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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맑뿔目的 

農業의 벌間的 分布와 그 類型을 分類하는 農業

의 地域區分은 오랫롱안 農業地理學의 中心課題가 

되 어 왔다. 1950年代 以後의 農業地理學은 農業地域

區分이 라는 記述的 段階를 넘 어 農作物의 分布를 

規떨하는 要因폴 밝혀내는례 더 큰 目的을 두고 있 

다. ‘1) 1950年代 以前의 農業地理學者들은 거 의 강 

박척 으로 自然瓚擺만의 隔究에 의 하여 도출펀 分布

類型흘 說明하는데 급급한 寶情이었다. 그 後의 昭

究例플온 많은 經濟學 知識을 이 分野에 도업하여 

農業地域의 새로운 說明을 可能하게한 공현은 있으 

나， 한펜으로 農業立地論이 他學問 특히 經濟學의 

영역에서 더 많은 發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하 

는 의뭄윷 일으키게 되고， 01 것윤 繹濟學者언 

Th헤nenol 나 Lösch의 根本的인 農業立地論에 의 기 

여로셔 뒷받침훌 받았다 (2) 

이것은 農業事象이 鍵濟的， 文化的， 生物學的 및 

自然環境의 複合的 要因의 作用을 받아 形成된 것 

이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서， 農業쳐월理學의 맑究 

方法이 어느 한 면으로 치우친 경우에 그와 갚은 의 

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農業地理學은 위얘 열 

거한 어느 한 훨因만에 집착하지 않은 諸훨因의 相

互關聯性을 밝힘 으로써 , 궁극적 으로 農業의 r 空聞類

型(Spatial pattern) 또는 農業의 地域分化(areal

variation)를 究明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 

략고 할 수 있다. 地理學者들은 價{直가 相對的이 라 

는 經濟學者의 見解에 同調할 수 없는 史的 背景‘을 

가지고 있었고， 經濟學者들은 극히 최근까지도 空
間構造 또는 空間組織(spatial organizatioll) 문제 가 

다른 論題보다 重훨하지 않은 것으로 여거왔기 때 

문에 相互關聯性을 重視해 야 할 地理學에 서 繼濟學

맞 그 聯關學問9iJJ識에 대한 결핍내 ;<1 무관삼운 어 

떤 면에서 地理學 發展에 대한 장애 要素가되어 왔 

다 (3) 

(1) E. Otremba. “AlIgemeine Agrar-und Industrie Geographie. Erster Teil, A1JgemeiJle Agrargeographie:’ (2nd. ed. 
rev.: Frankh’ sche Verlagshandlung, W. Ke1Jer & Co. , Stuttgart. 1960) pp. 32"'35. 

(2) W.B. Morgan & R.].C. Munton, “Agricultural Geograph," (Methuen 8t Co. Ltd .• 1971) pp. 1,...... 2. 
(3) .Mic;hael Chisholm. “Gerography and Economics." (Praegyer. Inc. P'c.1blishers.New York. 1968) Praeger Surveys 

in Economic Geography, General Editor; R.O. Buchanan. pp. 4rv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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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論文에 서 는 上述한 觀點을 大前提로 하여 , 

첫째 農作物 줬培特化地域區分 方法 (4)을 所謂 計

量的 分析法을 使用하여 시도하고， 그 方法을 南韓

全體엔1 適用하여 農作物 我培地域을 分類 區分한다. 

둘째 위 의 方法에 의 하여 나다나는 農作物 特化

地域을 몇 가지 要因을 中心으로 그 分布 理由를 分

析한다. 

셋째 1960年 農業센서스와 1970年 農業센서스를 

使用하여 農業地域의 10年間 變化狀態와 類型을 考

察한다. 

넷째 京驚道를 例로 大都市의 鍵張 發展이 그 주 

변 農村地域에 미 치 는 영 향을 檢討하고， Thünen理

論이나 Robert Sinclair理論과의 關聯性을 아울러 살 

펴보기로 한다. 

기 다 韓國A의 居住地別 食生活 類型과 t#地利用

과의 相關關係를 究明한다. 그러 나 以上의 接近方

法은 題業事象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比較的 廣大

한 地域을 統計的 方法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훨 

因을 文歡資料에 의존하여 分析했기 때문에 스스로 

의 限界를 지니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5) 

本考에서는 다만 論理上 演繹의 차례를 쫓아， 南

韓 農業地域의 空間몫序를 巨視的 眼目으로 分析하 

고， 京驚道를 보다 小單位로 나누어 全國的 規模에 

서 나온 例와 比較함으로서 , 副次的으로 計量分析

法위 결점을 일부 指續하고자 한다. 

H. 農作빼 特化地域 分類의 方法

1. 따究方法 및 地域選定

(1) 鼎究方法

1954年 以後 農業地理學의 핍구究方法은 대 체 로 다 

픔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6) 

첫 째 定性的 說明法(qualitative interpretation) 안 

페，’ 흔히 수많은 本質的 증거와 때로는 事例맑究4 

;는 方法을 쓰기도 한다. 둘째로 定性的언 論文이냐 

說明을 홉수 보완하고， 서 로 다른 場所， 서 로 다른 

時間에 적용할 수 있는 特練한 젤차를 포함하는 計

量‘的 區分法 (quantitative classification) 이 장 안꾀 었 

으며 , 셋 째 로 램異한 假說이 나 모형 (hypotheses and 

models)을 形成， 컴증하는 핍究도 多數 있었다. 

익1 세 가지 接近方法은 農-業地理뽑웰E잃건서 도 關
; 心事야며 찬;利用되고 있다. 定陸휩생 W짧;흉휩융에 의한 

論文은 매우 多樣한 主題에 關하여 여러가지 素材

를 다루고 있으나 대개의 碩向은 몇 가지로 나뉘어 

진다. 美洲 四大 專門學術誌(7) 에 나다난 農業에 관 

한 論文의 約 三分의 一이 限定된 規模의 獨特한 農

業行寫를 形態 (type) , 農業事業體의 크기 (size of 

en terprises) , 自然環짧因子의 利點，‘ 또는 制約性

(natural environmental advantages or constraints) , 
選定된 作物 및 其他作物과 家좁과의 相互 結合關

係 (combinations of selected crops and livestock 

with other crops and livestock) , 土地의 親地配짧 

率(allocation of land) , 엎첼득룹法 (farming practices) , 

그 碩向(trends) 이란 觀點에서 다루었다. 約 四分의 

-→은 特定地域에 있어서， 표깥業地理學의 副次的 11 
法을 考·慮한 앓業의 總體的얀 土地利用 맑究플 彈

調하고 있다. 또 約 五分의 一은 주로 灌獅施設， 水

利施設， 탤敏防止 등 엎불業1間接줬本과 開짧에 關心

을 기울인 것이며， 나머지 約 五分의 -‘이 그외 雜

多한 f"，9題를 다푼 것이 다. 그 中에는 주어진 地域

에서의 土地再配分f"，1題， 少數集團이 經營하는 特珠

醫業地域， 一定地1패의 土地?fr有制度問題， 農業依存

度가 높은 國家의 經펀發展rl=덤題， 그리 고 醫業變化

狀態에 關한 歷史地理學 뽑아、 있다. 以上 列學한定 

性的 說明法은 發表펀 論文 中 가장 많은 핍究方法 

으로 쓰이고 있으나， 그들 論文의 共通分母는 發見

할 수 없는 형펀이다. 

定뚫性애 의 한 記述的 • 分析的 說明은 各種 統計

-資料의 짧的，í*(的 發많과 함께 開體되어 使用되었 

는데， 計-뚫-의 짧準。1 많뭔的얀 경우에는 姐界훌훌業 

地域區分에 週用되기도 했다. 그러나 1954年 以前

까지는 그 基準에 있어 -般性이 결여되고， 不適~合

한 統즙f學 方法이 不正確한 統計資料에- 適用됨으로 

써， 그 應用은 짧大한 大陸的 또는 世界的 水準에 

머물고 있었다. 1954年 Weaver가 (8) 適正組合의 理

(4) 넓은 意味에서의 農業地域區分方法이라 생각된다. 
’ (5) Janet D .. Henshall. “ Models of Agricultural Actirvity", Socio-EconomicModels in Geography (Methuen & Co. Ltd. , 

London, 1968) p. 425. 
(6) 大體로 美國學界의 뼈向을 말하며 1954年 以前에 關한 論述은 James, Preston E. and Jones, Clarence F. (editors) 

(1954) 1964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Univ. Press. , pp. 3"-'68, 142'""'166, 240'"'" 

332을 參照. ‘ ’ μ 
(7) Annals of th~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Canadian Geogqlpher, Economic Geography, . Geographical 

Review. 
(8) Weaver, loìm C. , “ Crop-Combination Regions in 바te. Mi~dle . W.원t ，’，.Geogr때hicaJ Review , , YòLXUV, No. 2 

(A.G.S. , N.Y. , 1954) pp. 175'""'200. 、 ‘ ι ... ‘ 

q ‘ --



論曲線으로부터 생 기 는 實際{直와의 템差에 의 하여 

中單位(intermediate size)地域을 分析한 후부터 닙f 

量分析法은 널리 利用되어， 푼월業地l或區分의 둡l'量標 

本接近(quantative sampling approach) , 多元相關

(multiple corelation) 의 應用 , 回歸分析 (regression 

analysis) 및 方向面分析 (trend surface analysis) (9) 

의 應用 等 統計學上의 여 러 가지 方法들이 導入되 

었다(10) 

本 論文에서 는 地域의 區分方法으로서 는 計量的

인 統計資料의 分析을 꾀 하고， 그 훨因 分析에 서 는 

定性的인 說明을 試圖함으로써 計量分析에 의하여 

일어날 可能性이 있는 現實 뿔曲을 最小限으로 줄 

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變數

(variable) 를 보펀타당성있게 嚴密한 程度로 끌어올 

럴 수 없 다는 計量化의 本來的 制約과 擺念의 作業

化 (opera tionalization) 를 通해 서 얻 은 測{直 (measure) 

나 指數(indicator)사이에 적지 않은 사이가 벨어진 

다는 點이 다. 더 우기 技術的으로 使用이 可能한 測

{直나 指數와 實際 調훌에 서 使用 이 可能한 測f直나 

指數 間에도 差異가 생기는 경우가 빈먼하므로 缺

點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經驗的 證據를 彈調하고 

可能한 한 精密한 計量을 企圖하는 것 이 農業地理

學을 科學化하는 有效한 길이기 때문에 統計學的인 

分析法을 導入하였 다(11) 

그리고 그에 의하여 나타난 地域構造의 要因을 分

析함에 있어서는 上述한 經j驗分析的인 計量方法이 

아니 라 그와 對立되 는 歷史的 解釋學的인 方法을 使

用하였다. 그 理由는 이처럼 多樣化한 現象이 對象

化된 自然現象처럼 普遍的인 論理의 機械로 把握되 

지 못한다는 兩者의 價f直中立的 立場에 서 考察하고 

자 하는 筆者의 意圖 때문이다(12) 여기서 한가지 

指鎬하고 싶은 것은 科學이 變數사이의 因果關係를 

追求하는데 目的이 있고 社會科學도 그 目的에 있 

야서 이와 다를 바가 없으나， 다만 社會科學이 가 

지 는 特珠한 制約때 문에 因果關係를 論하는 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水準의 相關關係를 論

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 다는 點이 다(13) 

또한 計量的 分析法은 아직까지는 英語를 使用하 

는 國家의 地理學者間에 거 의 局限되 어 導入되 고 있 

을 뿐이며， 프랑스와 독일 等 歷史的 • 文化的 遺塵

이 뿌리갚게 막혀있는 國家에 있어서는 벨다른 매 

력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 方法이 이미 地理學 船

究의 重훨한 方法論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適

• 不適의 여부는 아직도 기다려봐야 할 課題로 남 
아 았다(14) 

(2) 適用範圍와 資料의 選定

다음 章에서 詳述할 作物別 執地利用率의 標準{댐 

差에 의 한 地域分類方法은 大陸的 또는 世界的언 大

單位 國家地域으로부터 한 마을의 小規模 農業事業

體單位地域에 이르기까지 어떤 範I훤에도 應用할 수 

있는 方法이다. 

