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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業團地 周邊農村의 住民構成과 特性에 關한 

社會地理學的 細究*

任 鎭 홈훌홈휴 

《차 례》 

1. 序 論

(1) 問題提起와 昭究 目 的

(2) 맑究方法 및 寶料

(3) 흙究地城의 擺醫

2. 住民의 構成과 集團分類
(1) 居住期間別 家口構成

(2) 魔濟活動別 家口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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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問題提起와 맑究目的 

工業化 위주의 經濟開發政策이 본격적으로 추 

진된 1960년대 이후 韓國의 農村社會와 호間은 

매우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리고 그 가운 

데에서 가장 劇的인 변화의 대상이 되어 온 것 

은 新興工業團地의 周邊農村地域이 다. 이 러 한 

地域은 공단 건설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外部

環境의 변화에 의하여 농촌지역 중에서 I業化

와 都市化의 영향을 가장 일차적으로， 또 직접 

적으로 받는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홍공업단지의 주변농촌은 최근 

20여년 사이에 급격히 塵業社會로 개펀되어 가 

3. 各 集團의 特性

(1) A口學的 特性

(2) 社會짧濟的 特性

(3) 中心地指向行動

(4) 住民意讓

4. 集團間의 關係
5. 要約 및 結論

고 있는 우리 社會의 端的인 모숨을 갖고 있다 

고 할 수 있으며， 農村工業化政策의 추진과 함 

께 앞으르 예 상되 는 농촌 변화의 先進地域으로 

서 이들 지역에 대한 연구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전체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문제정을 주제로 한 일반농 

촌지역에 관한 연구에 비하면 공단주변농촌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종래의 공 

단주변지역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연구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공단이 업지한 市域에 한정시키 

고 있으며 1) 주변농촌을 포함하거나 그것을 대 

상으로 한 연구2)는 매우 적은 형펀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농촌지역에 관한 연구들은 새로 

운 공업단지의 형성이 이들 지역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측면에서 

* 이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을 요약청리한 것임. 指導敎授이신 柳佑益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 울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1) 朴鍾熙， 1983, “工團立地가 地城發展에 미 치 는 範濟的 效果分析 -裡里工團을 中心으로 서 울大學校 環
境大學院 碩士學位論文.

柳時中， 1979, “韓國@塵業化ι伴 5 地城社會@變化 ε 諸問題(1， 1)-龜尾地域훈事例εLτ" 7:) 7經
濟， 第20卷， 第 2 號， pp.27--47. 第 4 號， pp.27"'47. 

2) 金蘇基， 1981, “I業立地의 地方分散化가 地域輝濟및 社會爾展에 마 치 는 效果-龜尾地城의 工業團地造成
을 中心￡로-，” 農業羅濟맑究， 第22輯， pp.29--46. 

李正漢外 3A, 1978, 工業의 地方分散이 農材範濟에 미 친 影響-龜尾工團周邊農材을 中心으로 韓園農
村짧濟핍究院맑究報告(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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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口， 題購및 所得創出， 勞動力 過不足 寶態，

土地利用의 變化 등을 總量的 또는 平헐的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지 그것과 함께 수반될 住

民構成의 異質化와 그에 따른 地域社會의 變化

와 發展이라는 관점에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지 

역주민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민구성 

의 분화는 어떠한 구조적 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가에 대한 마시적 분석에는 미치지 뭇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주민의 입장에서 

공단 건설이 가지는 의미와 그것과 관련된 그들 

의 行動樣式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과거 

에는 비교적 순수한 농촌이었으나 최근 공업단 

지의 건설로 공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을 집중적 

으로 받은 半月工業團地 周邊農村에 관한 경 험 

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유사한 행동양식을 갖는 

集團을 분류하고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특성 

과 그것의 차이첨을 밝힘으로써 주민의 입장에 

서 공단의 주변농촌에 대한 영향을 명가하고， 

주민구성의 이질화로 混住社會化3) 되어 가고 있 

는 공단주변 농촌지역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隔究方法 및 寶料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월공업단지에 인접한 京驚道 華城群 半月面

八~一里와 따뚫二里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민의 내부구성을 살펴기 위하여 

농촌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家口를 분석단 

위로 먼저 이주시기별로 移住民의 양적 규모와 

질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거주기간과 경제활동 

에 따른 유사한 행동양식을 갖는 집단을 분류하 

여 각집단의 특성 (A口및 社會經濟的 特性， 호 

間活動， 住民意識)을 밝힘으로써 공단이 주변농 

촌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공통성과 상이 

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 

3) 山觸護龍， 1984, 地城@地理學， 古今書院， p.ll0. 

서의 토지 및 노동력 교환관계， 마을의 사회조 

직과 주민의 참여정도 등을 중심으로 집단구성 

원 및 집 단 간의 社會經濟關係를 분석 하고 공단 

주변농촌이 지역 사회로서 갖는 문제점에 대하 

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87년 8월에서 9월 

까지 현지답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은 

각 가구의 가구주를 원칙으로 면접조사를 하였 

다. 설문조사는 연구지역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 중 관찰조사도 병행하였다. 

연구지역의 총가구수와 조사가구수는 〈표 1>과 

같다. 

(3) 鼎究地域의 漸觀

1) 半月工業團地와 安山市

반월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현재의 공단과 

安山市 일대는 始興鄭의 群子面， 秀岩面， 華城

那의 半月面의 일부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 

이었다. 그러나 1977년 정부가 수도권 공해공장 

의 소산과 서울인구 및 주돼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반월공단과 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4) 

완전히 그 모습을 탈바꿈하여 새로운 공업도시 

로 등장하게 되었다. 

반월공단은 1987년 현재 입주업체수가 1, 028 

개， 고용인원수가 65， 756명 5) 으로 울산， 구미， 

창원 다음가는 지방공업단지이며， 안산시는 인 

구가 16만명 6)으로 서울의 주요한 위성도시의 하 

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은 현저하게 미달된 상태이다. 

