는 임노동층(收獲作業者)과 수확된 농산물을 자 

기 집에서 선별 포장 작업을 담당하는 임노동층(在힘作業者) 두가지 유형의 

노동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 두 노동층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화훼농가들 대부분은 두가지 유형의 작업위탁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 

고 있고 이러한 임노동층의 존재가 집약적 화훼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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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임노동층은 대부분은 산지로부터 

6km반경내 거주하면서 농가로 통근하거나 반대로 농가로부터 수확물을 공급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사례는 국지적 농업노동시장이 농가 

의 생산방식(공업적 양식)과 집약적 화훼산지의 형성에 핵심적 조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사한 연구를 다른 유형의 산지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板本英夫(1995)와 FitzSimmon(1986)의 연구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板本英夫는 특정 야채산지가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지로 발전하는데 노동시 

장과 상업자본 두가지 지역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 

해 보여주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은 산지 차원 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 차원 

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생산방식은 생산시간(production time)과 노동시 

간(labor time)를 일치시켜 농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상시적으로 투입가능한 노동력과 소규모 출하를 

소화해낼수 있는 상업자본이 지역내에 존재할 때 가능할 수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의 야채산지에 있어서도 「재택포장작업자」 「통근수확노동자J 2가지 

임노동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특히 재택포장작업자를 고용한 농가의 경우 분 

업을 통해 대규모 전문적 재배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통출하가 

지배적인 다른 산지와 달리 다품종 소량생산형 산지는 계통 출하 외 상인들에 

의한 포전 매매(團田賣買)에 의한 출하의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 

인들은 소규모 출하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케 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이 연구사례는 지역노동시장과 유통구조가 산지형성 나 

아가 농업공간 분화를 초래하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로 평가 

할 수 있다. 

지역의 농업노동시장 조건 그리고 다양한 상인자본의 존재가 단일 작물로 

특화된 전문적 원예산지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구 

사례는 캘리포니아 대규모 양상추원예산지를 사례로 한 FitzSimmon(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원예산지는 과거 콕물과 원예농업을 함께 경영하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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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농가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대규모 멕시코계 농업노동자가 유입되면서 복합 

농업이 퇴조하고 대규모 전문원예농가 중심의 산지로 전환되었다. 농업노동자 

는 개별적으로 농가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노동계약을 맺고 작 

업수탁을 함으로써 농업생산에 있어서 분업을 촉진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저12절 기존 연구의 한계와 분석틀 

1. 기존 연구의 한계 

대도시권 농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도시주변부 농업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 중 많은 연구들이 도시화와 

농업공간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상대적으로 기술변화， 생산시스템의 

변화 측면을 소홀히 다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연구들은 거시적 혹 

은 중범위 스케일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공간질서를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농 

업공간의 국지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농업공간의 

분화패턴을 적시하는 데는 성과를 보여지만， 분포 패턴 그 이상의 의미를 제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시장 접근성， 자연조 

건 등의 입지 변수와 도시화와 공업화와 같은 공간 발전 정도가 제시되고 있 

을 뿐이다. 최근 급속한 농업기술 및 농업생산체계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방 

법론상의 정체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본다(Marsden， 1987). 따라 

서 기술과 시장구조 등 비공간적 거시적 차원의 변화를 고려한 분석틀로 보완 

- 32 -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생산체계 개념을 바탕에 둔 경험 연구들 

역시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 대개의 거시적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그러하듯이 이들의 연구로부터 공간적 함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비판 내용이다. 물론 기술혁신과 생산시스템의 변화로 국지적 요인이 중 

요해졌지만， 그것이 자칫 특수성의 확인으로만 그쳐 공간변화의 관한 전망을 

어렵게하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일각에선 ‘지나친 추상’ ‘무모한 과감성’이라는 

극단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Moran， Blunden and Greenwood, 1993: 22). 

셋째 국내의 경험적 연구 역시 도시화와 농업공간의 관계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기술혁신과 생산시스템의 변화와 같은 현실 변화를 고려한 경험 

적 연구가 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농업지리학 연구가 근래에 들 

어 극히 부진하여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따라서 공간질서적 맥락과 국지적 다양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 

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연구성과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시점에서 작물이 가지는 생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의미를 보다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거시이론과 공간이론간의 간격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작물에 따 

라 기술혁신 정도와 방향 그리고 생산관계 역시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작물의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10) 

10) FitzSimmon(990)은 최근 ‘농업지역’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그녀는 농 
업지역이란 자연， 농업구조， 사회가치， 기술과 환경간의 관계 등을 함축하고 있다 

고 정의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작물별 특화지대들을 해 

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녀의 농업지대에 대한 인식태도는 본 연구를 전개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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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툴 

기술혁신은 농가의 경영형태와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작물에 따라 기술 

수용 정도는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즉 기술에 의해 노동대체가 진행되는 작 

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작물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작물에 따라 

기술혁신 정도가 다른 것은 일차적으로 각 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이 다른 데 

원인이 있겠지만， 그 작물의 시장가치와 수요규모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 

국 생산구조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도 작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작물에 따라 기술수용 정도가 다른 점은 중요한 공간적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작물마다 요구되는 생산요소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작물 특성에 적합한 장소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적지(適地)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의 적지는 자연적인 측면에서가 아니 

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적지이다. 특정 작물이 요구하는 생산요소와 그에 대 

응하는 특정 공간의 노동 토지 자본의 기회비용과의 관계 속에서 적지 문제 

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작물생산에 있어서 기술혁신 정도와 내용에 

따라 적지로서의 조건 자체도 변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농업공간의 

새로운 분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작물 자체가 일방적으로 장 

소 선택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소 자체가 작물 선택을 하는 측면이 

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작물 속성과 공간 속성간에 밀접한 상관성 

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작물에 따라 그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생산기술과 유통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 특히 시장 

에서 대량으로 거래되지 않는 작물의 경우 유통체계가 발달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이러한 작물을 선택하기 위해선 유통경로의 개척이 

요구된다. 따라서 작물의 종류에 따라 자본조달능력과 기술축적 정도 뿐만 아 

니라 경영주의 경영태도 등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작물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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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에 참여하는 농가는 상이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Bryant(1992)는 도시주변부 상업농은 기업가(entrepreneur)과 경영가 

(manager)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재배작물은 양자를 판별하는 중요 

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p. 113). 즉 기업가는 이미 보편화된 작물， 혹은 보 

편적 생산방법이 아닌 새로운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경영가는 기존 작물을 자 

본집약적 생산방법으로 생산하는 농가를 지칭한다. 따라서 농가의 출신지 배 

경， 직업적 배경 그리고 그들의 영농장소 선택과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농업공 

간분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발전 

시장환경의 변화 

생산구조의 변화 

기술의 노동대체 I 

경영형태의 지역변이 
- 주작목 
- 경영규모와 경영조직 
- 작부체계 
- 생산관계 

경영의 전문화 

농업공간분화 

〈그림 2-2) 분석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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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경로의 지역변이 

- 출신지배경 
- 직업적 배경 
- 영농장소 선택과정 



제3장 시설농업의 성장과 구조 변화 

본 장은 미시적 사례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수도권 시설농업의 발달 특 

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권의 시설농업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시설농업 내부적으로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시설농업지역은 어떠한 분화 패턴을 보이는지 검토하고 사례지역의 입 

지적 특성과 시설농업의 발달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저11 절 시설농업의 성장과 그 배경 

1. 시설농업의 성장 

본 절은 수도권 시설농업의 양적인 성장 즉 재배면적 및 시설재배농가 

의 증가에 대해 검토한다. 다른 작물과 상대적 비교를 함으로써 수도권 농 

업에 있어서 시설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시설재배면적의 증가 

수도권 농업공간은 본격적인 경제발전이 시작된 1970년 이후 크게 변화 

하여 왔다. 잡곡 두류 서류 등의 전통적 밭작물뿐만 아니라 과거 주요 상 

업적 작물로 평가되던 노지채소와 과수의 재배면적도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1970년 당시 잡곡， 두류， 서류 등 전통적 작물의 재배면적이 전체 재배면적 

의 30.4%인 87천ha에 달할 정도였으나 1995년 현재 그 재배면적은 8천ha로 

1970년 당시의 1/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작물류가 아니라 구체적 작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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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살펴보면 사실상 수도권 농업공간에서 거의 사라진 작물도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시설채소와 화훼는 1970-1995년 기간에 재배면적과 재배비중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시설채소는 1970년 당시 약 290ha로 거의 재배가 미 

미했던 작물이었는데 1980년대 들어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특히 1990-

1995년 기간은 재배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화훼는 아직 재배 

면적 비중은 그리 크지 못하지만 그 증가 속도만큼은 다른 작물에 비할 바 

가 아니다. 점차 시설채소와 화훼 이 두 작물은 지배적인 상업작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 경기도 작물 재배면적의 변화 

단위: 천ha 

특용 
채소 과수 

시설 
화훼 구분 미작 잡곡 -r「:TET 서류 작물 채소 

1970 150.9 39.4 35.0 13.0 11.1 30.8 7.3 0.3 0.0 

1980 157.9 7.5 15.4 6.6 10.9 23.2 10.2 1.2 0.1 

1990 151.1 2.1 10.8 2.6 10.0 28.6 6.8 5.3 0.6 

1995 132.3 0.1 5.5 2.7 7.3 20.2 7.3 10.7 1.1 

자료: 농림부， 농업총조사， 각년도. 

1970년 이후 수도권 시설농업의 발전 양상을 지역적으로 보면， 재배지역 

의 확산과 재배의 지역집중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그림 3-1 참조) . 

1980년 당시 시설작물 재배는 구리， 고양 안양， 시흥 등 서울과 인접해 있 

는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후 수도권의 시설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점차 재배지 

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어， 동두천， 의정부， 양평， 오산， 평택， 용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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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변부 지역에서의 시설 재배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시설 

재배가 확산되고 있지만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 경향은 오히려 커지고 있 

다. 즉 1995년 현재 8개 단위지역에서 시설재배면적이 100ha를 넘고 있는 

데， 이들 지역의 시설재배면적 합계가 전체 재배면적의 4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집중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시설특화지역별 작물 재배비중 
단위:% 

구분 연도 미곡 전작물 채소 
특용 시설 

과수 
작물 작물 

πE 
1980 60.2 15.4 15.0 5.5 3.9 

1995 

0-10ha 
1980 70.4 6.7 13.6 5.2 1.1 3.1 

1995 70.4 6.7 13.6 5.2 1.1 3.1 

1980 62.0 9.0 19.4 2.4 1.9 5.3 
10-30ha 

1995 71.3 5.4 11.9 3.3 4.0 4.1 

1980 44.5 3.7 26.1 2.3 7.4 15.9 
30-50ha 

1995 68.0 5.1 14.1 2.9 6.7 3.2 

50-100ha 
1980 56.5 5.7 26.4 2.8 6.4 2.2 

1995 62.0 4.3 11.5 2.1 17.1 3.0 

100ha 이상 
1980 69.7 4.2 20.8 1.2 2.1 1.9 

1995 28.1 2.4 11.9 0.6 48.0 8.9 

계 
1980 62.4 12.0 16.9 4.3 0.5 3.9 

1995 67.8 5.8 12.9 4.0 5.9 3.7 

한편 이와 같이 전체적인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시설재배 

지역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상대적 특화 단계를 

넘어서 시설농업이 지역농업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대적 의미의 시설 

농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표 3-2>은 1995년 현재 시설재배면적의 규 

모를 기준으로 각 단위지역을 구분한 뒤 1980년과 1995년 양 년도의 작부 

구조를 대비시켜놓은 것이다. 시설재배면적이 큰 지역일수록 전작물(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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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 서류)과 채소의 재배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아가 한국 농업에 있어서 지배적인 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쌀 재배면 

적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시설농업이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전통 

적 작물의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농가에서 토 

지와 노동 두 자원을 보다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집중시켜 감을 여실히 보 

여준다. 

2)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증가 

1970년 당시 경기도의 시설재배 농가비율은 전체 농가의 1%에도 미치 

지 못하였다. 이후 시설재배 농가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에는 전체 농 

가의 4.4%가 시설재배에 참여하였고 1995년에는 전체 농가의 9.6%인 

15，350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시설재배농가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농가가 시설농업으로 전환한 경우와 비농업에서 농 

업으로 전직하는 농가 가운데 시설농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 

다. 

<표3-3>는 1995년 현재 경기도의 주요 작목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990-1995년 기간 동안 경영변동내용을 나타낸 것인데 시설농가의 증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1995년 당 

시 시설채소와 시설화훼 경영농가 가운데 1990년에 이미 시설농업을 경영 

하던 농가(계속 농가)의 비율은 각각 13.7%와 27.7%으로 논벼 (78.9%)나 과 

수(44.4%)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농업 부문에서 농업 

진입과 동시에 시설재배를 시작한 농가(신규 농가)와 다른 농업경영을 하다 

가 시설농업으로 전환한 농가(작목전환 농가)의 비중은 각각 86.3%와 

7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화훼의 경우 작목전환 농가에 비해 

신규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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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경영변동 유형별 농가구성비 

단위:% 

작목 
계속농가 

신규농가 작목전환농가 
규모확대농가 규모유지농가 규모축소농가 

논벼 35.1 1.9 41.9 18.0 3.1 

과수 25.4 2.4 16.6 19.6 36.0 

시설화훼 15.1 0.6 12.0 54.0 18.2 

시설채소 8.5 0.8 4.4 25.5 60.8 

주1) 경영변동 유형은 1990-1995년 기간의 경영변동내용을 바탕으로 구분한 것임. 계속 

농가란 1990년 당시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로 1990년대비 1995년 현재 해당작목의 
재배면적 증감 양상에 따라 규모확대 • 유지 • 축소 농가로 구분한 것임. 신규농가는 
1990-1995년 기간에 신규로 농업에 참여한 농가， 작목전환 농가는 같은 기간 동안 새 

로 해당 작목의 재배를 시작한 농가를 각각 지칭한다. 

주2) 시설채소농가는 시설무， 시설배추，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시설 

고추 7개 작물 재배농가를 합산한 것임. 

자료: 농림부， 1997, 농가경영변동 분석(경기도)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임. 

시설농가 가운데 비농업에서 농업으로 전직한 사례가 많다는 점은 시설농 

가의 지역적 분포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그림 3-2>는 1995년의 시설작 

물 재배농가율의 지역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성남-용인-오산-평택으로 이어지 

는 남북방향의 축상의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시로부터 30km반경을 기준으로 안 

쪽 지역과 바깥쪽 지역간 시설착불 재배 농가율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 

울시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은 1980년 이후 도시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그 동안 대량의 농지가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전환되었고， 비농업부문 

으로의 탈농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동시에 이 지역은 신규농가의 

창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그림 3-3>은 1995년 현재 

농가 가운데 1990~1995년 사이에 비농업부문에서 전직해온 농가， 즉 신규농가 

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로부터 반경 30km이내의 지역은 대부분 신규 

농가의 비율이 30%를 넘고 있다. 이들 신규농가의 경영형태는 반드시 시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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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국한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표 3-3>와 <그림 3-2> 및 <그림 3-3>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 

면， 시설재배농가가 크게 늘어난 지역의 경우 기존 농가가 시설농가로 전환한 

사례뿐만 아니라 비농엽에서 

다. 

o 20km 
l-==-

전직한 농가의 비율도 높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 

r--←←--~-←←기 

j 범 려 
(단위: %) 

• 40 이상 ! 
j 廳 30 - 40 I 

! ~ 20 - 30 
! 답 20 미만 j 

〈그림 3-3) 신규농가율(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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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95년 현재 시설농가율이 높은 지역은 기존 농가의 일부가 새로 

시설농업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지만， 외부 지역으로부터 농가 유입이 적지 

않게 나타나 ‘생산주체의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농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1980-1995년 기간동안 전체 농가 수는 크게 

감소한 지역이기도 하다. 미작이나 채소를 주 소득원으로 하던 농가들이 기 

술발전， 유통구조 변화， 시장경쟁의 격화에 적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한계농 

화되어 급기야 광범위한 탈농이 진행되는 한편 보다 자본집약적이고 상업 

적 경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농업주체가 농업공간을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ryant(1995)는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선 캐나다 대도시권에 있 

어서 새로운 경영주체 (entrepreneur)의 형성이 활발히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이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해 

주는 지표라고 평가하였다. 

2. 시설농업의 성장 배경 

1) 시장구조의 변화 

농산물 시장환경은 그 동안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서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하였다. 특히 시설채소와 화훼의 

소비는 매우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지채소의 경우 소비가 거의 정 

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소비가 시설재배작물 중심으로 전환 

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패턴이 고급화되고， 소비의 계절 

성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산물에 대 

한 수요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업생산구조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독물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시설채소와 화훼 그리고 과수의 재배면적 

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농가의 영농구조도 이들 소득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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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집중화， 전문화， 대규모화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적 영농구조로의 전 

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4> 주요 작물의 소비동향 
단위 :kg/1 인 

1985(A) 1990(B) 1995(C) B/A(%) C어(%) C/A(%) 

노지채소 173.5 178.7 182.0 103 102 105 

시설채소 16.7 23.7 54.0 142 228 323 

화훼(원/1 인) 1,823 5,646 11,462 310 203 629 

과실 36.0 41.7 55.4 116 133 154 

자료: 농림부， 식품수급표， 각 년도. 

한편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도 시설농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85년 서울의 가락시장 개장을 필두로 전국 주요 도시에 도매시장이 계속 

개설되고 있다.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장은 특정 장소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대량거래와 대량유통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 채소와 

과수 출하는 산지수집상과 주요도시의 위탁상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영세한 수집장과 위탁상 소수를 대상으로 생산물 

을 출하함으로써 생산자가 출하시기와 출하량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매 

우 제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채소와 같은 신선농산물의 대규모 전문 재 

배는 정확한 시장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경 

매를 실시하는 도매시장과 산지 공판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생산자가 

정확한 시장 정보를 얻기가 용이해졌고， 무엇보다도 언제라도 도매시장에 

출하하게 되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중 거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다수의 농가가 채소， 과수 등 신선농산물 재배에 참여하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이 과정에서 농업생산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수요와 유통구조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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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농산물 가격동향인데 주요 채소류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가격의 계 

절적 진폭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며 시장내 반입물량도 최근에 올 

수록 월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김병률 외， 1997). 연중 수요와 연중 공급 

이 점차 보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환경의 변화는 시 

설농업의 성장이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설농업 경영의 위험도 과 

거에 비해 훨씬 커지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진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가계비 중 식료품비 비중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게 되고 이에따라 농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줄어든다.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작물일수록 농산물 가격의 변동폭이 커져 농가의 수익 

도 그만큼 불안정해진다. 결국 농가의 입장에서도 그 작물 재배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생산구조 변화는 바로 이러한 수요환경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고 하겠다. 

2) 시설농업 경영의 특성 

시설농업이 이상과 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데는 수요 요인이 크 

게 작용한 탓이지만 시설농업의 수익성이 높고 연중 소득 실현이 가능한 

시설농업 자체의 매력은 다수의 농가를 시설농업으로 유인하게 된 직접적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농가가 사회경제적 존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소 

가격과 농산물 시장가격의 변화에 대웅하여 끊임없이 농가의 경영내용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농산물의 상대적 수익성을 비교하면서 보다 

수익성이 높은 작물선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존립이 가능하다. 

농산물의 수익성은 그 농산물의 가격 그리고 단위 생산물당 노동과 토 

지 소요량-즉 노동투입계수와 토지투입계수-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특 

정 작물의 노동투입계수와 토지투입계수는 노동력과 농지의 기회비용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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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기회비용이 과부족 없이 보상될 때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무 

이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농산물이 부(負)의 이윤 상태에 

있다면， 이는 토지와 노동력이 다른 농산물 생산에 투입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수 즉 기회비용을 실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류의 작물은 

토지투입계수가 높고 동시에 노동투입계수도 높은 작물이다. 이처럼 작물간 

상대적 수익성이 차이가 남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생산은 감소되고， 이 농 

산물에 배분되었던 토지와 노동력은 기회비용이 실현될 수 있는 즉 정(正) 

의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전용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 한국농업생산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리， 콩， 감자 등 전작물은 1970년대 이미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작물로 분류되었고 일부 채소류도 1980년대 중반에 오면 이윤발생을 기대 

할 수 없는 작물로 전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에 올수록 노동의 

기회비용을 충족할 수 있느냐 여부가 작물 생산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다수의 작물이 노동의 기회비용을 충족할 수 있 

는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익을 기 

대할 수 있는 극히 일부 작물만을 제외하고 많은 작물의 재배면적 축소와 

작물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이정환， 1997). 

작물의 경영성과 지표를 가지고 시설작물과 다른 작물간 상대적 수익성 

을 비교해보면 시설농업의 경쟁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3-5>는 이중 

웅 등(1991)이 1985-1989년의 농산물 표준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작물별 경 

영성과를 계산한 결과 중의 일부를 발훼， 수정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시설작물은 비록 노동생산성은 높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토지투입계수가 낮 

은 토지절약적 작물이고 자본집약도 및 자본장비율이 높은 자본 및 기술집 

약적 작물로 판명되었다. 토지투입계수가 낮다는 것은 일정 소득을 얻는데 

소요되는 토지면적이 작음을 의미하므로 시설작물은 지대의 추가적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존력이 높은 작물임을 의미한다. 시설작물의 경영성과 지 

표를 과수와 비교해보면， 시설작물의 노동생산성은 과수에 비해 비슷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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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입계수에 있어서는 시설작물이 다소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과수는 투자자본에 대한 이윤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개발기대가 높 

은 토지불안정성이 높은 수도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시설작물의 경영적 특성으로 인해 최근 수도권 농업 

이 시설농업 중심으로 편향적 발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표 3-5> 주요작물의 경영성과지표0985-1989년) 

작물 
토지투입계수 노동생산성 자본집약도 

자본장비율 
(a!100만원) (원) (원/10a) 

쌀 31 4,530 903 124 

콩 100 1,139 742 81 

감자 49 1,510 779 54 

참깨 35 2,570 918 81 

파 19 2,546 1.043 47 

노지오이 23 1,387 1,173 33 

시설상추 41 1,129 3,775 164 

시설오이 20 1,683 4.436 142 

14 1,744 2,313 55 

출처: 이중웅 외， 1991, UR이후 전략작목 선정과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의 pp.55-66의 표를 수정한 것임. 

그러나 시설작물간에도 수익성의 편차가 커지고 있어 일부 시설작물의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표 3-6>. 즉 시설엽채는 토지투입계수와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자본집약도와 부가가치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시설작물에 비 

해 경쟁력이 낮은 반면 화훼는 모든 지표에서 다른 작물을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의 상승 그에 따른 노동기회비용이 커지면， 시설엽채를 재 

배하던 농가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설작물 내부 

의 작물 교체가 예상되는 데， 최근 시설엽채류의 재배면적 증가세가 둔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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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시설화훼의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6> 주요 시설작물의 경영성과지표 

작물 
토지투입계수 노동생산성 자본집약도 부가가치 

(평/10만원) (원/시간) (원/평) (원/10a) 

시설배추 60.4 3,495 1.071 601,513 

시설상추 17.0 4.674 3,031 2,126,343 

시설오이 6.4 6,660 8,882 5,004,244 

장 미 2.6 9.677 21 ,349 12,620,598 

국 화 4.8 9,635 6,700 6,914,822 

11.7 7,956 2,386 2,943,711 

자료: 농촌진흥청， 1995년 농축산물표준소득. 