統計資料는 1960年 우리 나라 最初로 實施된 農業

센서스인 農業國勢調훌(15) 와 1970年 두먼째로 實施

된 農業센서스를 使用하였으며， 居住地別 食生活類

型은 국만영양조사보고 (16) 에 의하였다. 農業센서스 

를 資料로 채택한 것은 그것이 每年 짧刊되는 農林

統計年報보다 細部事項에 대 하여 調훌가 되 어 있고 

正確度가 크기 때문이며， 게다가 最初의 센서스해 

언 1960年과 第二次 센서 스해 인 1970年의 10年間

은 非農業部門 總附加{直價의 1965年 不變價格으로 

計算한 年平均成長率이 10.8%에 이르는 高度의 經

濟成長을 기 록한 期間이 기 때 문에 塵業의 變化狀態

를 살펴볼 수 있는 制次的 所得을 얻을 수도 있었 
다(17) 

(9) Mu lIer, Peter 0.; “ Trend Surfaces of American Agricultural Patterns: A Macro-Thünian Analysis," Economic 
Geography, Vo l. 49, No. 3, (Clark Univ. Mass.) pp. 228^"'242. 

(10) Thoman, Richard S. , “ Economic Geograph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Geography, editor, 
Darid J:-. Sills. (Macm i1lan Co. & Press. 서 울大 師大 발취l 복사판) pp. 42^"'43. 

(11) 李永鎬， “社會科學과 經驗的 接近法--經驗的 接近法에 대 한 誤解에 答한다 社會科學의 方法論(서 울， 玄岩社，
1973) , pp. 29^"'47. 

(12) 李奎浩， “社會科學方法論의 哲學的 反省 科學化란 名 덤 으로 社會科學을 技術學化한 行態主義의 批判 社會
科學의 方法論 (서 울. 玄岩社， 1973) , pp. 10^"'28. 

(13) 李永鎬， op. cit. , (11) p. 30. 
(14) Howard F. Gregor,“ Geography of Agriculture. Themes in Research ," (Prentice-Hall, Inc. , N.J. , 1970) pp. 26rv 

29. 
(15) 1960年 농업 국세 조사는 1961年 2月 1 日 O時， 1970年 농업 센 서 스는 1970年 12月 1 日 O時 現在를 調養時點으로 하 

고 있다. 

(16) 허 금， 유정 열 , 이 기 열 , 성 낙응， 채 범 석 , 차철 환， “국민 영 양조사보고韓國營養學會誌 別冊， 1969年度조사 Vol. 
3, Nol. 1, 1970) ,. 이 보고서는 韓國營養學會와 保健社會部의 국민영양조사용역계약에 의하여 한국영양학회에 設
置된 국민영양조사위원회에서 보건사회부와 한국영양학회에 提出한 것이다. 

(17) 朴振煥， “韓國農業의 生塵樣式과 生塵性 韓國經濟發展의 理論과 現寶 〈農業開發篇> (第4輯， 內聞企劃調整室編，
1970)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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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選定·適用한 單位인 京鐵道는 韓國最

大의 農塵物 消費m場인 서울과 이를 中心으로한 仁

) 11 • 水原 • 議政府市 等이 位置하고 있어， 農業事象

이 特異할 것이라는 假定과， 都市地域의 據大로부 

터 發生하는 農鏡地難館이 뚜렷이훌벌어지고있고또 

한 都市化의 進展이 周邊 農村地域에 미치는 영향 

을 比較的 分明히 把握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이 地域은 都市近知農業 經營形態 및 그 變化를 觀
察할 수 있고(18) 筆者가 오랫동안 生活해온곳이므 

로 農作物 分布 要因을 어느 程度 예측할 수도 있 

었다. 그러나 이 點은 어떤 先入見이 問題를 그르 

칠 우려가 있음을 自認할 수 밖에 없A나(19) 서울 

은 韓國 最大의 都市이 며 都市成長이 나 據張이 調

훌地域中에서 最高라는 點이 客觀뾰을 보장해 주리 

라 생각한다. 

調훌對象空間의 單位地域 크기 는 全國規模인 경 

우에는 市 • 那을 (2이 京驚道의 경우에는 몹 • 面을 (21) 

채택하기로 한다. 

統計資料의 具體的 事項을 收獲面積(harvest area) 

으로 취한 理由는 Weaver에 의해서이다. 그는 두 

가지 接近方法， 즉 주어 진 몇 가지 作物의 相對的

土地古有率을 고찰하는 方法과 生塵量을 比較하여 

比重을 두는 方法이 있다고 하였는데，~地利用의 

動態面에 ;馬點을 두는 짧究에는 面積資料를 使用하 

는 것이 가장 有用하다고 하였다 (22) 本 論文의 경 

우는 거기에 덧붙여 韓國과 같이 年生塵量이 그 해 

의 氣候‘條件에 따라 크게 달라지 는 資料上의 缺點

을 面積을 使用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利點이 있었 

다. 

2. 農業地域區分 方法의 比較

農業地域을 決定하는 要因은 氣候， 地形， 土壞，

交通， 距離關係， 民族， 國家， 文化의 程度 等 A間

이 生活을 영 위 하는 自然 • 經濟 • 文化 • 社會 • 政治
環境의 모든 것이라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따라서 

農業地域은 區分의 指標를 무엇 에 두는가에 따라 다 

르며 또 그 境·界는 결코 永久的인 것이 아니다 (23) 

이것은 完全한 農業地域區分이란 不可能하다는 意

味이기도 하다. 

地域이 란 貝體的 事物이 아니 기 때 문에 農業地域

을 區分함에 있어서도 個別農業事業體 하나 하나의 

位置나 立地를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農業地

域을 區分하기 위해서는 相異한 特性에 기초를 둔 

指標를 選定하지 않으면 아니 된 다. 즉 어 떤 基準에 

의하여 비슷한 것이 連續的일 때를 地域이라 擺念

짓 는 것 이 다. 地域區分(regionalization) 이 分類學上

의 區分 (classi.fication as a tax:onomic procedure) 과 

다른 것이 이 때문이다. 실제로 農業地域은 農業形

態의 地方的 優位性(local dominance) 에 의하여 區

分되는 것이 보통이다 (24) 

t닫界的인 農業地域區分의 例로는 H. Engelbrecht, 

(25) E. Laur, (26) Derwent Whit t1esey, (27) William 

Van Royen , (28)等이 있고， 最近 農業地域區分을 한 

Goode’ s World Atlas 等 수많은 지도들이 發刊되고 

있다. 극히 最近의 것으로는 ].E. Spencer와 Norman 

R. Stewart의 論文 (29) 이 있 다. 그들은 세 가지 order 

의깐criteria를 조합하여 行列로 表示함으로써 農業地

(18) 蔡石淳， “首都園 農業地帶 劃定에 關한 없究 : 鏡地率 • 짧率 . fp物의 結合型調흉서 울大 行政大學院， 1969) pp. 
2""5. 

(19) 金永喆， “同族村落과 基督敎 : 居昌鄭 훌漢뿔 치 내 部落의 境遇亞細亞짧究， Vol. VIII, No. 2, 高麗大學校 亞細
亞問題맑究所， 1965) p. 3 

(20) 徐贊基， “韓國農業의 地域構造에 關한 핍究 : 立地分析을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1971) pp. 6"'7. 
(21) 蔡石淳， op. cit. , pp. 3""4. 
(22) Weaver, John. C. , op. cit. , p. 177. 
(23) 金康星， “A文地理學"， (서 울. 法文社. 3版， 1971) p. 106. 
(24) Grigg, D. , “ Reply Comment: to W. Bung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56, 1966) 

pp. 376"'377. 
(25) 金康星， op. cit. , pp. 108-109: Heinrich Engelbrecht, “ Die Landbrauzonen der aussertropischen Länder, Ber1in, 

1899. 
(26) 金康星， op. cit., p. 109: E. Laur, “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Landbaus, zweite Auflage , Berlin, 

1930, p. 347 (eine farbigen Karte) 
(27) Ronald Abler, John S. Adams, Peter Gould, “ Spatial Organization: The Geographer’s View of the Wor1d," 

(Prentice-Hall, Inc. , N. J" 1971) pp. 340-343: D. Wittlesey, “ Major Agricultural Regions of the Earth ," Annals 
of the A.A.G. , XXVI (1936) pp. 199"'240. 

(28) Williarn Van Royen & Nels A. Bengtson, “ Fundamentals of Econornic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Resoures," (Prentice-Hall, Inc. , N.J. , 5th ed. , 1964): Williarn Van Royen , “ The Agricultural Resources of 
the Wor1d," (New York, 1954) p. 8. 

(29) Spencer, J.E. , & Stewart, Norman R. , “ The Nature of Agricultural Systerns", (Annals of the A.A.G. Vol. 63, 
1973) pp. 52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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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agricultural regions) 이‘ 아닌 13가지의 農業體系

(agricultural systems)를 形成하였는데 (3이 提示한 

criteria는 D. Whittlesey의 體系를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나온 自然條件을 제외한 거의 모든 要因을 

包括하고 있다. 代表的인 例로서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벤째 order에는 세가지 區分이 있는데， I. 

組織行列 (organizational matrices) , II. 經濟過程

(economic processes) , III. 技術의 應用度(operational 

applications) 가 그것 이 다. I. 組織行列에 서 는 두먼 

째 order에 속하는 區分오로 A. 社會行列(societal

matrix) , B. 保有行列(tenurial matrix) , C. 制度行

列 (institutional matrix) , D. 勞動行列 (labour matr

ix) 이 있고 II. 經濟過程에. E. 生塵者의 集中 (Pro

ducer concentration) , F. 處理過程 ( dispositional 

process) , G. 再分配過程 (redistribu te flow) 의 세 가 

지 그리고 III. 技術의 應用度에 H. 에너지의 投入

(energy in pu ts) , L. 技術補完 (technological compl

ementation) 等 모두 9가지의 두번째 order를 두었 

다. 各 second order에는 51"..1 6個의 third order어1 속 

하는 區分이 있어， 總、 53個의 因子를 상정하였다 (31) 

以上의 因子를 組合， 行列에 의 하여 圖表化하여 13 

가지의 農業體系(agricultural systems)를 만들었는 

데， 이는 世界的 區分에 해당하는 方法이라 할 수 

있다 (32) 後述할 韓國農業地域의 要因分析에서는 各

作物 特化地域別로 Spencer와 Stewart의 農業體系

를 決定짓는 criteria에 큰 比重을 두고 參考할 것이 

다. (pp. 541 1"..1543, Table 4, Criteria Determining 

Agricultural Systems) 農業地域區分의 指標와 훨因 

分析을 위한 因子로 지적된 것은 大部分 Spencer와 

Stewart의 53가지 에 포함되 어 있고， 기 다 여 러 學

者들의 多樣한 criteria들은 國內學者의 행주究에서 指

總된 것을 提示함우로써 代身하고자 한다 (33) 

以上 列驚한 代表的언 農業地域區分法에 있어서 

그들이 내세운 作物分布를 規定짓는 훨因을 分析해 

보면， 대체로 自然的 要因 및 A文的 훨因의 어느 

하나 또는 그 兩者를 指續하고 있 다. 그中 共通的

으로 重要한 훨因이 라 認、定하고 있는 自然的 要因

은 氣候， 地形 (34) ， 土構의 세가지이고， A文的 要因

으로서 는 計量的 昭究가 可能한， 地域의 共通地位

즉 市場‘과의 距離關係를 들 수 있는 것이 다 (35) 

3. 作物別 執地利用率의 標準偏差에 의한 

區分方法

John C. Weaver의 crop-combination에 의 한 區

分方法은 그 自身도 指觸했던 것처럼， 單~鏡{'P..9..