2) 半月面地域

반월면은 안산시의 바로 동쪽에 접한 면￡로 

면의 동북쪽은 君浦몹과 동남쪽은 水原市와 접 

하고 있다. 면 내에는 안산시를 경유하는 水原

〈표 1) 面接調훌훌口數 

지 역 가구수| 가구수(戶) I 조?감T수 | 조사율(%) 
딸곡얼 1리 112 I 106 I 94.6 
둔 대 2리 49 I 45 I 91. 8 

계 161 I 151 I 93.8 

4) 姜聲孝， 1981, “新都市建設과 都市政策-半月新I業都市建設現況-，” 都市問題， 第16卷， 第10號， p.76. 
5) 半月I業公團， 1987.10, 業務現況， p.4. 
6) 청기도， 1988, 경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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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間 산업도로와 南陽面에서 安養市로 이어지 

는 도로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펀리하다. 

반월면은 안산 신공업 도시 (구 반월신공업 도시 ) 

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농가율이 80%를 상회하 

는 순수한 농촌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농가·비농 

가율이 완전 역전 되어 전체가구의 71. 7%가 벼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7)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팔곡일 1리와 둔대 2리 

는 반월면의 안산시와 서쪽 경계를 이루는 지역 

으로 모두 5개의 자연부락(능전， 선학골， 남산， 

평， 점성， 둔대)으로 되어 있으며 안산， 안양， 

수원까지 l시 간 이내에 도달 할 수 있다(그림 1). 

2. 住民의 構成과 集團分類

전반적으로 우리의 농촌사회는 공업화-도시 

〈그립 1) 맑究地域 

7) 華城都， 1987, 統計年報.

화의 진행과 함께 농촌가구의 전통적 속성인 同

質性， 安定性， 非移動性 등이 약화되면서 8) 농촌 

가구의 일부가 도시 공업부문에 참여하여 바농 

가화하는 이질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9) 

공단주변의 농촌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변화 

는이들지역의 인구및 사회경제적 제 현상중 

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단주변 농촌주민의 이 질화는 일반농촌의 그것 

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왜냐하면 일반농촌주민 

의 이질화가 주로 농가의 분화에 의해 일어나는 

~元的 過程이 라고 한다면 반월면과 같이 공단 

의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공단주변의 농촌 

에 있어서는 外部A口의 유업과 결합된 二元的

過程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유입은 

단순한 인구증가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사회적 

구조는 물론 가치체계， 행동패턴 등의 변화도 

함께 수반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 
다 10) 

(1) 居住期間別 家口構成

전통농촌사회는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지역집 

단으로 구성 된 「屬地性의 知面社會」라고 할 수 

있다11) 이러한 지역집단은 수세대에 걸쳐 한 곳 

에 정착생활하면서 對面的인 칩촉을 통해 형성 

된 것이다. 연구지역에서 그와 같은 성격을 갖는 

순수한 원주민 가구는 67가구로 전체 가구의 44. 

4% 밖에 되 지 않는다. 나머 지 가구는 모두 1940 

년 이후에 이주해 온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러나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주민 

의 급격한 증가는 공단이 건설된 1977년 이후로 

전 이주가구의 77.4%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 

다. 이것은 이주민을 통한 공단의 영향은 주변 

농촌에 time lag 없이 곧바로 시작됨을 뭇한다. 

이와 같은 점은 이주민의 이주동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공단조성전의 이주민 이주동기는 

8) 李萬甲外 2Á, 1979~ 새로운 工業團地의 形成이 農村社會構造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陽究~Á口 및 짧展 
問題맑究所. 

9) 崔洋夫外 2Á, 1986, 韓國農村社會짧濟의 長期樓化와 發展(1985--2001) : 1985 基準年度調훌結果(2) ， 韓國
農村짧濟돼究院， p.26. 

10) Lewis, G.]. , 1983, “ Rural Community," in Pacione, M.(ed.) , Progress iπ Rural Geography, Croom 
Helm, pp.155--156. 

11) 崔洋夫， 1985,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전통농촌의 해체 : 한국농촌에 대한 인식의 틀을 위한 시론 韓國社
會學， 第 9 輯，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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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각 가구는 농업을 그들 생계의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집단을 이룬다. 그러나 

그들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는 이에 대한 적 

응을 요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오로 

관찰되는 것은 경제활동이다 12) 특히 공단의 조 

성과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는 농촌 community 

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이주민의 유입 

과 함께 주민구성의 이질화를 가속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의 이와 같은 점을 살 

피기 위하여 각 가구의 경제활동을 조사하고 그 

것을 전업농가， 겸업농가， 벼농가로 구분하였 

다 13) 그 결과 농가는 전체 가구의 60.9%에 불 

과하고 겸업화율은 48.7%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農業

外部門에 소득의존도가 큰 제 2 종 겸업농가가 

전체 겸업농가의 81%나 된다(표 4). 

그러나 원주민의 비농업부문 종사시기는 〈표 

5) 에서와 같이 80% 이상이 1981년 이후이다. 

특히 안산에의 취업자는 한 사례를 제외하고 全

就業者가 1981년 이 후에 야 취 업 하였다. 이 것은 

1977년 공단건설이 시작된 직후부터 취업을 지 

〈표 2> 移住時期뭘l 훌口分布 

해 방 천 1 1977 6 
1951 79 2 

54 1 80 4 
60 1 81 5 
62 1 82 6 
68 2 83 5 

69 3 84 4 
70 2 85 9 
72 1 86 8 
74 4 87 16 
75 

76 1 

가구수 

65 

이주시기 

계 

가구수 

19 

자료:설문조사 

이주시기 

계 

5 

”H 

% 〈표 4> 鐘濟活톨h別 훌 口構成
(단위 : 戶， ( ) 는 %) 

84 

〈표 3) 移住民의 移住動機
(단위 : 戶)

수 

컴
 엽
 
농
 가
 

구 

50(33. 1) 

20 

14 

8 

가 

가 

가구주겸업 

가구원겸업 

가구주겸엽 

가구월겸엽 

동
 

농
 ---------

활 

종
 엽
 

종
 
엽
 

엽 

2 

제 

제 

겸 

제 

겸 

천 

경 

계 

151(100.0) 

자료:설문조사 
1) 父의 생계보조로 생활하는 學生夫歸家口.