3) 정부의 지원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농정은 농업 보호라는 소극적 기조에서 농 

업 자체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기조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자금지원을 실시하였고 자금 지원방식도 경쟁력 

있는 농업부문과 농가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전환되었다. 그 

리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농가가 경쟁력있는 전업농 규모에 이르도록 농지 

및 기계구입， 시설 설치， 기타 운영자금에 이르기까지 가히 전방위 자금을 

제공하며， 직접 농업생산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 외에도 가공， 유통， 연구개 

발에 이르는 관련부문에도 대규모 자금 지원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농가 

경영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채소와 화훼농가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사업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 

기는 어렵다. 이는 사업대상부문을 명시하지 않는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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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시설채소와 화훼 부문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력육성 및 농업경영자금의 경우 경영부문과 상관없이 경영규모를 비롯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시설설치， 기계 

구입자금 용도로 농가에 지원되고 있다. 시설농업에 국한된 정부의 투융자 

사업 실적만을 보면， 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1-1996년 투융자금 

액 누계가 7，181 억에 이르고 있다. 

〈표 3-7> 시설채소 •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 실적 
단위:억원 

1991-1993 1994 1995 1996 계 

시설채소 1,122 1,006 1.678 1,678 5,484 

화 훼 271 273 449 704 1.697 

자료: 농림부，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 각년도. 

이러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시설농업구조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첫째 정부의 자금지원은 새로운 시설농가의 창출에 기여했다. 생 

산성 향상 등을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자본축적 정도는 극히 미약 

하다. 따라서 시설농업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기계구입비용을 농가 스스로 

조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상보조 및 장기저리융 

자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수의 농가가 시설 

농업에 새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11)， 

둘째， 정부의 자금지원은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시키고 경영전문화를 

11) 시설 내부의 장비를 제외한 시설 자체의 정부 단가를 보면， 자동화비닐 온실의 

경우 평당 9.4만원， 경질판온실 25만원， 유리옹실 4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래식 하우스의 경우 이에 훨씬 못미치지만 대략 2-3만원선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김병률 외， 1997, 36) , 이에 내부 장비까지 포함한다면， 농가가 초기단계에만 

투자해야 할 액수만도 막대할 것이다. 이처럼 높은 초기 투자비를 농가 스스로 마 

련한다는 것은 농업수익성을 감안해볼 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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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켰다.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지구의 시설원예농가 평균 경영규모는 약 

1 ，700평으로 시설농가 전체 평균규모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김 

병 률 외， 1997; 25). 

셋째 정부 자금을 시설과 기계구입 용도에 집중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현 

대화와 이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등이 도입되어 기술혁신을 가속화시켰다. 

즉 환경제어장치와 수경재배 양액재배 배지재배 등 첨단 농법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노지채소와 시설채소의 생산성 격차는 갈수록 커지 

는 양상을 보여준다(같은 책， p. 22).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선 채소류에 대한 소비 증가， 시설농업 자체 

의 높은 수익성 그리고 정책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1980년 이후 수도권 농 

업에서 시설농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시설농업은 사실상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 농업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농업부문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유영봉，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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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시설농업의 구조변화 

1. 시설농가의 경영규모 확대 

한편 시설농업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히 양적인 확대에 그치지 않고， 경 

영규모계층의 상향이동 및 전문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였다. 먼저 시 

설농가의 경영규모 변동을 살펴보자. 

1980년 당시 시설농가의 71%가 300평 미만 영세 경영농가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1 ，000평 이상 대규모 경영농가의 비율은 약 6%에 불과하였다. 당 

시의 기술수준이나 단위 면적당 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 

느 정도의 경영규모이면 전업경영이 가능한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지만， 

300평 정도의 경영규모는 분명 전업 경영이 가능한 규모가 아닐 것으로 추 

정된다. 대체로 2인 노동력을 보유한 농가가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고 

경영이 가능한 규모는 약 1 ，000-1 ，500평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강정일 외， 

1992). 따라서 300평 정도의 경영규모는 다른 농업 경영을 하면서 잉여노동 

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업적 복합영농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소규모 경영농가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시장여건이 충분히 성숙되 

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지 채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를 제외하면 신선채소의 수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경영은 판로문제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최근에 오면서 시설농가간 본격적인 규모계층 분화도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300평 미만 영세농가는 1995년에 오면 그 비중이 31.7%로 크 

게 축소되었고， 절대숫자도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40%정도 감소하였 

다. 반면 1 ，000평 이상 대규모 경영 농가의 숫자는 같은 기간에 599농가에 

서 4，985농가로 8배 이상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그 비중이 전체 시설농가 

의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32.4%). 특히 1980년과 1990년 두 시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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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시설농가의 절대수가 10.119농가에서 11 .259농가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규모계층 분포는 크게 달라졌다(표 3-8 참조) . 시장 여건이 개선 

되면서 규모경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여지가 생겼고 이에 따라 생산 

성이 낮은 소규모 농가가 급속히 탈락하게 된 것이다. 또한 경영규모가 클 

수록 농가호수의 증가폭도 큰 것으로 나타나 규모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시설경영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농가수，% 

연도 
300평 300 - 5어 ~ 1,000 - 2,000 - 3，000평 

미만 500평 1，000평 2，000평 3，000평 이상 

1980 
7,651 977 892 456 93 50 
(70.9) (11.3) (10.6) ( 4.5) ( 0.9) ( 0.5) 

1990 
4,921 1,684 2,134 1,682 479 359 
(43.7) (15.0) (19.0) (15.0) ( 4.3) ( 3.2) 

4,528 2,192 3,605 3,046 1,074 865 
1995 

(31.7) (14.4) (22.9) (19.8) ( 7.0) 

자료: 농업총조사 각년도. 

이와 같은 대규모 경영규모 농가 중심으로 농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을 실제 농가의 경영변동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표 

3-9>는 1995년 경기도의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 경 

영변동 내역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한 뒤， 유형별 경영규모 분포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농가 중심의 선택적 성장 경향이 분명 

히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990년 이후 계속 시설경영을 해오던 농가(계속농 

가) 중 경영규모가 1 ，000평 이상인 농가는 시설채소의 경우 56.1%, 화훼의 

경우 75%로 나타나 상당수 소규모 농가가 탈락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각 

작물의 신규참여 농가 중 경영규모가 큰 농가 비율이 훨씬 높다12). 

12) 시설채소 농가의 경우 비농업부문에서 전직 직후 시설농업에 참여한 농가(신규농 
가)와 달리， 다른 농업을 하다가 작목을 전환하여 시설농업에 참여한 농가(작목전환농 

않
 



〈표 3-9> 시설작목별 농가의 경영변동유형과 경영규모 분포 

작목 농가유형 
300평 300 - 500 - 1,000 - 3，000평 ] 

미만 500평 1 ，000평 3，000평 이상 

신규농가 20.5 10.0 17.4 36.2 15.9 

시설 작목전환농가 39.7 14.8 20.1 21.6 3.9 

채소 계속농가 11.0 10.3 22.6 44.7 11 .4 

-까ι、- 계 30.6 12.9 19.8 28.7 8.0 

신규농가 10.9 19.2 37.9 29.7 2.3 

작목전환농가 12.1 15.8 34.3 33.8 4.0 
화훼 

계속농가 5.6 18.1 44.2 30.8 1.3 

-λl、- 계 9.7 18.2 38.9 30.8 2.4 
_____ L_ 

자료: 농림부， 1997, 농가경영변동 분석 

농업 노임 및 각종 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농산물의 실질 판매가격은 정체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하락 

하고 있다. 이른바 소위 비용-가격 이중 압박(cost-price squeez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수준의 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선 규모 

를 늘리는 것은 이에 대한 적응방식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농업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일정한 규모경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더욱이 주요 시설작물가격이 연중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시설농업 

의 수익성은 기후 조건상 노지 채소의 생산이 불가능한 단경기(端境期)에 

출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점은 소규모 복합 

가)는 300평 미만 소규모 경영농가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시설농업 

에의 신규 참여가 대규모 경영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에 다소 배치된다. 그 

러나 앞의 <표3-4>에서 1990-1995년 기간동안 새로 시설채소 재배에 참여한 농가 중 

작목전환농가의 비중은 전직 진입농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 

규 농가의 주종은 대규모 경영 농가라는 진술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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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존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시 

설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가격의 계절 진폭 자체가 점차 약화되고 있 

다. 그만큼 시설농업내 농가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이다. 

이처럼 비용증가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됨으로써 시 

설농업내부에서도 적정 규모의 실현이 매우 중요해졌다. 

소규모 농가는 규모확대를 추구하거나 아예 시설농업에서 탈락하였고， 

신규 농가 역시 진입초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 시설농가 중 소규모 경영농가의 탈락 대규모 경영농 

가 중심의 신규 진입 두가지 과정을 거쳐 시설농업 구조는 소수 대규모 농 

가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은 1980년과 1995년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평균 경영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의 경우 시설농가의 평균 경영규모가 1 ，000평을 넘는 

지역은 안양과 구리를 비롯해서 다섯 지역에 불과하였다. 상대적으로 평균 

경영규모가 큰 지역은 의외로 안성과 용인 평택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 시설농가의 계층 분화 정도가 극히 미 

약하였기 때문에 시설농가의 평균 경영규모에 있어서 지역분화도 거의 나 

타나지 않았다. 1995년의 경우 단위지역의 절반 이상이 시설작물 재배농가 

의 평균 경영규모가 700평을 넘어서고 있다.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평균 경 

영규모가 700평을 넘어서는 지역은 수도권의 동서방향으로 중심에 해당하 

는 지역에 걸쳐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앞의 시설작물 재배 농가율 

의 분포 패턴과 연결해서 고찰해보면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대규모 

시설농가가 다수 존재하는 반면 평균 경영규모가 큰 주변부 지역은 소수 

의， 비교적 재배면적 규모가 큰 시설농가 중심으로 시설농업이 발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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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작물 재배농가의 전문화 

시설농업구조가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농가의 경영방식도 

전문화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소규모 경영일 경우 노동력 

과 경영자원 여러 작물에 배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설재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노동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설농업은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과 자원을 다른 작물 재배에 투입할 여지 

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13) 이런 이유로 소유면적이 큰 농가가 시설농업에 

참여하게 되면， 시설재배를 하지 않는 경지 대부분을 임대하거나 위탁재배 

를 하는 사례가 나타난다(齊藏 功， 1995). 

시설재배농가의 전문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만， 시설재배를 주소득으로 하는 농가비율의 변동을 보면， 전문화 경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1990년과 1995년 농업총조사에는 농가의 농 

업소득 중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작물을 기준으로 분류한 영농형태 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영농형태가 시설농엽인 농가는 시설재배가 농가 

의 농업소득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설작물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라 할 수 있다.<표 3-10>은 경지규모와 시설농업 주 

13) 아래 표에서 보듯 시설작물의 단위 면적당 노동시간은 타작목에 비해 훨씬 높다. 
따서 경영규모가 다른 농업에 비해 훨씬 작다 하더라도 가족노동력이 감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가족 노동력의 작물간 경합이 나타나게 되며， 시설 

농업을 제외한 다른 농업경영이 불가능해진다. 즉 전문화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열악한 농가 노동력 조건을 감안해보면 시설농업을 포함한 복수 

부문의 경영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료: 농진청， 1994년 농축산물 표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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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 농가의 구성비를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표에 따르면 전체 시설농가 

가운데 시설농업 소득을 주소득으로 하는 시설농업 주작목농가의 비율은 

1990년과 1995년 각각 43.2%와 62.5%로 나타났다. 1990-1995년 기간동안 

시설농업 중심의 농업경영을 행하는 시설농업 전문농가가 그만큼 증가하였 

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지규모별 주작목 농가율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시설농가의 전문화 추세를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즉 1990년과 

1995년 모두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시설농업을 주작목을 하는 농가 

비율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경지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경지 전부 혹은 절대 다수를 시설재배에 

투입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0> 경지규모별 시설농가의 분포 

단위: 농가수，% 

년도 구분 
0.5ha 0.5 - 1.0 - 1.5 - 2.0ha 

계 
미만 1.0ha 1.5ha 2.0ha 이상 

주작목농가(A) 2,438 1,424 715 292 872 4,869 

1990년 재배농가(B) 2.980 2,715 2,287 1,556 1,721 11,259 

A!B(%) 81.8 52.4 31.3 18.8 50.7 43.2 

주작목농가(C) 3,987 2,702 1,328 761 817 9,595 

1995년 재배농가(D) 4.375 3,715 2,473 1,792 2,992 15,347 

Cφ(%) 91.1 72.7 53.7 42.5 27.3 62.5 

주: 주작목농가는 농업총조사 자료에서 영농형태가 시설채소 및 시설화훼로 분류된 농 

가를 말함. 

자료: 농업총조사 각년도. 

<그림 3-5>은 1995년 읍 · 면 단위로 전체 시설재배농가 중 시설작물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의 비율 즉 주작목 농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주작목 

농가율의 분포 양상도 앞의 시설농가율이나 농가당 평균 시설면적의 분포 

패턴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시설농업 특화지역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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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설주작목농가율(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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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주작목 혹은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대규모 시설농가로 구성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설농업 특화지역과 비특화지역간에 지역농업의 

생산구조가 뚜렷한 대조를 보일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저13절 수도권 시설농업의 지역구조 

1. 시설농업의 지역구조 

일반적으로 상업적 영농이 본격화되면 경영전문화와 함께 특정 작물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작물생산의 지역 집중 정도 

는 지역의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노동 · 토지생산성， 상품경제에의 편입정 

도， 생산자의 사회적 구성， 농업소득에의 기여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역 

으로 말해서 농업의 공간적 집중 혹은 주산지의 형성은 어떤 지역이 특정 

작목의 생산에 유리한 자연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 그 작목의 생산이 판 

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형성되는 것으로 상품경제하의 농업이 갖는 중 

요한 특성으로 지적된다(川村 편， 1976; 유기준， 1994, p.81에서 재인용) . 

수도권 시설농업의 경우도 그 동안 빠른 성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지역 

특화와 지역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재배면적이 작물 

총재배면적의 약 1%를 약간 넘던 1980년의 경우 1707H 단위지역 중 약2/3 

에 이르는 지역은 시설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설재배면적이 30ha를 

넘는 주산지로서 성격을 갖춘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4-5개 지역 외에 한 

정되었으며， 엽채를 제외한 과채와 화훼의 경우는 이렇다할 주산지가 형성 

되지 않았다. 따라서 1980년의 시설농엽 지역구조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서 일부 특화가 나타나나 전체적으로는 지역적 분화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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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설재배면적이 전체 작물재배면적의 10%를 넘게 되면서 작물 

별로 대규모 산지가 형성되고 지역분화 정도도 과거에 비해 뚜렷해지는 지 

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로부터 중심 반경 30km이내에 위치한 대부분 

의 지역이 엽채류를 50ha이상 재배하는 엽채의 대규모 산지로 발전하고 있 

다. 이외에도 서울로부터 중심반경 30km를 넘는 용인과 양평 그리고 동두천 

등의 지역도 엽채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 

다(그림 3-6). 과채의 경우 1995년 현재 재배면적이 100ha를 넘는 대규모 

재배지역은 한 군데도 없지만 30ha 이상 재배하는 비교적 중규모 산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지는 남양주 구리 하남 등 서울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과 평택 안성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나뒤어 발 

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1980년 당시 10ha 전후의 과채 재배가 이 

루어지던 당시 기준으로 보면 과채의 선진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과채의 경우 그 동안 재배면적이 급속히 늘어났지만 엽채나 화훼와 달 

리 산지의 이동이나 새로운 산지 발달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기존 산지를 

중심으로 재집중되는 발달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7). 한편 화훼 산지 

는 고양， 하남， 성남， 과천， 의왕 등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시가지 농업지대 

에 집중되어 있다. 이외에 10-30ha 전후의 소규모 화훼 재배단지가 시흥， 

부천， 양주 그리고 용인 등에 분산 발달하고 있다. 이들 화훼산지는 역시 

1980년 이전부터 화훼가 도입되었던 선진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훼도 과채와 유사한 지역발달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0년 당 

시 화훼재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지역 중 일부가 최근 소규모 재배단 

지로 발달하고 있어 산지의 확산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그림 3-8). 

이처럼 1980-1995년 기간동안 수도권은 시설작물별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함과 동시에 작물별 산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지계 

수14)를 이용하여 특정 지역의 전문화된 정도를 파악해보면， 절대면적 기준 

14) 입지계수(L.Q)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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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역분화와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엽채 특화지역은 주로 서울을 중심 

으로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하남， 남양주， 용인， 광주 지역과 수원， 부천 등 

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특화지역의 분포는 위에서 언급한 엽채 산지의 분포 

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그림 3-9). 다만 고양과 성남은 엽채 재배면적이 

100ha를 넘는 산지이면서도 특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 

권의 주변지역은 대부분 과채 특화지역으로 판명되었다(그림 3-9). 평택， 

화성， 안성 등의 서남권지역과 여주， 이천 등의 동남권 그리고 포천， 연천 

등의 북부지역은 과채의 입지계수가 3.0을 넘고 있다. 다만 안성과 평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 면적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농가가 

과채를 재배하는 시설농업구조를 보이는 지역으로 해석된다. 화훼 특화지역 

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 발달하고 있다. 화훼 

면적 3-50ha 정도인 안양과 의왕 용인의 일부지역과 그보다 면적이 적은 

가평， 안성， 파주， 김포의 일부지역 들이 화훼의 특화계수가 3.0을 넘는 특 

화지역에 해당한다(그림 3-9). 그러나 후자의 지역은 재배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농가만이 화훼에 참여하는 지역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고찰한 시설작물 재배면적의 분포 시설농업의 지역적 전문화 

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수도권 시설 

농업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전문화 경영의 비중이 높 

은 질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비롯한 일 

부 지역에서 대규모 주산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역 

전체의 시설농업구조는 몇 가지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남양주， 구리， 하남， 용인 일부 지역 등은 엽채 재배가 탁월한 가운데 일 

부 화훼와 과채가 결합된 시설농업구조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도권 

의 주변지역은 과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과채 특화지역으로 분화해가 

지역 t의 a시설작물 재배면적 
지역 i 시설작물 총재배면적 L.Q= 

경기도전체 a시설작물 재배면적 
경기도전체 시설작물 총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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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시설작물의 지역특화(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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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고 고양 부천 광명 등 서울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3가지 

작물들이 복합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다각화된 시설농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화훼 특화지역은 수도권의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 

포해있는데 이 가운데 과천과 의왕은 화훼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설농업의 지역분화는 그 지역의 시설농업의 발달 역사와 

서울과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5). 1980년 당시 시설 

농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있었던 서울의 주변지역은 점차 다각화되는 양상 

을 보여준다. 다만 하남 남양주， 구리 등은 아직 엽채가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화훼와 과채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점차 다각화된 시설 

농업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본격적인 시설농업의 발달 

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변지역은 과채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 

의 재배면적이 거의 미미한 단순한 시설농업구조를 보여준다. 수도권 주변 

지역은 수송 거리를 고려한다면 개별출하보다는 공동출하가 유리하다. 따라 

서 가능한 지역전체가 단일 작물로 특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시설농업은 그 동안 총량적으로 발전하는 동안 시설농업구조도 

개별 농가의 규모확대와 전문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장 여건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시설농업 자체의 경쟁력이 복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재배면적의 증가와 구조 변화 

에 진행되는 동안 공간적으로는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첫 

째 전체적으로 시설농엽지역의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역은 시설재배밀도가 높은 절대적 시설농업지 

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시설농업의 생산구조 측면에서 

다각화 지 역 과 단일 작물 특화지 역 으로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1980년 당시 

이미 시설농업이 성행하였던 고양 부천 안양 등은 대표적인 다각화 지역 

이다. 한편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수도 

15) 김해 원예농업지역의 분화를 다룬 허우긍의 연구(974)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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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과채 특화지역이다. 이 지역은 비 

교적 최근에 시설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지역들이다. 나머지 엽채 특화지 

역과 화훼특화지역은 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시설농업의 발달과 그 지역구조가 향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하 

다. 

2. 사례지역의 선정 

앞에서 시설농가의 규모확대와 시설농업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시설농업은 공간적 확산과 함께 재배작물의 지역적 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도권 시설농업의 공간분화 양상을 기초로 특화작 

물의 종류별로 사례 지역을 선정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 지역은 엽 

채특화지역으로 하남 망월동， 남양주 진건읍 신월리， 용인 모현면 일산리， 

화훼 특화지역인 의왕 청계동， 화훼+과채 특화지역인 용인 남사면 방이리， 

마지막으로 과채 특화지역인 평택 청북면 어소리의 6개 지역으로 하였다. 

1) 엽채특화지역 

@ 하남 망월동 

하남 망월동은 한강과 접해있는 곳으로 올림픽대로에서 벗어나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이곳의 대부분 토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축사를 개조하여 다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하는 등 농촌 경관 

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지의 단절， 농업용수의 오염 등이 발 

생하여 전체적으로 농업환경은 불량한 편이다. 현재 경지는 시설농업용지로 

거의 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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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지역에서 시설농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 

나，설문 응답자 가운데 선대때부터 시설채소를 하였다는 응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의 시설농업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동구 일대， 특히 미사리 지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 

되었다고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남은 1980년 시설재배 농가의 수가 281 

농가로 당시로는 고양과 양평읍과 함께 시설재배농가의 수가 가장 많은 지 

역 중의 한 곳이었다. 그리고 1995년 현재 하남의 시설재배 농가수는 800농 

가이며 총재배면적은 780ha에 이르고 있다. 주요 시설재배 작물은 상추 

(545ha)와 화훼 (85ha)으로 이 두 작물이 전체 재배면적의 80%를 넘고 있 

다. 특히 이곳의 상추는 공급물량이 많아 서울의 주요 농산물시장에서 상추 

주요산지로서 명성이 높다. 조사지 일대는 하남시의 시설채소농가가 집중된 

지역인데， 현재 조사지에는 소규모 작목반의 연합 단체인 영농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 

@ 용인 모현면 일산리 

용인 모현면 일산리 지역은 경관상으로 거의 하남 망월과 비슷할 정도 

로 최근 택지화가 진행되고 공장입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마을내 

공장과 외지인의 이주가 크게 늘어나는 한편 이곳의 원주민들 가운데 탈농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적 경관이 급속하게 해체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16)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이후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시가화가 진행되는 농업공간으로서 

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하겠다. 이 일대는 최근 시설하우스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논과 밭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현재 도로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마을 주변에 남아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논과 밭이 시 

16) 특히 주요 국도 주변의 마을은 거의 농촌적 특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곳의 한 이장은 마을내 진정한 농가는 5-6가구에 불과하 

다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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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용지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용인 모현은 비교적 최근에 시설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곳이다. 농업총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80년 당시 18농가에 시설재배면적이 1ha에도 못미치 

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성남 분당 일대의 시설농가가 유입되 

면서 시설농가수와 시설재배면적이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1995년 현재 

시설농가수과 시설재배면적이 163ha에 이르고 았다. 조사 지역은 인접해있 

는 갈담리， 초부리 일대는 용인 모현에서 시설재배면적이 큰 지역으로 파악 

되었다. 이 지역의 주요작물은 배추 상추 시금치 등의 엽채를 비롯하여 토 

마토， 오이 등도 많이 재배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몇 개의 작목반이 형 

성되어 있으나， 아직 하남이나 남양주 진건의 작목회처럼 대규모 생산자단 

체는 조직되지 않고 있다. 