로 알려진 美國 中西部의 소위 農業地帶(agricultural ' 

“belts")가 實際로는 상당한 多樣性을 딱고 있음을 

밝히는데 한 目的이 있었다 (36) 따라서 그의 方法은 

그가 對象으로 산은 地域에 있어서는 거의 完全한 

方法이라 할 수도 있지만， 作物結合이 複雜하게 얽 

혀있는 곳에서는 合理的인 數式 展開라 할 수 없다 

그래 서 많은 地理學者들이 자기 地域에 알맞는 方

法으로 Weaver의 crop-com pina tion을 修正 便用한 

바 있다 (37) Weaver方式이 計量的인 分析法을 代

表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펀적으로 쓰여오던 方‘法01

기 때문에 여기에 言及한 것이고， 後述할 標準偏差

에 의 한 方式도 Weaver의 方式으호부터 암시 를 받 

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 適用된 Weaver의 方‘式은 지금까지 몇 

판의 論文 (38) 이 있었고 Weaver의 修正方式인 土井

평久i의 方法이 쓰여 진 적 도 있 다 (39) 

其他 韓國農業地域을 區分하려 는 計量的 接近은 

單純算術的 方法무로부터 立地係數(Location Quot-

(30) J.E. Spencer & Norman R. Stewar t., op. cit. , p. 540. Table 3 
(31) 오역을 피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英文을 그대로 두었음. 
(32) J. E. Spencer & Norman R. Stewart , op. cit., pp. 540"'543. 
(33) 徐養基， “經營面에 서 본 南韓의 農業地域區分 慶北大 論文集 Vol. 6, 1962, pp. 327"'381. 

李廷훌， “韓國農業地域 設定에 대한 陽究(上)， 地理學， 大韓地理學會， VoI. 2, 1966, pp. 1"'13. 
趙東奎. “農業地域에 關한 빠究(1) : 江原道의 農業的 土地利用 集約度의 分布와 作物 結合型을 中心하여， “ KPAJ , 
第三卷 • 第三號， Vol. 15, 大韓國士計劃學會， 1968, pp. 17"'22. 
徐贊基， op. cit. , 1971 , pp. 11"'14. 

(34) 엄격히 말하면 地形이라 하지않고 地鏡 또는 地勢라 해야 옳을 것이다. 地理學에서 地形이라 하면 農業地理學에 
서 對象이 되는 土壞條件이나 碩참度의 범위를 념어서기 째문이다. 

(35) 徐餐基， op. cit. , 1971 , pp. 12"'13. 
(36) J ohn C. W eaver, op. cit., p. 189. 
(37) Doi, Kikukazu, “ The Re-examination and the Modification of Weaver’s Method of Combination Analysis," Á文

地理 Vol. 22, No. 5/6, 日 本地理學會 1970, p. 485, foot note 5"'8, p. 500. 
(38) 합大 國際農業資源船究所， “펴國農業의 地域‘性에 關한 陽究" 1967, pp. 192"'196. 

趙東奎， op. ci t., (II) , KPAJ. 第三卷 第四號， pp. 31~34. 
吉鎔鉉" “韓國 作物結合地域에 對한 阿究 地理學驚 創刊號， 慶熙大 文理大 地理學科， 1970, pp. 7"'-'18. 

(39) 徐贊基. op. cit. , 1971 , pp.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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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 i(ct- r)2 "'Ok= /칠얘i-k)2 
JJ η-↓ J ':~ 가 된다 

4) 以上에 의 하여 Table 2를 作成한다. 

Ok 

k+Ok 

k+20k 

k+30 k 

<Table 2> 

Crops I A I B I C......... K 
Mean & S.D [""'" [LI [ 

A verage (Mean) I a 껴 r r ......... k 

Standard Deviation(S.D)1 Orx I 0껴 1 Or ...... . 

Mean十 1S.D 10+0α | 껴+Oß I r+or'" .... .. 

Mean十 2S.D la+20 rx 떠+20 ß 1 r十20r ... . 

Mean十 3S.D la+30 rx 떠+30껴 1 r十30r . 

5) Table 2에 의 하여 各 單位地域의 農作物 特化

를 나타낼 수 있다. 즉 i地域 어떤 作物(펀의상 A 

라 하면)의 收獲面積比率이 

Mean+lS.D. 듣따<Mean十 2S.D. 이 면 A라 表示하 

고， Mean+2S.D. 듣ai<Mean+3S.D이면 A2라 表示

하며 ， Mean+3S.D. 듣따이면 A3이라 表示한다. 

6) 이 와같이 하여 어 떤 地域의 農作物 特化地域

名을 다음과 같이 이름지을 수 있다. 例를 들어 어 

떤 地域의 收獲面積 比率이 Bf'F物의 경 우 2S.D.를 

넘고， K作物의 경우 3S.D를 넘으면 B2K3이라 表示

된다. 어떤 作物의 收獲面積 比率도 lS.D.를 넘지 

못하는 경우는 Di versifìed (기호 D.)되었다고 한다. 

標準偏差의 값이 적 으면 變量이 相加平均을 中心

￡로 하여 密集하고 있는 것을 얄 수 있고， 이 값 

이 크면 相加平均에서 멀리 떨어져 散:tE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各 作物別로 標準넓差를 比較하 

기에는 不可能하다. 

이 方法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變量이 正規分布

하지 않을 경 우이 다 Nelson論文의 경 우， 變量의 

大部分이 오른쪽으로 뿔曲되 어 있고 3S.D사이 에 全

變量이 포함되 지 않는 경 우도 있 다 (41) 韓國 題作物

收獲面積 比率을 變量으로 쓰는 경 우에 도 各 作物

別로 正規分布를 하는 경 우는 도물다. 따라서 標準

偏差에 의 한 區分方法은 Nelson의 경 우와 같은 難

點을 배제하기 힘들지만， 統計學의 다음과 같은 理

論에 의하여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다. 즉 理論的인 

正規分布에 있어서 標、準偏差와 度數와의 사이에는 

다음 表와 같은 關係가 成立한다. 

正規分布의 變域은 理論上 左右로 無限하나 全度

數의 99.7%는 相加平均을 中心으로 하여 左右 각 

ient) 에 이르기까지 多樣한데， 本論文에서는 必훨에 

따라 引用 • 分析하여 다음에 나타낼 標準偏差에 의 

한 方法과 比較하기 로 하겠 다. 

標準偏差(Standard Deviation; S.D.)는 散布度를 

測定하는 統計學 方法의 하나로， 變量의 平均{直에 

서 의 偏差의 크기 를 平方平均한 것 이 묘로 數學的 ò

로 가장 우수한 測定{直이다. 統計學에 있어서 組資

料를 처리하는데 單純한 數式보다 複雜한數式을使 

用하는 것이 그 결과가 세련되어 나온다는 -‘般原
則울 여기에 準用하여， 立地係數와는 다른 數學方

法을 채용해 야 할 必、훨를 느꼈다. 이 方法은 都市

地理學者인 NeIson(40) 에 의하여 創案된 것을 農業

分析에 맞게 修正한 것인데， 우선 그 方法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k1 

k2 

kn 

k 

Cl ...... 

C2 

Cn 

r 

bl 

b2 

bn 

R 

al 
a2 

1i 

n
ι
 
---------

:::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Ok 

1) Tablel에서 各 單位地域(1， 2， "', n)別로 全體

收獲面積을 100-으로 했을 때의 作物(A， B, C, "', K) 

別 收獲面積의 比率을 구한다. (ab bb Cb .. • kb a2' b2, 

C2' ... k2, an, bη， Cη ... kn, 等)

2) 各 作物別로 收獲面積 比짧의 zp均을 구한다. 

(α， ß， r, …, k) 즉， 

Or Oß 6α 

η
 짧
쉰
 

• n -
ν
/
 

~ki 

k=-감-가 된다. 

~bi 

ß= • 

η 

η 

~ai 

α- ←. 
η / 

0α= I 칠(ai-a)2 
J .:~ , 

(40) Nelson, Howard ]. “A Service Classification of American Cities," Economic Geography Vo1. 31. 1955, pp. 189'" 
210. 

(41) Murphy, Raymond E. ‘ “ The American City: An Urban Geography," McGraw-H i11 Co. , New York‘ 1966, p. l2~， 

구한다. ((]α ， (] ß, (]r , ... 

Oß= I ~(bi-ß)2 
J i:1 

標準偏差를 3) 各 作物別로 

(]k)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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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M+1 S.D 

M十2 S.D 

M+3 S.D 

ratio of frequency 

68.2796 about 2/3 

95.4596 about 19/20 

99.7396 

각 標準偏差의 3倍의 範圍에 포함되 고 變量의 變域

은 사실상 標準댐差의 6倍 정도로 생각하면 거의 들 

어 맞는다. 

標準偏差와 度數와의 사이의 위에서 말한 關係는 

度數分布가 경도의 非對稱인 경우에도 어느程度들 

어 맞는다. 단지 이 경 우에 相加平均은 分布의 正

確한 中央에 位置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相加平均

을 中心으로 하여 생각할 수는 없으나 標準偏差의 

6倍의 範圍에 變量의 99% 以上이 포함된다고 생각 

하면 대체로 다당하다. 

다음 正規分布의 경 우와 같이 正確하지 는 않오나 

경 도의 非對稱分布에 서 는 相加平均을 中心으로 하 

여 度數가 密集되 어 있는 中央部分에 서 標、準偏差의 

2倍의 範圍를 취 하면 그 사이 에 度數의 約 65"'70% 

가 포함되 고， 4倍을 취 하면 95% 以上이 포함되 는 

것을 經驗的오로 거의 認定할 수 있다 (42) 또한 本

論文의 主目的이 農作物 特化地域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變量이 正規分布를 하지 않는다 하 

더라도 論理의 결함은 없을 것￡로 생각된다. 

J1[. 南韓의 作物特化地域

1. 휩ß別作物特化地域 

위에서 說明한 作物別 親地利用率의 標準偏差에 

의 한 區分方法에 따라 1960年 및 1970年의 농업 센 

서 스를 分析하여 Table 3과 같은 基本資料를 求하 

였다. 

<Table 3. A) 1960年 Unit area N二 167， 但 特用作物의 경 우 N=166 

Crops Rice 1 Bawrkhvye & | 1 | Misce1I a- l1 l PuIses 
at I neous 

Potatoes 1 l S ypCecrioapls j j Vegetab1es | | Fruits 

Symbols R B M PU PO S V F 
Mean (A verage) 42.20 27.59 4.05 11.78 5.70 1. 32 6.43 0.96 
Standard Deviation 12.67 10.83 6.00 7.23 4.29 1. 36 5.30 1. 66 
M+1 S.D 54.87 38.42 10.05 19.01 9.99 2.68 11. 73 2.62 

M+2 S.D 67.54 49.25 16.05 26.24 14.28 4.04 17.03 4.28 
M+3 S.D 80.21 60.08 22.05 33.47 18.57 5.40 22.33 5.94 

<Table 3. B) 1970年 N=172 

-- Crop~ _____ J_탤~ 걷繼 1 →판鍵l~lse_s _L 쁘t뻔한l펄뿔 J Ve혐딴L한편 
bols R B M PU PO S V F 

Mean(Average) 43.30 26.01 1. 73 10.51 7.37 0.45 7.88 2.62 
Standard Deviation 13.70 11.86 3.09 
M十 1 S.D 57.13 37.87 4.82 

M+2 S.D 70.83 49.73 7.91 
M+3 S.D 84.53 61. 59 11.00 

여 기 에 나타난 那었Ij 作物特化地域은 全 單位地域

에 대 하여 모두 그 固有 名稱을 부여 할 수 있는 長

點이 있기 는 하지 만 “어 닥 에 무엇 이 있는가(What 

is where?)" 라는 地理學 本來의 目的을 充足시키기 

에는 (43) 아직 不足하다. 人間生活의 모든 條件이 두 

영된 것이 作物作付類型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기 適

用한 資料는 그것을 받아들일만큼 單位地域의 規模

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짧 

(42) 姜五융， “結計學 뺨英社， 서 올， 1970, pp. 82""83. 