42(27.8) 

1 

52 

4 
1 

59(39. 1) 

수 구 가 -
종
 

주 

자 

구 

구 
타1) 

계 

엽 노 동 

농 엽 가 

직 가 

까

-•-

지
 
농
 비
 
퇴
 
기
 
소
 

과거에 이곳에 거주한 적이 있거나 고향인 경 

우와 영농을 목적으로 한 것이 57.1%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공단조성후의 이주민은 직장 

관계로 이주해 온 가구가 53.8%로 가장 많다 

(표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지역의 인구유 

입에 의한 주민구성의 이질화는 크게 두 시기 

로 구분됨 을 알 수 있다. 즉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영향으로 미약하나마 주민구성의 이질화 

가 진행되었지만， 1977년 이후 공단의 고용기회 

를 지향한 인구의 대거 유업으로 그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 經濟活動別 家口構成

전통농촌마을의 주펀 산업 은 농엽 으로 마을 사 

농
 

가 

비 

12) 李萬甲外 2Á, 1979, op. cit. , p.87. 
13) 농가， 벼농가의 분류기준은 농수산부 농업조사의 분류기준올 준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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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原住民 非흩業部門從훌者의 最初從훌時期 

안 

타 지
 

-
계
 1) 종사시기와 종사장소가 불명확한 건축(단순) 노동 5名， 행상 1名은 제외되었음. 

자료:설문조사 

향한 외부인구의 유업이 대거 있었다는 점과 비 

교해 볼 때 공단의 형성이 주변농촌 원주민의 

경제활동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약간의 time lag가 있음을 말하여 준다. 즉 원 

주민 경제활동의 전환에 의한 주민구성의 이질 

화는 상당수의 인구유입 이 있은 뒤 인 1980년대 

들어와서야 본격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거주기간별 주민구성과 경제활 

동별 주민구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지역 

의 주민구성의 전체적인 이질화는 공단이 조성 

되 기 시 작한 1977년 이 후 文化및 社會經濟的 背

景을 달리하는 外部A口의 유입으로 시작되어 

1981년 이후부터는 원주민의 경제활동의 전환이 

결합되면서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81년 이전의 이질화과정이 

單線的이었다면 그 이후의 이질화는 複合的 過

程이다. 

(3) 集團의 分類

주민구성의 이질화는 하나의 지역집단 또는 

사회집단￡로 존재하여 온 농촌지역사회가 다양 

한 집단의 구성체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社會地理學的 陽

究의 한 방법 인 指標法(indicator method) 14)을 이 

용하여 주민을 구성하는 제 집단을 분류하였다. 

지리학적으로 의미있는 집단의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地域의 공간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 

다 15) 앞에서 보았듯이 본 연구지역의 지역적 

특성은 공단주변농촌￡로서 비농업인구의 유업 

과 원주민 경제활동의 분화에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지리학적으로 유효한 집단을 분류하고 그 

들의 특성 분석을 통해 공단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공단주변 농촌지역사회의 성 

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주민의 거주기간과 경제 

활동은 가장 중요한 구조지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각 가구의 거주기 

간과 경제활동을 기준지표로 선정하고 두 지표 

가 동시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교차분석으로 

〈표 6)과 같이 집단을 분류하였다. 

3. 各 集團의 特性

(1) Á口學的 特性

1) 年敵別 A口構成

연구지역의 전체적인 연령별 인구구성을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대 초반의 

청장년충과 65세이상의 노년층 인구구성비가 높 

다. 이것은 이 지역의 인구유출이 공단조성전인 

10"-'20년 전에 주로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인 

〈표 6> 集團分類룰 위한 交포分析表 

Q싫￥"f-7칸| 환1줍6폐 1 히97짧 j 계 

천엽농가 
n=38 n=12 

겸엽농가 Group 3 Group 4 n =42 
n=9 

비 농 가 Group 5 Group 6 I n =59 
n=15 n=44 

계 n=86 n =65 I n =151 

자료:설문조사 

14) Thomale, E. , 1986, “Social Geographical Research in Germany," in Eyles, J.(ed.) , Social Geograp
hical Internatioηal Perspective, Croom Helm, p.157. 

15) Maier, J. et al., 1977, Sozialgeographie, Westermann, 井石素介外 2人(共譯)， 1983, 社會地理學， 古욕 

書院， pp.4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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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年홉~IJ A口構成(줄훌口) 

원 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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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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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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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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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악CUP6 

그림 3. 年홉別 A口構成(各集빼) 

구유출이 줄어든 대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충 령별 인구구성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그림 

의 인구가 유입되었음을 의미한다 3). 

그러나 주민을 구성하는 각 집단별로 보연 연 Group 1(원주민 전엽농가집단) 20"'50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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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광범위한 경제활동 연령충이 결손되어 있 

는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충 인구 구성비가 높 

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근에 풍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 

고이 집단이 전업농가로 존속하게 된 데에는 이 

러한 연령충의 인구 결손이 하나의 이유로 작용 

하고있다. 

Group 2(이주민 전업농가집단) : 전체가구의 

7.9%로 비교적 비중이 적으나 이주민으로서 이 

들농가의 영농규모가 크고 대부분 상업적 영농 

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연령벌 

인구구성에서는 이들 농가의 이러한 영농상황을 

반영하여 전엽농가이면서도 원주민 전업농가와 

는 달리 30대의 장년충 인구구성비가 높은 특성 

을 보이고 있다. 

Group 3(원주민 겸업농가집단) : 원주민 전업 

농가 집 단과 마찬가지 로 30"-'49세 에 이 르는 장 

년충의 인구가 결손되어 있으나 20"-'29세의 청 

년총 인구구성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연 

령충의 인구는 life cycle에서 사회적 적응능력이 

높기 때문에 16) 원주민 전업농가집단과 달리 이 

칩단의 가구들이 농업외부문에 참여하여 겸업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연령충의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Group 4(이주민 겸업농가집단) : 60세 이상의 

노년충이 전혀 없는 반면 50대의 만년충과 10"-' 

19세의 소년층 인구구성비가 높은 점이 특징이 

다. 특히 이주민집단중에서는장·만년층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다. 

