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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분야에서 우리나라 지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중 연구대상 지역야 우리바라
이외의 지역인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역사자리학분야에서 연구대상지역이 한국이

외인 경우는 극히 드문 펀아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한국 지리학자에 의해 이루어

진 외국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받을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사려된다。
이 책은 미국 남부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짧作文化를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내
용으로 저자의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그대로 책으로 펴낸 것이다。 흔혀 벼

농사라고 하면 몬순아시아 기후지역의 대표적 농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美國이라고 하면 밀
을 대표작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미국 남부지역이라면 면화， 사탕수수에 관한
내용만이 많이 알려졌을 뿐 벼농사에 관한 연구는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비교적

생소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싼생산은 세계에셔 1. 4% 를 차지하는 12왜 생
산국이며，

쌀 수출국￡로는

다일란드를 제외하면

세계 제 2 위의

국가로 전체

수출량의

20.3% 를 차지하고 있다。 1)
이와같이 세계적인 쌀 수출국인 마국에서의 쌀 농사는 면화나 사탕수수의 경작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요 작물로서 간주되었었다. 그러나 벼농사는 노동집
약적 농엽으로 노예륜 이용한 경작이었고9 불안정한 시장가격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벼농사
의 대중성이 강소되었고 부분적으로 작불의 대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2) 그후 벼농사는 장

소를 옮겨 이어졌지만 면화， 사탕수수 plantation에

가려 담부지역에서조차 크게 대두되는

농엽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는 남부지역은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미국에서 생산되는 싼생

산의 75% 이상을 생산라는 등 주요 쌀생산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저자도 본문에서 밝혔듯이 미국에서， 특히 남부지방에서의 벼농사는 대서양 연안지역에서
노동집약적 농업으로 시작되어 내륙지역으로 이전되었고 과거의 벼농사 지역은 다른 작물
1) 最新 地理統計， 1992, 古今뿔院， p.42.
2) Ralph 묘. Brown , 1948, 뾰ïsto7'Îcal Geograj뼈y 0/ the United St ates , New York:
Brace & World , Inc. ,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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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이와같이 토지이용의 변화， 벼농사지역의 변화 등에 따
라 미국 남부지역에서의 농업문화도 변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벼농사에
리 나라 학자에 의 해 서 처 음 이 루어 진 것 은 1960년으로 이 찬의

with Special Reference to

관한 연구가 우

A Culture History of Rice

Louisiana 라는 연쿠가 있다.

이찬의 연구는 루이지애나주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었던 것에 비추어 본 연구는 미국 남
부지역의 주요 벼농사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하여 연구지역의 확대룹 꾀하었으며， 벼농사
에 관한 모든 내용할 고찰 분석하였다. 미국 남부지역에서 짧作地域의 발달과정과 기능의

변천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둔 본 연구는 어떻게， 왜 그 지역에 벼농사가 이루어졌는가，
미국 남부지역중 동부의

대서양연안지역에서 미시시피강 유역까지로 논농사지역이 전환되

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벼농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변천되었는지에 어

떠한 자연적 인문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고찰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였다.
이 책은 서론과 켠론， 벼농사지역， 자연환경적 요소， 농업기술적 요소， 농업경제적 요소，
사회정책적 요소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여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l 장은 서론으로
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

의 학문적 배경으로 농업지리와 역사지리의 연구경향 등을 서술하였고， 남부지역에서 벼농

사문화의 역사지리적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선행연구의 소개 및

절명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Rice-Producting 표egions in the South 라는 제 목의 제 2 장에 서 는 미 국 남부지 역 에 서 이 루
어진 벼농사의 기원， 성장， 쇠퇴를 고찰하였다. 남부지역에서의 벼농사지역이 시대적 변전
에

따라 동부 대서양연안지역에서 내륙의 마시시펴강 유역까지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각 지

역의 쌀 생산량의 변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e
제

3 장은

￦ater

Supply and Management in Rice

Cultivation이 라는 제 목하에 벼 농사플

위해 절대적으로 펄요한 농업기술적 요소인 관개 또는 수리시설을 지형， 기후 등 자연환

경적

요소에

사진을 곁들여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진 관개기술에 대해

그렴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조수를 이용한 관개에서부터 지하 파이프라인과

sprinkler까지， 또한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관개기술에 관한 내용을 서

술하었다，

제

4 장은 Tools and Machinery: Mechanization of Rice Farming이 라는 제 목으로 벼 농사

에 펄요한 농기구 렛 기계화 정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철구 등에셔부터 기계화가