7.13 5.70 0.51 5.00 3.41 
17.64 13.07 0.96 12.88 6.03 
24.77 18.77 1. 47 17.88 9.44 
31. 90 24.47 1. 98 22.88 12.85 

刊된 가장 正確한 資料이며， 다른 班f究例에서 그 다 

당성이 認定된 것이기 때문에 (44) 그대로 使用한 것 

이다. 

其他 이 方法이 지금까지 鍵表된 다른 農業地域

區分方法과 다른 點은， 위 에 言及한 單位地域別 固

有名稱을 부여할 수 있다는 點 외에도 特化된 {'P物

의 結合狀態를 程度까지 表示하여 나다냄 으로서 作

付類型을 緣合的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長點이 있 

(43) Ronald Abler, John. S. Adams , Peter Gould, “ Spatial Organization: The Geographer’ s View of the W orld," 
Prentice-Hall, Inc. , N. J., 1971, pp. 84""85. 

(44) 徐贊基， op. ci t.,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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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며 , 특히 作物結合이 多樣하게 나타나는 地域에 

있어서는 標準偏差 本來의 特性에 의하여 全 對象

地域에 對한 該當地域의 特定作物 特化度를 쉽게 把

握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Table 1, Table2와 같 
은 基本表와의 대조에 의하여 單位地域의 固有名稱

을 알면 該當地域 特化作物의 作付面積 範圍를 實

際{直와 가깜게 類推할 수도 있 다. 

Table 1의 基本表에 의 하여 那別 作物特化地域을 

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것처럼 

어 떤 作物도 平均과 1標、準偏差를 초과하지 않는 경 

우에 는 作物 作付狀態가 多樣化되 어 있 다는 意味에 

서 Nelson처 럼 Diversified(記號 : D) 로 나타내 기 로 
한다 (45) 

먼저 1960年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서울 V3F2 

경기도 인천시 V2F ， 수원시 VF， 고양군RV， 광주 

군V， 양주군F， 연천군Pu， 포천군MPu， 가펑 군PU2 

F3' 여주군Pu， 이천군D， 용인균R， 안성군D， 평택균 

R, 화성군D， 시흥군V， 부천군F， 김포군R， 강화군R ， 

파주군D， 옹진군M2Pu ， 

강원도 춘천시 V2F， 원주시 V， 강응시 Po， 춘성군 

MPu , 홍천군PU2' 횡성군PU2' 원성군Pu ， 영윌군PU2 ’ 
평 창군PU2P02， 정 선군MPU3P02 ， 철원군R， 금화군 

MPu2’ 
화천군MPU3' 양주군PU2’ 인제군MPU3' 고성 

군RPo2 ， 양양군Po2 ， 명주군MPo2 ， 삼척군Po， 울진군 

M3' 
충청북도 청주시 D， 충주시 F3' 청원군D， 보은군D， 

옥천군D， 영동군D， 진천군D， 괴산군D， 음성군D， 

중원군D， 제 천군Pu， 단양군MPu， 

충청남도 대전시 VF， 대덕군D， 연기군D， 공주균 

D, 논산군R， 부여군R， 서천군R， 보령군D， 청양군 

D, 홍성 군Pu， 예 산군D， 서 산군Pu， 당진군D， 아산 

군D， 천원군D， 

전라북도 전준시VF， 군산시 R2V， 이리시 R2' 완주 

군D， 진안군D， 무주군D， 장수군D， 임실군'5， 남원군 

RS, 순장군S2' 정읍군R， 고장군D， 부안군D， 김제군 

R, 옥구군R2' 익 산군R， 금산군D， 

전라남도 광주시 D， 목폭시V3 ， 여수시 BPoS2， 순천 

시 D， 광산군D， 담양군S2' 곡성군S3' 구례군BS2 ， 광 
양군S， 여천군P02S3 ， 승주군S3’ 고흉군PoS2 ， 보성군 

S2' 화순군S2' 장흥군S2' 강진군S， 해 남군S， 영 암군 

D, 무안군M2' 나주군D， 함펑군M， 영광군M， 장성 

군D， 완도군BMPo2 ， 진도군MS2， 

경상북도 대구시 BF3' 포향시 D， 김천시 D， 경주시 

D, 달성 군B， 군위 균B， 의 성 군B， 안동군M， 청 송군 

M, 영양군MV， 영덕군M， 영일군D， 월성군D， 영천 

군BF2' 경산군F3' 청도군BF， 고령군B， 성주군D， 

칠곡군BF， 금릉군D， 선산군B， 상주군D， 문경 군D， 

예천군D， 영주군M， 봉화군M2Po ， -울흥군BPo3 ， 

경 상남도 부산시 V， 마산시 B， 진주시 POF2' 충무시 

BP03V2, 진해시 B， 삼천포시 B， 젠양군BS， 의령군B2’ 
함안군B， 창령군B， 밀양군B， 양산군R， 울산군D， 동 

래군R， 김해군R， 창원군D， 동영군BPo3 ， 거제군D， 

고성군D， 사천군S， 남해군BPo， 하동군D， 산청군B， 

함양군D， 거 창군D， 합천군B， 

제주도 제주시 BM3' 북제주군Bl'v13 , 남제주군BM2 
Po. 

다음 1970年의 경 우는 다음과 같다. 

서울V3F3 

부산V2F 

경기도 인천시 V2 ， 수원시 RF， 의정부시 RV， 양주 

군SV， 여 주군R， 펑 택 군R， 화성 군D， 시 홍군V， 부천 

군D， 파주군R， 고양군RV2 ， 광주군V2 ， 연천군Pu ， 

포천군D， 가펑 군PU2' 양평 군Pu， 이 천군R， 용인군R， 

안성군R， 캠포군R， 강화군R2' 옹진군MPu， 

강원도 춘천시 V3F3' 원주시 D， 강릉시 PO 속초시 R 

Po, 춘성군PU3' 홍천군PU2' 횡성군PU2' 원성군Pu， 

영 월군PU2' 펑 창군PUP02V2 ， 정 선군PU3P02， 철원군 

R, 화천군PU3' 양구군PU2' 언제군PU2PO， 고성군RPo， 

양양군Po， 명 주군Po2 ， 삼척 군M3PuPo， 

충청북도 청주시 S3F ， 충주시 F3' 청원군D， 보은군 

D, 옥천군D， 영동군D， 진천균D， 괴산군D， 음성균 

V, 중원군D， 제천군PuV， 단양군PU2V ， 

충청남도 대전시 VF2， 천안시 F， 금산군Pu， 대덕군 

F , 연기군D" 공주군D， 논산군D， 부여군D， 서천군 

R, 보령 군D， 청 양군D， 홍성 군D， 예 산군F， 서 산군D， 

당진군D， 아산군D， 천원군D， 

전과북도 전주시 F， 군산시 R2' 이리시 R2' 완주군D， 

진안군D， 무주군Pu ， 장수군D， 임싣꾼D， 남원군D， 

순강군S， 정읍군D， 고강군D， 부안군D， 김제군R， 

옥구군R， 익산군R， 

전라남도 광주시 D， 목폭시 MS2V3 ， 여수시 BPoS3 ， 

순천시 S2' 광산군D， 담양군S， 곡성군BS， 구례군B， 

광양군F， 여 천군BPoS2 ， 승주군BS2 ， 고흥군BPoS ， 

보성 군S， 화순군BS2 ， 장흥군B， 해 남군D， 영 암군D， 

무안군MPo， 나주군S， 함펑군M2' 영광군M， 장성군 

D, 완도군BMPo2 ， 진도군M2' 신안군M2' 

경상북도 대구시 VF3 ， 포향시 D， 경주시 D， 김전시 

(45) Alexander, John W. , “ Economic Geography ," Prent!ce-Hall, Inc. , N. J" 1963, p.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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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jor Crop Regions in Korea: 1960 

(빈칸은 D地域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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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안동시 M3V, 달성 군B， 군위 군B， 의 성 군D， 안동 

군D， 청송군D， 영양군MPuV， 영덕군M， 영일군D， 

월성군D， 영천군BF， 경산군F3' 청도군B， 고령군B， 

성주군D ， 칠곡군BF， 금릉군D， 선산군D， 상주군D， 

문경군D， 예천군D， 영주군D， 봉화군PuPo， 울진군 

M, 울롱군P03V2 ， 

경상남도 마산시 F3' 진주시 PoVF3 ， 충무시 BPo3V ， 

진해시 BPo， 삼천포시 B， 울산시 F2' 진양군BPo， 의령 

군B， 함안군F2' 장녕군BPo， 밀양군B2' 양산군B， 울 

주군B， 동래군BF， 김해군R， 창원군D， 통영군BPo3 ， 

거제군Po， 고성군B， 사천군D， 남해군Po3 ， 하동군B， 

산청군B， 함양군D， 거창군D， 합천군B， 

제 주도 제 주시 BMPU2F3' 북제 주군BMP02. 남제 

주군 P03F3 

이것을 地圖化한 것이 Fig.1과 Fig. 2이다. 

2. 作物特化地域의 分類 및 變化{훨向 

CD 米殺 (46) : Fig. 3, Fig.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김포， 강화， 파주 等地의 京驚平野， 여주， 이천의 

漢江 益地， 평택， 얀성의 安城平野， 김제 • 익산 • 

옥구 等地의 湖南平野， 金海平野， 양산 • 동래 地方

FÎg. 3. Major Rice Growing Regions in Korea: 1960 

(46) 陸웹플 포함. 

이 特化地域에 속한다. 米觀의 경우에는 3特化地

域(47) 은 없고 2特化地域오로 1960年 군산 • 이 리 • 옥 

구와 1970年 강화 • 군산 • 이 리 가 있을 뿐이 다. 이 
는 主觀作物언 까닭에 全國的으로 我培되고 있기 때 

문이다. 湖南平野와 金海平野는 이미 널리 알려진 

곡장지 대 이 무로 特別한 說明을 必、要치 않는다. 京

驚道의 경 우는 特化地域으로 나다난 京鐵平野와 安

城zp野가 自然的條件이 良好함은 물폰 南部地方에 

비하여 二毛作 面積이 크게 둬렐어지기 때문에 相

對的으로 米觀의 特化度가 크게 나타난 것 이 다. 다 

음 江原道의 철원과 고성이 1特化地域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作付面積의 他作物에 대한 相對的

우위 때문이고 生塵量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 

고 있다. 이 地域은 雜木林과 草原으로 덮힌 황무 

지였는데， 近世에 이르러 이 황량한 原野는 高岩山

麗의 逢策끊， it벼」提， 馬山뚫 등의 저 수지 를 藥造
하여 水利개 간을 함으로써 , 江原道 유수의 - 塵米地
帶를 이 루었 다 (48) 고성 은 海뿜平野에 發達한 特異

한 米類地域이 다. 1960年과 1970年 사이 의 10年間
地域이 變化를 나타낸 곳은 거 의 없 다. 京離道가 特

(47) 本考에 서 1特化地域이 라 함은 그 地域의 作物款培面積이 平均과 1標準偏差 以上 2標準偏差 미 만언 곳을 가리 키 

고， 2特化地域은 平均과 2標準偏差 以上 3標準偏差 미만인곳， 3特化地域은 平均과 3標準偏差 以上언 곳을 말한다， 

(48) 姜錫午， 新韓國地理‘ 서 울， 새 글사~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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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地域이 늘어 나고 全羅北道가 약간 줄었을 뿐이 다. 

米觀 特化地域은 위의 分布에서도 알 수 있는 것 

처럼 널리 알려진 平野地帶가 그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 要因을 주로 地鏡에 두는 것 이 다당하다. 