Group 5(원주민 벼농가집단) : 60세 이상의 노 

년충 인구구성비가 높고， 40"-'59세에 이르는 장 

만년충 인구가 결손되어 있는 점은 다른 원주민 

칩단과 유사하지만 20"-'39세로 청장년충 인구구 

성비가 높다. 이러한 점은 원주민 겸엽농가집단 

과 마찬가지로 이 집단 가구들의 비농가화를 가 

능케 하였다. 

Group 6(이주민 비농가집단) : 거의 전가구가 

공단의 영향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 집단의 

연령별 인구구성은 공단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주해 온 인구의 특성을 말해 준다. 이 집단의 

연령별 인구구성은 앞의 5개 집단과 완전히 다 

르다. 50대 이후의 만년~노년충 인구가 적고 

20"-'30세의 청장년총 인구구성비가 높아 전체적 

으로 가장 안정 된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2) 가구원수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중의 하나인 가구원수는 

가구의 노동력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7) 

본 연구지역에서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4.11A으로 전국 평균치 4. 16A18 )과 거의 비슷 

하나 각 집단별로는 큰 면차를 보인다. 겸업농 

가인 Group 3과 Group 4는 호당 4.56A과 4.91 

A으로 다른 집 단의 가구원수 보다 월등히 많다. 

이 는 전국 농가 호당 가구원수 4. 15A(l986) 19) 

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이 두 집단의 가족노 

동력은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집단은 가구당 평 

균가구원수가 4A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Group 

3의 평 균 가구원수와 Group 1, Group 5의 그것 

을 비교해 보면 원주민집단의 분화에 대한 중요 

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가족노동력이 풍 

부한 Group 3의 가구는 공단의 조성 이 라는 외 

부환경의 변화가 있자 이에 적응하여 겸업화할 

수 있었지만， 젊은 연령충의 인구는 물론 가족 

노동력 이 부족한 Group 1은 전혀 겸 업 화하거 나 

비농가화할 수 없었고， Group 5는 Gruop 1과 

마찬가지 로 가족노동력 이 부족하지 만 청 장년층 

의 인구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부 

족한 노동력을 농업에 투하하는 대신에 비농업 

부문에 적극참여 하여 비농가화한 것이다. 이주 

민이지만 Group 4가 겸업농가화할 수있었던 것 

역시 가족노동력이 뒷받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社會趣濟的 特性

1) 農地의 所有와 經營

토지는 농가가 가지는 생산요소 중에서 가족 

16) 柳佑益， 1981, “農村A口의 都市指向移動이 農村地城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驚， 第 8 號， pp.33--43. 
17) 朴敏善， 1986, “醫村家族構造의 變化와 農業生塵 농협 조사월 보， 第31卷， 第12觀， pp.2 ........ 6. 
18) 청제기획원， 1988, 한국통계연보. 

19) 농림수산부， 1988, 농렴수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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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로지의 소유와 경영은 농가의 구조적 특성을 규 

정짓는 첫번째 요인이 된다. 이것은 공단주변농 

촌에 있어 농가가 제 형태로 분화되는 내적 조 

건을 형성하며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규모와 

노동력관계로 집약된다. 

@ 觀地規模와 營農狀況

Group 1: 戶當平均親地所有面積이 2， 709.2평 

￡로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많은 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 戶當zp:행排作面積 역시 4， 063.2평 

(1. 34ha)오로 전국 평 균 1. 15ha20)을 크게 상회 

한다. 따라서 경작면적 0.5ha 미만의 영세농의 

비율은 10.5%로 매우 낮은펀(전국 30.0%)21>이 

며， 전 농가의 23.2%가 1. Oha 이상의 中農 또 

는 大農22)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작농이 65.8% 

로 절반 이상의 농가가 농지임차를 하고는 있지 

만 다른 집단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며， 소작지 

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표 7). 

Group 2 : 경 지 소유면적 은 호당 2， 008.3평 (0. 

66ha)에 불과하지 만 경 작면적 은 4， 283.3평 (ll. 

42ha)으로 연구지역의 농가집단 중 가장 많은 

경영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작규모면에서는 

거의 중농 내지 대농이며 그 중 8가구(Group 

2의 66.7%)가 특용작물재배 또는 낙농， 육우 

등 상당한 규모의 상엽적 영농을 하고 있다. 소 

작농의 비 율은 66.7%로 Group 1과 비 슷하지 만 

소작지율은 53.1%로 매우 높다. 

Group 3 : 경지소유띤적이 호당 1 ， 657.0평 (0. 

55ha)으로 매우 영세하다. 무로농가가 36.4%나 

되고 경작규모면에 있어서도 소농이 80% 이상 

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이 

와 같이 소유농지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 

작농의 비 율이 63.0%로 Group 1과 큰 차이 가 

없고， 소작지율(37.7%)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 

다라는 점이다. 또한 이 집단의 농지임차사유를 

보면(표 8) , 식량자급을 목적으로 한 사례가 

Group 1에 비해 훨씬 많다. 이상의 사실은 이 

집단의 농가가 경영지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 

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엄차를 하더라도 경 

〈표 7) 小作훌과 小作地훌훌 
(단위 : %) 

~집 단 I GrouoIGrouo'GrouolGrouo[ 내 
소작 • 소작끓\l ~ ~ ~1 기 2 기 3 기 ~(~I 계 

소 작 율 1 65.81 66.71 63.61 87.51 67.0 
소 작 지 율 1 33.31 53.11 37.71 97. 이 41. 3 

자료:설운조사 

〈표 8) 홉借훌의 훌地홉借꽤I由 

깊뚫건느IGr맘plGr암plGr말PjGr앙pl 계 
농 지 부 족 7 13 40 

지이촌인가수구의 농 2 - 4 

식 량 자 급 - 4 3 8 
기 타 3 1 2 3 9 

m 
싸
 

? 
t 써

 셰
 

} 

{ 

찌
 이
 

1 
써
 씨
 

| 계 

자료:설문조사 

영 확대란 측면보다도 단순한 자급식량의 확보 

란 점이 더욱 중요시됩을 의미한다. 

