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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體 :

농업기계화

기계화의 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가경영의 분화와

적웅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농과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한 농촌의

탈농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상황 속
해체위기에서

에서 농가분화요인을 살펴보고， 둘째， 가족 농업노동력

1980년대에 수도작에서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일관기

의 유지와 영농형태에 따라 농가경영의 분화를 유형화

계화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수위탁이 급증하고 있다. 또

하여 농업경영의 특징과 존재양상을 살펴보며， 셋째，

한 농공단지의 육성 등으로 농외노동시장이 확대되어

새로운 생산력 요소인 일관기계화체계의 수용과 이에

감에 따라서 영세소농의 겸업화와 탈농화가 유도되고

대한 각 농가유형의 적응양상을 수위탁관계를 중심으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농민층의 대응양식은 개별농

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의 생산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 1992 년 10월부터 1994년 5월

고전적인 농민층 분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

까지 사례지역을 5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여 마을 전체

다. 즉 농업 생산력의 격차가 소유경지의 집중으로 이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을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하였다. 주요 설문항목은 가구의 일반적 사항， 가족

또한 생산력의 열위에 있는 겸업농가나 노령농가는 탈

현황， 농업경영과 토지이용 농작업수위탁 현황 등으로

농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계화 농가에 의존하여 농업경

농가경영주의 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새

조사대상은 사례지역 농가 61 호 전체를 대상으로

로운 농민층 분화를 경영의 분화1)로 파악하고자 한다.

하였으며， 실제 분석대상 농가는 비영농종사자 4호와

본 논문은 1980년대의 새로운 생산력 요소인 일관

은퇴자 10호를 제외한 47호이다. 보완 자료로서 주민

*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영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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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지역개관도

동록대장， 농지원부， 토지세둥록대장 등을 이용하였으

지이용으로 농업생산이 위축되고 외부 인구의 유입으

나 설문조사를 우선으로 하였다.

로 농가분화의 파악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

2.

다. 연구지역은 경관상으로 농업적 특징이 우월하게 나

조사지역개관

타나고 외부인구의 유입이 거의 없으나 농가경영에 도
시적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최대통근권 지역에 해당한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역은 전라남도

다.

화순군 능주변에 위치하는 천덕리 1 구 회덕마을이다.

능주면은 광주에서 직선거려로 20km 정도에 위치하

(그림 1) 지역선정을 위한 엄격한 기준은 없었지만 도

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자연조건은 연평균기온

시와의 접근성， 마을의 영농특색

마을규모를 고려했

이 12.6 C, 강우량은 1,300-1 ,400mm , 토양은 식 양토와

다. 그것은 도시와 지나치게 근접된 경우 비농업적 토

사양토로서 농업에 양호한 편이다. 준평야지역으로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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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쪽으로 도콕면， 나주군 남평면으로 이어지는 평야지

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로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분가

대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구릉지역으로 과수원

형태의 개별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학교를 졸

으로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수리적 조건이 양호하고

업하고 일부 회귀하여 대학교나 직장에 통근하고 결혼

경지정리도 다랑이 논을 제외하고는 1991 년도에 모두

을 하면서 다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가로 인하

완료되었다.

여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
다.

2) 인구 및 가구특성

경제적 성격에 따라 가구를 살펴보면， 농가가 47 가

연구대상인 천덕리의 가구는 617]-구이고， 현거주인

구로 77% 이고 이중 전업농가가 30호로

49.2% , 겸업농

은 178명으로 남자가 81 명， 여자가 97명이다. 평균 가

가가 17호로 27.9% 를 차지하고 있다. 비농가는 14 가구

구원수은 2.92 명으로 1991 년 전국의 농촌 평균 3.56명

로 이중 농외종사가구는 4명가구이며 노령으로 경제활

보다 크게 낮은 편이며 독신자가구 역시 8가구로

동을 하지 않은 은퇴한 가구가 10호이다.

13%

를 차지하고 있어 90년 군부 평균 10.3% 보다 높게 나

3)

타나고 있다.

농업경영

연구지역의 평균 경작면적은 0.92ha으로 1991 년 전
국의 1.23ha보다 낮은 수준이며 평균 소유면적은

0.75

ha로 극히 영세하다. 연구지역은 이러한 영세한 농업경
영을 극복하기 위하여 70년대 초반부터 복숭아와 참외
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중 복숭아를 경작하고 있는 농
가는 30가구로

63.8% , 참외는 117]-구로 23.4%가 참여

하고 있다.