@ 남양주 진건 신월리 

남양주 진건 신월리는 진건읍 중심지와 인접해 있으며 최근 4차선 확장 

공사가 완료된 서울-포천간 국도가 주변을 통과하고 있다. 이 지역은 택지 

화된 지역과 농경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인근의 농촌마을 

도 경관상으로는 도시화의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접해있는 

진건읍 중심지에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진전읍 시가지가 빠 

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곳의 농경지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져 비교적 농지의 

물리적 조건은 양호한 편이다. 최근 시설농가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논이 

나 밭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양주 진건은 구리 미금과 더불어 서울을 중심으로 동부 지역의 시설 

농업 중심지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시설농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서울의 장안평 일대 시설농가가 유입되면서부 

터이다. 이후 1980년대 중반 상계동의 시설농가 중 일부가 구리， 미금， 진건 

일대로 유입해온 뒤 시설재배면적과 시설농가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1995년 

현재 시설재배 농가수과 시설재배면적은 각각 317농가와 686ha로 호당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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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사례지 역 

균재배면적이 2.l6ha에 이른다. 호당 시설면적 역시 O.63ha로 용인 모현과 

함께 비교적 규모가 큰 지역이다. 주요 재배작물은 시금치(197ha) ， 상추 

(145ha), 배추(101ha)로 이 3작물이 총재배면적의 64.5%를 차지하는 엽채 

특화지역이다. 진건 지역 역시 서울시 주요 엽채류 공급지역으로 알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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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3-11> 사례 지역의 시설농업구조(1995년) 

단위: 호수. ha 

항 5-1L 하남 
나à- úJ~ 용인 

의왕 
용인 평택 

진건 모현 남사 청북 

시설작물재배농가수 800 317 83 290 105 51 

시설작물재배면적 780 686 163 56 73 38 

시설작물의 특화도 

- 엽채 1.54 1.또 2.03 0.26 0.25 0.13 
- 과채 0.47 0.33 0.21 0.39 1.40 5.58 
- 화훼 1.03 0.13 0.22 6.22 1.69 0.54 

조사농가수 30 24 24 19 23 16 

자료: 농업총조사， 1995년. 

2) 화훼 특화지역 : 의왕 청계동 

의왕 청계동은 과천과 안양 평촌 사이의 청계산 기숨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인 입지조건 및 경관특성은 하남 망월동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간선도로변에는 화훼 도소매상들이 입지해있고 화훼농가들은 간선도 

로에서 벗어나 분산 입지하고 있다. 하남 망월과 함께 의왕 청계 두 지역은 

1장의 수도권 농업공간을 개관할 때 언급한 시가지 농업공간의 전형적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의왕시에서 시설농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라고 여겨진다. 1980년의 경우 전체 시설농가 20농가 중 11농가가 

화훼농가였으며 1995년의 경우 290농가 중 192농가가 화훼농가일 정도로 

의왕시의 시설농업은 초창기부터 화훼농업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최근에 와 

서 방울토마토， 무우순 등 특수한 채소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화 

훼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특화 작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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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동 일대는 의왕 화훼농업의 핵심 지역으로 화훼 공판장과 화훼전문농 

협 등의 기관이 입주해있다. 

3) 화훼 특화지역: 용인 남사면 방아리 

이 곳은 용인군의 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안성군 경계와 바로 접해 있다. 

이곳은 주요 국도로부터 격리되어 있어 택지화나 공장입주가 두드러지지 

않는 지역이다. 시설하우스는 주로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하천변의 논을 이 

용하여 설치되고 있다. 최근 시설하우스가 늘지만 아직 상당수의 논이 남아 

있으며 밭은 마을 주변의 야산 기숨에 넓게 분포해있다. 

이 지역의 시설농업은 오이재배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부터 서울의 서초동 일대 화훼 농가가 유입되면서 현재 화훼가 오이에 

이어 두 번째로 재배면적이 큰 작물로 성장하였다. 이곳에는 경기남부화훼 

영농조합이 설립되어 공판장을 운영할 정도로 수도권 남부의 주요 화훼 산 

지로 발전하고 있다. 

4) 과채특화지역: 평택 청북면 어소리 

이 지역은 평택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최근 확장된 화성-아산간 국도와 

인접해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그러나 아직 농촌적 색체가 비교 

적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마을 앞의 넓은 농경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 

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시설하우스 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밭은 마을 주 

변의 야산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비교적 규모가 커 대규모 야채 재배 

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청북면은 1980년 무렵 시설재배가 소규모 시작되었던 비교적 후발 지역 

에 속한다. 이곳의 시설농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첨 

단농업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부터 였다. 이 지역의 주요 작물은 오이이며 

오이재배면적은 총재배면적 (38ha)의 74%에 달한다(농업총조사， 1995).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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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최근에 화훼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특히 시설오이 재배농가 중에서 화훼로 전환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 

다. 조사지역인 어소리는 이웃의 한산리와 함께 청북면의 핵심 시설재배마 

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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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시설농업의 공간 분화: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3장에서 총량적으로 파악한 시설농업의 구조 변 

화와 그에 따른 공간분화과정를 사례조사를 통해 미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 

저 2절에서는 농가의 경영형태 분석에서 각 주작목농가의 경영규모， 경영조직 그 

리고 생산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입지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경영형 

태의 지역적 변이와 지역분화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3절에서는 시설농 

가의 재생산과정과 그 과정을 제어하는 요인 및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설농가가 시설농업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즉 진입경 

로를 기준으로 농가의 유형구분을 실시하고 상이한 경로를 거친 농가·들의 특 

성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진입경로 유형의 지역적 변이를 고찰하 

고 농업공간분화와 연계하여 그 함의를 논의하였다. 

저11 절 조사 농가 개관 

1. 시설농업 경영에 관한 사항 

1) 시설면적 

@ 엽채농가 

엽채농가들의 시설경영면적은 규모 계층에 고루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경영면적이 비교적 큰 4，어0평 

이상을 경영하는 농가는 13농가로 전체 엽채농가의 약 19%에 이르고 있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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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00평미만의 영세농가는 이보다 훨씬 많은 26농가에 이른다. 특히 3，000평 미 

만의 농가까지 합하면 전체 농가의 약2/3에 이른다. 

〈표 4-1> 조사농가의 시설면적 

단위: ( )안은 농가수 

엽채 과채 화훼 

2，000평 미 만(26) 1 ，000평 미 만(ll) 500평 미만(6) 

2,000 - 3，000평 (19) 1 ，000-2，000평( 9) 500-1 ，000평 (10) 

3,000 - 4，000평 (ll) 2,000 - 3，000평 (1) 1，때-1 ，500평(15) 

4 ，000평 이상(13) 3，000평 이 상( 4) 1 ，500평 이 상(11) 

」←← 드 

@ 과채농가 

과채 농가들의 시설경영면적은 엽채농가에 비해 훨씬 영세하다. 그러나 과채 

의 재배방식， 시설형태 등이 엽채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채 재배면적이 2，000평인 농가의 수 

익성은 엽채를 4，0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의 수익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과채를 2，0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는 비교적 경영면적이 큰 대규모 

농가라고 간주할 수 있다. 조사 농가 중에 이러한 규모를 실현하는 농가는 5농가 

에 불과하며， 전체 과채농가의 약 절반에 이르는 11농가가 1 ，000평 미만의 소규모 

경영농가에 해당하였다. 

@ 화훼농가 

화훼의 재배면적이 1 ，000평인 농가는 화훼농업소득 만으로 도시가구 평균소 

득에 근접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화훼농업은 고소득 농업으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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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행정기관에선 화훼재배면적이 900평 정도인 농가를 경작면적이 10ha 

인 쌀전업농과 거의 통일한 경영규모를 가지는 농가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이 

다17). 이러한 규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본다면 조사 농가의 62%(26농가)가 

대규모 농가에 해당하였고 500평 미만을 재배하는 농가는 6농가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조사지역의 화훼농가는 규모화된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2) 경영조직 

경영조직은 크게 복합경영과 단일 경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원칙적인 의미 

에서 단일 경영은 농업수입 전부를 1가지 작물에서 얻는 것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작물수에 상관없이 시설작물만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비록 2종류 이상 

의 시설작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농가 역시 단일경영 농가으로 분류하였다. 시설농 

업수입이 2위 이하인 복합경영 농가는 12농가이다. 

〈표 4-2> 조사농가의 경영조직 

단위:농가수 

구 τ Hr 단일 경영 복합경영 계 

엽채 54 14 69 

과채 11 14 25 

화훼 38 4 42 

계 104 32 136 

17) 농진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 표준소득 자료를 이용해서 추산하면， 1996년도 
의 경우 화훼 재배면적이 약 1 ，005평을 재배하는 농가는 도시가구 평균 소득 2,685 
만원에 근접하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기관에서는 

관엽 800평， 절화 900평을 재배하는 농가는 전업농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농림부， 1997, 농림사업통합실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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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 소유형태 

소유형태를 기준으로 조사농가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지배적인 농가유형은 완 

전 임차 농가와 자작 농가이었다. 그리고 경지 일부를 임차하는 농가， 즉 자작+임 

차 농가들의 절대 다수는 자작지 면적이 더 큰 자소작(담小作) 농가들로 조사되었 

다. 부재지주의 비율이 매우 높고， 기존 농가 중에서 비농업 부문에 취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대량의 농지가 임대되는 농지유동화 현상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량의 임대 농지 발생이 도시 주변부 농업공간에서 상 

업적 농가가 신규로 생성되고 기존 농가가 경영규모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표 4-3> 조사 농가의 농지소유형태 

구분 자작 
자작+ 자작+ 

완전임차 기타 계 
임차 임대 

농가수 49 22 6 57 2 136 
(구성비) (36.0) (16.2) ( 4.4) (41.9) (1.4) (100.0) 

2. 가구특성 

조사 농가의 노동력은 경영주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3인 이상 가족노 

동력을 보유한 농가는 조사 농가의 1/4로 조사되었다.3인 이상 가족 노동력을 보 

유한 농가들이라 하더라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후계자가 있는 경우는 극소수이 

고(10농가) 대부분 경영주 부부 외 고령의 부모가 영농에 참여하는 가족노동력 구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 농가의 실질적인 노동력， 기간노동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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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부부에 한정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18). 

조사대상 농가들 중 부족한 가족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의존 

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 가족노동력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농작업 

대부분을 고용노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시고용 

을 하는 농가는 엽채농가 2농가 과채농가 3농가 화훼 9농가에 불과할 정도 

로 상시고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조사 농가 중 경영주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 혹은 양자 모두 비농업 취 

업 혹은 자영을 하는 사례는 11농가(8.l%)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경영주 겸업 농 

가비율은 1995년 현재 경기도 전체의 경영주 겸업비율 32.8%에 비한다면 매우 낮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계 | 전업 계 

영농 참가자 수 

구분 

m 

-
랬
 

-
션
근
 

함
 -
료
 

샤
 
-
자
 

조
 -

99.9 I 91.9 100.0 

18) 본 조사결과는 가구원의 영농참가 여부를 응답자의 응답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의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단 며칠이라도 농업에 참여하면 농업종사인구로 

분류하는 농업 총조사의 결과와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 

사 농가 중 영농참가자수가 4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농업총조사의 결과에 비해 크게 

낮고 경영주 부부 외 영농참가자는 대부분 경영주 부모이므로 시설농가라 하더라도 적 

어도 영농참여자수 측면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농가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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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주작목별 경영주 연령분포 
단위: 호수. (% 

구 분 -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엽채 
3 17 27 15 8 

( 4.3 (24.3) (38.6) (21.4) (11.4) 

과채 
2 8 9 5 

( 8.3) (33.3) (37.5) (20.8) 

화훼 
3 16 13 8 

( 7.1) (38.1 ) (31.0) (19.0) ( 5.3 

또 다른 지표가 。l.!:=..
λ).，L-판단할 수 도

 
시
 

E -
죽
 

) 려
 「많

 
연령은 가족농의 경영주의 

높고 이들 연령층이 시설농업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35-54세 연령층의 비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 작목별로 보면， 엽채농가의 경영주 연령이 다소 높게 의 

나타났고 반면 화훼농가의 경영주 연령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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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농가의 경영형태와 지역변이 

1. 농가의 경영형태 

1) 엽채농가 

(1) 경영형태 

@ 작부체계 

엽채농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는 상추 쑥갓 시금치 부추 등의 연약 

채소류(軟弱野菜)를 비롯하여 파 열무 배추 아욱， 근대 등 비교적 중량이 많 

이 나가는 채소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이외에 오이， 호박， 가지 등 

의 과채류와 양상치 청경채 등 양채류(洋業類)도 일부 재배되고 있었다. 대다 

수 농가는 이상의 작물 중 4-5종을 선태하여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 

작물만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드물다19)(표 4-6 참조) . 그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농가들은 1-2 종의 작물 

을 주재배작물로 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물은 상추를 비롯하여 시금치， 쑥 

갓 등 연약야채류로 파악된다. 

각 농가의 작물결합형은 매우 다양하여 작물결합형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 

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재배작물의 종류와 면적 

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 작물결합형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다. 

19) 조사농가 중 6농가만이 단일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었다. 이 농가의 

재배면적은 1,300 - 2 ，500평으로 엽채 농가의 평균 재배면적 2，669평에 비해 다 

소 영세한 농가들이며 1농가를 제외하고 전부 완전임차농이었다. 또 대부분 노 

동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컨대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경지 제 

약으로 필지 구획을 할만한 경지의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랭지채소 

산지의 사례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옥한석， 1991). 여기서 

도 재배작물수가 많은 농가일수록 경작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두 지 

역 모두 생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작물로 특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경 

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판본영부， 1995)나 캘리포니 

아 야채산지의 사례 (FitzSimmon. 1986)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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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副作物은 수시로 바꾸어지지만 主作物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행하는 구체적 토지이용방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각 필지는 생산기간이 짧은 작물을 일년동안 수회 윤작을 하거나， 생 

산기간이 각각 다른 여러 종을 교대로 재배된다. 그러나 한 농가가 경작하는 

경지 전체로 보면， 한 작물로 파종하고 수확 후에 다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윤작 방식이 아니라 경지를 분할하여 각각 파종시기와 재배작물이 다르게 하 

는 「경지분할+고속윤작」 형태의 작부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가들은 

연중 여러 작물을 동시에 재배하게 된다. 말하자면 개별농가들은 「다품종 소 

량생산」 을 실시하고 있다. 

〈표 4-6> 엽채농가의 경영형태 
단위: ( )안은 농가수 

작부체계 가족노동력구조 농지소유형 

엽채 단일 작물(6) 기간노동력 2인인 농가 (4) 자작 

엽 채+엽 채 (13) 자작+임대 

엽채+과채 (15) 기간노동력 1인인 농가 자작+임차 

엽채+기타 시설채소(25) 
· 영농참가 가구원 2인 이상 (12) 완전임차 

엽채+노지채소(2) 
· 영농참가 가구원 l인 (40) 기 타 (1) 

엽채+벼 (4) 
기간노동력이 없는 농가 

엽채+벼+축산(1) · 영농참가 가구원 2인 이상 ( 3) 
벼+엽 채 (3) · 영농참가 가구원 l인 (10) 

벼+엽채+기타작물(3) 

벼+엽채+축산(1) 

주) 기간노동력이란 60세미만의 남자 전업자가 있는 농가를 말한다. 영농참가가구 

원수는 경영주를 제외한 노동력을 말한다. 

<그림 4-1>은 이와 같은 「경지분할+고속윤작」 형태의 토지이용방식을 보 

여주는 사례이다. 이 농가는 15동의 하우스를 3필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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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필지도 다시 몇 개의 소구획으로 나누어 같은 

작물을 재배하되 파종 시기가 각각 다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방식은 

가격 폭락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험분산의 효과가 있으며， 또 수확 시기의 

분산을 통해 노동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연중 출하가 

가능하여 농가의 현금 유동성이 개선되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필지 면적 

@ 1 ，200평 ----********************** ** **------******** ‘ 상치 ‘ 열무 • 쑥갓 ‘배추 · 쑥갓 ‘ 상치 

**----********** ** ****------******* @ 600평 
시감치 ‘ 상치 ‘ 

배추 

‘ 쑥갓 ‘ 상치 

**----**********------**********------**************** @ 1 ，2어평 
청경채 ‘ 상치 ‘ 상치 ‘ 상치 

주) ****: 수확기간 생장기간， .... : 파종 

〈그림 4-1> 엽채농가의 작부제계 사례 

@ 노동력 구조 

60세미만인 남자 농업전업자를 기간노동력으로 할 때 20) 대부분의 농가가 

기간노동력이 1인 농가였으며 (52농가) 기간노동력이 없는 농가， 즉 60세미만 

남자 농업전업자가 없는 농가는 13농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가 

경영주 부부만으로 농사를 행하고 있으며 (50농가) 남자 자녀가 농사에 전업적 

20) 경영주 연령을 기준으로 농가의 노동력 상태를 파악할 경우 어떤 연령을 기준 연 
령으로 삼느냐는 문제는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64세까지의 

남자 노동력을 있는 농가를 기간노동력을 보유한 농가로 간주하고 이러한 농가를 

자립적 경영농가라고 구분하기도 한다(手域章， 1982). 일본의 경우， 대표적인 고령 
화 사회이고 우리의 기준으로 은퇴세대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경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기간노동력의 범위를 상당히 폭 

넓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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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 하는 경 우는 극히 드물었다(4농가) . 따라서 영 농참가자 수만으로 본 

다면， 엽채 농가의 가족노동력 조건은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적 수준에 비해 크 

게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영주 연령이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동능력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적 가족 

노동력 조건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경지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농가가 외부 노동력을 고용하 

고 있었다. 이는 적시 수확을 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짧 

은 기간내 노동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확되어야 하는 엽채재배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1) <표 4-7>은 용인 모현과 남양주 진건의 엽채농가에 있어서 

수확작업에 투입되는 총 노동량 중 자가노동력(턴家勞動力)의 충당정도를 설 

문한 결과인데， 비록 주관적 응답에 의존한 결과이지만 농가들이 외부 노동력 

에 의존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 

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 농가의 약 41%가 자가 노동력으로 수확작업의 30%미 

만을 충당하고 있을 뿐이며 노동력 수요의 50%미만을 자가노동력으로 충당하 

는 농가를 합치면 조사농가의 63% 정도가 필요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외부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재배면적이 큰 농가는 사실상 연중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고용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7> 수확작업 총노동투하량 중 가족노동력의 비율별 농가수 

0-30% 

19 

30-50% 

10 

50-80% 

8 

80-100% 

5 

주) 용인 모현， 남양주 진건의 엽채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100% 

4 

외부노동력의 고용은 거의 81꿇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고용 노 

21) 상추의 작업단계별 노동투하량을 살펴보면 수확작업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은 

전체 노동투하시간의 약 58%이며 출하작업까지 합치면 전체 노동투하시간의 78% 
가 이 두 작업단계에 집중된다(농진청 1994 작목별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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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가 특정 농가에 거의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이 경우는 

고용계약이 日麗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장기 고용형태를 띤다. 이러한 고용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용주나 피고용자 모두에게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 

이다. 고용노동자의 입장에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력 시장에 나가야 하 

는 불편을 들 수 있으며 잘 아는 농가에서 일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 

는 장점이 있고 또 농가의 입장에서도 작엽기간동안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손을 구하는 수고를 아낄 수 있다. 대개 장기 고용 

을 하는 인력들은 하우스 작업 경험이 많은 노동력들이다. 따라서 전문적 농업 

노동자는 같은 시간에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으며 포장 기술도 숙달되어 있는 

등 노동 효율이 초보자 보다 훨씬 높다. 더구나 이들은 작업내용의 인지도， 근 

로태도 면도 양호하기 때문에 경영주는 때로 작업을 일임하기도 한다. 그 결과 

극히 일부의 사례이긴 하나 경영주는 경운 작업을 제외하고는 생산 작업에 거 

의 참여하지 않고 작업감독이나 일상적인 관리만 담당하는 분엽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노동력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농가는 장기간 노동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대규모 농가들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농가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고용 형태는 농가분화 지역농업의 구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 

다22). 

@ 출하형태 

22) FitzSimmon은 캘리포니아 한 상추 산지를 사례로 과거 복합농업지대가 야채 
특히 상추 특화지대로 변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노동력 고용형 

태의 변화가 지역농업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 

은 과거 독물농업과 원예농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복합농업지대였는데， 히스패념계 

외지 노동력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야채산지로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노동력의 

확보가 가능하자 대규모 원예전문 농가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들은 상업자본의 출 

하계약을 통해 선대 자금을 이용하여 기계 및 농지구입을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 

서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들은 경영포기를 함으로써 지역일대가 대규모 원 

예 특화지역으로 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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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 농가들은 생산물을 서울의 가락동으로 출하하고 있다. 남양주 진 

건은 구리시의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리 도매시장은 규모가 작 

고， 경락가격이 낮다는 인식이 있어 가락동 출하가 어려울 경우에 부차적으로 선 

택되는 출하장소인 듯하다. 또 현지 공판장을 통한 출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 

나 그리 활발하다고 볼 수 없었다. 한편 도매시장 출하 외 다른 유통경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과거 團버 헬買(일명 창 넘기기)나 이동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농안법 파동이후 완전 경매제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계통출하， 조직적 차원의 공동 수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출하 위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장과 근접한 업지적 요인과， 농가들의 출하시기와 재배 

작물이 다양한 점이 공동출하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출하가 성행하는 데는 이외에도 좀 더 미묘한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도매시장내 한 청과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때 비교적 거래량이 크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지는 경우 상인들 

은 별도의 내용물 확인이 없이 생산자 이름만으로 거래하며 경락가격도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상인들이나 경매인들은 거래물량 확보를 

위해 출하량이 많은 농가를 우대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의 재배 농가는 이러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자주 출입하려는 태도를 보 

이고 있었다. 따라서 농가 스스로도 직접 출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도 불 

구하고 개별출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영형태의 문화 

일반적으로 재배작물이나 결합형을 기준으로 농가의 경영형태를 분류하고 그 

내부 특성을 비교하면 보다 풍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 

지역의 엽채 농가들은 재배작물과 결합형이 매우 다양하고 각 농가가 재배작물과 

결합형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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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작물과 결합형에 의한 경영형태 분류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재배작물 수와 결 

합형은 경영규모 경영조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적인 분류를 시도하 

더라도 분류의 번잡성에 비해 그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엽채농가의 경영형태는 재배면적과 시설농업 단일 경영 여부를 기준으 

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표 4-6>에서 본 것처럼 복합경영을 실시하는 농가의 숫 

자는 14농가이고 그 가운데 11농가가 시설재배면적이 2.000평 미만인 농가로 나타 

나， 복합농가의 경우 규모기준으로 다시 세분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복합경영농가 

로 구분하는 것이 논의의 간명성을 위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부표 1 참조) . 