Group 4 : 이 집 단의 가구들은 비 농업 부문의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해 온 뒤 겸업화한 농가이 

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겸업화는 Group 3의 

겸업과 내용은 같으나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Group 4의 경지소유규 

모에서 단적으로드러난다. 거의 전 가구가 순소 

작농이 며 소작지 율은 97.0%에 달한다. 그러 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농지임차사유의 대 

부분이 단순히 식 량의 자급을 목적 으로 하거 나 

外地A에게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자신이 그 토 

지를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라는 점이다. 

이것은 Group 4의 영농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지 않으며 경 제 활동의 중 

심은 여전히 비농업부문에 있음을 의마한다. 

Group 4의 이러한 행동양식은 높은소작율과 소 

작지 율에 도 불구하고 경 작규모가 1. 5ha를 상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뒷받침된다. 

@ 土地-勞動力比率

Group1 : 전업농가임에도 볼구하고 戶當營農從

20) 농 림 수산부， 1988, op. cit. 
21) 농 림 수산부， 1988, op. cit. 
22) 崔洋夫外 2Á, 1983, 農家範濟의 類型과 性格分析， 農村擁濟맑究院，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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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土 地-勞 훨 力 比 훌 

----‘---집 단 | 
토지 -노동력 비 훈-二 -_1 

총경 지 소유면 척 (￥~) 

총경 작면 적(f?Ji) 

호당평균경지소유면적 (A) 

호 당 명 균 경 작 면 적 (B) 

호 당 영 농 종 사 자 수 (C) 

토 지-노 동 력 비 율(A/C) 

토 지-노 동 력 비 율(B/C) 

자료:설문조사 

Group 1 

102,950 
154,400 
2,709.2 
4,063.2 

2.37 
1,143.1 
1,714.4 

事者數는 2.37人 밖에 되지 않으며， 노년층의 

비중이 크다. 성별구조상오로도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약한 노동력구조를 가졌 

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경지면척 대 노동력비율은 

다른 접단에 비해 매우 높다. 이처럼 높은토지

노동력비는 무엇보다도 소유경지의 경작을 통한 

가족노동력의 연소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함으 

로써 이 집 단의 가구가 전 업 농가로 존속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노 

동력의 부족과 결합해서 경영지의 확대를 제한 

하고 있는 것이다(표 9). 

Group 2 : 상엽적인 영농을 함에도 불구하고 

戶當營農從事者數는 2.25A으로 다소 적은 펀이 

다 그러나 영농종사자의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 

는 30"-'39세의 비율이 33.3%로 다른 집단에 비 

해 탁월하다. 그리고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 

도 비 교적 낮다. 이 는 Group 2가 Group 1과 달 

리 CBjC) 이 CAjC) 보다 100% 이 상 증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Group 3 : 영 농종사자수는 호당 2.64A으로 전 

업 농가인 Group 1이 나 Group 2보다 오히 려 많 

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영농종사자비율이 

다소 높은 펀이고 남녀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 

다. 농업노동력이 비교적 양적 • 질적으로 양호 

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호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CAjC)가 627.7로 매우 낮은 데도 불 

구하고 Group 3의 농가들은 그들의 경 영 지 를 별 

로 확대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가족노동력의 

여유 있는 부분을 농업경영의 확대에 돌리는 대 

신 비농업부문에 보다 많이 투하하고，겸업이 가 

능한 범위 내에서 경작면작을 늘리는 데에 그친 

Group 2 Group 3 Group 4 

24, 100 54, 680 500 
51, 400 87, 760 16, 700 

2, 008.3 1, 657.0 55.6 
4, 283.3 2, 659.4 1, 855.6 

2.25 6.64 1. 89 
892.6 627.7 9.4 

1, 903.7 1, 903.7 1, 007.3 

결과이다. 

Group 4 : 영 농종사자수는 호당 1. 89A으로 4 

개의 농가집단 중에서 가장 적다. 이것은 전술 

한 이 집단의 영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농가가 거의 순소작이기 때문에 토지

노동력비가 가장 낮다. 

2) 暴業의 內容과 非農家의 職業

연구지역에서 비농업부문의 종사자는 모두 12 

8명으로 전체인구의 19.8%, 생산연령층인구(15 

"-'64세)의 30.7%이다. 이 비율은 영농종사자에 

비하면 낮은 것이긴 하지만 전업농가를 제외한 

Group 3과 Group 4의 영 농종사자의 경 우 항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많지 않음에 반해 비농업 

부문의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근취업자들 

임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비율이다. 비농업부문 

종사자들의 직 엽 은 기 능 및 생 산직 (공장노동자) 

이 가장 많고 취업지는 반월과 안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집단간에는 펀차가 있으며 특히 

원주민집단과 이주민집단이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표 10, 11). 

Group 3: 기능 및 생산재 종사자가 가장 많고 

사무직이 그 다음이다. 그러나 기능 및 생산직 

종사자의 취업지가 반월과 안산(반월공단)에 칩 

중되어 있는 반면 사무직 종사자는 그 외의 지 

역에 많다. 

이와 같은 취업지에 따른 직업의 차이는 학력 

에 기인한 것이다. 반월 • 안산지역 취업자는 거 

의 고졸 이하로 국졸 학력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반면 주변도시지역 취업자는 모두 고졸 이 

상의 학력자이고 대졸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공단의 취업기회가 저학력 위주로 한정되 

어 있으며 고학력자에게는 거의 기여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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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함을 시사한다. 

Group 4 :이주목적이 취업에 있었던 만큼 취 

업지는 현거주지에서 가까운 반월과 안산에 집 

중되어 있다. 다른 칩단에 비해 저학력자의 비 

율이 높다. 