경작규모별 농지소유별 분포를 살펴보면 0.5ha미만
그림

2.

은 19.2%로 전국의 27.4% 보다 낮은 편이나 1.0ha미만

천덕리의 연렁벌 성벌 인구구성

이 72.4%로 전국의 58.3% 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에
1.0-2.0ha 의 농가는 17.0% 로 전국의 30.2%보다 낮고

연구지역의 연령별 성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61 세

이상이 32% 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세이하는

2.0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0.6% 로 전국의 9.5% 보

20.8%

에 불과하다. 두드러지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다 약간 높게 분포하고 있다. 소유규모분포는 1.0ha미

연령층은 10세미만과 26-45세 층이다. 이는 인구 재생

만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80.9% 를 차지하고 있는 반

산의 연령층이 유출되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면에 2.0ha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단지 한농가

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조

로 2.1% 를 점하고 있어 극히 영세한 소유규모로 상당

의 특징은 20-25세 연령층의 일시적인 회귀에 있다.

한 임차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지역의 농지 소유 및 경작규모벌 분포
(단위: 호， %)

경작\소유면적

무

0무.5토ha지미만

7
9
1

0.5- 1.0
1.0- 1.5
1.5-ha2이
.0

2.0

계

0-0.5 0.5- 1.0

상

1( 2.1)

1.0- 1.5 1.5-2.0 2.0ha 이상 계

9<1 9.2)
25(53.2)
5<10.6)
3( 6.4)
5(10.6)

2
2

14
2
2

2

2

17(36.2) 19(40.4) 7<1 4.9) 2(4.3)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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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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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의 임대차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작농

이 23호 (48.9%) ， 임차농이 21 호(44.7%) ， 자임대농이

양한 형태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겸업의 유형과 후계자의 유무에 따라서 농가를 유형화

3

호 (6.4%)이다. 자작농은 1990년 전국의 56.7% 보다 낮

하여 노동력재생산과 조달양식을 살펴보고 있다.

은 수준이나 자차농이 29.8% 로 전국의 19.7% 보다 높

다양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도시 근교외곽

고 경영면적의 50% 이상을 임차하는 농가(자차농+순

지역에서 단일 관점에서 농가를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

임차농)는 14.9% 로 전국의 23.8%보다 낮다.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가경제에서 농외소득이 차

소유규모별 임차농가를 살펴보면 0.5ha미만 농가는

지하는 비중， 농업노동력의 보유와 지속성， 그리고 영

17호중 10호， 0.5- 1.0ha농가는 19호중 5호가 농지 를 임

농형태를 고려하여 유형화 하였다.

차하고 있는 반면에 1.0ha이상을 소유한 농가에서는

농가의 유형은 1 차적으로 농가경제에서 농외소득이

10호중 5호가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임차농가의 평균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50% 이

임차면적은 1 ，148평으로 경영면적 3，476평의 33% 를

하이면 전업농 7}3)， 51% 이상이면 겸업농가， 비농가로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규모별 평균 임차면적은 O.5ha미

나누고 다시 전업농가를 노동력의 보유와 농업후계자

만이 810평， 0.5- 1.0ha가 1 ，720평， 1.0- 1.5ha가 2，300평，

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농업경영자가 60세미만 이

1.5-2.0ha가 950평 이 다. 임차규모는 1 ，000평 미 만이

15

거나 전업농업취업자 60세 이상으로 후계자를 보유한

호이고 3，000평이상은 4호로 소규모 임차농가가 대부

농가를 자립농가， 전업농업취업자가 60세 이상으로 후

분이며 3，000평이상의 농가 중 3호가 농기계 이용을 확

계자를 보유하지 못한 농가는 노령농가로 분류한다. 다

대하고자 하는 농가이다.

시 자립농가는 영농형태에 따라 수도작전업농가， 복합

농가， 시설원예전업농가로 구분한다. 다만，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이

II. 농가경영분화에 따른 유형구분

50% 미만을 차지하더라도 농업경영주가

61 세이상이고 자녀중 농외취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겸
手據章(1982) 은

대도시

근교외곽지역에서

업농가에 포함한다.