이루어진 이후 쓰여진

기계화 이전의 낫，

도리깨，

tractor, combine 등과 경비행기까지， 초

기의 원시적 농기구에서 대규모 기업적 쌀경작 벚 생산에 이용되는 농기계에 관한 설명을
하고있다，

농업 기 술적 요소인 품종개 량에 관한 내 용을 서 술한 제

5 장은 Improvement in Rice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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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다。 쌀의 모양과 색， 벼의 성장속도 및 성숙도， 물의 필요정도， 병충
해에 대한 내구성 등과 찰의 요리방법까지가 벼의 품종에 따라 다흑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

의 개량은 벼농사의 확대 축소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아무로 각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표적
인 벼의 품종에 대하여도 설명하었다。

또한 이러한 벼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앙op

Rotation, Fertilization, Crawfish Raising, and Weed , Insect , and Bird

Control이 라

는 제목의 제 6 장에서는 또 다른 농업기술적 요소인 작물경작양식에 관한 내용인， 즉 벼와

어떤 작물이 흘작되며， 어떤 작물과 눈작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었다‘ 벼와 대

표적 흔작물은 콩이며， 윤작외 경우에는 소사육을 위한 목총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농작물에 해를 주는 벨레 3 사향쥐， 새 등에 관한 내용과
둠지비옥도 유지를 위한 방법까지를 설명하었다.
제

7 장은 Research Institutes and Farmers

Organizations의 제 목무로

벼 농사의 형 성 및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적 요소인 농엽연구소， 협동초합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즉，

쌀을 생산하는 농부들이 쌀판매를 위해 조직한 협동조합， 정미산업， 쌀의 생산증대를 위한
연구기관， 실험소 등에 관하여 상세허 설명하고 있다.
연우내용의 마지악 장인 제 8 장은 밑olicies

and 망rograms 라는 제목 o 로 사회정책적 요소

인 농업정책과 농업경제적 요소안 국제시장에서의 쌀수요와 공급g 농업에 관한각종 법률，
쌀 생산량의 조절청책 까지 고찰하였다。
제 9 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본을 도출하였다。 미국내에서 특허 납부지방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진 과정과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대규모 기업적 농업￡로 전환되어진 과정을
자연환경적 요소 및 인문적 요소까지 전체를 요약，

설명하였다.

벼농사는 단순한 농업의

형태가 아닌 각종 요소에 의해 그 생산정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서술하였고， 결롭적오로
미국 남부지역에서의

벼농사의 전망은 언문적인 요소에 좌우할 것이략고 하였다。

인운적인 요소는 쌀가격，

이러한

국제시장에서 쌀의 수요와 공급관계， 기타 작물의 토지이용， 농

업기술의 발달 등이라고 결본지었다@

이상과 같이 본서의 내용을 고찰하였는데， 연구의 흐름은 저자가 처음 의도한대로 남부
지역의 벼농사에 관련한 모는 조건을 고찰하여 왜， 어떻게 벼농사 지역이 형성되었고 어떻
게 변천하었￡며， 그 변천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러

한 내용은 저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미국 남부지역에 대한 자연적， 인운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것으로 저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엿보이는 역작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리적관정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벼농사지역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무로 변천하게된 데는 어떠한 이유들이 결정적이었는지，

또한 각종 법률이나 관개시설 등

美

166

國

學

이 지역에 따라서는 어떠한 하이가 냐는지， 각종볍릎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지망에서의
조건 등을 따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차이블 분석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

까 생각된다. 또는 삼차원적인 표플 작성하여， 시대에 따라， 농업기술 및 각종 보조법률의

변전에 따라 벼농사지역이 어떻게 변화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훨씬

돋보이는 연구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19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인데 역사지리학의 전통적인 접근방볍인 백과사전적인 나
열식의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새로운 방볍이 시도되었더라면하는 바램이

있다. 1980년대에 뜰면서 역사지리적 접근방법에도 요인분석을 비훗 이본적 배경에 입각한
현대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도 좀 더 분석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었다
면 훨씬 역사지리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려한 문제점이나 아쉬운 정이 있지만， 본 연구에 있어서 현지답사플 동하여 수
접한 1 차자료가 주혹 연구자료로 이용되었음은 역사지리연구에서

흔히 앉아서 고문헌에만

의존하는 연구방식잘 달피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더구나 역사지리의 특성
상， 타지리학분야와 연계를 갖고 연구하여야 하는데 본 논문은 농업지리와 연계하여 자칫

역사지리학자들이 관히 법하기 쉬운 실수인 연계학문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내용을
서술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자체에 대한 내용까지도 싱-세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면이다.

결온적으로， 본 연구는 몇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저자의 학운적 자세와 노력을 그
대로 보여주는 연구로서 푸학들에게 연구자세와 연구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역사지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리학을 전공하는 모든 지리학

자들에게 외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연구로 사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