Group 5 :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기능 및 생 

산직 종사자가 5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취업지는 반월과 안산， 군포， 안양에 75.0%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같은 원주민집단언 Group 

3보다 범위가 매우 한청된 것으로 학력수준이 

낮은데서 기인한다. Group 3은 고졸 이상의 고 

학력자가 68.1%인 반면 Group 5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75.0%이다. 이러한 낮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Group 5의 가구들이 적 극적 으로 비 농 

업부문에 참여하여 비농가화한 이유는 무엇보다 

도 토지 라고 하는 농업 생 산요소를 갖지 못한데 

서 찾을 수 있다. 지주라고 하지만 모두 임대농 

지가 1ha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지주이며 107} 

구는 소유농지가 전혀 없다. 이런 연유로 이들 

가구는 부족한 가족노동력 으로 영 농을 하지 않 

는 대신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소작을 포기 

하고 공장노동자로 취업 • 비농가화한 것이다. 

Group 6 :다른 집단에 비해서도 기능 및 생 

산직 종사자 비율이 높고 반월과 안산에 취 업지 

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안산에의 취업자는 

기능 및 생산칙에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반월에 

의 취업자는 비교적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Group 4나 Group 5에 비 해 고졸 이 상 학력 자의 

비율이 높은 데도 이들의 취업지가 한정된 것은 

이들의 이주가 주변도시(안양， 수원， 서울 등) 

에로의 통근보다는 현 취업지에서의 취업을 목 

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50세 이상의 종사 

자는 별로 없고 거의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안산지역 취업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서는 타지역에의 취업보다 40"-'50대의 장 

만년충이 현저하게 많으나 Group 6은오히려 50 

세에 미만의 청장년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中心地指向行動

주민의 중심지 지향행동은 중요한 공간행동양 

식의 하나로 집단적 성격을 며고 수행되며， 그 

표 10. 非훌業部門從훌者의 g훨훨흩 
(단위 : 名( )는 %) 

「숲효--칸켠_1 Group 4 Group 5 Group 6 계 

기능및 생산직 24(51. 1) 6(60.0) 11(55.0) 33(64.7) 74(57.8) 
사 무 직 7(14.9) 1(10.0) -(0.0) 3(5.9) 11(8.6) 
전 문·관 리 직 4(8.5) 1(10.0) 2(10.0) 5(9.8) 12(9.4) 
장엽·서버스직 6(12.8) -(0.0) 4(20.0) 4(7.8) 14(10.9) 
기 타 6(12.8) 2(20.0) 3(15.0) 6(11. 8) 17(13.3) 

계 47(100.0) I 10(100.0) I 때(100.0) I 51(100.0) I 128(100.0) 

자료:설문조사 

표 11. 非農業部門提훌者의 훌t훌훌地 
(단위 : 名 ( )는 %) 

‘---• 
취엽지 쪽펀_1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계 

반 월 2(20.0) 4(20.0) 17(33.3) 30(23.4) 
안 산 20(42.6) 6(60.0) 9(45.0) 28(54.9) 63(49.2) 
군 포·안 양 3(6.4) 2(20.0) 2(10.0) 1(2.0) 8(6.3) 
수 원 4(8.5) -(0.0) -(0.0) -(0.0) 4(3. 1) 

서 올 8(17.0) -(0.0) -(0.0) 1(2.0) 9(7.0) 
기 다 지 역 5(10.6) -(0.0) 5(25.0) 4(7.8) 14(10.9) 

계 47(100.0) I 10(100.0) I 때(100.0) I 51(100.0) I 128(1000)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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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회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23) 본 

연구에서는 給養活動의 중심지 지향패턴을 중심 

으로 분석하었다. 

연구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中心地는 구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반월 

(乾乾里 또는 장터)， 안산， 군포， 안양， 수원， 

서울 등 6개이다. 

Group 1 : 구매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 는 있으 

나 수원을 가장 많이 이 용하며 , 고차상품으로 

갈수록 수원지향성이 뚜렷해진다. 근접 중급중 

심지인 안산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데 이는 공단 

조성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Group 1의 사회경 

제적 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극단적인 수원지 

향성 역시 그들이 가져왔던 기존의 수원지향관 

성이 지속된 결과이다. 이것은 공단의 형성과 

신도시의 개발로 지역구조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Group 1의 action space에 는 전 혀 변 함이 없 음 

을 말해 준다. 

Group 2 : 전체적으로 안양과 수원을 거의 비 

슷하게 이용한다. 이러한 안양·수원 동일지향 

성은 이주민오로서 이 지역의 전통적 중심지인 

수원지향의 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서 안산이 별로 이용되지 않 

는다. 이것은 경제활동의 차이로 안산이 이들 

의 action space 속에 펀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Group 3: 원주민집 단이 지 만 Group 1에 비 해 

수원지향성이 낮아진 대신 안양지향성이 다소 높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주민집단에 비 

하면 여전히 수원지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Group 3은 이완된 수원지향집단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경향은 같은 원주민집단인 Group 1 

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경제활동이 변화한 데 

에 그 일차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Group 4 : 이주민집단이지만 수원지향성이 다 

소 높다. 이것은 강한 수원지향성을 보이는 귀 

환이주가구 3가구가 이 집단에 포함되어 있기 

째문이다. 그러나 원주민집단에 비하면 안산의 

이용빈도가 높다. 

Group 5 : 전체적으로 Group 3과 비슷한 경향 

을 갖는다. 그러나 안양의 이용빈도가 더욱 높 

아지고 원주민집단 중에서는 안산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것은 이들의 벼농업부문， 즉 외부 

지향 경제활동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이들의 

action space가 확대 • 변용되 었기 때 문이 다. 

Group 6 : 공단조성 이후에 이주해 온 이주민 

들로 안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블 맺고 있지만， 

안산의 이용먼도는 별로 높지 않다. 