@ 노동력 구조와 경영형태 

노동집약적 시설농업의 특성상 가족노동력의 충실도와 시설경영규모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농가의 경우에도 양자간의 상관성은 

부분적으로 확인된다(표 4-8). 60세 미만 남자 농업전업자 즉 기간노동력이 없는 

농가의 경우 소규모 경영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반대로 기간노동력이 

2인 이상이거나 영농참가 가구원이 2인 이상인 농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의 비율이 다소 많았다. 그러나 이처럼 가족노동력의 충실도와 경영규모간 

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는다는 점도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물론 미약한 상관성이 나타난 데는 노동력이 

나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정성적으로 구분된 각각의 유형들을 상호 비교하는 분석 

방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노동력의 구조와 시설경영규모 

간 뚜렷한 상관성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앞서 언급한 고용노동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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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경영형태별 노동력구조， 소유형태 
단위: 농가수 

시설농업 단일 경영 

구 면 님r 4 ，000평 3,000- 2 아)()- 2，000평 복합경영 

이 상 4.어0평 3.000평 미 만 

기간노동력이 2인 이상인 농가 2 1 1 

가 족 기간노동력이 1인인 농가 

노동력 -영농참가 가구원 2인 이상 3 4 5 
구 조 -영농참가 가구원 1인 이하 9 8 10 7 6 

기간노동력이 없는 농가 2 7 3 

자 작 3 2 7 6 

자작+임대 2 3 
농지 자작+임차 4 2 2 2 
소유 

완전 임차 6 6 12 4 
형태 

기 타 

평균임차면적(평) 4,450 2.767 2,263 1,213 3,294 

주 1) 기간노동력은 60세미만의 남자 농업전업자임. 

2) 평균임차면적은 임차를 하는 농가의 임차면적 평균. 

아래 사례농가의 고용노동 활용실태와 가족노동력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족 

노동력 조건과 경영규모간의 낮은 상관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사례농가 l(하남의 P씨， 40세) 

경영주 외 부인과 자녀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농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 
으며 경영주는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 원래 조사지역 출신이고 현재의 경 
지 중 일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상속받은 농지 외 약 1 ，000평을 임 
차하여 모두 4，000평을 경작하고 있다. 비료， 농약 살포， 하우스 관리， 파종 
등의 농작업과 농산물 수송은 경영주가 하고 있다. 가장 노동력 수요가 많 
은 수확작업은 서울 강동구 하일동의 주부노동력이 거의 전담한다. 경영주 

가 전화로 작업자 1인에게 작업날짜， 기간， 필요인원을 알려주면， 연락받은 
주부는 경영주를 대신하여 필요 인원을 수배하고 그 대가로 일당 외 약간 
의 사례를 더 받는다. 경영주의 추산에 따르면， 이 농가는 연 1 ，0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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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용하며 거의 3-4인은 연중 고용한다고 한다. 

사례농가 2(용인 모현의 B씨， 61세) 

경영주 외 부인이 농사를 거들고 있다. 약 8，000평의 경지를 임차하여 엽 
채와 과채를 재배하고 있다. 하우스 보수， 파종 및 하우스 관리， 수확 등 

작업은 거의 고용노동력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영주와 부인의 노동 비중은 

전체 소요노동력의 20% 정도라고 한다. 고용노동력은 성남 모란시장내 인 
력시장에서 데려오고 있으나 매번 성남 모란시장에 나가서 인력을 구하지 

는 않고， 주로 전에 자신의 농장에서 작업을 한 주부들을 필요할 때 연락 
하여 구한다. 경영주의 추산으로 대략 연 2，000명을 고용하며 특히 상추 
작업이 집중된 12월에서 이듬해 3. 4월까지는 거의 매일 인력을 산다. 매 

년 인건비(일당과 식대포함)로만 약 5.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상의 2 사례농가는 가족노동력이 취약한 농가이면서도 고용노동력의 활용하 

여 시설농염을 대규모로 경영하는 사례이다. 이 농가의 노동과정에서 경영주 자신 

혹은 가족노동력의 노동투입이 극히 작아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경영주와 고용노동력 사이에 일정한 분업도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주는 Newby7} 말한 농기업가(agro-businessman)적 성격 

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23) 농가의 경영형태도 가족노작적 성격을 탈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농지소유구조와 경영형태 

농지의 임차는 지가가 높은 도시주변부에서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주요한 수 

단이 될 수 있다.<표 4-9>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 지역은 전체적으 

로 임차농가의 비율이 높지만， 시설경영규모가 큰 농가 가운데 완전 임차를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임차를 하는 농가의 평균 임차면적도 시설경영규모 

23) Newby는 농작업 참여도와 마케팅 활동 비중 2가지 기준에 의해 농민의 유형 

을 농기 업 가(agro-businessman) , 적 극적 경 영 가(active managerial farmer) , 지 
주형 농민(gentleman farmer) , 가족농민 (family farmer)로 구분하였다. 이 4가 

지 유형 중 농기업가는 농작엽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마케팅활동에 주력 

하는 농민유형으로 정의된다(Pacione ， 1985,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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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농가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작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규모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임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4). 

시설엽채농가들이 임차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탈농 농가나 부재지주로부터 직 

접 임대계약을 맺거나 기존 시설농가로부터 하우스를 이전받는 2가지 방법이 나 

타나고 있다. 특히 집단화된 농지는 하우스 농사를 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농 

가들은 가능한 한 집단화된 농지를 확보하려 한다. 그런데 장기 임대가 요구되는 

시설농업의 특성 때문에 지주， 현지의 농가들은 시설농가에 대해 임대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25)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계약을 맺기 손쉬운 부재지주 

의 토지를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재지주 토지가 기존 시설농가에 

의해 선점되어 차츰 농지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신규로 농사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기존 시설농가로부터 하우스 자체를 넘겨받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 

다26) 

24) 경영규모와 임차규모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0.54(p<0.OOOl )로 나타났다. 
25) 시설농가들은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얻기 위해 가능한 임대기간을 지속 
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조사지역에서도 시설농가들의 토지반환 거부로 지주와 

시설농가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지주들은 

임대가 가능한데도 시설농가에 임대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6) 임차지 부족 현상은 조사농가 중 3，000평 이상을 임차하는 농가들이 현재의 영농 

장소로 이주한 년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양주 진건의 경우， 

3，000평 이상 임차하는 4 농가 중 3농가가 1980년 이전에 이주해온 케이스였고， 용인 
모현의 3，000평 이상 임차하는 8 농가 중 3농가는 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설농가가 
늘어나기 시작한 직후인 1990년 이전에 이주해온 케이스이고 나머지 5농가 중 4농가는 
1990년대 초반에 이주해온 케이스로 조사되었다. 하남의 대규모 임차농가 3농가 중 2 
농가는 1990년 이후에 이주해온 농가로 다른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유입된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 지역에서 경지확보를 위해 일종의 투자비 보상 명목으로 기존 
시설농가의 하우스를 구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거래 금액은 실제 투자비를 

약간 상회하는 액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종의 권리금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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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채농가 

(1) 경영형태 

CD 작부체계 

농가들이 재배하는 작물은 오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등도 일부 재배되고 있다. 재배되는 작물 수가 많지 않아서 작물결합형도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시설작물 작물결합형만을 고려한다면， 과채농가 

는 오이 한 작물만 시설재배를 하는 전문화된 농가와 복수의 과채 작물을 시설재 

배하는 시설작물 복합농가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작물결합형은 다시 비시설농업과 

복합경영 여부에 따라 경영형태가 나뉘어진다. 

오이 전문농가와 시설작물 복합농가는 재배작물의 종류와 작물결합형의 외형 

적 측면에서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생산과정， 자본투입도， 노 

동과정 27) 등 경영의 질적 측면에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된다. 

<그림 4-2>은 오이 농가의 작부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위의 작부체 

계는 촉성(많成) , 반촉성(半않成) , 억제(j:대制) 3가지 작형(作型) 모두를 실시하는 

경우이고 아래의 작부체계는 반촉성과 억제 2가지 작형만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어느 작형을 취하느냐는 것은 하우스의 형태와 내부 장치의 종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3가지 작형 모두를 실시하는 경우는 하우스의 陳흙가 높고， 난방기 · 가 

스발생기 · 개폐장치 · 환기장치 등 각종 내부 장치를 갖춘 자동， 반자동화된 하우 

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I-W2형) . 그러나 각종 내부 장치를 갖추지 못한 일반하 

우스에서는 열효율이 낮아 반촉성 억제 2가지 작형을 실시하거나 반촉성 한가지 

작형만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오이 반촉성 재배와 호박 재배를 윤작하기도 한 

다. 이처럼 전문화된 경영의 실시 여부가 시설형태와 장치 구비 여부와 직접적으 

로 관련이 되고 이러한 시설과 장치를 갖추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오 

이 전문 경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자본집약적 농엽을 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28) 

27) 노동과정 Oabor process)란 재배가 이루어지는 동안 노동이 투입되는 방식을 

의 미 한다(Friedman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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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과채 농가의 경영형태 
단위: ( )안은 농가수 

작부체계 가족노동력구조 농지소유형태 

오이 (6) 기간노동력 2인인 농가 (2) 자작 (16) 
과채+엽 채 (4) 자작+임대 ( 2) 
과채+엽채+벼(1) 기간노동력 1인인 농가 자작+임차 ( 3) 

오이+호박+벼(1) · 영농참가 가구원 2인 이상 ( 5) 완전임차 ( 4) 
오이+벼 (7) · 영농참가 가구원 1인 (17) 

벼+오이 (5) 

오이 +벼 +노지 작물(1) 기간노동력이 없는 농가 

· 영농참가 가구원 2인 이상 ( 0) 

· 영농참가 가구원 1인 (1) 

주) 기간노동력이란 60세미만의 남자 전업자가 있는 농가를 말한다. 영농참가가구 

원수는 경영주를 제외한 노동력을 말한다. 

시 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혀。 태 

하파우이스고 
----*.,'c.,-c** ’‘ 」: ******* * * * * * * * * * *--

.* •• * •• * * 재래식 ***************** ********** 
하우스 .+* • + * 
주) ****: 수확기간 생장기간， .: 파종， +: 접목， *: 정식 

〈그림 4-2> 오이 재배농가의 작부제계 

28) 전문경영을 실시하는데 펼요한 시설은 하우스 외에 측면개폐장치， 수평커텐장 
치， 집중콘드롤장치， 온풍난방기 등의 기본시설과 C02 발생기， 무인방제기， 토 
양소독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등의 장비 및 기기가 필요하다. 시설을 설치 
하고 이러한 장비 및 기기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은 파이프비닐온실의 경우 평 
당 94천원이 들고 철골경진판 온실과 유리온실은 각각 250천원과 400천원이 
든다(농림부， 1997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따라서 천평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투자되는 금액은 적게는 9，4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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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물결합형별 시설재배면적을 비교한 결과， 오이 단일 작물을 전문적 

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의 재배면적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재배면 

적도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크다(표 4-10). 따라서 경영규모의 확대와 전문화 

가 동시에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오이 시설재배는 노동집약적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른 농사와 병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3가지 작형 

을 실시하여 연중 재배가 이루어지므로 가족노동력의 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극히 짧고 더구나 미작 등 일반 농업의 노동주기와 겹쳐 다른 농업을 

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규모가 큰 농가에서 일반 농업을 위탁하거나 임대해버 

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표 4-10> 과채농가의 작물결합형별 시설재배면적 

작물결합형 
1 ，000평 1.000- 1,500- 2，000평 평균재배 

미 만 1.500평 2.어0평 상 면적(평) 

오이 3 2.533 

오이+비시설작물 8 3 2 948 

오이+호박+벼 600 

과채+엽채 또는 
1 2 2.620 

과채+엽채+벼 

@ 노동력구조 

과채농가의 가족노동력 구조은 대부분 농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절대 다수의 농가가 기간노동력으로 경영주 1인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29) 과채 외 다른 시설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농가들 중 일부는 재배면적이 3，000평을 

상회한다. 이러한 농가들의 작부체계나 시설형태 및 내부 장치의 수준 등에 있어 

서 거의 엽채 농가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농가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오이 재배 

농가와 경영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도 할 수 있다. 

- 93 -



경영주 부인 이외 영농참가자가 있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영주 부부 

중심의 영농 현상이 앞에서 살펴본 엽채농가에 비해 훨씬 심한 것을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채 농가들의 외부 노동력 고용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 수요가 많은 수확과 포장 작업은 수개월 걸쳐 계 

속 이루어지고 농산물의 품질이 수확시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기 때 

문에 가족 노동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접목과 

정식 작업은 일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품앗이 

를 하거나 외부 노동력을 고용하기도 한다. 

경영규모가 큰 농가들은 2가지 형태의 고용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 

설재배 외 다른 농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탁하거나 시설작물의 수확시 고용노 

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농작엽의 위탁은 미작을 복합경영하고 경영주 부부 외 

가족노동력이 없는 농가들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다. 시설면적이 3，000평이 넘 

는 대규모로 재배하며， 촉성， 반촉성， 억제3가지 작형을 동시에 하여 거의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는 농가들은 최소한의 인원을 상시 고용에 가까운 형태로 장 

기 고용을 하거 나 외 국인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기 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극소수 대규모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채 

농가의 노동력 구조는 가족 노동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경영형태는 家族勞作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조사지역에만 한정되 

는 경향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위에서 살펴본 과채(오이)농사의 노동 

과정 특성상 거의 대부분 과채농가가 가족노작적 경영형태를 가칠 것으로 보 

인다. 

@ 농지소유형태 

자작농가(자작， 자작+임대 농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더욱이 하우스가 

설치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20농가로 전체의 3/4에 이를 정도로 자작농가 

의 비율이 높다(표 4-9). 이처럼 자작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지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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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특성과도 관련지워 볼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고정자본 투자가 매우 큰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정자본 투자가 많기 때문에 토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가능한 한 자기 소유 농지를 이용하여 과채재 

배를 하려 할 것이다. 이점은 서울과 상대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는 임차농가의 

시설형태와 작부체계를 통해 역으로 입증된다. 임차농가들은 재래식 하우스에 

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과채류의 작형도 반촉성 한 가지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임차농지의 불안정한 토지조건을 고려하여 시설투자를 최대한 기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의 3장에서 과채특화지역이 수도권 주변부에 집 

중되는 것도 고정 자본 투자규모가 크고 따라서 토지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 

요한 과채농업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다. 

@ 출하형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동수 

송차량이 생산자를 방문하여 농산물을 수집한 후 이를 주요 도매시장에 출하 

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선택도 농협에서 결정되고 있다. 계통출하가 갖는 

약점， 출하 가격을 높일수 있는 개별적 노력이 차단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 

해야 한다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계통출하를 선호하 

는 이유는 출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과채농가의 특성상 출하에 따르는 노력 절 

감의 필요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 계통출하를 선호한다. 한 

편 대부분의 농가가 오이 한 가지 작물로 전문화되어 있어 계통출하가 활성 

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 경영형태의 문화 

과채농가의 경영형태는 재배면적이나 비시설농업의 복합경영 여부보다는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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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형을 기준으로 오이 한 작물만 시설재배를 하는 전문화된 농가(시설작물 단일 

경영)와 복수의 과채 작물 또는 엽채류를 재배하는 시설작물 복합농가(시설작물 

복합경영) 두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2 유형 사이 

에 생산과정， 자본투입도， 노동과정 등 질적 차이가 뚜렷한 점을 고려하기 위함이 

다. 오이 전문 농가는 다시 비시설농업과 복합경영 여부에 따라 경영형태가 나눌 

수 있다. 

〈표 4-11> 경영형태별 노동력구조， 소유형태(과채농가) 

단위:농가수 

시설작물 단일경영 
시설작물 

구 τ Hr 
오이 전문 오이+미작 복합경영 

기간노동력이 2인 이상인 농가 

가 족 기간노동력이 1인인 농가 

노동력 -영농참가 가구원 2인 이상 3 1 
구 조 -영농참가 가구원 1인 이하 5 10 2 

기간노동력이 없는 농가 

자 작 3 10 

농지 자작+임대 

-까L、:i ’Ll 자작+임차 2 
형태 완전 임차 2 4 

타 

주 1) 기간노동력은 60세미만의 남자 농업전업자임. 

2) 시설복합경영 농가: 과채+엽채 과채+엽채+벼， 오이+호박+벼의 작물결합 

형 농가. 

그러나 기대한 바와 달리 경영형태별로 노동력 구조나 농지소유형태에 있 

어서 차이점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과채농가들은 농가 내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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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있어서 비교적 등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과채+ 

엽채」 , 「과채+엽채+벼」 등의 시설복합경영 농가들 중 경지 전체를 임차하 

는 완전임차농가가 오이 전문경영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두드러 

지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형태， 고정자 

본 투입규모와 관련이 있다. 

이상의 과채농가의 경영형태 분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과 

채 전문경영을 전개하기 위해선 노동이나 경지면적 2가지 생산요소에 우선하 

여 자본집약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농가의 자본조달능력이 과채 전문경영의 실 

현 여부를 결정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농가의 경영형태 분 

화도 자본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본투자에 

관한 농가의 의사결정은 토지 안정성이 확보되느냐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영형태 분화는 토지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 전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권 농민의 투자의사결정이 ‘인지되는 최대의 

부동산양도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므로 중심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민 

의 투자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본 Bryant의 도시권 농민의 

의사결정모델(1984)은 과채농가의 입지 특성을 설명해주는 모넬이라고 볼 수 

있다 

3) 화훼농가 

(1) 경영형태 

@ 작부채계 

화훼농가의 재배작물은 매우 다양하고 한 농가가 재배하는 작물의 종류도 

많게는 10종을 넘는 경우도 있다. 화훼 농가 중에서도 관엽농가는 재배작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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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육묘， 정식 등의 재배과정을 거쳐야 하는 초화나 절 

화 농가의 경우에는 그 재배작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특 

히 같은 하우스 동에 여러 가지 작물이 동시에 재배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묘목을 다른 생산자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뒤 화분에서 재배하 

는 생산과정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 농가가 3-4종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작물도 파종시기를 달 

리 함으로써 연중 상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작부체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점은 

엽채농가의 토지이용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화훼 농가의 재배작물로는 관엽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국화와 

초화 같이 분화류 재배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장미 등의 절화 농 

가는 7농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재배작물의 구성은 일본의 동경대도시권의 

화훼농업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것이 도시화된 지역의 화 

훼농업 특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평가되기도 한다(澤田格之， 1991). 

한편 조사화훼농가 대부분은 화훼농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경영농가 

로 드러났고 소수의 농가가 화훼 이외 시설채소를 복합경영하거나 미작을 병 

행하고 있었다(6농가) . 이들 복합경영농가들은 시설채소에서 화훼농업으로 전 

환을 시도한 농가들이다. 화훼농업으로의 전환 초기에 경영성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전면적으로 화훼농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하 

우스의 일부만 화훼농업용으로 전환한 농가들이다. 따라서 속단하기 어려우나 

화훼농업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를 갖추고 분명한 전망을 하게 된다면， 차츰 시 

설채소 농업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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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화훼 농가의 경영형태 
단위: ( )안은 농가수 

작부체계 가족노동력구조 농지소유형태 

관엽 (22) 기간노동력 2인인 농가 ( 4) 자작 (14) 
관엽+기타 화훼(1) 임대+임차 (1) 
국화(6) 기간노동력 1인인 농가 자작+임차 ( 5) 
국화+기타 화훼(1) · 영농참가 가구원 2인 이상 ( 6) 완전임차 (22) 
초화(4) · 영농참가 가구원 1인 (28) 

장미 (2) 

장미+엽채(1) 기간노동력이 없는 농가 

관엽+오이+벼(1) · 영농참가 가구원 2인 이상 ( 2) 

장미+오이(1) · 영농참가 가구원 1 인 ( 2) 

장미+오이+벼 (3) 

주) 기간노동력이란 60세미만의 남자 전업자가 있는 농가를 말한다. 영농참가가구 

원수는 경영주를 제외한 노동력을 말한다. 

@ 노동력구조 

화훼 생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화훼농업의 노동집약적 성격을 

짐작해볼 수 있다. 생산과정은 재배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관 

엽은 묘목상태로 구입되어 정식 과정을 거쳐 포장에서 일정기간 재배된다. 이 

후 일정한 크기로 발육되면 화분에 옮겨 섬게되는데 이때 노동력 수요가 많다. 

분갈이는 판매 때까지 일회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발육상태에 따라 여러 번 

에 걸쳐 반복 실시된다. 그러나 분갈이 작업은 재배 작물 모두를 일시에 집중 

적으로 분갈이를 하지 않고 작물의 발육상태를 보고 小益에서 차츰 大益으로 

갈아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초화는 분화(益花)의 형태로 재배되고 판매도 분 

화 상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l閒場에서 재배되어 절화(折花)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일정기간 동안 뽑皮에서 육묘 상태를 거 

친다. 따라서 묘상에서 화분으로 옮기거나 포장으로 정식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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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 특히 절화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꽃을 수확하여 몇 송이씩 묶는 결속작 

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절화재배도 이러한 초화의 생산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화훼농업은 생산과정 대부분에 걸쳐 기계 

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의 손길도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띤다. 