水利施設이 찰 되 어 있는 高原地帶와 海뿜平野의 特

化要因을 自然地勢로만 돌럴 수는 없지만 큰比重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즉 韓國 米觀特化地域은 그 主

題 異因을 地線에셔 찾을 수 있고， 다옵으로는 Spe

ncer의 技術補完을 두먼째 要因으로 들 수 있다. 중 

부산악지방을 제외하면 대체로 散在하고 있는 것으 

로 미루어 氣溫과 降水量은 중요 要因이 되지 뭇하 

고， 셋째로 1970年 서울을 中心으로한 地域의 特化

가 높아진 것은 首都園의 /\口를 부양하기 위한 때 

문으로(京驚道의 경 우는 後에 詳述함) 經濟的 條件

을 그 要因으로 생각한다. 넷째로 湖南平野의 特化

地域 減少는 農村A口의 都市移入으로 언한 농업쇠 

퇴現象을 反映한 것으로 社會的 因子블愛因i로들 

수 있을 것이다. 農村地域의 A口構造는 急激한 工

業化와 이에 따른 都市化로 인해셔 많은 生塵年顧

層 A口를 都市地域에 배출하게 됨으로써 農業生塵

性의 저 하를 가져 오고 이 것 이 米觀載培面積의 相對

的 쇠퇴를 諸導한 것이다 (49) 

以上 네 가지 훨因에 의 하여 南韓의 米觀特化地域

의 分布와 그 變化를 說明하였오나 지 난 10年間 根

本的인 地域變化를 일￡킨 곳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진 다. 米殺은 主顆이 묘로 그 主塵地의 變化가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만， 工業發展으로 

因한 塵業構造의 本質的 變化와 그에 따른 農業에 

의 강한 영 향에 도 불구하고 큰 變化를 特化地域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筆者는 그 理由를 主觀이란 點

외에 農民들의 保守傳統性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現在 韓國 村落 社會構造의 -般的인 類型은 과 

거의 社會制度를 形成하였먼 몇 個의 基本的인 훨 

因을 包含하고 있 다. 이 런 要因들은 政治的 • 經濟

的 條件들의 變華으로 말미 암아 점차 없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農村社會에는 뿌리깊게 남아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藝因들이란血緣的언 l회族結合과同 

族集團內의 hierarchy, 李朝時代의 身分制度， EJ政

時代의 經濟的 階層인 것이다 (5이 이것을 總括하여 

農民의 保守·傳統性이라 했는데， 外的인 영향력도 

內的언 傳統性의 放害를 받아 變化를 일으키 지 못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米作地帶인 경우에 

@ 경중類 (51) • 쫓類는 1960年과 1970年에 약간 다른 

(49) 尹鍾周， “農村出生力 및 轉出A口에 關한 핍究" 1971 , 서울여자大學， pp. 55"'57. 
(50) 李萬甲， “韓國 農村의 社會構造 : 京離道 6個村落의 社會學的 돼究 韓國맑究靈뿔， 第五輯， 1960, 韓國맑究圖書 

館， pp. 2"'10. 
(51) 大쫓， 線奏， 小쫓을 總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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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허 彈하게 나타난다. 

樣狀을 나타낸 다(Fig. 5, Fig. 6參照) 1960年에 는 

慶尙北道 內陸地方， 慶尙南道 의 령 을 中心으로한 周

邊지역， 南海뿜의 半島 및 島~願地方과 제주도가 特

化되어 있었다. 1970年에는 거기에 덧붙여 全羅南

道의 東部地方이 包含되었다. 대체로 小白山服과盧 

鎭山服 以南地域이 다. 껑충類는 田作과 짧作의 後作

으로 執作하는 두가지 方式이 있다. (52) 越쫓하는二 

毛作 또는 豆類， 樞花 等과 配合하여 1年2作方式으 

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겨울을 나는 執作

方法을 쓴다. 따라서 쫓類의 特化地域은 南部地方

에 局限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쫓類 特化地域의 分布要因은 첫 째 氣溫을 들 수 

있고， 둘째 田作이란 點 때문에 地狼를 생각할 수 

있 다. 1960年 경 우 地形要因의 決定係數는 0.20이 

고 氣候는 0.34를 나타내 었 다 (53) 셋 째 로 쫓類特化 

地域의 據大碩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물론 據쫓 

의 作付面積이 全羅南道에서 현저하게 늪어났기 째 

문으로 技術補完 要因에 속한다 할 것이나， 더욱重 
要한 것 은 組織的 機構 (Organizational Institution) 

가 要因 (54) 이라 할 수 있다. 쫓類는 논의 뒷갈이나 

田作에서 모두 主作物이 되어서 國內의 執培生塵이 

쌀 다음으로 많다. 그러 나 主食種으로서 의 뽑好性 

은 쌀보다 훨씬 못하며 價格도 싸고 單位面積當 收

獲量 역시 쌀보다 적어서 收益性도 훨씬 낮다. 따 

라서 國民의 食生活 水準을 維持하면서 *훌觀不足을 

메꾸기 위해서는 쫓類보다 米觀이나 밀가루를 導入

할 수 밖에 없었고， 쫓類는 國內生塵分을 生협동者에 

有利하게 流通 消費시키기도 어려웠으므로 國內生

塵조차 줄어드는 碩向을 보인 것이 事實이다. 그러 

나 加重되 는 樓觀不足事情에 質보다 量으로 대 처 하 

여 國民에게 食生活의 質的 低下를 權耐할 것을 要

求하는 政府政策으로 쫓類는 그 特化地域의 據大를 

表出하였 다 (55) 그러 나 平均觀地面積은 1960年보다 

1970年에 約 1. 5%의 減少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前述한 國內生塵의 漸滅碩向을 나타낸 것이 며 南部

地方 ~部에 서 의 特化地域을 據張시 킨 하나의 理由

가 될 수도 있다. 즉 쫓類特化地域의 分布는 l社會

(52) 姜錫午， op. cit. , p. 424. 
(53) 徐餐基， op. cit.. p. 22. 

政治組織의 構造的 變化에 도 그 훨因을 두고 있는 

것이다. 

特化地域과 直接關係는 없으나， 參考로 大쫓은 鎭

南地方에， 練쫓은 70%가 湖南地方에 分布하는 特

色이 있음을 밝혀둔다 (56) 大쫓과 練쫓은 利用面은 

같으나 據쫓의 段收가 좀 더 높은 펀이며 組收益도 

좀 더 높고， 또 收獲期도 빠른 펀이어서 後作에도 

有利하기 때문에 據쫓이 安全한 地帶에서는 據쫓。1 

優勢하며 全國的 • 我培生塵에 서 도 據쫓의 優勢가 점 

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陳쫓은 大쫓보다 耐寒性

이 弱하므로 全南의 海뿜 및 山짝地帶가 特化된 것 

이다. 

남제주군이 特化를 잃은 것은 我培地의 E쫓飯으로 

인한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果實에서 詳述하기 

로 한다. 

쫓類의 2特化地域은 1960年， 1970年 모두가 慶尙

南道 宜寧郵뿐이 며 쫓類의 多特化地域이 極小한 것은 

米觀과 마찬가지로 쫓類가 主觀作物이기 때문이다. 

@ 雜觀(57) • 蘭는 지 난 10年間 特化地域이 크게 

줄어들었다. Fig.7, Fig.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 

年， 제 주도와 慶尙北道의 山닮地方， 全羅南道의 西

部島願地方이 2rv3特化地域을 이루었고， 京離道 포 

천， 江原道 화천， 언제， 춘성， 정션， 忠淸北道 단 

양， 그리고 慶尙北道 東部 太白山地 및 그 末端部

가 l特化地域을 이루는 等 넓은 範圍에 걸쳐 特化

地域이 나타났으나 1970年에 듭어 와 그 範國가 대 

폭 縮小된 碩向을 보이고 있다. 

蘭는 그 特化地域이 主로 山톰이 나 島l興 그리 고 

海뿜地方에 分布하고 있는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그 훨因은 첫째 經濟性이다. 蘭은 값이 싸고 보리 

나 쌀보다 品質이 떨어지며 (58) 段收도 米觀의 1/3미 

만 쫓類의 1/2미 만이 기 때 문에 (59) 米觀이 나 쫓類 我

培가 可能한 곳은 葉가 特化될 수 없는 것이다. 

棄는 乾操한 곳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氣候에 대 

한 適應性이 크고 가뭄이나 低溫에도 잘 견다는 作

物이기 때문에 氣候條件은 그 重要要因이라 할 수 

없다 (60) 즉 蘭은 乾操한 곳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대 체 로 土鍵이 나 氣候條件을 쫓類와 類似하게 가지 

(54) Spencer, J.E. and N. R. Stewart, op. cit.. pp. 54:1"'544. 
(55) 趙載英， “樓觀增塵의 生塵技術的 課題 民族文化없究， 第7號. 1973, 高大 良族文化없究所. pp. 32"'37. 
(56) “韓國農業의 地域性에 關한 昭究" 1967, 高大 農大 國際農業資源짧究 pp. 97"'111. 
(57) 資料때 문에 부득이 棄에 限定하였다. 
(58) “農業大事典 1973. 學園社. p. 463. 
(59) 農林統計年報. 1971. pp. 192"'193. 
(60) 여기에 對해 降水量 分布와 棄我培地域의 相關性을 彈調하는 핍究例(徐餐基. op. cit.. p. 24)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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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도 그 特化地域이 쫓作이 不可能한 惡地에 만 分

布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氣候에 대한 適應이라 

기 보다 經濟性에 대한 適應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된다. 또한 經濟發展에 의한 社會組織의 

構造的 變化를 顆特化地域 分布 및 變化의 두벤째 

要因으로 推理할 수 있 다. 

쫓類와 마찬가지 로 藥도 또한 심 한 生塵減少의 추 

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程度는 쫓類보다 훨씬 彈하 

여 我培面積의 平均이 半 以下로 떨어졌다. 

最近 10餘年에 걸쳐 經濟發展에 의하여 많은 사 

람들의 生活水準이 나아짐 에 따라 쌀밥을 먹 는 A 
口가 增加하였고， 자연히 보리쌀이나 좀쌀을 먹는 

사람은 줄어 들었 다. 現實·的으로 이 와같은 簡單한 않l 

式이 그대로 適用되는 것은 아니지만 (61) 聽의 경우 

는 我培面積의 減少에서도 分明히 그러한事實을感 

知할 수 있다 (62) 이것은 ~種의 社會的 훨因이라 

할 수도 있는데 , 嚴密히 말하면 複合的인 社會 • 經

濟的 훨因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쫓類와는 달리 特化地域이 減少되 었다는 

것은 옛날부터 救뽑作物인 蘭가 그 구실을 全國的

Fig. 8. Major MilIet Growing Regions inKorea: 1970 

인 것으로 하고 있다는 假說도 成立할수 있으나確 

實한 것은 아니다. 

Q 豆類(63) : 1960年 農業센서 스 分析에 의 한 豆類

의 特化地域은 江原道， 정 선， 화천， 언제 가 3特化

地域을 나타내고， 太白山地 西部인 江原道의 大部

分과 京驚道 가평 , 양평 等이 1"'2特化를 보이 고 있 

다. 그외 忠北 제천， 단양과 忠、i휩 홍성， 서산이 1 

特化地域에 속한다. 1970年의 경 우도 이 와 大同小

異하나， 그 範圍가 다소 據張되 는 f煩向을 보이 고. 

제주시와 금산， 우주가 새로운 特化地域이 된 대신 

忠南地域은 제 외 되 었 다. (Fig.9, Fig. 10 參照)

全體 我培面積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比하여 特化

地域이 늪어난 것은 全國的 o 로 그 我培가 減‘少 추 

세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一般的모로 大豆는 韓國의 國土에 適合하고， 地

力維持에 좋으며 , 後作， 間作， 混作， 輪作 等에 適

當하여 全國에 보펀적으로 我培되고 있다. 小豆生

塵도 보펀적 分布를 나타내고 있는데 (64) 特化地域은 

前述한 바와 같다. 生塵量에 있어서도 他道에 둬지 

는 江原道에 이와같이 特化地域이 形成된 것은 다 

(61) 李萬甲， “食樓難의 現實과 展望 : 社會的인 面에 서 科學과 技術， Vol. 7, No. 6, 1974, 한국과학기 술단체 총연 
합회 , pp. 27"'29. 

(62) 1960年 全國 棄 收獲面積은 927， 080段步에 서 1970年 450 ， 197段步로 격 감했다. 

(63) 大豆와 小豆에 限함. 