이 집단의 특성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안양지 

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 이러한 경향은 고차상 

품으로 갈수록 강화된다. 이것은 Group 2와 마찬 

가지로 거주기간이 짧은데서 오는 수원지향관성 

의 결여에서 비릇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전거 

주지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다른집단에 비해 서울과 안양， 군포등을 

전거주지로 하는 가구가 86.4%로 매우 높기 때 

문이다. 서울， 안양， 군포 등을 전거주지로 하 

는 이들 가구의 중심지 지향행동의 방향은 대개 

안양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북쪽이다(그림 4). 

(4) 住民意識

이질화된 각 집단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은 물론 중심지 지향행동에 있어서도 상이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이성의 이면에는 생활세 

계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주관적 가치 

체계의 상이성도 함께 구조화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행위의 내면에는 겉으로 들어난 객관적 측 

면 이외에 의식이라고 하는 주관적 측면이 내채 

되어 있기 때문이다. 

l) I團造成의 影響에 대 한 住民의 評價態度

반월공단의 건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 

여지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공단조성전 원주 

민 (Group 1, Group 3, Group 5)을 대 상으로 공 

단의 영향에 대한 평가태도를 조사·분석하였다 

응답내용은 〈표 12>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분 

류되었는데 ‘취업기회가 많아졌다.’와 같은 공 

정적인 평가가 47.9% , ‘인건비가 오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와 같은 부정적 평가 

23) 柳佑益， 1980, “Zentralδrtliches Verhalten und Sozialstruktur in ländichen R낄umen: Ein Vergleich 
Zwischen Schlewig-Holstein und Korea," Mare Heft 6, Kiel,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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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주민선엽농가집단 

d) 이주인전잉농가갑단 

b) 원주인검업농가집단 

균포 

e) 이주민겹겹농가갑난 

그림 4. 각 집단의 중심지 이용패턴 

가 30.2%로 공단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명가하 

는 경향이 다소 높다. 그러나 앞에서 분류한 집 

단별로 보면 공단과 거의 관계가 없는 Group 1 

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는 26.3% 

에 불과하다. 반면 공단과 멀접한 관계가 있는 

Group 3과 Group 5는 각각 60.6%와 73.3%가 

공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각 집단이 

처해 있는 社會·經濟的 狀況에 따라 상이하게 

공단이 평가된 결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단의 영향이 결코 -義的이 아념을 돗한다. 

4. 集團間의 關係

연구지역 주민관계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전통농촌사회가 갖는 주민간의 경제 • 사 

회협력관계의 와해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차적 

c) 원주민비농가집단 

t 
‘ ( 

스i잉 
]

f) 이주민비농가집단 

시
깐
α
 애

 밍
 얘
 냉
 냉
 얘
 
• 

생
 찌
 쐐
 쩌
 까
 서
 사
 

h繼
으로 사회경제적 속성을 달리하는 이주민의 대 

표 12. :r:뼈의 톨*훌에 대한 住民의 홈추ilß훌度 
(단위 : 名 ( )는 %) 

J짧 풍효tlGroup 1 Group 3 계 

취졌업다기.회가 많아 3 25 
(7.9) (39.4)1 (60.0) (29. 1) 

교통이 펀리해졌 7 7 I 2 16 
다. (18.4) (21. 2)i (13.3) (18.6) 

지별로 않 영았다향을. 미치 10 5 2 
(19 17.8) (26.3) (15.2) (13.3) 

갱인다척겨.비영상향승올풍 미 부쳤 1 l (42 I6.1) (15 52) (13 2.3) j! j (2 263.7) 

주약민화되간의었약 유.대가 (5:3)1 (9~ 1)1 -1 (5~8) 

| (103?씨 (103?이| (1ofo)| (108?o) 

자료: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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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유입에서 기언하겠지만 농업이라는 동질성을 

바탕으로 맺어졌던 원주민간의 유대관계가 경제 

활동의 분화로 약화된데도 그 이유가 있다. 유 

대관계의 약화를 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품앗이의 변질과 퇴조이다. 농촌마을사회에서 

품앗이는 노동력의 교환을 통한 주민간 협력관 

계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다 24) 그러나 본 연 

구지역에서는 이 품앗이를 통한 노동력교환은 

매우 마약한 질정이다. 전체농가의 46.7%만이 

서로 품앗이를 하고 있으며 Group 2의 경우는 

25.0%에 불과하다. 품앗이의 내용도 본래의 성 

격에서 벗어나 일당을 받고 품앗이를 해주는 형 

식으로 바뀌었으며 가까운 친분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노동력의 교환과 함께 토지를 매개로 한 임대 

차관계는 농촌마을주민간의 기본적인 경제관계 

이자 계충구조를 형성한다. 연구지역에서는 차 

지농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일견 농가간의 경제 

관계가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락민간의 임대 

차보다는 외부인과의 임대차관계가 더 많다. 부 

락민간의 임대차는 전체 임대차 발생건수의 42. 

7%에 불과하고， 더우기 집단별로 보면 70% 이 

상이 원주민집단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관계가 소원함을 말해준다. 

연구지역에서 주민간 유대관계약화는 이렇다 

할 마을사회조직이 없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그 기능의 활성화 청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반 

농촌에 흔히 조직되어 있는 「청년회」는 물론「작 

업반J， r영농단」등도 조직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사회에서 가장 보펀적이며 지 

속적인 자생적 협동 조직인 뿔도 극히 일부의 가 

구(전체가구의 13.9%인 21가구) 만이 참여하고 

있다. 국지적 생활권에 부속하는 자발적 조직에 

의 주민의 참여정도가 사회적 상호관계를 나타 

내는 주요한 지표임을25)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현상은 공단주변농촌주민간의 사회적 협력관계 

가 얼마만큼 미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 

히 이주민의 참여가 불과 4가구(전체 이주민가 

구의 6.2%)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주민집 

24) 崔洋夫外 2Á, 1986, op. cit. , p.61. 