그렇다면 화훼농가의 가족노동력 조건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는가? 조사화 

훼농가의 경우 대부분 60세미만 경영주와 경영주 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 기간노동력이 2인 이상인 농가는 6농가로 엽채나 과채농가에 비해 상대적 

으로 다소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족노동력 조건은 그리 양호 

한 편 이 라고 할 수 없다(표 4-13) , 

의외로 화훼농가의 고용노동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필요노동력의 절반 이 

상을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농가는 9농가에 불과하였고 이 농가들은 모두 상시 

고용을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30) 나머지 농가들은 전체 농작업을 가족노동력 

으로 충당하거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부분적으로 날품을 구하 

기도 한다. 그러나 날품 고용일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 

럼 연중 생산에 따른 노동수요가 많은데도 고용노동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채산성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기피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무엇 

보다도 엽채처럼 일시적인 노동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일부 절화나 초화농가들은 결속기를 구입하여 결속작업에 드는 

노동력을 줄여 가족노동력으로 필요 노동을 충당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 

다. 또 시설농업 외 다른 농사의 작업을 위탁하고 가족노동력 전부를 화훼농사 

에 집중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31) 따라서 본 연구의 화훼농가들은 가족노 

30) 상시고용을 활용하는 농가를 주작물로 구분해보면， 관엽재배농가 24농가 중 3 
농가， 초화재배농가 4농가 중 1농가， 절화재배농가 7농가 중 3농가 그리고 국 

화재배농가 7농가 중 2농가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절화 농가에서 상시고용 

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시고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조사 농가 중에 관엽재배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시고용 노동자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주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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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중심의 가족노작적 경영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농지소유형태 

있다. 농지소유형태는 자작 농가와 완전임차 농가로 양분되어 화훼농가의 

자작농가과 완전임차농가의 평균시설면적은 각각 1.068평과 883평으로 자작농 

가의 시설면적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임차농가의 평균 임차면적은 

1 ，277평으로 나타나 하우스 외 부대시설을 설치할 농지 소요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자작농가 중에는 하우스 외 비교적 큰 노지를 육묘를 하거 

나 부대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임차농가들이 충분한 토 

작업을 해야하므로 토지생산성 모
 

못할 경우 하우스내에서 확보하지 지를 

측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차농지라 하더라도 지주와 장기임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시설투자를 많이 하므로 투자회수를 위해 장기계약이 가능한가 

여부가 임차를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이 되지 않는 한 일정 

토지가 상대적으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경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재지주의 

더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 출하형태 

판매하는 경우와 도매시장의 소량씩 판매방식은 방문상인에게 화훼농가의 

주거래 위탁상가에 출하하는 경우 그리고 2가지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로 나뉘 

선호되지는 않는 있으나 그다지 어진다. 도매시장의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도 

듯하다. 판매량은 많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소매도 이루어지며， 자 

운영하는 판매장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유통경로는 매우 신이 

31) 농업생산과정에 있어서 분업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齊購
功(994)은 화훼산지를 사례로 이러한 분업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농 
업의 공업화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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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였다. 그러나 어떤 판매형태를 취하던 공동출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도매시장의 위탁상인에게 출하되는 경우에 상인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자가 

직접 운송해주고 있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 판매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관엽이나 초화농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물이 판매되며， 특히 절화 

와 국화 재배 농가와 달리 방문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관 

엽이나 초화의 경우 극단적으로 직접 소비자나 중간상인을 대상으로 몇 개씩 

소량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화와 절화는 농가에 

서 직접 單品이나 소량으로 거래될 수 없어 도매시장(위탁상가와 경매 참가 

포함)에만 출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즉 조사대상 절화 혹은 국화농가 

14농가 중 11농가가 도매시장에만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화훼농가의 판매형태 

관엽 초화 절화 국화 

방문상인 판매 10 1 
도매시장 판매 5 1 6 5 
도매시장 + 방문상인 7 2 1 
도매시장+직접판매 2 

'--

(2) 경영형태의 분화 

조사 화훼농가는 작물의 종류가 다양하며， 화훼농가 중 다른 작물 재배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또 다른 시설작물의 재배가 화훼 

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어 화훼 단 

일 경영과 복합경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농 

가의 내부 특성과 경영형태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시설화훼 경영규모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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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농가를 구분하고 규모계층별로 농가 내부 특성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 

다.<표 4-14>는 경영규모계층별로 가족노동력 구조와 농지 소유형태를 비교， 

검토하고자 작성된 표이다. 전체적으로 어떤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는 없 

다. 농가의 노동력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화훼 

재배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농지소유형태와 경영규모계층 사이에 

도 미약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소규모 경영을 하는 농가일수록 경지 

전체를 임차한 농가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화훼농업을 위해선 장기 임차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만 

족하는 토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임차가 가능 

한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토지제약으로 소규모 재배만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표 4-14>는 이점을 보여준다. 

〈표 4-14> 경영규모계층별 노동력구조， 소유형태(화훼농가) 
단위:농가수 

화훼 경영규모 

구 딘 닙r 1 ，500평 1，어0- 500- 500평 

이 상 1 ，500평 1，어0평 미만 

기간노동력이 2인 이상인 농가 2 2 

가 족 기간노동력이 1인인 농가 

노동력 -영농참가 가구원 2인 이상 5 1 
구 조 -영농참가 가구원 1인 이하 3 10 10 5 

기간노동력이 없는 농가 2 

자 작 2 7 4 

농지 자작+임차 3 2 
소유 

완전 임차 4 6 7 5 
형태 

기 타 
」

주 1) 기간노동력은 60세미만의 남자 농업전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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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작목별 경영형태에 관한 종합적 고찰 

이상에서 고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작목별 경영형태 특성을 요약하면 <표 

4-15>과 같다. 표에 제시된 내용은 각 작목별 경영형태 중 이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전문경영을 추구하는 농가에 초점을 두고 요약된 것이다. 

엽채농가는 비교적 넓은 경지를 구획하여 여러 가지 작물을 고속 순환하면 

서 재배하는 「경지분활 · 고속윤작」 의 작부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써 시 

설엽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다품종 · 소량생산」 을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때 소량생산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대형도매시장에 참 

가하는 판매형태」 를 취하기 때문에 각 작물은 일정한 규모가 되도록 재배되 

어야 한다. 이는 결국 농가의 경영규모가 일정한 규모에 이를 때 효율적 경영 

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엽채농가의 경지면적의 확대 필요성이 상대적으 

로 크다고 할 수 있고 적정 규모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차를 시도하 

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작부체계와 생산구조를 실현하는데는 대규모 고용노동 

력이 활용되고， 고용노동력과 가족노동력 사이의 「분업」 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채농가는 경영규모가 클수록 단일 작물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러한 전문화는 촉성， 반촉성， 억제 3가지 작형을 결합함으로써 실현되고 있 

다. 또 대규모 전문 과채농가들은 소유지를 이용하여 시설재배를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작형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해 안정성이 높은 소유지 

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채 시설재배에 

따른 노동수요는 작다고 볼 수 없지만 수확기간이 길어 노동수요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노동력 중심으로 재배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과채농가의 경영 

형태는 가족노작적 자본집약적 경영형태를 기본 속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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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주작목별 경영형태 특성 

엽채농가 과채농가 화훼농가 

·다품종 소량생산 · 단일작물 전문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작부체계 · 필지분활， 고속 윤작 · 촉성， 반촉성， 억제 3 
가지 作型 결합 

노동력 구조 
· 고용노동에 의존 ·家族勞作 ·家族勞作

· 가족노동 의미가 적다 · 기계에 의한 노동대체 

토지소유형태 
· 임차를 통한 규모확대 · 자작지를 이용한 고 ·자작농가와 임차농가 

정자본 집약화 로 양분화 

·개별출하 ·공동출하를 통한 규 
· 개별， 소량 출하 

출하형태 ·개별농가차원의 규모 모경제 추구 

유통경로 경제 추구 
· 위 탁상， 방문상인 판매 

· 도매시장 경매 · 도매시장 경매 
· 다양한 유통경로 공존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화훼농가는 재배되는 화훼 종류가 다양하고 각 작물은 소량으로 재배되므 

로 「다품종 · 소량생산」 의 생산구조를 형성한다. 의외로 주로 가족노동력에 

의해 경영되고 있어 가족노작적 경영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부 농가에 

서 생력화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등 기계에 의한 노동 

대체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2. 경영형태의 지역변이 

경영형태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지역적 변이를 국지 

적 특성과 대도시로부터의 상대적 입지 두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두 

문제는 시설농업 공간분화과정을 설명하는 준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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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형태를 규정하는 변수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작물을 주 

경영부문으로 하는가， 즉 주작목이 무엇인가일 것이다. 본 연구는 특화작물을 

기준으로 사례지역을 선정하였으므로 주작목의 지역적 변이는 이미 사전적으 

로 결정되어 있다. 이는 또 3장에서 파악된 수도권 시설농업의 지역적 분화패 

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동일한 작물특화지 

역이라 하더라도 입지적 특성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물특화지역의 형성 요인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경영형태의 지역변이 

먼저 상대적 입지 측면에서 과연 지역적 변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선 조사지역을 적절한 입지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1장의 수도권 농업공간 구분방식을 참고로 하여 하남과 의왕은 시가지 농업지 

역으로， 남양주 진건과 용인 모현은 시가화 농업지역， 그리고 용인 남사와 평 

택 청북은 근교농업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하남과 의왕은 서울 중심으로부터 

20km 반경내에 진건과 모현은 30km 반경에 그리고 남사와 청북은 50-60km 

반경에 각각 위치한다. 

사례지역들의 주작목농가 구성이 서로 판이하게 달라서 비교가 용이하지 

않지만，<표 4-16>에서 경영형태의 지역적 차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시설농가의 경영규모는 시가지 지역 시가화지역 근교농업지역 순서로 소규모 

농가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시가지 지역과 시가화지역에서 

과채농가의 사례가 극히 적어 경영규모의 지역적 변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음으로 경영조직의 지역적 변이를 고찰한 결과， 시가지 지역 · 시가화지역은 단 

일 경영 농가비율이 높은 반면 근교농업지역은 복합경영농가 비율이 상대적으 

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소유형태의 지역적 변이는 더욱 뚜렷한 차이 

를 보여준다. 시가지 지역， 시가화지역 그리고 근교농업지역 순으로 임차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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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소유형태에 있어서 체계적인 지역변이를 확인할 수 있 

다. 임차농가들은 임차료부담을 고려하여 다른 농업을 복합경영하기 보다는 토 

지생산성이 높은 시설농엽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것이므로 농지소유형태의 지 

역적 변이는 경영조직의 지역적 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표 4-16> 경영형태의 지역변이 
단위: 농가수% 

시가지 농업지역 시가화농업지역 근교농업지역 

구 면 Hr (의왕 · 하남) (진건 · 모현) (남사 · 청북) 

엽채 과채 화훼 엽채 과채 화훼 엽채 과채 화훼 l 

계 25(100) 1(100) 23(00) 44(100) 3(100) 1(100) 21 (100) 18(100) I 

대규모 8( 32) 11( 48) 16( 36) 2( 67) 1(100) 3( 14) 14( 78) I 
경영 

중규모 7( 28) 1(100) 6( 26) 12( 27) 1( 33) 7( 33) 4( 22) 
규모 

소규모 10( 40) 6( 26) 16( 36) 11( 52) 

경영 단일 21( 84) 23(100) 34( 77) 3(100) 1(100) 13( 62) 14( 78) 

조직 복합 4( 16) 1(100) 1O( 23) 9( 38) 4( 22) 

자작 6( 24) 1( 4) 13( 30) 16( 76) 13( 72) 
농지 자작·임차 5( 20) 1( 4) 9( 20) 3( 14) 4( 22) 
소유 

완전임차 13( 52) 20( 87) 18( 41) 3(100) 1(100) 1( 5) 1( 6) 
형태 

기타 1( 4) 1(100) l( 4) 4( 9) 1( 5) 

주1) 대규모: 엽채 -3，에0평이상 과채 -2，000평이상， 화훼 -1 ，500평이상 

중규모 : 엽채 -2，000 - 3，000평 과채 -1 ，000-2，어0평， 화훼 -500-1 ，500평 

소규모 : 엽채 -2，어0평 미만 과채 -1，어0평 미만， 화훼 -500평 미만 

주2) 농지소유형태의 기타 농가는 자작+임대， 임차+임대， 자작+임차+임대 농가임 

2) 경영형태의 지역변이 요인 검토 

농엽공간의 분화， 특화지역의 형성에는 자연적 요인， 토지조건， 노동시장 조 

건， 제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중층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경영형태 분석에서 농지소유형태 생산과정에서 외부 노동활용도는 주작목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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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토지조건， 노동시장조건 

두 요소는 지역분화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두가지 요소의 

지역간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지역분화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농지 공급조건 

여기서는 시설농업에 적합한 농지의 확보 가능성 특히 임차기회 측면을 중 

심으로 지역적 차이점을 밝히는데 주력하고자 한다.<표 4-17>은 조사지역의 

시설면적율， 차지율을 정리하여 시설농업의 발달에 있어서 토지제약 정도와 임 

차기회의 지역차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시가지지역과 시가화 지역， 근 

교농업지역간 시설면적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각 지역 

의 농지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물리적 조건까지 감 

안한다면 지역적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즉 시가지지역과 시가 

화지역은 농지 중 현재 시설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의 비율이 근교농업지 

역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하남과 진건지역의 시설농지율은 매우 높아 시설농 

지로 이용될만한 농지 중 대부분이 시설재배에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케한다， 

모현과 의왕의 시설면적율은 이 2지역에 못 미치지만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2지역은 밭면적이 다소 높아 시설면적율이 다소 

낮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지의 절대부분이 시설용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차지율 검토를 통해 임차기회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시가지 지 

역과 시가화지역에 해당하는 사례지역의 경우 농지의 3~40%가 임차지로 구 

성되어 상당수 농지가 임차농지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용지 

로 전용이 용이한 논의 임차지 비율도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시가 

지 지역과 시가화지역의 경우 이러한 임차지는 시설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 

는 시설농가의 발달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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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사례지역의 시설면적율과 차지율 

구 딘 Hr 
시설면적율(1995년) 차지율 논의 차지율 

(시설면적/총경지면적) (1990년) (1990년) 

하남 31 .1 38.2 40.4 

의왕 8.4 41.6 43.4 

용인 모현 10.2 36.1 35.5 

남양주 진건 32.2 36.3 38.6 

용인 남사 2.9 28.4 27.8 

평택 청북 0.9 26.7 25.1 

계 2.4 29.8 28.9 

자료: 농업총조사 1995, 1990년 

(2) 노동시장 조건 

앞의 경영형태에 관한 고찰에서 엽채농가는 생산주기가 다른 다양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연중 생산을 추구하고， 이러한 경영을 행하는데 있어서 외부 노 

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데에 비해 화훼농가와 과채농가는 작물의 생육특성과 

그리고 노동의 기술대체를 통해 가족노동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농업노동시장의 존재가 엽채특화지역을 형성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이는 결국 특화지역의 분화를 유발하는 요소라고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노동자의 속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농가의 노동력 조달문제를 설문하는 과정에 농업노동자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간접적 정보를 바탕으로 엽채 

특화지역의 농업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조사지역에서 농업노동자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연령이 높은 여성 농업노동 

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노동 수입이 주요한 생계수단이 되는 하 

층계급에 속하고 하우스 일거리 외에 다른 노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6~70대의 여성인 점에 비춰볼 때 비농업 노동기회 

- 109 -



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농엽노동만을 전적으로 행하는 집 

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조사 지역 혹은 그 인접지역 

인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 등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하면서 원거리 통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남양주 진건의 경우 장안평 인력시장에 나오는 노동력이， 

하남의 경우 인력시장을 통하지 않지만 서울 강동구 일대의 주부 노동력이， 그 

리고 용인 모현은 성남 모란시장의 인력시장에 나오는 노동력이 후자의 경우 

에 속한다. 따라서 엽채특화지역의 농업노동시장은 공간적으로 볼 때 지역 혹 

은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노동자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권과 원거리 통 

근을 하는 농업노동자들로 구성된 2차 노동시장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사지역은 지역내 농엽노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회집단이 형성되 

어 있지 않으며， 또 통근이 가능한 범위에 인력시장과 같은 고정된 장소의 농 

업노동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채나 화훼농가들이 그 특성상 

농업노동수요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농업노동시장이 발달하지 않는 지역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가 농작업을 가족내부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과채， 화훼특화지역의 경우 이러한 농업노동시장의 미 

발달로 엽채농가들이 입지하여 다각화된 농업공간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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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절 농가의 진입경로와 지역변이 

1. 진입경로 

1) 시설농업 참여 시기와 진입 연령 

사례지역의 조사대상 농가들이 시설농업에 참여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수도권 전체 

시설농가의 호수가 크게 늘어난 시점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1992년 이 

후에 시설농업으로 진입한 농가의 비중도 34.6%에 이르고 있다. 1992년 이후 

시설농업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정부투자의 

확대는 시설농가의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투자는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시설자금 지원 외에 농산물 시장의 설립， 생산자 

단체 지원 등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32) 이는 농가의 시설 

농업 참여 를 간접 적 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농가의 시설농업 참여시기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 

차가 나타나고 있다. 즉 시설농업의 후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인 모현과 

용인 남사 그리고 평택 청북의 3사례지역의 경우 1980년대 후반， 특히 1992년 

이후 시설농업에 참여한 농가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3지 

역이 상대적으로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입지적 특성과 농가의 시설농업 참 

여시기를 연계하여 해석할 경우 수도권 시설농업의 공간적 확산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 경계와 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농업의 역사가 비교 

32)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안양 등 경기도의 주요 도시에 대형농 

산물 시장이 개설된 것은 시장여건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특히 1990년대 들 

어 정부는 주요 도시에 농산물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실시하였다. 이는 

정부 정책이 시설농가의 증가에 기여를 한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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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오래된 하남의 경우 1992년 이후 시설농업에 참여한 사례가 극히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입지적 특성이 유사한 의왕 청계의 경 

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 지역은 이미 시설농업 용지로 이용이 

가능한 농지는 거의 시설농업 용지로 이용되고 추가적인 시설농업 용지 확보 

가 불가능한 절대적 토지 제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와 같 

은 토지 제약하에서는 농지임차를 통해 신규로 시설농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표 4-18> 경영주의 시설농업 진임시기 

단위: 호수， (%) 

-1979년 1980-1985년 1986-1991년 1992년~ 계 

8 9 11 2 30 
하남 망월 

(26.7) (30.0) (36.7) ( 6.7) (1oo.l) 
3 11 5 19 

의왕 청계 
(15.8) (57.9) (26.3) (100.0) 

11 13 24 
용인 모현 

(45.8) (54.2) (100.0) 
2 3 13 6 24 

남양주 진건 
( 8.3) (12.5) (54.2) (25.0) (100.0) 

10 13 23 
용인 남사 

(43.5) (56.5) (100.0) 
3 5 8 16 

평택 청북 
(50.0) (100.0) (18.8) (31.3) 

자료: 설문조사. 

시설농가들이 시설농업에 참여하는 시기는 농가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 집 

중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검토해봄으로써 시설농업에 참여하는데 요구되는 

인구학적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농가들 대다수눈 3-40대에 

시설농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농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자본 

집약적 농업경영부문이며， 가격변동이 심해 경영의 불확실성이 큰 경영부문이 

기도 하다. 따라서 시설농엽에 참여하기 위해선 적절한 노동능력과 자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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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혁신적 태도 그리고 위험부담태도 등의 경영능력도 요구된다. 그러 

므로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시설농업에 새로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 결 

과 3-40대에 신규로 시설농업에 진입한 사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표 4-19>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시설농업 

에 진입한 사례가 전체의 약 %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 연령층은 군복무와 

학업을 고려한다면 시설농엽경영은 실질적으로 최초의 직업선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의 직업적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고찰하게 되겠지만， 

신규 농업인력들은 처음부터 시설농업을 목적으로 농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 

음을 의미한다. 특히 승계단절 신규 농업인력의 감소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수도권 시설농업의 경우 이런 추세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은 향후 수도권 농업생산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 

는 것이라 하겠다. 

〈표 4-19> 조사농가의 시설농업 진임연령 

연령 -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계 

호수 6 44 43 33 10 136 

구성비 4.4 32.4 31.6 24.3 7.4 1어.0 
」

자료: 설문조사. 

2) 사회경제적 배경 

다음으로 시설농가의 출신지 배경과 직업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시 

설농가들은 기존 농가에서 작목전환을 하거나 승계를 받은 농가들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들의 지역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는 

시설농가의 재생산 과정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의 유지 혹은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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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판단해보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농가의 후계자 보유 경향， 또는 농가의 가구 형태를 

통해 농업의 지속에 관한 전망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 

서 노동력 이동이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이동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신규 취 

업자의 농업 유입을 과소 평가하는 인식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경제개 

발 초기단계에서 농업내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고 또 비농업 부문의 취업기회 

가 급속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취업조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비농업부문의 노동시장 

조건， 즉 취업조건과 취업기회가 경제발전 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비농업부문에서의 전직 유입 규모도 적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이러한 경향 

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이정환， 1997)33). 따라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을 전망할 목적으로 농가의 재생산 과정을 고찰할 경우 기존 농가의 승계 외 

에도 외지 농가의 유입， 비농업 종사인구의 전직 유입 등 다양한 경로를 살펴 

보고 각 경로의 상대적 비중 측면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농가 

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경영방식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지역농업의 구조 변 

화과정의 추적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조사 농가들 가운데 현재의 경영주가 조사 지역과 연고가 없는 외지 출신 

농가는 70농가로 조사 농가의 절반을 약간 넘는다34) 대표성의 검토가 필요하 

33)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발전과 함께 농업부문에서 비농업부문으로 전직 
유출 못지 않게 비농업부문에서 농업으로의 전직 유입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한국의 농업인구 동향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3-40대를 중심으로 전직유입이 늘 

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이정환， 1997:67-111). 이처럼 전직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것은 점차 비농업부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l차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간의 임금 및 고용조건의 격차가 커지는 한편， 반대로 

2차 노동시장과 농업부문간의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들면서， 농업부문으로 유입되는 인 

구가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34) 조사농가의 출신지 배경은 크게 현지 출신과 외지 출신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외지 출신이란 경영주가 현재의 영농장소와 아무런 연고를 가지지 않으면서 영농을 목 

적으로 이동을 해온 경우를 지칭하고， 영농장소의 이동이 없었거나 농업 진입 직전에 

거주 이동이 있었더라도 현재의 영농장소에서 부모로부터 농가 상속을 받은 경우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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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일단 본 조사결과로서 도시주변부 농업공간에 있어서 집약적 농업의 

발달은 외부유입 농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35) 

그러나 외부유입 농가 외지출신 농가의 분포는 조사지역의 시설농업 발달 

역사， 입지 및 특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외지출신 농가 

가 절반을 넘는 지역은 의왕과 용인 모현과 용인 남사 3 지역이다. 특히 용인 

의 2 지역은 외지출신 농가의 유입이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시 

설농업의 발달도 외지출신농가의 유입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있어서 시설농업의 본격적인 발달은 외지출신 농가의 대량 유입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0> 조사 농가의 출신지 유형 
단위:농가수 

구분 
하남 의왕 나n 야 。 -:z「 용인 용인 평택 

계 
망월 청계 진 건 모현 남사 청북 

외지출신 10 19 11 15 15 0 70 

현지출신 20 0 13 9 8 16 66 
"----

자료:설문조사 

한편 시설농가의 전직 유입 경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경영주의 직 

업적 이력을 조사하였다. 직업적 이력은 현재의 영농장소에서 시설농업에 참여 

하기 직전의 종사분야를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우선 다 

른 지역에서 이미 시설농업에 진입한 이후에 현재의 영농장소로 이주해온 농 

지 출신으로 하였다. 