(64) 姜錫午， op. cit. , pp. 427"'428 

- 14-



Fig. 9. Major PuIses Growing Regions in Korea: 1960 

~‘ 

른 作物에 比하여 相對的 優位를 古하고 있기 때문 

인데， 이것으로 미루어 豆類의 特化地域形成훨因은 

自然的 條件으로 돌리는 수 밖에 없다. 大豆는 漢土

에 대 한 適應力이 彈하여 野山開發地냐 新開쩔地에 

많이 심 어 지 는 點도 江原道와 其他 μl닮-海럴地方에 

豆類가 特化된 理由를 說明할 몇因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大豆는 田짧의 R표없뚜〉에서 執培되는 量이 

상당한 位置를 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 

은 時빠、我培豆類의 收獲面積이 農業센서 스 調훌過 

程에서 무시됨으로써 上記 地域의 特化를 더욱 크게 

만들었을 可能性도 없지 않다. 게 다가 增BE密植我

培體系를 갖추지 않고 웹行我培품을 使用함오로써 

生塵力의 弱化를 한층 깊게 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豆類의 경우는 그 훨因을 自然的 條件과 아울러 資

料의 不正確함과 統計處理過程의 不適合함을 彈調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著類(65) : 3特化地域은 1960年 울릉， 충무， 통 

영에서 1970年 남해와 남제주를 包含하였고， 江原

道의 東半部와 南海의 島l願 및 海뿜地方이 11"V2特

化地域을 나타내 고 있 다. 1960年과 1970年의 10年

間 著類特化地域에 나타나는 根本的안 變化를 찾아 

볼 수 없오나， 대체로 1970年에 더욱 據張되었음을 

(65) 고구마와 감자를 말한다. 
(66) 趙載英， op. cit. , p. 67. 

Fig.11과 Fig.12에서 알 수가 있다. 全體 收獲面積

도 約 30%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現象은 Fig.9, 

Fig.10과 Fig. 11 , Fig. 12의 比較로 알 수 있는 것처 

럼 江原道의 西半部가 豆類特化地域인데 대 하여 그 

東半部는 暑類特化地域이 라는 點이 다. 그 몇因은 첫 

째로 經濟性이다. 暑類는 流通 消費가 원활하여 生

塵된 것이 상당한 收益性을 保障한다. 그러나 暑類

는 主로 豆類를 懷犯하지 않고서 는 그 했培面積01 

增大되 지 뭇한다. 그리 고 響類의 財藏管理는 豆類

에 比하여 훨씬 不便하다. 따라서 交通이 不便한 江

原道에 있어서는 消費市場을 海뿜都떠와 懶l村에 두 

고 있는 關係상 밤藏期間이 짧은 響類가 海델 가까 

운 東部에 , 그렇지 않은 豆類가 西部에 特化地域을 

이 루고 있 다는 推理가 可能하다 (66) 

다음으로 생 각할 수 있는 ·몇因은 大部分의 作物

에 共通되는 自然條件이다. 그러나 고구마와 감자 

는 氣候條件에 있어서 相反되는 點이 있으므로 Fig. 

11과 Fig.12의 特化地域 說明도 달리 되 어 야 할 것 

이 다. 즉 南海뿜地方과 濟州道는 氣候가 溫慶하고 

降水量이 比較的 많아 고구마가 特化된 곳이 고 江原

道는 冷原性作物인 감자가 特化된 地域이 다. 氣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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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jor Potatoes Growing Regions in Korea: 1960 

~ .... 

에 의 한 江原道 東部와 西部의 作物特化地域區分도 

可能해지는데， 따라서 著類의 特化훨因은 經濟性괴

氣候條件이 된다. 즉 江原道의 東部는 西部에 比하 

여 여름철 氣溫이 약간 낮고， 降水量도 약간 떨어 

지는 펀이다. 한펀 콩은 여름철 高溫 짧潤을 좋아 

하고， 감자는 서늪한 氣候-를 즐기며 耐乾性이 彈한 

펀이다 (67) 이 두가지 說明은 相互關聯性플 프}며 부 

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特用作物 (G8) • 特用作物은 相뿔한 fp物플을 하 

나의 範廳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特化地域이나 

要因을 分析하기 가 매 우 困難허-다. 菜藏와 뽕實도 

여러가지 品種의 作物을 混合시킨 것이긴 하지만그 

織念이 通用될 수 있고 自體로서의 意味도 갖고 있 

기 때문에 벨로 問題가 없으나， 1;터}花， 大麻， 緣m~

作物， 創料作物을 包含하는 特用作物은 非食用 聯

貴作物이란 點 外에는 共通點을 發見할 수가 없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言及하 

기로 하나， 훨因分析은 피하기로 하겠다. 

1960年 3特化地域은 곡성 , 여 천 , 승주 等 全南 準

山間田作地帶 (69) 에 속하며 그 주멜 짧南山地 맞 海

뿜에 1"'2特化地帶가 펼처져 있다. 1970年에는 我培

(67) 農業大事典， 1973 學園社， p. 441 , p453. 

Fig. 12. Major Potatoes Growing Regions in Korea: 1970 

~‘ 

面積이 約 1/3로 줄었고 忠淸北道 청주가 새로운 3 

特化地域으로 되었다. 청주는 사료작물의 我培가크 

게 成長한 까닭이 다. (Fig.13, Fig.14 參照)

特用作物에 속하는 챔花， 大麻， 等 各 作物別 特

化地域 分布 및 그 變化 順向과 要因分析은 앞으로 

의 昭究課題로 남겨 두기 로 하겠 다. 

(j) 菜찮 (7이 : 먼저 特化地域의 分布「를 살펴보면 19 

60年 서울파 목포가 3特化地域， 인천， 춘천， 충무 

가 2特化地域， 수원， 고양， 광주， 시 흥， 원주， 대 

전， 전주， 군산， 영양， 부산이 1特化地域을 이푼다 

1970年에는 춘천이 3特化地域으로 되고， 고양， 광 

주， 울릉， 펑장， 부산이 2特化地域이 되었으며， 서 

울 부근지역과 忠淸北道 제천， 단양이 새로운 1特

化地域이 되 었 다. 上記한 特化地域의 變化와 地圖

에 의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菜歸L特化地域은 

지 난 10年間 本質的언 地域變化룰 겪 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Fig. 15, 16) 

서울 近했를 제외하면 全 特化地域이 市로쩌 이 

루어져 있다는 것은 菜藏特化地域의 가장 큰 要因

이 消費地市場부로부터 의 距離， 즉 經濟性에 있 다 

는 意味가 된다. 서울의 경우 大都市롤 核드로 한 

(68) 精花， 大麻， 綠ßEfF物을 意味한다. 단 1970年 경우는 贊料關係上 綠服作物대신 사료작불료 대치되었다. 

(69) “韓國農業의 地域性에 關한 맑究"， pp. 225"-'226, Map. 1 
(70) 배 추， 무우， 고추， 마늘을 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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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벤地j或에서의 현저한 同心[례的 特化團의 形5젖은 

分!껴펴 Thünen짧으로 認定펀 수 밖에 없다고 한 

다 (71) 물폼 都r!j 近째에 폈iÇ.btxlt딘地가 特化된 폭oi-첼: 

만으로 Thünen탬이 成立한다는데는 無理가 있으나 

서울 주연지역에 對한 詳細한 昭究가 그것을 뒷받 

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에 따르기로 

하지만(72) 서꼴 주벤지역에 關한 것은 後에 詳述하 

기로 하겠다. 

둘째 로 慶尙北道 영 양이 特化된 것은 고추我培가 

성 하기 때 문이 며 , 고추는 高溫性作物로서 士壞이 비 

옥하고 保水力이 있으면서 배수가 좋은 땅이어야 한 

다. 즉 영 양이 菜藏我培가 特化된 것은 그 훨因을 

土壞條件에 둘 수 있다. 

셋째로 菜歸我培特化地域中 特異한 것은 강원도 

펑 강군이 1960年 無特化地域으로부터 1970年 2特化

地域으로 변모했다는 點이다. 이 地域의 年平均氣

溫은 60 C에 불과하여 우리 나라 年平均氣溫의 1/2에 

未達된다. 한편 最低極氣溫은 -30o C를 上뺑하며 

作物我培期間 中의 積算溫度는 2， 000oC內外가 되으 

로 이 亦是 低曉地에 비 하면 1/2에 該當한다. 以上

Fig. 13. Major Special Crop Growing Regions in Korea: 

(71) 徐贊基， op. cit., p. 31. 

과 같은 高冷한 氣溫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크게 

利돼되지 못하았딘 것이다. 그러나 뽑業랬術의 發

展과 1:'1 붙어 이러한 特採氣溫은 述利댐되어 오히려 

低魔地 題業보다 더욱 生盧性 높은 商品作物을 我

휩:하는데 좋은 條件이 되어 많은 변모플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1940年代 까지 外部와의 交易은 영 

월， 강릉 等地가 고작이 었으나 1951年 徵半期에 와 

서 바로소 강몽~서울間의 자동차交通이 개발되면 

서부터 士地利用에 급격한 發展을 보게 된 것이다. 

또한 특수한 기후조건 때문에 다지역 비수확기에 매 

추와 무우블 거둬들임으로써 경제성도 높였다 (73) 

즉 펑 강의 特化몇因은 農業技術과 經、합性 및 交通

의 發達이라 할 수 있다. 

넷째 忠北 제천과 단양도 慶北 영양의 경우와 마 

찬가지 로 고추가 特化되 어 있는데 , 물폰 士壞條件

이 맞는다는 點을 무시 할 수는 없으나， 交通의 發

達과 늘어 난 需훨를 供給하기 위 한 經i齊{生을 그 횡 

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果實 (74) : 1960年 3特化地域에는 가평， 충주， 

대구， 경산 2特化地域은 영천， 진주， 서울이 包含

(72) 田成大， “都市農業에 關한 地理學的 핍究 地理學， Vo1. 3, No. 1, 1968, 大韓地理學會， pp. 19""'27. 
(73) 趙東奎， 高冷地 土地利用의 變鏡 : 大關鎭의 農業的 土地利用윤 中心으로 地理學， 第5號， 1970, 大輝地理學會，

pp. 59""'68. 
(74) 센서스上의 果樹난플 그대로 適用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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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ajor Vegetable Growing Regions in Korea: 

되며 대구 주벤지역과 其他 數個의 都市가 1特化地

域으로 나다났다. 1970年은 그것 이 據張 또는 鍵散

되는 現象을 보이며 제주 및 남제주의 3特化가 특 

히 注目을 끈다. (Fig.17, Fig.18) 

그 몇因을 分析해 보면， 첫째 대구를 中心으로 한 

경산， 영천， 칠곡， 청도 等地는 담然條件 特히 士

壞 맞 氣候條件에 힘입은 特塵地로서의 역할을 계 

속하고 있는 사과 塵地로서 의 뽕實特化地域이 다. 

둘째 各 地域別 果實特化地域은 慶北의 경 우와 마 

찬가지 로 氣候와 風士에 힘 입 은 特塵地가 대 부분이 

다. 忠淸北道 충주와 忠南 예산은 慶北과 더불어 우 

리나라의 三大 사과逢地를 이푸-고 있는 곳이며 (75) 

慶南地方은 매 로 갈 알려 진 特塵地이 다. 

셋째 우리나라 食生活 類型을 米製， 쫓類， 豆類，

暑類， 菜藏， 果實 等 여섯가지 作物에 대한 比率로 

5가지 聚落別 比率을 살펴 보면 果實의 경 우 都市

10.87% , 農村 4.29% , 演、村 3.47% , 山村 0.38% , 

鍵山村 6.41%로 都市에서의 消費程度가 월등한 것 

을 알 수 있다 (76) 즉 都市에 짧達한 果實特化地域

(75) 姜錫午， op. cit., pp. 195'"'-'196. 
(76) 國民營養調養報告， pp. 7'"'-'9. 

은 위의 特塵地를 제외하면 이러한 都市民의 需몇 

를 充足시키기 위한 經j齊性에 기언하는것이라는點 

을 알 수 있다. 