단과 원주민집단이 사회적￡로 현격하게 분리되 

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 結 論

본 연구는 반월공단 주변농촌을 사례로 공단 

주변농촌 주민구성의 이질화를 분석하고， 유사 

한 행동양식을 갖는 각 집단의 구조적 특성과 

공간활동， 의식 등의 차이점을 비교 • 고찰함으 

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공단의 영향을 설명하는 

한핀 집단 간의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 

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반월공업단지가 1977년 조성된 이후 주변농촌 

인 연구지역 주민구성의 이질화는 고용기회를 

지향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곧바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원주민의 분화에 의한 이질화는 1980년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 원주민의 분화는 공단 

의 형성이라는 외적 조건에 대한 각 가구의 상 

이한 내적 조건이 결합한 결과이다. 가족노동력 

이 부족하고 노령의 인구로 구성된 가구는 전업 

농가로 존속하게 되었고， 로지-노동력비율이 

낮은 반면 가족노동력이 풍부하며， 젊은 연령충 

의 인구가 있는 가구는 공단의 형성과 관련된 

공업화-도시화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겸 

업화하였으며， 토지-노동력비율이 낮고 가족노 

동력도 부족한， 그러나 젊은 연령층의 인구를 

가진 가구는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소작을 

포기하고 완전 비농가화한 것이다. 

이주민의 직엽은 기능 및 생산직(공장노동자) 

이 대부분이나 일부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가 있 

다. 이주민겸업농가는 비농가에서 겸업화한 경 

우로 생계수단으로서보다는 식량의 자급차원에 

서 영농을 한다. 

이주민의 취업지는 반월과 안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주민도 대동소이하나 고학력자의 경우 

공단보다는 다른 주변도시 로의 취 업 경 향이 높아 

공단의 고용기회가 저학력자 위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주민이 분화된 결 

25) Lewis, G.]. , 1979, Rural Communities, David & Charles, 山田正告外 2Á(共譯)， 農村社會地理學， 大
明堂，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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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들의 중심지 지향행동에 있어서도 상이성 

이 드러났다. 원주민 전업농가 집단은 그들의 경 

제활동에 변함이 없는 만큼 수원지향의 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극단적인 수원지향성을 보 

인다. 그러나 같은 원주민이라도 겸업농가 집단 

과 비 농가집 단은 안양지 향이 다소 높아진 완화 

된 수원지향성을 갖고 있다. 이주민집단에서는 

겸업농가집단이 수원지향성이 약간 높고， 전업 

농가집단은 수원 • 안양동일지향성을 가지며， 비 

농가는 안양지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안산지 

향성이 낮은데 이것은 인접한 곳에 안양， 수원 

과 같은 상급중심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안산의 중심기능이 미약한데 그 
이유가 있다. 

위와 같은 각 집단의 구조적 특성은 그들의 

주관적 가치체계인 의식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데 이것은 공단에 대한 평가에서 단적으로 드러 

난다. 원주민 벼농가와 겸업농가는 공단조성 이 

후 그들의 경제활동의 전환이 가능하였던 관계 

로 공단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높지만 공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업 

농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러한 상이한 속성들을 지니는 다양한 집단 

에 의한 주민의 구성은 그들의 社會 • 經濟的 協

力關係를 와해시키고 집단간의 분리현상을 낳고 

있다. 마을사회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참 

여정도가 매우 낮으며， 이주민의 경우 특히 그러 

하다. 또한 농촌마을사회 주민 간의 기 본적 인 경 

제관계의 하나인 노동력의 교환과 농지의 임대 

차에 있어서도 이주민과 원주민의 관계가 미 약 

함은 이들간의 분리가 심충화되어 있음을 의마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간 유대관계의 약화는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원주민 전체에 결쳐서도 확인되는 바인지라 진 

정한 의미에서의 농촌지역사회의 성격은 이미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업단지의 형성 

이 주변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부정적이 

든， 긍정적이든 제한된 의미만을 가지며 모든 

가구에게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경향으로 미루어 공 

단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지역사회의 사 

회적 통합성은 보다 약화되고 나아가서 가구단 

위의 개별화는 더욱 현재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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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Geographical Study on the Constitution and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in Rural Community 

adjacent to the Industrial Com plex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ze the 

heterogeneous constitution and structural chara

teristics of residents in rural village adjacent 

to the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elucidate 

its impacts on the neighbouring rural community 

in the standpoint of residents. As a case study 

two rural villages (Palgog il 1-ri and Dundae 

2-ri, Banwoel-Myen) adjacent to Banwoel 

lndustrial Complex were researched. 

In this study the analytic procedures are as 

follows. 

1) Residents in vi1lage are classified into 6 

social geogrophical groups in terms of their 

residential period and economic activity. 

2) The structural charateristics of 6 social 

geographical groups are analysized with refer

ence to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and the way of thinking. 

3) The problems of rural community affected 

by the industrial complex is explained through 

analysizing the socio-economic relationship in 

community life. 

Through these analyses this study has come 

to following results Since Banwol Industrial 

Complex was constructucted in 1977 the heter

ogeneous differentiation of residents has started 

instantly by immigrants. But the differentiation 

of the natives has realised since 1980’ s. In the 

differentiation of the natives three patterns are 

identified. In spite of the high land-labour 

ratio the houshold who has old and insufficient 

Yim, Suk-hoi 

manpower continues on full-time farming. 

However the houshold of the low landlabour 

ratio transforms into part-time farming. Disre

garding the low land-labour ratio, the houshold 

who has young manpower turns into non-far

mmg. 

Occupations of immigrants are almost factory 

workers. Employmental places of them are 

concentrated in Banwoel and Ansan. But the 

high educated natives tend to be employed in 

more distant places. 

Residents differentiated by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have the different trends of 

central place oriented activity. Full-time hous

holds of the natives have the strong Suwoen 

oriented inertia. But orther groups have the 

relaxed Suwoen oriented inertia. Especially 

factory workers of immigrants have the Anyang 

oriented inertia. 

The constitution of residen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is collapsing the socio-economic 

relationship in community life. This tendency 

is observed in the inactive social orgnization 

and exchange of labour among residents. 

The results as mentioned above imply us 

that the impacts of the industrial complex 

on the neighboering rural community have the 

only limited signification in the standpoint of 

residents and the stronger its impacts are, the 

weaker the social integration of communi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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