35) 도시주변부 농엽에 있어서 외지출신 상업농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에서 단 
편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이영기 (989) ， 이정훈(994)의 연구에서 외지 

출신의 전문적 상업농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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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비농업 부문에서 전직과 동시에 시설농업에 참여한 경우 양자간에 유입 

동기와 경영태도 및 기술적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주작목 및 입지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분석결과 조사농가의 약 1/3 정도(51농가)가 현재의 영농장소에 시설농업 

경영을 하기 직전에 비농업 부문에 종사한 경우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에 바로 전직한 농가들의 대부분은 외지출신 농가(33농가)로 나타났다. 위 

에서 도시주변부 시설농업발달과 시설농업의 공간적 확산에 있어서 기존 농가 

의 참여 뿐만 아니라 외지 농가의 유입이라는 일종의 외생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외지로부터 유입해옹 농가 중에는 시설농업에 

대한 재배기술과 경영지식이 축적된 전문적 농가 외에 비농업에 종사하던 집 

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속성 혹은 계급적 

속성을 도시하층민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이정훈， 1994) , 이를 좀더 구 

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농업투자 규모 과거의 구체적 직업 진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분석이 없이 

도 미작이나 다른 노지 농업에 비해 초기단계에 이루어져야 할 투자자금의 규 

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설농엽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비농엽 

에서 시설농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반드시 도시빈민과 같은 하층계급이 아니라 

는 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1> 조사농가의 이전 종사분야구1) 

외지출신농가 현지출신농가 
구 분 

비농업 비시설농업 시설농업 비농업 비시설농업 

농가수 30 4 37 19 46 

주 1) 현재의 영농장소에서 시설농업 참여하기 직전의 종사분야.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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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입경로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과 농가유형별 특성 

1) 농가유형구분 

농가의 출신지 배경， 직업적 배경 그리고 기존 농가의 승계여부 등의 사회 

경제적 지표는 경영주가 현재 상태， 즉 현재의 주작목과 영농장소에 이르게 되 

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를 조합하면 경영주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과정， 즉 진입경로를 추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농가의 진입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농가의 재생산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 

로써 지역농업의 구조변화 및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농업공 

간 분화과정에 일정한 함의를 도출해댈 수 있을 것이다. 

조사농가의 출신지 배경 직업적 배경 그리고 기존 농가의 승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입경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그림 4-3>과 같이 신규 

창설농가(A， B) , 전입농가(A， B) , 승계농가， 작목전환 농가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36) 각 유형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다. 

신규창설 농가는 비농엽 부문에서 농업으로 직업 이동을 한 케이스이다， 신 

규농가는 다시 직업 이동 직전의 취업장소를 기준으로 거주지(혹은 취업장소) 

의 이동을 동시에 경험한 농가 즉 신규창설 농가A와 직업 이동만을 한 신규 

창설 농가 B로 양분된다. 조사대상 농가 중 직업이동만을 경험한 농가는 총 

34케이스 중 단 4농가뿐인 것으로 드러났고 대부분의 신규창설 농가들은 직업 

이동과 함께 거주지 이동도 동시에 행하는 농가(30농가)이다. 

전입농가는 현재의 영농장소(취업장소)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업경영을 하였 

36) 이러한 농가의 유형구분을 위해 최초 농업종사 시기와 지역， 영농장소 이주 회수， 
현 장소로의 이주연도와 직전 거주지， 시설농업 참여 시기와 지역， 시설농업참여 이전 

의 主作目 등 경영주의 이력에 관한 설문 조사 내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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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농가이며 직업 이동을 거치지 않고 영농장소 만을 이동한 농가를 지칭한다. 

외지 

출신 

현지 

출신 

유형 

| 비농업 | • | 거주이전 | • | 시설농업 1 1 신규창설농가 A I(페) 

| 시설농업 | • | 거주이전 | • | 시설농업 1 1 전입농가 A 1(37) 

전입농가 B 1( 4) 

| 시설농업 | • | 농가승계 | • | 시설농업 I I 시설농업승계농가 1(5) 

~ 1 시설농업 1 1 작목전환농가 1(46) 

| 비농업 | ~ 1 시설농업 1 1 선규창설농가 B I( 4) 

〈그림 4-3) 전입경로에 따른 농가유형 구분 
주: ( )의 수치는 농가수 

전입농가는 다시 전입 직전의 농업경영부문， 즉 시설농업 경영 유무에 따라 

전입농가 A(와 전입농가 B의 2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미 시설농업 

을 행하였던 농가는 상대적으로 기술과 경영지식이 축적된 농가일 가능성이 

크며， 또 영농장소를 이전하면서 계속 시설농업에 참여하는 전문적 상업농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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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농업 경험 유무에 따라 농가내부 조 

건 및 농업경영방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37). 

작목전환 농가는 경영주가 현재의 영농장소에서 시설농업 외 다른 농업경 

영에 주력하다가 시설농업에 진입한 케이스이다. 원칙적으로 작목전환 농가의 

경우 농가의 농업경영에서 시설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시설농업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와 복합경영의 목적으로 시설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유형 

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의 응답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일부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 

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분해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작목전환 농가 중에는 비시설농업 -> 시설채소 -> 시설화훼의 형태로 

시설농업에 진입한 후 다시 주작목을 바꾼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7농가) . 

이 농가는 편의상 현재의 주작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승계 농가는 부모세대가 이미 시설농업을 실시하여 현재의 경영주는 이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이 유형의 농가는 부모로부터 농지와 재배기술， 경영지식 

등 유， 무형의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자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농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승계가 그 농가의 농업경영을 질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였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설농업의 승 

계도 다른 일반적인 농가승계와 마찬가지로 자산 보유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 

할 수 있고 또 해당 자산의 처분이 마땅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상속받은 경 

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승계는 해당 농가의 시설농업 경력 이 

외에 아무런 특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의 연구 진행 수준 

에서는 이런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작목전환 농가와 승계 

농가를 구분하기 로 한다. 

37) 물론 비시설농업을 경영하였다고 해서 전문적 상업농가가 아니라고 단정내리 
기는 힘들 것이다. 조사 농가 중 이 유형에 속하는 농가들은 1농가를 제외하고 모 

두 미작을 주작목으로 하였다. 따라서 전문적 상업농가로 보기가 힘들다. 또한 이 

유형의 농가는 소수이므로 이전의 주작목을 다양하게 구분하려고 해도 그 구분에 

따른 실익이 그리 크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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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에 따라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는 생산자가 주도하는가 또는 상 

이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는 농가들은 어떠한 농업부문으로 유입되는가? 

이 문제는 농업변화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새로 농 

업에 진입하려는 농가나 중요한 경영변화를 도모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일차적 

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그 농업에 대한 전망일 것이다. 그런데 농가가 특정 농 

업으로 진입하기까지는 그 농업에 대한 전망 외에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 

한 기술， 경영지식 그리고 자본 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 

이 된다. 그러므로 농가의 사회경제적 속성은 농업부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입증해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연 

구과제로 삼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주작목별 농가유형의 

구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표 4-22). 

분석 결과， 농가의 진입경로가 주작목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시설엽채는 신규창설， 전입， 작목전환의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시설엽채농가가 꾸준히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 

설과채나 화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가유형의 구성이 단순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는 농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산자가 창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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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주작목별 진입경로 
단위: 호수，% 

농가유형 엽채 과채 화훼 계 

14 2 14 30 
신규창출농가A 

(20.3) ( 8.0) (33.3) (22.1) 

2 4 
신규창출농가B 

( 2.9) ( 4.0) ( 2.4) ( 2.9) 
14 2 21 37 

전입농가A 
(20.3) ( 8.0) (50.0) (27.2) 

3 4 
전입농가B 

( 2.9) ( 4.3) ( 4.0) 
14 15 

시설농업승계농가 
(1l.0) (20.3) ( 4.0) 

22 18 6 46 
작목전환농가 

(31.9) (72.0) (14.3) (33.8) 
69 25 42 136 

계 
(100.0) (100.0) (100.이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농가 유형에 대한 설명은 본문 참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을 명확하게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각 작물재배에 요구되는 기술수준， 자본소요규 

모가 다른 것이 한 가지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화훼농가와 엽채농가의 사 

회경제적 배경을 비교해보면 이점을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화훼는 자본 

집약적이면서 재배기술과 유통방식이 다른 농작물 재배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작물이다. 따라서 자본조달이 가능하더라도 기술적 요인 때문에 기존 농가나 

비농가의 화훼농업 참여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3가지 작물 중에 화훼에서 

전입농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바로 이점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 

다. 실제로 화훼농가 중에는 화훼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기술습득 기간 

을 거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기술습득을 위해 정식 취업을 한 경우도 있 

고， 정식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작업을 도와주면서 기술과 경영지식을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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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습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38) 이외에 농업교육기관에서 공식적인 교 

육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배기술수준이 높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시설 조건이나 장비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자본투자도 

적은 엽채는 전입농가 외에 기존농가나 신규농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어도 가족노동력 조건이 극히 나쁘지 않으면 상대적으 

로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작물임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각 작물재배의 경영특성 외에도 특화지역의 입지적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 진입경로 유형의 구성에 있어서 작물 

간 차이는 바로 외지출신 농가(신규창설농가 전입농가)의 참여 정도에 있어서 

차이이다. 그런데 외지출신 농가가 이주 혹은 진입 전에 거주하던 대표적인 지 

역은 서울과 그 주변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울과 인접 

한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엽채와 화훼농업에 외지출신농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영농장소 선택에 있어서 거리경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물별로 

기술적， 자본적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배제한다면， 즉 작물선택의 

기술적， 자본적 조건을 차치하고 영농장소 선택만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거주 

선택과정 마찬가지로 정보획득의 용이성 때문에 기존 거주지와 인접한 장소를 

영농장소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특화지역의 입지적 배 

경 때문에 작물별 농가유형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38) 이러한 사실은 이정훈(994)의 논문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기존 농장에서의 견습과 같은 비공식인 기술습득 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대상이 된 시설농가 중 28.1%가 화훼 피고용 경 

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화훼농사를 하기전 일정한 기술습득과정을 거치 

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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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유형별 특성 

(1) 인구학적 속성 및 경영형태 

농가의 진입경로에 따라 농가 내부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가라 

는 문제는 작목선택의 배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각 작물의 생산주체 재생 

산을 전망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각 농가유형 

들은 인구학적으로 비교적 등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입농가의 

경우 다소 연령층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이 이전부터 해당 농업을 계속해온 농 

가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같은 전입경로를 

거친 농가라 하더라도 주작목에 따라 평균 연령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즉 

엽채의 신규창설농가나 전입농가는 각각 화훼농가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고， 

또 엽채의 작목전환농가는 과채나 화훼의 작목전환농가에 비해 평균연령이 다 

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작물 경영에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즉 기술이나 경영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 

는 과채와 화훼 특성상， 비교적 연령이 낮은 인구집단들이 그 농업에 더 잘 적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노동력의 수에 있어서도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집단간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시설농엽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주 연령이나 가족노동력 조건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때 비로소 

성공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노동 

력 조건은 시설농엽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 

하지만， 시설농업내 구체적인 주작목 선택에는 큰 영향을 못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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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농가유형 별 가구특성 

단위:농가수 

구 τ 님r 
경영주 연령 가족노동력 수 

49세 이하 50-59세 60세이상 평균연령 l인 2인 3인이상 

신규창설A 8 4 2 49.7 3 8 3 

전입A 5 9 59.7 2 8 4 
엽채 

시설농업승계 12 2 42.5 5 7 2 
농가 

작목전환 12 4 6 52.9 13 9 

기 타 3 50.0 4 

신규창설A 9 3 2 45.6 2 11 

화훼 전입A 12 5 4 49.4 14 7 

농가 작목전환 3 3 45.7 3 3 

기 타 43.0 

과채 작목전환 8 9 47.5 2 11 b 

발가 기타 6 44.0 D 2 

진입경로 유형별 경영형태를 비교 검토해보면 집단간 경영면적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경영조직의 차이는 어느 정도 확인해볼 수 있다. 

신규창섣농가나 전입농가들이 복합경영을 하는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표 

4-24). 이러한 결과는 신규창설농가나 전입농가의 진입동기와 이들의 생산기반 

을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신규창설농가나 전입농가들은 농업에 

진입하거나 영농장소를 이전하는 당시에 이미 시설농업경영을 목표로 하였을 

것이며， 또 이들은 대부분 농지를 임차하여 경영을 하기 때문에 임차료부담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시설경영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표 4-24>는 이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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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농가유형과 경영형태 

단위: 농가수， 평 

딘 님r 
경영규모계층 평균시설 복합경영 

구 
-까L、-뇨 。: τ =τ\.，- 대농 경영면적 농가(%) 

신규창설A 5 4 5 2.637 2(14.3) 

전입A 3 5 6 3,321 O( 0.0) 
엽채 

시설농업승계 4 4 6 2,629 2(14.3) 
농가 

작목전환 13 4 5 1.884 10(45.5) 

기 타 2 2 2,860 O( 0.0) 

신규창설A 5 4 5 789 O( 0.0) 

화훼 전입A 5 15 1,122 O( 0.0) 

농가 작목전환 5 1,608 4(44.4) 

기 타 1,200 O( 0.0) 

과채 작목전환 9 6 3 1,462 14(77.8) 

농가 기타 2 3 2 2,123 O( 0.0) 

다음으로 진입경로 유형별 농지소유형태를 비교하였다. 농업소득은 저하되 

는 반면에 도시화의 진전으로 농지 가격은 수익가격을 크게 초과하였다. 특히 

대도시권 지역은 투기적 수요까지 더해져 지가가 매우 높아 사실상 농엽 경영 

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이루었지만，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험적 연구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소유관계를 통해 시설농 

가의 진입과정에서 농지를 어떻게 획득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검토하였다. 

<표 4-25>에서 현지 출신 농가， 즉 시설농업승계농가와 작목전환농가들은 

자작， 혹은 자작+임차의 농지소유형태 비율이 높은 반면， 신규창설농가와 전입 

농가들은 경지 전체를 임차하는 완전임차의 소유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규창설농가나 전입농가들은 평균임차면적도 다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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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비해 큰 것으로 드러나 규모경영을 실현하는데 임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훼의 전입농가들 중에 농지를 소유하 

는 사례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 농가들은 용인 남사 

의 화훼농가로서 1980년대 후반에 이 지역으로 전입한 농가들이다. 현재도 상 

대적으로 지가가 싸지만， 이 당시에는 지가가 더욱 저렴하였다. 따라서 토지구 

입비용 부담이 적고， 안정된 토지조건에서 여러 가지 장비와 자동화된 시설 투 

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진입경로에 따라 농지소유형태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는 데는 지가가 높아 외지출신 농가들은 토지구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외지출신 농가들 스스로도 토지구입 

의사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농지는 순수하게 생산 

기반의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임차가 가능하다면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 이 

들 가운데서 도시에 주택을 비롯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를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들의 농지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경영노하우를 바탕 

으로 상업적 영농을 추구하는 자본가적 차지농으로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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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농가유형 과 농지 소유형 태 
단위:농가수 

구 τ Br 자작 자작+임대 자작+임차 완전임차 기타 계 
평균임차 

면적(평) 

엽채 농가 

신규창설A 2 11 14 2,992 

전업A 2 10 15 3.864 
시설농업승계 6 4 4 14 2,592 

작목전환 9 3 6 3 22 2,001 

타 2 3 5 2.506 

화훼 농가 

신규창설A 2 12 14 1.158 
전입A 9 2 10 21 1,292 
작목전환 3 3 6 1,033 

타 1 1,200 

과채 농가 

작목전환 14 2 3 19 3,175 

기타 2 4 6 3,275 

주 1) 평균임차면적은 임차를 하는 농가의 평균임차면적임. 

2) 기타 농가는 엽채농가의 경우 신규창설B， 전입B 유형의 농가， 화훼농가의 경우 

선규창설B 유형의 농가， 과채농가의 경우 신규창설， 전입， 승계 유형의 농가를 

각각 합친 것임. 

(2) 생산자 조직활동과 정부자금 수혜 

엽책농가의 91%(63농가) 과채농가의 92%(23농가) 화훼농가의 81%(34농 

가) 등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조직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와 가입한 농가의 성격 차이는 명확하게 드 

러나자는 않았다. 다만 가입하지 않는 농가의 경영주 연령이 다소 높게 나타났 

다(부표 2 참조). 

생산자조직은 자발적으로 조직되기보다는 농협이나 행정기관의 권유에 의 

해 조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농협은 계통출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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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개별출하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은 농협계좌로 송금을 받는다. 거래 

실적은 생산자 조직활동 실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농협과 행정기관은 

생산자 조직 결성 및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장 · 단기 자금의 지원을 

생산자조직 단위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자금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기도 한다. 그 결과 생산자 조직이 명목상 수행하는 다 

양한 활동 가운데 생산자조직의 자금지원과 자재의 공동구입 기능에 대한 평 

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부표 2). 이외에 과채농 

가의 경우 상기한 자금지원과 공동구입 기능 이외에 생산자 조직의 판매 관련 

활동(판로선정， 시장정보 제공， 공동수송)에 대해， 화훼농가의 경우에는 공식적 

비공식적 기술 제공 기능을 각각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과채농가의 출하방식 

이 거의 공동출하에 의존한다는 점 화훼재배에 있어서 기술습득이 매우 중요 

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자조직은 농가가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금조달 창구， 생 

산비 절약 수단 및 기술습득 창구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진입경로 혹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농가가 작목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적립금을 내더라도 작목반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은 진입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입을 유도 

하는 환경 요인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자금의 지원 가능성을 예 

측하여 시설농업에 신규로 진입하거나 영농장소를 옮기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첨단농업， 성장 농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집중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 정부 방침을 반영하여 주작목별로 정책자금 수혜율이 다소 차이가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엽채농가들은 행정당국에서 발전 가능성， 기술적 특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수혜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농가당 지원금액도 상대적 

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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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농가유형별 정잭자금 이용실태 

신규창설농가 
농가유형 

전입농가 작목전환농가 

A B C A B C A B C 

엽채농가 
2 0 5 0 2 8 3 7 

( 7.1) 04.3) (0.0) (35.7) (0.0) 04.3) (38.1) 04.3) (33.3) 

과채농가 
0 0 0 0 0 8 4 11 

(0.0) (0.0) (33.3) (0.0) (0.0) (0.0) (44.4) (22.2) (61 .1) 

화훼농가 
9 3 4 8 4 6 0 0 2 

(56.3) 08.8) (25.0) (42.1) (21 .1 ) (31.6) (0.0) (0.0) (50.이 

-1979년 1980-1985년 1986-1991년 
진입시기 

A B C A B C A B C 

엽채농가 
2 3 4 3 3 7 2 5 

(22.2) 01 .1) (33.3) (36.4) (27.3) (27.3) (24.1) ( 6.9) 07.2) 

과채농가 
0 0 0 2 0 3 

(00) (0.0) (00) (0.0) (0.0) (50.0) (22.2) (0.0) (33.3) 

화훼농가 
0 2 13 5 6 

(20.0) (0.0) (40.0) (54.2) (20.8) (25.0) 
주 1) A-농기계구입자금， B-농업후계자육성자금， c-시설자금을 지칭. 

주 2) 공백란은 해당 농가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냄. 

단위: 농가수.% 

시설농업승계농가 

A B C 

4 2 5 

(26.7) 03.3) (33.3) 

0 0 

(0.0) (33.3) (0.0) 

1992년~ 

A B C 

6 3 
(30.0) ( 5.0) 05.0) 

6 4 7 

(46.2) (30.8) (53.8) 
3 3 4 

(23.1) (23.1 ) (30.8) 

주 3) 괄호안의 비율은 해당 농가 유형에서 수혜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자료: 설문조사 

주작목에 따라 농가유형의 구성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 주작목에 상관 

없이 농가유형별 자금수혜율의 차별성을 충분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교 

가 가능한 엽채농가만을 대상으로 농가유형과 자금수혜간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면， 농가유형에 따라 자금지원이 다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작목전환 농가와 승계농가 등 현지출신 농가가 상대적으로 자금지원 

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의 담보능력과 지역연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협이나 행정기관에선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를 전제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 

지를 소유한 농가가 많은 현지출신농가들이 비교적 자금수혜를 많이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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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외에 농협이나 행정기관에선 가능한한 관내에서 영농을 계속할 사람 

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도 현지출신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자 

금지원을 많이 받게 된 배경이 된다. 

다음으로 진입시기별로 자금수혜율을 비교해보면， 최근에 진입한 농가일수 

록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 

자금 지원을 예측하여 시설농업에 참여하거나 혹은 영농장소를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자금지원은 현지출신농가가 시설 

농업에 참여하거나 시설농업경영을 지속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39) 실제로 과채 농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정부자금이 지원되는 것 

을 계기로 비로소 시설농업을 시작한 농가들이 많았다. 