넷 째 제 주도의 果實特化는 筆者의 다른 짝究에 서 

밝한 바 있는데 (77) 氣람條件에 힘 입 은 비-를 전혀 무 

시할 수 없으나， 그 몇因은 社會， 經消 및 農民들 

의 心理的 與件이 라 보는 펀이 더욱 쭉當하다. 지1 

주도는 *다橋의 植物學的 特性으로 볼 때 自然、條件

이 얄맞는 곳은 아니 다. 近年 經濟開發로 生塵흉§素 

의 供給에 關한 變化와 社會의 制度的 組織的 改주띄; 

을 겪고 있요며 都市民들의 所得水準이나 消費f生向

도 많은 變化를 가져온 것이 펄훨-이다. 所得의 增

加는 國民의 Ii협好와 趣味의 變化도 불러 일 o 켜 많 

示效果로 인한 조금 過大한 消費水準을 들어내게 되 

고， 그에 따라 현저하게 늘어난 것이 相↑램類이다. 

여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뽑民들의 意썽， 즉 

어떤 心理的안 作用에 의하여 그것을 극복하였다 
고 (78) 판단된다 (79) 

그리 고 京幾道 가평 은 1960年 밤나무我培地로 調

(77) 崔昌祚南海뿔 相橋我培 限界線 北上에 關한 地理琮合的 考察 文理大學報， 第19卷， 28號， 서 울大 文理大，

pp. 315'"'-'337. 
(78) Mosher, A.T. , “ Getting Agriculture Moving: Essentials for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朴振煥譯， 農村近代

化의 必須훨因， 1971 , 서 울大 出版部， pp. 25'"'-'30. 
(79) 崔탑祚， op. cit. ,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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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ajor Fruit Growing Regions in Korea: 1960 

훌된 面積이 1970年 農業센서스에서는 非執地인 山

林으로 취급되어 나타난 特珠한 경우라는 것이 農

水塵部農業統計官室의 答辯으로 밝혀 진 것 이 기 때 

문에 要因 分析은.그것으로 自明해졌다. 

@ 緣括 : 農村의 出生力은 都市보다 높지 만 都市

로 向한 離農人口의 계속적인 增加로 인해서 農業

에 종사하는 人口比率은 줄어들고 있다 (80) 特히 젊 

은 生塵層 年敵A 口의 農村離脫이 크기 때문에 농 

먼기에 있어서의 人力不足現象을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뿔業에 있어서의 自由均徵價洛은 低下되 

아가고 있는 願向을 나다내고 農業所得은 그로 말 

미암아 낮아지기도 하고 不安定하게 되기도 쉰다 (81) 

이것은 비단 A口의 離慶現象에 의한 것만은 아니 

며， 여기에 여러가지 社會， 經溶， 政策的휠因이 가 

마된 決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急速한 社會的， 經濟的 變化의 영향을 크 

게 받은 南韓의 作物地域은 上記한 바와 같이 根本

的인 變化를 일으키지는 뭇하였던 것우로 생각된다. 

(Fig. 1, Fig.2 參照) 一部地域에 서 짧， 菜藏， 뿔實 

의 特化地域。1 큰 變化를 이룩한 것은 事實이지만 

全體的오로 보아 以上 세 가지 作物의 變化만으로 韓

國의 作物特化地域을 代表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이며 결국 그 本質에 있어서는 거의 變化가 없는 것 

(80) 尹鍾)폐， op. cit. , p. 57. 

þ .. ""..,‘ -
으로 보는 것 이 쭉當하려 라고 판단된 다. 

Fig.1과 Fig.2에서 얄 수 있는 것처럼 特化作物

의 結合에 있어서도 그리 큰」變化는 일어나지 않았 

다. 總 168個 單位地域中 전혀 變化를 겪 지 않은 地

域이 71個이 고， 作物種은 同一하나 特化程度만이 變

化된 地域이 18個로서 地域‘的 變化를 겪 지 않은 單

位地域이 全體의 53%에 이 른다， 나머 지 79個 單位

地域은 作物의 變化가 있기는 하지만 菜歸와 果寶

을 제외하면 거의 大部分이 한 作物의 추가 또는 삭 

제의 程度에 지나지 않는 미세한 變化일 뿐이다· 

特-化地域이 變化한 평因은 上述한 바-와 같이 첫 

째 經i齊的 要因， 둘째 社會的 몇因， 셋 째 技術의 發

達， 넷째 題民의 心理的 펼因 等이 다. 또한 폐韓의 

ff.物特化地域이 全體的으로 根本的언 變化를 일으 

가지 못한 훨因에 대해서는 結論에서 보충 說明하 

고자한다. 

N. 京離道 農村의 作物將化地域 變化{價向

大都市의 據張짧展이 주뱉 農村地域에 마 치 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을 中心으로 한 京鍵道

를 選定하여 變化의 대체적인 願向을 알아보기로 한 

다. 京鍵道를 對象地域으로 擇한 理住I는 앞서 說明

(81) SamueIson, P.A. , “ Economics," McGraw-H i1l, N.Y. , 8th. ed. , 1970,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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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으므로 省略하기로 하겠다. 前記한 那別 作

物持化地域의 分析에 서 알 수 있듯이 지 난 10年댐1 

가장 큰 變化플 겪 은 行政뿔位가 京識평와 i칩州道 

이다. 

i젠、I‘I道의 特化地域變化에 대 해 서 는 前述하였 다. 

京鍵道의 경우 對象作物로는 米頻과 菜힘， 그리 

고 特用作物을 擇하였다. 其他 나머지 作物은 뚜렷 

한 變化를 보이 지 않기 때 문인데 , 果實의 特化地域

은 큰 變化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統計資料의 不一

폈로 언한 것이기 꽤문에 여기에서 제외하였다. 方

法은 마찬가지로 作物었IJ 親地利用率의 標準偏差어1 

의한 區分法을 使用하였다. 

먼 저 米錢의 경 우를 보면 (Fig. 19, Fig. 20 參照)

1960年 김포， 깅-화， 고양 그리고 평랙 릿 여주， 이 

천의 三個 特化地域이 1970年에도 그대로 고수되면 

서 據張되는 現象을 보이며 평택과 여주， 이전은 안 

성을 合하여 特化地域이 連結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로 特用作物의 경우는 1960年 全無하던 特化

地域이 1970年에 이 르러 京元街道， 京春街道， 京쏠 

國道 및 서울-利)11-長湖院을 잇는 國道邊에 線上

으로 表出되 었고， (Fig.21 參照)

셋째 菜藏類는 서울을 中心무로 하여 1960年에 比

해 1970年에 크게 據張된 狀態를 나타내 고 있 다. 

(Fig.22, Fig.23 參照)

南韓의 農業은 그 生옳樣式을 家據農業의 農業經

Fig. 19. Major Rice Growing Regions in Gyungy-Do: 

1960 

營形態와 *rr펴훈찰의 經營組織 빚 塵業生탤의 非資

겨(iiJU化로 tí~約딴 수 았다. 米作f\iJ:펀은 짧業生찮의 

季iflJ‘않을 주ξ래하거l 되 어 갚료최꽉勞핑b力의 能率을 f핀l~

시킨다는 팎讓이 누차 指織되어 왔고 最近에 이르 

러 훌훌業開發， 農業近代化， 題民所땀增大 等 經、웹開 

發듭f劃의 一環으로서 家族農業으로부터 商業的 營

뿔方式에 의 한 資本家的 企業農의 펌成을 위 한 政

策무로 都r-tJ 近짧에 있는 ~部 塵民이 나 主塵地의 

-tfß월民둡은 高等i펴藝， 離農， 초쫓왔텔 측푼-으로 商業的

營農을 企圖함으로써 米fF我培面積의 相對的 減少

를 야기시컸다(82) 그러나 60年代 以後 慢↑生的언 食

*量不足은 1962年을 基準 o 로 한 1968年-의 폈物輸入 

增加指數-룹 367.5에 違하게 했고， 1968年애 이프러 

서는 1악 3천만달러의 外貨가 隨觀導入을 위해 所훨 

되 었 다. 또한 앞사 指拖한 바와 갚이 經濟發展으로 

因한 國民의 消寶水準 向上은 米殺의 需펄블 더 한 

층 크게 만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쌀의 消費를 억제하는 同時에 

1968年부터 쌀의 收짧量을 增加시:71 기 위하여 高米

價政策을 實施함으로써 1969年， 1970年에 이르러 쌀 

의 收獲面積은 다시 크게 據張되 었다 (83) 따라서 京

驚道의 米默特化地域의 變化몇因은 첫 째 로 政府의 

農業政策， 품째 로 社會的 因子를 들 수 있는데 다 

만 政府의 商業的 營塵으로의 輔換政策을 大都市 주 

1견인 關係上 다른 地域에 比해 크게 받았음으로 인 

Fig. 20. Major Rice Growing Regions in Gyungy-Do: 

1970 

뽑! 
I û! 
l 

U __ O __ IØ(~ 
-효Z 

(82) 韓基春， “農業開發의 問題와 展望 韓國 經濟發展의 理論과 現寶 〈農業開發篇>， 第4輯， 1970, 內關 企劃調整室，

pp. 257'""265. 
(83) 李댐烈， “農家所得增大와 樓觀價格政策 內開企劃調整室 1970, pp.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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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Major Special Crop Growing Regions in Gyungy
Do: 1970 

하여 더욱- 큰 變化를 초래댔던 것이라 생각된다. 

特用作物의 特化地域 變化는 1970年 경우 사료작 

물이라는 點에 局限하여 醒農과의 關聯下에서 살펴 

보는 것이 쭉當하다. 京廳道의 略農發達에 關하여 

는 자세한 船究例가 있으묘로 (84) 그에 의하여 훨因 

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962年에서 1972年까지에 주L牛創育戶數와 추L牛頭 

Fig. 23. Major Vegetable Growing Regions in Gyungy
Do: 1960 

數의 增加는 急激하였오며， 年平均增加率은 各各 약 

20%와 약 40%로 늘어 났다. 이 와같은 急激한 增加

를 보인 理由는 1962年부터 시 작된 經濟開發5個年

計劃의 一環오로 農林部가 簡農振興5個年計劃을 수 

럽하고 每年 N ew Zealand, 美國， 캐나다 等地에서 

푸L牛 1000頭썩을 훨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66 

年부터 시 작펀 對 H 請求權에 의 한 흘슈타인揮의 導

入도 추L牛증식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이 러 한 政府政策은 國民所得의 J협大에 따루는 여; 

뚱L 및 略製品의 消費增大가 뒷 받침 하고 있음은 물 

론이다. 

사료작불의 特化를 代헬한 醒뿔立地의 發展Jjn습] 

은 서 울을 中心오로 京쏠街造， 京仁街-띈， 統一路，

京元衛道， 京좁街道， 京옳公路얀 서 울-굉-주~이 천 

-장효원街道를 따라 線狀으로 展I폐되고 있다. 이 

것은 사료작물의 재배 즉 簡農이 交通路와 말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쭈L加工場에서의 않 

離 빛 政府施策에 의한 大單位 救場 助成도 그 쩔 

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줬藏는 지 난 10年間 서 울 周邊에 特化地가 크게 

據張된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田 成大 (85) 蔡

石淳 (86) 兩民의 論文에서 指擬된 바와 같이 Thünen 

園의 都市發展에 따른 據大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서울로부터의 距離가 멀어질수록 集約度가 떨어 

(84) 李歸떤， “사 올윈- 中心으포한 팎많띠f찌" 1973, 서 올太 敎;힘人.[침감 
(85) 1II成大， op. ci t., 
(86) 蔡石평， op. c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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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 菜藏特化地域이 減少되 어 간다는 筆實은 Th디· 

nen園으로 볼 수도 있지만， 全國的으로 볼 때， 遠

했農業이나 特珠한 園藝農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 

고 (87) economic rent를 입증할만한 핍￥究例가 없기 

때문에 正確하게 말하면 P.O. MuIler가 말한 Macro

Thünen團 程度를 認定할 수 밖에 없을 것이 라 생 

각띈다. 여기에서 한가지 注目할만한 것은 Andeas 

Grotewold (88)로부터 始作되 어 Robert SincIair (89) 에 

의 하여 體系化된 集約度 週轉現象에 關한 理論이 

다. 그는 都市 據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因子中

1) 都市와 農村의 地價의 差異， 2) 모든 士地利用者

들이 자동차交通에 의하여 流動性을 갖추었다·는 點，

3) Á間의 I휩好와 判斷 等 3가지를 基本的인 것￡ 

로 내세웠고 그중에서도 地價의 差異을 가장 重몇 

하다고 하였다 (90) 地價는 都市的 利用의 경우가가 

장 높은데， 따라서 都市周邊地域 土地가 都市化의 

기대감을 갖는 경우 農業的 士地利用에서 예상되는 

收益이 相對的으로 滅少하게 되 기 째 문에 都市에 가 

까울수록 오히 려 營農 形態가 租放的오로 되 어 간 

다는 것이다. 

서울 近했의 菜藏特化地域은 그 大部分이 自 f'P農

에 의한 我培인 것은 물론이지만→部에서는 土地

의 임대차계약에 외한 完全히 商業的 我培가 이루 

어지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즉 地價上昇에 의 해 서 SincIair가 指鋼한 바와 같 

은 週Thünen理論이 成立할 條件， 다시 말해 서 都市

化에 대한 기대감이나 麗業的 土地利用에 대한 회 

의 等을 갖추었다 할지 라도 Sinclair짧아 成立하지는 

뭇한다. 韓國의 경 우 組對鏡地面積이 不足하기 때 

문에 地王가 農事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土地는 小作， 임 대 경 작， ltkA親作 等의 方法에 

의하여 오히려 그 集約度를 높여가는 現象을 보여 

준다. 

이런 理由 때문에 1970年 서울 周邊地域이 그 營

農條件오로 보아 Thünen으로부터 SincIair로 轉移

하는 過度段階임을 假定한다 하더라도 韓國의 경우 

에는 앞으로도 Sinclair園이 成立되지는 못할 것이 

라 생각된다. 또한 都市 周邊은 價{直있는 自然資源、

오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며 農民이나 都市民

에 게 breathing Space로서 남기 를 바라는 心理的언 

압박도 받고 있는 것이다 (91) 그러묘로 서울 周邊이 

地圖上에 나다난 形態的 結果만에 의할 때， 그 周

邊地域에 Thünen園을 形成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고 (92) 할지라도 그 주위의 條件은 매우 판이할수도 

있다는 點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問題는 簡

單하게 속단할 수 없으며 앞으로 field work와 特허 

地價分析 等을 通하여 究明해 야 할 鼎究課題이 다. 

V. 結 論

1960年 最初의 農業센서스가 實施된 이래 1970年

두벤째 農業센서스의 調훌結果가 完刊됨에 따라， 韓

國의 農業地域變化 碩向을 살펴 볼 수 있는 훌륭한 

資料가 갖추어진 셈이다. 本考에서는 그 한 試圖로 

서 作物別 親地利用率의 標、準偏差에 依한 特化地域

區分方法으로 南韓의 作物特化地域을 區分하고 그 

變化碩向을 考察하였 다. 

以上의 分析 結果를 간추리 면 다음과 같다. 

1) ï휩韓의 作物別 特化地域은 同10年間의 쉴;激한 

經濟發展에 도 불구하고 根本的인 變化를 認定하기 

어렵다. 

2) 그것은 첫째로 뽑民들의 保守 • 傳統l生， 둡째 

로 士地는 그 곳을 親作하는 題民들이 가장 잘 알 

고 있다는 原則과 結付된 植付作物과 自然條件과의 

結合이 彈力하게 되어 있다는 點， 셋째로 오랫동안 

形成되어온 食生活 짧習무로 말미암아 消贊者의 作

物 要求 形態가 變化를 바라지 않는다는 點， 그리 

고 넷째로 60年代 徵半에 들어와 나타나기 始作한 

댐‘業的 國藝農業이 世界的인 食揮휩情으로 인한 政

府의 自給自足的 主殺政策3로 말미 암아 그 以前 狀

態로 環元되고 있다는 點 等 때둔이다. 

3) 서울 周邊 首都짧은 都市發展의 영항-으로 菜

歸特化地의 相當한 據張現家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形態만을 생 각한다변 macro-Tünen circle이 라 할 수 

있다. 

4) 1970年 서울 周邊地域은 그 營農條件이 Thü-

(87) 許宇互， “地方都市近했의 園藝農業地域의 特性과 地域分化 : 金海平野의 事·例ìifF究 서 울大 大學院， 1973. 
(88) Grotewold, A. , “ Von Tühnen in Retrospect ," Economic Geography Vol. 35, No. 4, 1959, pp. 346""355. 
(89) Sinclair, R. , “ Von Thünen and Urban Sprawl,"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7, 1967, 

pp. 72""87. 
(90) Sinclair, R. , op. ci t.. p. 78. 
(91) Griffin. Paul A .• & Lonald L. Chatham. “ Urban Impact on AgricuJture in Santa Clara Country. California." 

Annals of the A.A.G. , Vo l. 48 , No. 3, 1958, p. 208. 

(92) 徐資基， “韓國農業의 空間 model에 關한 陽究 : 集約度 分布와 그 回歸分析 地理學 第9號， 大짧地理學會，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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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의 假定으로부터 Sinclair의 集約度 述輔 理論的

modelol 成立할 수 있는 環境으로 轉移하는 過週段

階임을 認定할 수 있다. 

5) 그러나 南韓과 같이 A口數에 比하여 組對親

地面積이 좁은 곳에 있어서는 Sinclair的 條件이 形

成되었다고 해도 都市로부터의 IÊ8離에 따라 集約度

週轉現象이 얼어나지는 않￡며， 오히려 不分明하기 

는 하지만 더욱 集約的인 營農形態를 나타내는 경 

우를 首都園에서 보여주고 있다. 

6) 農業地域을 區分하는 方便i로서 의 統計學 導

入은 바람직 하지 만， 이 처 럼 多樣化한 現象의 要因

分析을 對象化된 自然現象처럼 精密한 計量이라는 

普遍的인 論理로 把握한다는 것은 現實을 뿔曲할 憂

慮가 있다. 따라서 훨因分析에 있어서는 科學化란 

名目으로 지나치게 計量分析法을 適用할 것이 아니 

라 歷史的 • 解釋學的 方法을 使用하는 것이 쭉當하 

다고 생각한다. 

7) 그러 나 作物特化地域의 區分 方法으로 本考에 

서 便用한 標準偏差法은 지금까지 發表된 다른 農

業地域區分 方法과 달리 單位地域別로 그 地域의 該

當{'F物에 따라 固有名稱을 부여 할 수 있고， 特化된 

作物의 結合狀態를 程度까지 表示하여 나타냄 오로 

써 作付類型을 緣合的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特히 

作物結合이 多樣하게 나타나는 地域에 있어서는 標

準偏差 本來의 特性에 의 하여 全對象地;域에 대 한 該

當地j或의 特定1'P物 特化度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는 長點을 갖고 있다. 

다만 特化地域에 대 한 要因分析은 各 作物別， 各

뿔位地l或別로 野外調훌가 先行된 보다 자세 한 碼究

가 뒷받침 되어야 올바른 判斷을 할 수 있을 것이 

며 이것은 今後의 陽究課題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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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ological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Major 

Crop Regions in South Korea 

-- Comparative Analysis of Agricultural Census’, 1960 and 1970-, 

by Changjo Choi. 

In trod uction 

1. 1n this, the writer’ s object is to classify major 

crop regions in South Korea. The Standard 

Deviation Method, which was used by Nelson 

(footnote, 40) with a view to clarifying the service 

classifìcation of American Cities in 1955, is applied 

with the modifìcation. 

2. The distributing factors of major crop regìons 

are analyzed. The analysis is based on some 

elements, i.e. physica1, economic, and social envi

ronments and a1so governmenta1 policy towards 

agricultur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3. The writer a1so investigates the changes of 

major crop regìons during past ten years, 1960 to 

1970. 

4. Urban impact on agricu1tur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Area around Seou1 is cited [or 

instance. The writerconsiders the Thünian circle 

and the reverse intensity pattern proposcd by 

SincIair(footnote, 87). 

5. The correlation bctween agricultural land use 

and patterns' of eating habits is argued. 

Classification Method 

1. Percentage of harvested area(ar, br, Cr, 

휘， a2, b2, C2, …, k2 ••• aη， bη ， Cη ，'''， kη) is computed 

by each crop(A, B, C,'" ,K) , like Table 1. 

2. Arithmetic mean of harvested area by each 

crop(α， ß ， r, "', 찌 is computed. 

3. Standard deviation by each Grop (σα， σß ， σr， 

σk) is computed. 

4. The major crop regions are shown on Table 

2. The region is graded into 1, 2, 3, and diversifed. 

Thìs is same method that Nelson has attempted to 

classify the American Cities functionalIy. 

For examp1e, if the percentage of unit area “ i" , 
crop “ A" is ai, 

when Mean 十 1 S.D.즉aιMean -l- 2S.D. ， 

it is designated “A" , 
Mean -l- 2 S.D.즉 aiιMean 3 -1- S.D. , 

it is designated “A2” , 
and Mean十 3 S.D. 즉 ai， 

it is designated “443” , 
5. As stated above, the major crop region can be 

designated by each unit area as follows: 

For example, when a certain unit area’s percen

tage is above Mean -1- 2 S.D. in case of crop “B" , 
and above Mean + 3 S.D. in case of crop “K" , the 

region is designatcd as “BZK3 major region". 

If crop percentage is not öbove mean -1- lS.D. , 
the region is shown as diversifìed (symboI:D). 

Conclusion 

By mcans of the above mentioned standard 

deviation method , the major crop regions of Korea 

are designated like Fig. 1 and Fig. 2. Changing 

pattern of major regions by each crop is shown on 

Fig. 3rvFig. 23. Because of published data, admi

nistrative division, “ Goon" (average area, 593Km2) 

are used for unit area. 

As the result of the analytic study. some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tendancies on the 

major crop regions of south Korea are as folIows: 

1. 1t is hardly admitted that Korean major crop 

regions has changed fundamentally during past ten 

years, 1960 to 1970. In spite of rapi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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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in the same period(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value capita, 1958-1969, is 10.8% 

in non agricuItural section and 3.9% in agricuItural 

section) , agricultural land use pattern is little 

transformed. The major reasons for this are as 

folIows: 

(1) Conservative tradition of Korean farmers. 

(2) Harmonious reIation between physical condi

tions and seIection of crop cultivating area. 

(3) Nation’ s deep-rooted eating habits do not 

need the change of cultivating pattern. 

(4) Commercial horticulture, star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sixties, this century has brought inac

tivity to the former rice and barley agriculture, 
because of government agricultural policy. However, 
now Government intends to be self-su퍼cient ， for 

the food situation of the wor1d is going worse. 

2. Owing to the urban impact, major vegetable 

growing regions around Seoul are much expanded 

outward. The shape alone looks like to be a macro

Thünian circle. 

3. It is recognized that the cultivating area 

around Seoul is con verted to the conditions of 

Sinclair’ s reverse intensity pattern from the case 

of von Thünen’s assumptions. 

4. But the writer suggests that the reverse 

intensity pattern will not appear in case of Korea, 
even when the Sinclairian conditions are formed, 
because of absolute shortage of cultivated lands. 

Rather, the area around Seoul wi1l show much 

heavier intensity, because it makes much profìts 

to cultivate commercial horticulture on that lands 

and absentee landowners put out their lands to 

farmers. 

5. It is good enough to use quantitative mrthods 

for classifying agricultural regions. But the reason 

why the regions are class퍼ed as such is not verifìed 

depending only to mathematic methods. Construc

tional and historical analysis is much more moderate 

to explain elements. 

The analysis of elements in this thesis is super

fìciaI , but the fìeld-work by each crop and by each 

unit area wilI be necessary to come to the mQre 

consumma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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