4) 요약 

이 절에서 6개 사례지역의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진입경로와 진입과 

정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우선 조사대상 농가의 지역적 배경과 직업적 배경 자료를 이용하여 진입경 

로에 따른 농가유형구분을 실시한 결과， 비농업부문에서 전직과 함께 현재의 

영농장소의 거주이동 및 시설농업 진입을 거의 동시에 경험한 <신규창설농가 

>와，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시설농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전입시설농가>， 

부모로부터 자산 및 시설농업 자체를 물려받은 <승계농가> 그리고 기존 경영 

주가 다른 농업을 하다가 시설농업에 진입한 <작목전환농가>의 4가지 대표적 

39) 정부의 정책자금은 장기 저리 대출 외에 상당한 무상 보조도 이루어지고 있 
어 만성적인 수요초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자금 배분에 있어서 

인위적인 자금할당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Green. 1987 ), 조사지역에서 

정책자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행정당국이나 

농협에서 자금지원을 할 때， 지원 대상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담보능력， 영농태도， 

연령， 경영규모 등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이외에도 자금지원이 편중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생산자 조직단체별로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을 균등하게 배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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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규창설농가와 전입농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주작물별 

로 주도적인 진입경로가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엽채농가는 다양한 유형 

의 농가가 공존하고 있는 반면에 화훼농가의 경우는 신규창설 혹은 전입 농가 

2가지 유형에 집중되고 있다. 나아가 과채농가는 진입경로에 따라 농가를 구분 

할 수 없을 만큼 작목전환 농가로의 집중이 심하다. 그러므로 주작물과 진입경 

로를 함께 고려하여 농가를 유형구분한다면， 엽채 신규창설농가， 엽채 전입농 

가， 엽채 승계농가， 엽채 작목전환농가， 과채 작목전환 농가， 화훼 신규창설농 

가 및 화훼전입 농가 둥 7가지 유형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작물별로 

진입경로 유형이 다르게 분포하는 것은 해당 농업에 대한 전망과 그 농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노동력 경영능력 등이 주작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학적 속성은 농가유형과 상관없이 거의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특성에 있어서 농가유형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대체로 신규창설농가와 전입농가들은 승계농가나 작목전환 농가에 비해 경 

영규모가 크고， 시설농업 단일 경영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차농가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농가유형에 상관없이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고 있고， 생산자 조직 

에 대한 평가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농가유형에 따른 정부자금 

수혜빈도의 차이도 역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지만 현지출신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정부자금을 수혜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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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주요 농가유형의 진입과정과 경영특성 

단위: 농가수 

농가유형 농지소유형태 
정부 자금 경영주의 

가족 노동력 켜。여 。트 「서 。
수혜 빈도 주요연령층 

엽채농가 

신규창설A 임차 낮다 40대 겨Q 여 。 -;「ξ 끼 님--님「 단일경영 

전입A 임차 " 5-60대 ” " 
시설농업승계 농지 승계 높다 40대 ” " 
작목전환 소유지 이용 

” 40대 " 복합경영 빈도가 높다 

화훼농가 

신규창설A 임차 높다 40대 켜。 여 。 -;「ξ 끼 !:!.기 님- 단일 경영 

전입A 임차/구입 ” 40대 !’ ” 

과채농가 

작목전환 소유지 이용 높다 40대 7d~남 ~ζ「TtjT tj 복합경영 

기타 임차 낮다 40대 ” 단일경영 

3. 진입경로의 지역변이 

앞에서 조사농가의 지배적인 진입경로는 외지에서 비농업에 종사하다가 전 

직， 유입한 신규창설과， 외지에서 시설농업을 경영하다가 현재의 영농장소로 

이주해옹 전입 두 유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의 구성비는 

특정 농업공간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외지출신농가들이 영농장소를 선택하게 되는데는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 

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영농장소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과 이전 거주지 

와 현재의 영농장소간의 입지적 관계는 외지출신농가가 영농장소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영농 

장소의 속성과 이전 거주지와의 입지 관계를 고찰하기 전에 먼저 지역별로 어 

떤 진입경로를 거친 농가들이 주도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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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은 조사농가의 진입경로 유형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나 여 

기에는 주작목 요인도 함축되어 있어 진입경로 유형의 지역적 변이는 순수하 

게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2절에서 논 

의된 것처럼 특화지역의 형성이 지역의 입지조건에 의해 크게 지배됨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주작목 요인과 지역적 요인은 상호 배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작목 요인을 부각하지 않고 지역적 요인을 중 

심으로 진입경로의 분포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부모로부터 시설농업을 승계받은 농가는 소수에 불과하였고 이 

유형의 농가들은 주로 시가지와 시가화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승 

계농가가 소수로 나타난 것은 시설농업의 발달이 다른 농업에 비해 비교적 최 

근에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승계농가가 상대적으로 시설농 

업이 일찍 발달한 시가지 지역과 시가화 농업지역에 해당하는 조사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승계가 현재보 

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연 승계가 시설농업 생산주체 

의 형성을 주도하는 경로로 될 지는 부정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승계농가가 

나타나는 지역에서조차 승계농가는 소수집단이었고 조사 농가중에 영농후계자 

를 확보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4장 1절 참조). 

작목전환 농가는 의왕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남의 조사농가 중 작목전환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30~공가 중 7농가) 

였으며， 진건과 모현은 각각 37%(24농가 중 9농가). 33%(24농가 중 8농가)로 

그리고 남사와 청북은 각각 26%와 100%로 나타나 수도권 주변부로 갈수록 

기존 농가에서 시설농업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지출신 농가의 입지 특성과 맞물려 있다. 

사례지역별 조사농가 수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만， 전체적으로 외지출신농가(신규창설농가 전입농가)들은 서울과 인접 

한 지역을 영농장소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과 상관없 

이 외지출신농가를 100으로 보았을 때 시가지지역 시가화지역 그리고 근교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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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역의 외지출신농가의 출현빈도가 각각 전체의 41%(즉 외지출신농가 75농 

가 중 31농가)， 37%(외지출신농가 75농가 중 28농가)， 22%(외지출신농가 75농 

가 중 16농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외지출신농가의 영농장소선택에 있 

어서 거리경사 경향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특히 수도권의 외곽지에 위치한 

평택 청북의 경우 외지출신 농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도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8> 진임경로 유형의 지역변이 

단위: 농가수，% 

시가지 농업지역 시가화농업지역 근교농업지역 
구 τ 닙r 계 

하남 의왕 진건 모현 남사 청북 

외지 신규창설농가 34 9 12 6 4 3 
출신 

농가 전입농가 41 3 7 6 12 13 

현지 시섣농업승계농가 15 11 3 
출신 

농가 작목전환농가 46 7 9 8 6 16 
」←→ 」←←←←」→

주1) 신규창설농가는 신규창설농가A， B유형을， 전입농가는 전입농가A. B를 각각 

합한 숫자임. 

다만 외지출신농가 가운데서 전입농가와 신규창설 농가는 거리 경사에 지 

배되는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규창설농가는 전입농 

가에 비해 시가지 지역으로의 집중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농가 

는 이미 해당 경영부문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면서 영농장소를 이전한 

집단이며， 대규모 전문적 경영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물론 이들이 영농장 

소를 선택할 때 기존 특화지역에 구축된 하부구조(높은 산지 지명도， 생산자 

조직의 결성， 다양한 상업자본의 존재， 농자재의 편리한 구입 등)의 잇점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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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하부구조의 이점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전입농가들은 

영농장소를 선택할 때 자신의 경영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건， 이용가능한 

농지의 절대적 양 및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러한 농가들은 시설농업이 발달하지 않는 장소로 이주하여 새로운 산지를 형 

성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결국 전입농가는 영농장소를 선택할 때 기존 

특화지역의 하부구조에 럴 구속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공간 이동성 (mobility) 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외지출신농가가 자신의 영농장소를 선택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서 

울에 인접한 지역을 더 선호하고 있음은 전 거주지 혹은 영농장소와 현재의 

거주지의 상대적 거리룰 살펴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표 4-29> 

에서 이전 거주지(혹은 영농장소)가 서울이었던 농가들 가운데 78%가 하남， 

청계， 남양주， 용인 모현 등 서울 중심에서 30km이내에 있는 조사지역에서 집 

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성남 출신 농가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인접한 하남 

과 용인 모현으로 이 전하였고， 과천 · 안양출신의 농가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인 

접한 의왕 지역을 영농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외지출신 농 

가가 현재의 영농장소를 선택하는 데는 위에서 언급한 하부구조의 완비 정도， 

토지임차기회의 크기 외에도 현 영농장소와 자신의 이전 거주지 혹은 영농장 

소의 접근성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40) 

40) 주요 전 거주지인 서울의 구체적 지명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이점을 더욱 명 
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하남의 경우 주요 전 거주지는 강동구， 남 

양주 진건의 경우 서울 장안구 · 중랑구， 의왕의 경우 서울 서초구， 과천 지역 그리 

고 용인 모현의 서울 강남구와 성남 지역인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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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외지출신 농가의 이전 주거지(영농장소) 
단위:농가수 

전 거주지 또는 영농장소 
구분 

서울 성남 과천·안양 
기타 수도권 

수도권 이외 

하남 망월 5 1 2 2 

의왕 청계 6 2 4 4 3 

남양주 진건 7 4 

용인 모현 7 7 

용인 남사 7 3 2 3 

평택 청북 

계 32 13 7 9 9 
자료: 현지조사. 

주: (안의 숫자는 조사 지역 출신임. 

이상에서 신규창설농가와 전입농가들은 시설농가의 주도적인 집단이며 상 

대적으로 기존농가의 시설농업 참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규 

창설농가와 전입농가， 외지로부터 유입된 두 농가집단은 시설농업공간의 발달， 

그에 따른 지역분화를 주도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공간적 

이동은 바로 수도권에서 시설농업 특히 이들이 주작목으로 선택하는 엽채와 

화훼재배가 공간적으로 확산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서울과 그 주변 도시지역에 기원을 두고 비교적 근거리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현재의 시점에서 이들의 공간적 이동은 서울 중심으로부터 

3~40km이내， 즉 최근 시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앞의 3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수도권 시설농엽이 서울과 인접 

한 지역에서 내적 충진이 더욱 심화되고 동시에 서울로부터 외연적으로 확산 

되는 발전양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특정 시설농업공간의 발전이 외지 유입농가에 의해 주도되는 

가? 이러한 결론은 과연 성립될 수 있는가? 앞의 1절에서 농가유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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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학적 속성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외지출신농가나 현지출신농가 등 

농가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농업을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전업농이며， 3-40대 

의 경영주와 그 부인이 농업에 전업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이었다. 그리고 명 

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영주들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려하고 농업투 

자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상업적 경영태도를 가진 집단이라고 추정되었다. 이러 

한 인구학적 속성을 지닌 농가집단이 지역 내에서 대량으로 그리고 지속적으 

로 생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표 4-30>은 이러한 예 

측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표 4-30> 사례지역의 농가속성별 구성비 

시가지 시가화 

구 면 님r 
농업지역 농업지역 

하남 의왕 진건 모현 

시설농가율 45.4 34.1 40.6 13.0 

1종겸업 20.5 12.1 19.6 22.2 
겸업 

2종겸업 35.8 47.1 37.5 51.2 

30대 이하 18.8 15.9 20.0 18.3 

겨Q 여 ~"T 40대 26.6 20.0 26.5 27.9 

연 령 
50대 29.4 29.6 32.5 32.9 

60대 이상 25.1 34.5 21.0 32.4 

주) 사례지역이 속한 시 또는 면 전체의 통계치임 

자료: 농업총조사， 1995년. 

단위:구성비 

근교농업지역 
경기도 

남사 청북 
전 체 

7.8 3.8 2.8 

18.6 22.7 20.1 

49.0 32.7 39.9 

18.9 15.0 14.6 

20.1 24.4 21.6 

27.2 26.9 28.9 

33.8 33.7 34.9 

시설농업의 발달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설농가율은 크게는 45.4%에서 

적게는 2.8%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시설농가율이 높은 지역 

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지출신농가가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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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발달한 지역들조차도 겸업화 정도나 경영주의 노령화 정도가 다른 지 

역과 나아가 경기도 전체에 비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농가들이 대부분 전업농이고 경영주의 연 

령은 40대 이하로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확대 적용한다면 각 지역은 현재 시 

설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의 농가들이 겸업에 주 

력하거나 경영주가 노령화된 농가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설농업을 경 

영할 인구학적 속성을 갖추고 시설농업 참여가 기대되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시설농업 특화지역의 지속과 발전은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농가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외지출신농가의 영농장소 

선택과정을 볼 때 이들의 유입 규모는 서울로의 접근성과 임차기회에 따라 차 

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수도권 시설농업의 발달과 지역분화도 거시적 

으로 권구조 형태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분화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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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시설농업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공 

간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시설농엽은 총량적인 성장과 함께 자본 

집약화， 경영규모의 확대， 농업생산의 전문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거쳐왔다. 이 

와 같은 생산구조의 거시적 변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개별농가의 경영형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그리고 농가의 생성과 분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전개되 

는지를 분석하고 그 공간적 변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공간의 분 

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시설농업은 그 동안 양적인 팽창과 함께， 시설농업구조도 과거 

소규모 복합농가 위주의 구조에서 대규모， 전문경영을 추구하는 농가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는 신선 채소류와 화훼에 대한 수요 증 

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금 지원， 시설농업의 

높은 생산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간적으로는 두 가지 특 

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시설재배로 충진된 

절대적 시설농업지역이 형성되는 한편，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시설농엽의 확산 

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시설작물별로 산지가 따로 형성되는 등 시설농업의 

지역적 분화가 훨씬 뚜렷해졌다. 서울로부터 대략 3'-40km 반경을 기준으로 

내측(內測)에 엽채와 화훼 산지， 외측에 과채산지가 발달하는 이분적 지역구 

조가 형성되고 있다. 

2. 사례지역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통해 시설농가들은 엽채전문농가， 화훼 

전문농가 그리고 과채전문농가 등 주작목별로 분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리고 각 농가유형들은 다음과 같은 질적 특성을 각각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엽채농가는 다품종 소량생산， 고용노동에 활용한 분업화 및 개별출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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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형태 특성을， 과채농가는 자본집약화를 통한 복수 작형(作型)의 재배， 가족노 

작적(家族勞作的) 생산 공동출하의 경영형태 특성을 화훼농가의 경영형태는 

자본집약화， 다품종 소량생산， 가족노작적 생산， 개별출하의 경영형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농가유형의 경영형태 특성과 지역성이 상호 결합되어 지역분화가 야기 

되고 있었다. 엽채특화지역은 농업노동시장， 임차기회 그리고 시장접근성 등의 

지역성， 과채특화지역은 자본투자의 회수가능성과 관련하여 토지안정성이 높은 

지역성， 그리고 화훼특화지역은 임차기회와 시장접근성 등의 지역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농가의 시설농업 진입경로와 진입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례지역에 

있어서 농가재생산의 과정을 밝히고 이것이 농업공간분화에 미치는 함의를 파 

악하였다. 농가의 진입경로는 직업적 배경과 출신지배경 및 농가상속 여부 3가 

지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지배적인 농가유형은 도시에서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다가 전직과 함께 시설 

농업에 진입한 <신규창설농가> 현 영농장소로 전입해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서 시설농엽을 경영하였던 <전입농가>가 지배적인 농가유형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지 출신 즉 부모로부터 시설농업을 승계받았거나 즉 <시설농업승계 

농가>， 현재의 장소에서 다른 농업을 하다가 시설농엽에 진입한 <작목전환농 

가>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례지역의 시설 

농업은 외지출신농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농업의 생산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설농가의 경영형태가 전문화 대규모화 자본집약화 되면서 가족노동력 

의 충실， 경영주의 기술과 경영능력 및 모험적 경영태도가 시설농엽을 경영하 

는 농가내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내 농업인구의 취약화가 나타나 

는 도시주변부 지역의 경우 지역내 상엽농가의 재생산은 한계가 있고， 그 결 

과 시설농업의 발전은 외지출신 농민의 유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는 것 

으로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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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도시권 시설농업 성장이 외지출신농가(신규창설농가， 전입농가)에 주도 

되는 상황에서 이 농가집단의 작목 및 영농장소 선택은 지역구조의 재편 혹은 

강화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외지출신농가들은 연중 소득발생이 가능한 엽채와 화훼를 주작목으로 선택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의 경우 화훼나 엽채와 달리 기존농가 

(작목전환농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외지출신농가들의 

영농장소 선택에는 집적이익(산지의 지명도， 생산자 조직의 결성 등) , 임차기회 

등의 국지적 요인Oocal factor)과 이전 거주지와의 입지적 관계 Oocation) 두 가 

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지출신농가들은 

서울과 그 인접 도시에서 현재의 영농장소로 근거리 이동을 주로 하였고， 이전 

거주지와 현재의 영농장소간의 입지적 관계가 영농장소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입농가들 가운데는 기존 특화지역이 아닌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외지출신 농가들이 영농장소를 선 

택할 때 기존 산지에 형성된 집적이익의 이점은 중요한 선택 기준이긴 하나 

그것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외지출신농가 

의 작목과 영농장소 선택은 수도권 시설농업이 국지적으로 집중되면서도， 거시 

적으로는 서울로의 접근성에 따라 이분적(~分的) 시설농업의 지역특화를 초 

래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분화 과정은 시장접근성을 강조한 

전통적 지역분화 설명방식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권 농업공간의 변화를 도시화의 관점보다 기술발달과 시장환 

경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술발달과 시장환 

경의 변화로 인해 농가가 농업소득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존속 가능하기 위 

한 조건 자체가 강화되 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 경 

제적으로 존속 가능한 상업농은 경영 동기가 시장 지향적이라는 차원을 넘어 

서 그 경영형태도 가족내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가족농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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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자본， 노동， 토지， 기타 생산요소의 외부의존성이 매우 큼을 간접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농가 가운데 생산과정에 있어서 분업화를 시도하는 농가 

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선 기술의 노동대체를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영형태가 농업공간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고찰하는 것은 향후 농업공간 변동 

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농업노동시장과 산지구조간의 관계를 정태적 혹은 변화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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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부표> 

<부표 1> 경영규모와 경영조직에 따른 농가 유형 

단위:농가수 

구분 엽채 과채 화훼 

대규모 단일경영 24 5(2) 22(2) 
대규모 복합경영 4 
중규모 단일경영 16 3(1) 10 
중규모 복합경영 3 6 
소규모 단일경영 15 3(1) 6 
소규모 복합경영 11 8 

계 69 25 42 
주1) 괄호안의 수치는 과채+엽채， 화훼+엽채의 시설작물간 복합경 

영을 하는 농가수. 
2) 규모계층 구분기준 
엽채: 대농-3，000평 이상， 중농-2，000-3，000평， 소농-2，어0평 미만 

과채: 대농-2，000평 이상， 중농-1 ，000-2，000평， 소농-1 ，000평 미만 

화훼: 대농-1，000평 이상， 중농- 500- 1，000평， 소농- 500평 미만 

<부표 2> 작목반의 기능에 대한 평가 척도 비교 

구 τ 님r 자금 기술 판매 시장 공동 공동 농기계 
지원 까님- r 「: 정보 수송 구매 이용 

엽채 평균 3.59 2.92 2.54 3.03 3.19 3.65 3.19 
농가 농가수 63 63 63 63 63 63 63 

표준편차 1.40 1.35 1.48 1.67 1.63 1.32 1.62 

과채 평균 4.00 3.39 3.87 3.78 4.22 3.70 3.17 
농가 농가수 23 23 23 23 23 23 23 

표준편차 1.00 1.20 1.29 1.28 .90 1.06 1.44 
화훼 평균 3.97 3.59 2.44 2.94 2.53 3.71 2.56 
농가 농가수 34 34 34 34 34 34 34 

표준편차 1.06 1.46 1.35 1.54 1.66 1.45 1.60 

전체 평균 3.78 3.20 2.77 3.15 3.20 3.68 3.01 

농가수 120 120 120 120 120 120 120 

표준편차 1.25 1.38 1.50 1.59 l.62 1.30 1.60 

주1) ‘도움이 안된다’를 1로 ‘아주 도움이 많다’를 5로 평가한 5점척도의 

평균값. 

2) 굵은 표시는 t-검증에서 유의도 0.1이하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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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농가 2: 로
 

1 님
 
T< 

엽채농가 

노동력 
이주 

구분 
농가 

지역 
켜。여 。「Z-

(진입) 
소유 임차 시설경 

경영조직 정 부L-T Rr자 주3금) 
번호 연령 가족 상시 면적 면적 영면적 

노동력 고용 연도 
종 

4 하남 52 0 1983 0 1,500 1,500 양채류 
6 ” 67 0 1973 0 4,000 2,000 상추，시금치，(노지채소) 

13 ” 48 2 0 1985 0 3,000 3,000 상추， 기타 엽채류 i 
14 ” 46 2 0 1980 1,700 0 1,700 상추， 배추， 오이 등 
25 !’ 41(@) 12 0 1991 0 1,700 1,700 상추，오이 
28 11 53 4 0 1994 0 1 ，7애 1 ，7어 사。~ 

신규 
29 11 41 2 0 1990 0 3,500 3,500 상추，시금치，배추，가지 • 

창설 
78 남양주 49 2 0 1980 2,000 4,000 5,400 부추， 기타 엽채류 • 88 11 54 2 0 1994 1,200 0 1,050 「님-1 i-

농가 
90 ” 62 3(*) 0 1987 0 2,500 2,200 시금치， 배추， 열무 
99 모현 44 0 1996 0 3,000 2,600 상추， 배추 

107 ” 50 3 0 1991 0 3,000 3,000 상추， 배추，오이， 기타 
109 11 40 2 0 1992 0 3.000 2,600 상추，노지채소류 
119 ” 49 2 0 1991 0 5,000 5，아O 상추， 배추，오이，토마토 
73 남양주 60 2 0 1991 0 4,000 4,000 시금치，배추，열무，쑥갓 
76 ” 41 2 0 1989 1,200 780 1,800 쑥갓， 호박 

22 하남 52 2 0 1986 0 2,500 2,500 상추， 배추，가지 
77 남양주 68 0 1987 1,500 0 1,500 쑥갓， 열무，배추，상추 
84 ” 64(@) 11 0 1987 900 0 900 시금치， 배추 ‘ 85 11 62 2(*) 10 1984 5，5α) 0 3,500 대파，상추，시금치 e,‘ 
89 ” 63 3(*) 0 1985 0 3，에O 2,500 열무，배추，파，기타엽채 
96 11 57 2 0 1980 1,500 3,500 5,000 상추， 열무，파，기타엽채 

101 모현 61 2 0 1993 0 2,700 2.200 상추， 배추，기타엽채류 

전입 
102 11 70 2 0 1991 0 1,300 1,200 사。 -i「， 배 H~ 

농가 
104 11 56 2 0 1993 0 2,000 2,000 상추，배추，열무 ‘ 105 11 63 3(*) 0 1990 0 4,500 4,200 상추， 배추，열무，시금치 ‘ 106 11 65 4(*) 0 1991 0 2,500 2,500 사。 -i「， 배 n-ji「， 여 E-D「

108 ” 40 2 0 1992 0 3，돼O 3,500 상추，엽채류 
110 ” 54 2 0 1992 0 7 어O 7,000 배추， 기타 엽채류 
117 11 61 3 0 1989 0 10，어O 8,000 배추，상추，기타엽채，수박 e,‘ 
20 하남 55 2 0 1970 0 2，어O 2,000 상추， 쑥갓， 배추， 열무 
94 남양주 47 3 0 1989 750 1,250 2,000 사。-i「， 여 근-D「， 배 H~， 서 l 그치 l 

120 모현 47 2 0 1987 300 4,200 4.500 쑥자， 샤 。~， B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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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농가임. 이주년도에 밑줄친 것은 시설농업진 
표현된 농가는 경영주 혹은 부인이 겸업에 종사 

주 1) 농가번호에 밑줄친 농가는 현지출신의 신규 혹은 
입 연도임 그리고 농가번호가 이탤럭체로 진하게 
하는 겸업농가. 

주 2) 경영주 연령 뒤의 @표시는 여성경영주를 가족노동력 숫자 뒤의 *표시는 후계자가 농업에 참여하 
는 농가임. 

주 3)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종류를 나타냄. e-시설자금， +-농업후계자육성자금，.Â.농기계구입자 
二::r.



엽채농가 계속 

농가 
노동력 이주 

소유 임차 시설경 정부자주3금 구분 지역 
경영주 

(진입) 경영조직 
번호 연령 가족 상시 면적 면적 영면적 종류 ) 

노동력 고용 연도 

하남 73 3 0 1959 1,000 1,000 1,300 상추， (벼) 

8 11 57 2 0 1969 2,000 1,000 3,000 상추，쑥갓，배추，기타엽채 e,‘ 
10 ” 46 2 0 1978 900 300 1,200 상추， 기타엽채 • 11 ” 44 2 0 1984 3,000 0 3,000 상추， 시금치， 배추 e , +, ‘ 
24 11 71 2 0 1980 0 2,500 2,500 상추， 쑥갓， 배추 
74 남양주 45 3 0 1973 3,000 1,000 1,500 배추， 상추， (벼) e , +, ‘ 
75 ” 41((Q)) 3 0 1993 3,600 0 900 상추，배추 
79 ” 42 2 0 1991 300 2,700 3,000 상추，배추，얼가리 • 81 11 50 2 0 1988 1,400 1,200 2,100 상추， 쑥갓， 근대 ‘ 
83 11 67 2 0 1986 3,000 0 800 상추， 열무， 시금치 작목 
86 ” 60 2 0 1988 1,500 0 1,500 시금치，열무，배추，부추 전환 
87 11 64 3(*) 0 1988 1,500 1,800 2,800 상추，쑥갓，열무，배추 농가 
91 11 49 2 1988 4.0어 0 4，아O 상추， 시금치， 부추 
95 ” 62 4(*) 0 1987 4,000 0 4,000 상추， 시금치 
97 모현 70 3 0 1996 3,100 3,000 1.300 배추， 열무 (벼) 

111 11 43 3 0 1993 4,500 0 1.550 배추， 열무 (벼) 
112 ” 47 3 0 1995 4.000 900 1,400 배추， 열무 (벼， 축산) 
113 ” 36 2 0 1994 6，OC에 0 1 ，어O 배추， 열무， (벼，노지채소) ‘ 
114 11 50 2 0 1995 2,000 8,700 800 배추， 열무， (벼) 
115 ” 47 2 0 1996 5,400 0 600 배추， 열무， (벼，노지채소) e , ‘ 
116 ” 55 3 0 1993 01 7,600 1,200 배추， 열무， (벼，노지채소) e,‘ 
118 ” 45 2 0 1991 3,000 2,000 2,000 상추， 시금치， 열무， 배추 e,‘ 

5 하남 40 0 1987 3,000 1,000 4,000 상추， 배추， 쑥갓 e , ‘ 
9 11 40 0 1980 1.400 0 1,400 상추，배추，가지 e,+ 

12 !’ 45 2 0 1989 2,000 1.500 3.500 샤。 -i「， # 그f~， 여 E-n「

15 ” 44 2 0 1985 0 2,700 2,700 상추，기타엽채류 ‘ 
18 11 50 0 1974 0 2.000 2，어O 상추， 쑥갓， 배추， 열무 
19 11 42 2 0 1994 1.150 860 1，에O 상추， 쑥갓， (벼) +, ‘ 

승계 21 ” 39 0 1989 4,000 0 1,500 상추， 쑥갓，시금치，(벼) 
농가 23 ” 43 3 1991 0 3,500 3,500 상추， 쑥갓， 가지 • 26 ” 33 3 0 1990 0 3,200 3，2α) 사추-「， 1 MF‘~， 여 E「n-

27 ” 47 2 0 1980 0 2,300 2，αm 사。{=-

30 " 53 2 0 1975 1,500 0 1,500 상추， 쑥갓， 열무 
80 남양주 47 2 0 1993 3,000 1,000 4,000 상추，시금치， 쑥갓 e,‘ 
92 ” 38 2 0 1994 4,000 0 4,000 ’ φ L 끼i-， 여 E 끼 E. 

93 ” 34 0 1990 2,500 0 2,500 상추 • 
표 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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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채농가 

노동력 이주 

구분 
농가 

지역 
켜。여 。 -Z「

가족 상시 (진입) 
소유 임차 시설경 

켜o 여 ~~ζx「1
정부자금 

번호 연령 면적 면적 영면적 종T근r주3) 
노동력 고용 연도 

신규 38 남사 49 3 0 1995 1,400 0 400 j 송L바ï ， 사 。끼ð 

창설 82 남양주 38 3 0 1992 0 3,500 3,500 오이， 호박， 상추 

농가 53 남사 44 2 0 퍼95 600 0 600 오이 ‘ 

전입 
98 모현 32 2 0 1991 200 2，어O 1,700 오이， 수박， 상추 

100 11 57 2 0 1987 0 6 애O 6,000 수←「바ï ， 사 。 -i「， 배 H4-
농가 

40 남사 45 2 0 l영l 0 1,600 1.600 오이 

17 50 2 0 1974 7.000 3,000 1,500 .,‘ 
41 하남 40 3 0 1989 2.700 0 700 토마토，양채류，(벼) 
45 남사 55 2 0 1989 3,000 0 700 오이， (벼) 

48 11 35 2 0 1992 900 300 1,200 오이， (벼) .,.,‘ 
앉) 

11 
43 2 0 1993 2.000 8，OC에 600 오이， (벼) .,'" 

11 오이， 호박， (벼) 
51 45 2 0 1991 3，아)() 0 1,800 .,‘ 11 오이， (벼) 

121 평택 23 2 0 1995 1 ，아O 0 950 오이， (벼) .,‘ 

작목 
123 11 56 3 0 1981 3,200 0 2,400 오이 

전환 
125 11 36 4 0 1992 4,000 0 1,600 오이， (벼) .,.,‘ 
126 ” 51 2 0 1986 6,200 0 600 오이， (벼) .,‘ 

농가 
127 ” 45 3 0 1994 3.000 0 600 오이， (벼， 축산) • 128 

11 

52 0 1988 4,000 0 600 오이， (벼) 
11 오이， (벼) 

129 
11 

54 2 0 1992 2,500 0 1,000 
오이 • 131 

” 
43 2 3 1981 8,000 0 5,500 오이 • 132 ” 54 2 1986 4,000 0 4.000 오이， (벼) • 133 11 61 0 1992 7，에O 0 1,000 오이， (벼) 

135 11 58 2 0 1992 6，때O 1,400 620 오이， (벼) 

136 54 3 0 1993 3,000 0 950 .’+, ... 
승계 

42 남사 
농가 

43 2 0 1992 0 1,100 1.100 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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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훼농가 

노동력 
이주 

구분 
농가 

지역 
겨。여 。 -X「

(진입) 
소유 임차 시설경 

경영조직 정부주자3금 
번호 연령 가족 상시 면적 면적 영면적 종류 ) 

노동력 고용 연도 

2 하남 48 2 0 1991 0 1,200 1,200 관엽 
47 남사 60 4(*) 0 1989 2,000 0 1 ，3에 관엽 

‘ 54 의왕 43 2 1988 0 800 600 관엽 ‘ 55 ” 35 2 0 1988 600 0 450 초화 
‘ 57 11 30 3 0 1988 0 8어 450 관엽 ‘,+ 

58 ” 39 2 0 1992 0 800 400 관엽 
신규 59 11 45 2 0 1988 0 1 ;700 1,700 관엽 • ~J- λ E4 62 11 40 2 0 1988 0 2,800 1,200 관엽， 국화 ‘ 
농가 65 11 52 2 0 1991 0 900 450 관엽 ‘ 66 11 55 2 0 1992 0 1,300 700 국화 

68 11 38 2 0 1989 0 1,300 1,000 관엽 e,+, ... 
69 11 63 3 0 1988 0 500 500 관엽 ‘ 
70 11 35 2 0 1991 0 800 450 관엽 e , ‘ 
72 ” 55 0 1991 0 1 ，어O 650 관엽 • -..J 하남 43 0 퍼91 0 1 ，2ω 1,200 관엽 • 7 하남 47 2 0 1987 0 1,500 1,500 관엽 
32 남사 48 2 0 1991 1 밍O 0 1,300 관엽 ‘ 
33 ” 47 2 0 1995 1.500 0 1,500 관엽 ‘ 
34 11 47 2 0 1986 5，어O 0 1,200 관엽 e,+ 
35 11 41 2 0 1990 2,000 0 800 관엽 e , +,‘ 
36 11 54 2 0 1988 1,000 0 600 관엽 ‘ 
37 11 30 2 0 1995 0 600 600 관엽 • 39 11 52 3 0 1994 900 900 1,200 초화 
43 11 50 3 1995 2,000 0 1.000 초화 • 

전입 
44 11 43 2 8 1994 1,200 400 1,200 절화 
46 11 41 2 5 1989 2，아)Q 0 1 ，2아) 절화， 엽채 ‘ 농가 
49 ” 38 2 0 1993 750 0 750 관엽 e , +, ‘ 
52 11 55 4(*) 0 1992 2,500 0 2,000 국화 • 56 의왕 72 3(*) 1988 0 1,000 1.000 관엽 ‘ 
60 11 37 3 1992 0 2,000 1.100 초화 e , ... 
61 11 42 2 0 1989 0 1,600 1.000 국화 
63 ” 61 2 2 1984 0 2,200 1.500 국화 
64 ” 62 2 0 1988 0 1 ，어O 500 국화 
67 ” 58 4 2 1981 0 2,700 2,000 국화，초화 
71 ” 71 2 0 1997 0 500 500 국화 

103 모현 41 2 0 1989 0 1,500 1,500 장미 
16 하남 42 2 0 1996 400 400 800 관엽 

작목 
31 남사 31 2 0 1995 1,650 0 1,250 관엽， 오이， (벼) • 122 평택 50 3(*) 0 1986 4,000 0 2,000 장미， 오이， (벼) • 전환 

124 11 42 2 0 1983 5,000 2,000 2,000 장미， 오이， (벼) • 농가 
130 11 52 3 0 1992 2α)Q 0 2,000 장미， 오이 
134 11 57 3 0 1989 6.700 700 1.500 장미， 오이.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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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농가설문지> 

<설문지 1> 

I . 경영주 일반사항 
* 경영주는 귀댁의 농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분을 말합니다 

1. 경영주 연령 및 학력 
1-1. 연령: 세， 

1-2. 학력(해당 번호에 O표) : 
@ 국졸 이하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2. 현재 농사를 짓는 곳에 가족이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자택 주소와 자택 
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씀해주십시오. 

2-1. 자택주소: 시(군) 

2-2. 시 간시 간) 

종사자 

명 

(분) 

!* 참고 : 분가(分家)를 한 자녀는 제오1. 

구 읍(면/동) 

간흑 품샀을 받고 농사외 일을 하는 경우는 제외. , 

5. 농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해당 번호에 O표 하십시오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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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의 전체 수입에서 농사 소득은 몇 %쯤 됩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O표 

를 하십시오. 

CD 10%01하 
@ 60-700/0 

@ 40-50% @ 50-60% 
@ 90-1000/0 

@ 30-40% 
@ 80-900/0 

(2) 20-30% 
(J) 70-800/0 

사항 농사 경력에 관한 11 . 경영주의 

7. 경영주께서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면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7-1. 이주해온 연도: 년 

7-2. 이곳으로 오기 전에 농사를 지으셨다면， 그곳의 주소는 
시(군) 읍(면) 

7-3. 이제까지 농사 지역을 몇 번이나 옮겼습니까? 번 

처음으로 직접 농업을 경영하였을 때의 나이와 장소. 

세 

시(군) 읍(면) 

8. 경영주께서 
8- 1. 나이: 
8-2. 장소: 

년 부터 

10. 시설농업을 하기 전에 다른 농업을 하셨다면 주로 재배한 작물은 무엇입 

니까? 대표적인걷 2간젠를 골라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9. 경영주는 언제부터 시설농업을 하셨습니까? 

시설 작물 l 기타 노지작물 노지 채소 

사항 농업경영에 관한 -
-----I 

---. 

농지를 포함) 

구분 논 발 과수원 ) 

소유 면적 평 i펴。 고。1 

경작 면적 평 평 고。1 

빌린 면적 평 평 평 

소유 면적 및 경작 면적(하우스 설치 1l. 농지 

소득이 많았던 농사 순서로 번호를 매겁시오(농사 종 

- 160 -

12. 작년의 농사에서 



류가 많을 경 우에 는 3번까지). 

13. 작년에 하우스 농사는 전체 농사 소득에서 몇 %쯤 됩니까? 해당되는 번 
호에 O표를 하십시오. 
φ 100/001하 ~ 20-300/0 @ 30-400/0 @ 40-50% @ 50-60% 
@ 60-70% (J) 70-80% @ 80-90% @ 90-100% 

14. 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면적과 소유 실태에 대해 여줍겠습니다. 
14-1. 현재 하우스를 설치한 면적은 몇 평입니까? 평 

14-2. 귀하가 하우스률 설치된 농지는 누구의 땅입니까? 소유자 
유형별 농지의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자기 | 이웃으1 I 이웃으1 I 외 지 

i* 참고: 이웃의 반높칸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사를 짓더라도 농사i 
:이외 소득이 훨씬 많은 가구를 말합니다. 

15. 작년에 재배한 하우스 작물의 재배 면적을 적어 주십시오. 한 해에 2번 
이상 재배했을 경우에는 합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종 류 

연 재배면적 

시설 엽채 

평 

시설 화훼 |기타 시설작물 

평| 평 

16. 하우스 놓사의 노톨력 조달에 대해 여줍겠습니다. 

16-1. 아래의 하우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일손을 100%로 볼 때， 가족의 
노동은 각각 필요한 일손의 몇 %정도를 충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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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종휴 
하우스 파종혹은 

수확 
제초혹은 

기타 
보수 이식 4i투 톨a늘 

가족 노동 비훌 
% % % % % 

16-2. 작년에 
십시오. 

하우스 농사에 고용한 날품 총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적어 ~ T 

총 명 

16-3. 하우스 농사의 날폼올 구해 오는 지역는 어디입니까? 구해오는 지역별 
로 대략적인 비율을 적어 주십시오. 

16-4. 단를 
데 걸리는 

시(군)에서 임손음 구해옴 겸우， 그 지역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시 ·군 이톰 

소요 시간 

시(군) 

분 

시(군) 
~ 
i!:' 

이름과 그 

시(군) 
』괴 
i갇 

곳까지 가는 

17. 작년에 하우스 농산물을 판매한 곳은 어디 입니까? 판매처별로 판매한 비 
율을 적어 주십시오. 

18. 작목반에 참여하신다면， 작목반 활동이 하우스 농사에 도움이 됩니까? 아 
래의 각 항목에 대해 도움이 매우 클 경우를 CD. 전혀 도움이 안될 경우를 
잉로 하여 적절한 변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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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설문지> 

응답자 인적사항 덴i 

높옐j 좌켈j 지역 

. 전화번호: 

성별 세 

성명 

어디입니까?(자녀 거주지) 

동옆j 

τ1_ 0 
--;::---

모 

연령 

1. 귀하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λJl쿄j 

3. 귀하의 가족 가운데 농사 외 다른 일을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비동거자 
녀 제외) 

비농업 

사항 농사 경력에 관한 맨임 경영주의 

4. 귀하의 가족은 언제부터 이곳에 사셨습니까? 
넙 혹은 선대부터 

5. 만일 귀하 혹은 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왔다면 언제 이주해오셨습 
니까? 

5.1 이주연도 : 녀
뇨
 

높멸j 

5.3 이주해오기 전에 귀하는 어떤 일에 종사하셨습니까? 만일 다른 곳 

에서도 농사하셨다면 어떤 농사를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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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산김르j 5.2 이주해오기 직전의 거주지: 



항 흩a ..., 

명농 자급 확보 

새로운 기술 슐득 

판매처 선정 

시세 정보 

농산물운반 

작목 선정 

폼종 선택 

영농자재 구입 

농기계 이용 

도옵이 

매우 큼 
보통이다 

전혀 도몸 

이 안된다 

19. 귀하가 현재 하우스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어느 정도 입니 
까? 아래의 항목에 대해 매우 어렵다고 느낄 경우 (ï)번.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번으로 하여，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등L 
o 

E프 
-, 

재배 작목 선택 

재배 시기 결정 

재배 면적 결정 

판로 선택 

노동력 확보 

운영 자금 확보 

품종 선택 

병충해 방지 

시비 관리 

물 관리 

통풍온도 조절 

매 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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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어려움이 

전혀 없다 



5.4 어떻게 이곳에서 농사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상인들의 소개로 ---이곳에 있는 친지의 소개로 
---이곳의 부모농사를 물려받음 ---기타 : ( 

6. 귀하가 처음 농사를 직접 경영을 하게 되었을 때 주작목과 전체 경작면 
적은? (부모 아래서 농사를 짓는 것은 제외) 
주작목 CD (z) @ @) 
경작규모: 평 

7. 귀하가 처음 하우스 농사를 시작하였을 때 주작목과 하우스 면적은? 
(하우스 면적은 하우스 동의 면적) 

주작목 CD (z) @ @) 
경작규모: 평 

8. 하우스농사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규모가 늘어난 농사과 훌어든 농사 

는 각각 무엇입니까? 

@ 변동없음 @ 늘어난 농사: ( 
@ 줄어든 농사: ( 

9. 귀하가 최초로 하우스 농사톨 시작했을 때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셨습니 

까? 당시 자금조달방법 이 여 러 가지 였다면 조달금액이 많은 순으로 순서를 말 

씀해주십시오(3가지만). 

그
口
 조
 

자
 보
 함
 

인
 
지
 
포
 

본
 띤
 

부
」
 

구
 

기타 

위
 

A 
T 
i 

* 참고 
일반대출: 정부가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 아니라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보조금: 정부가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무상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 
니다. 

본인자금: 본인의 자금 외 가족이나 친지의 보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덴민 현재의 농업경영에 관한 사항 

10. 농지소유 및 경작 면적 
소유면적: 평/빌린 면적 평/빌려준 면적: 평 

하우스 면적 : 평(하우스 동의 면적을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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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귀하가 현재 경영하는 농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자급용제외) 

쌀 

12. 귀하는 작년에 하우스에서 재배한 작물은 대략 몇 가지입니까? 종 

그리고 주작목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모두 표시) 
@ 엽채류(상치， 시금치， 쑥갓 등)(2) 과채류(오이 토마토 호박. 가지 등) 

@ 배추 · 무(열무@ 절화 @ 관목 @ 기타 화훼 @ 기타 

13. 귀하가 설치한 하우스시설의 종류를 말씀해주십시오. ( 
@ 재래식 비닐하우스(터넬식) (2) 파이프비닐하우스 
@ 철골경질판온실 @ 유리온실하우스 

14. 귀하는 현재 농산물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판매방식 
을 하고 계신다면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 서울의 대형 농산물시장 경매참가 @ 다른 시(군) 농산물시장 경매참가 
@ 서울의 위탁상 이용 @ 다른 시(군)의 위탁상 이용 
@ 이곳의 공판장 출하 @ 포전매매(밭떼기) 
@ 방문 상인에게 판매 @ 기타: ( 

팀 농사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15. 귀하는 최근 5년 동안 본인 자금외 자금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래 보 

기에서 해당하는 자금 전부를 말씀해주십시오. 

농협 

일반대출 

16. 귀하가 현재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어떤 자금을 받고 있습니까? 

@ 후계자자금 ￠ 전엽농자금 @ 기계구입자금 @ 하우스 시설자금 

@ 출하선도자금 @ 포장재 구입자금 @ 영농자금 @ 기타 

17. 농협으로부터 일반대훌(정잭자금대출 제외)을 받는데 어떤 요인이 중요합니 

까? 각 항목별로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지 않다’ 1로 각각 표시해주 

십시오. 받지않더라도 응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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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 @ 연령 또는 후계자 
@ 계통출하실적 
@ 농협직원과의 친분 

@ 충분한 담보나 연대보증 
@ 영농규모 
@ 예금거래실적 
@ 지역연고 혹은 해당지역 거주여부 

18. 정부로부터 시설자금몰 보초받거나 융자지원(정책자금지원)을 받는데 어떤 요 

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별로 ‘중요하다’ 3 ‘보통이다’ 2, ‘중요하 

지 않다’ 1로 각각 표시해주십시오. 정부지원울 받고 있지 않더라도 응답해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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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로 

도움이 됩니까? 

매우 클 결우를 

19. 작목반에 참여하신다면， 작목반 활동이 하우스 농사에 

의 각 항목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될 경우를 W. 도움이 
하여 적절한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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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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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보톰이다 

전혀 도움 

이 안된다 도흩 .., 항 

- 167 -

영농 자금 확보 

새로운 기술 슐득 

판매처 선정 

시세 정보 

농산툴운반 

작묵 선정 

폼종 션택 

영농자재 구입 

농기계 이용 



ABSTRACT 

Changing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and regional 

differenti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 the case of plastic greenhouse horticulture -

Johh Young Kug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examine spatial restructuring process according 

to changes of horticulture production structure in Seoul Metropolitan Area. 

For this aim, macro analysis using census data and case study in six 

plastic greenhouse horticulture districts are conducted. 

Plastic greenhouse horticulture grows fast and recent1y occupies the 

majority of horticulture produc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Structural transforming such as capital intensification, farm specialization 

and farm enlargement is underway and reshape the regional structure of 

greenhouse horticulture. First1y greenhouse production extends to the 

periphery reg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any agricultural regions 

have changed into horticulture producing districts. Secondly while regional 

specialization is deepening , bi-modal regional structure of horticulture 

production is shaping; Inner regions of Seoul metropolitan area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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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ing flower cultivation or light-weight vegetable such as lettuce, 

spinach cultivation -these vegetables are classified into Yeopchae(葉菜) in 

Korean -, outer regions are specializing heavy-weight vegetables such as 

cucumber, pumpkin -these vegetables are classified into Gwachaι뽕菜) in 

korean-. 

1n field survey, horticu1ture farms are specializing one of flower, 

Yeopchae, Gwachae and few mixed-cultivating farm can be found. So farms 

are classified into three farm types: flower farm, Yeopchae farm, Gwachae 

farm. Farming system of each farm types are different. Farming system of 

Yeopchae farm is characterized by year-round production through complex 

crop combination, the division of labor, individual marketing, and Gwachae 

farm is characterized by year-round production through capital 

intensification, capital ’ s substitution of labor, production intemalization, and 

flower farm is characterized by year-round production through complex 

crop combination, capital' s substitution of labor, production intemalization. 

Each farm types is concentrated on locales each other. This location pattem 

can be explained by different dependence of each farm type on farm labor 

availability rent opportunity and market accessibility. 

Persistence and development of horticu1tural districts depends on 

continuing farm reproduction. By examlnlng farmer' s social trajectories, the 

author tries to identify major reproduction process and explain how it 

contribute to regional differentiation. Majority of farmers surveyed in case 

districts have one of two social trajectories, career change from 

non-agricultural job and transferring farming place from Seoul or inner 

fringe. And these farm migrated recently into survey districts, so these 

farms can be classified into new farms in the viewpoint of presen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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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eans that traditional process of social reproduction cannot contribute to 

the persistence and development of horticulture region. These migrated 

fanns specialize in flower or light-weight vegetable cu1tivation using rented 

fannland and transferred from adjacent places.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they tend to choose farming place with plentiful rent opportunity and 

move into near place. From this survey, it can be conc1uded that these 

migrated farm' s fann system and their moving behaviour explain regional 

structure of horticulture in Seoul metropolitan area. 

Keywords: horticulture production structure, regional differentiation fanning 

system, family fann' s social trajectory, social reproduction of fannily 

fann plastic greenhouse hort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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