농가는

이상의 기준을 연구지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농

크게 농업경영을 강화하는 농가와 농외소득을 강화하

가 유형구분의 틀을 제시할 수 있다.

는 농가로 구별되지만 농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풍부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립농2) 이 존재하며 그들의 변화
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립농의

경영내용과 형성조건을 파악하는

藝t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농은 주된
수입원이 농업이고， 65 세미만의 남자전업농업노동력을

저L;. 자립농가

보유하고， 남자전업종사자는 연간 30 일이상 겸업에 종

업

사하지 않은 농가로 마을의 농업생산에서 중심적 위치

2.

농가 유형구분의 툴

수도작

전업농가

<I-a>

<ll>
<ill>
<IV>

노령농가
비농가

원I播克已， 河原설郞(1988) 은 농가의 분화란 농업주

<I-b>

시설원예

전업농가

<I-c>

자립수도작농가 자립복합농가 자립시설원농가

겸업농가

를 차지하고 있다.

복합농가

노령농가

겸업농가
비농가

체의 운동방향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농업재편에 중요
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가를 @토지이용

ITI. 농가분화의 요인

형농가층 @시설원예 • 축산주업형농가층 @안정된 겸

1. 농업노동력구조

업형농가층 @작업위탁 • 토지자산형농가층으로 구분
하고 있다.

농업노동력은 농업생산력을 규정하는 일차적 요소

흙本一視(1992) 는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되고 경영규

이며 농업노동의 내용은 농민 생활의 질을 반영한다

모가 영세한 농가에서 농업존속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할 수 었다. 농가인구의 선별적 유출로 인한 인구구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 농가는 다

의 변화로 농가노동력은 급격한 노령화 · 여성화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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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영농단 등의 전문적인 영농조직에 의해서 대체되고

향을 보이고 있다.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농조직의 등장이 반드시 주민간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 여성화는 연구지역인
회덕마을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영농종사자수는

의 유대의식을 약화시키는(조영국，

90명으로 농가구당 1.91 명이며 이는 1991 년 전국

오히려 상업적 농업과 작목반 등의 영농조직이 활발한

2.1 6

1990

것은 아니며

지역에서는 농작업외의 농업경영과 유통부분에서 협업

명 보다 낮은 수준이다.

적 성격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4)

연령별 취업구성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농업취업인

60

조사지역은 대도시근교로 농외취업기회가 풍부하여

세 이상은 38.9% 로 전국의 25.4%보다 극히 높은 편이

젊은층은 농업노동을 기피하고 참외와 고추의 정식이

다. 15-29세 인구의 취업구성을 살펴보면 전체취업인

나 수확， 특히 하우스 작업은 아주 힘들어 비교적 노동

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취업인구는

3.3%

력이 풍부한 노령층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어 상대

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농업취업인구중 여성이 차지하

적으로 중년층， 특히 주부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는 비율이 52.2%로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여성경

있다 5)

구의 비중은 3.3% 로 전국의 5.6%보다 낮은 반면에

영주가 차지하는 비율도 9가구로 19.2%를 차지하고

농업기계화

2.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기계화는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

연구지역의 농업고용과 피고용 일수 분포를 살펴보

63.8%

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농약， 비료， 신품종

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고용일수는 26.4일이다. 고용

보급과 재배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농기술체계의

일수 분포를 살펴보면 20일 이하가 18가구로 60% 를

연장선상에서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

차지하고 있고 50일 이상 고용농가는 3가구로 10% 에

되었다. (강정일， 강창용，

불과하다. 반면에 농업피고용농가는 8가구로

1992)

면， 농업노동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307}구로

26.7% ,

1989;

윤수종，

1990;

도규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도작부분에서 일관기계화가

평균피고용일수는 55.3 일이다.50일 이상 피고용농가

추진되면서 대형농기계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

가 4가구로 50% 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력 조달형태인 품앗이를 살펴보면， 품

다. 대형농기계 중심의 일관기계화는 수지균형면적과

앗이는 3-5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품앗이

작업면적의 확대로 수위탁관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일수는 10 일 정도이다. 품앗이에 참가하지 않은 농가

있다. 수도작에서 수탁농가의 기간노동과 위탁농가의

가 과반수가 넘어서고 있어 전통적인 노동력조달양식

관리노농으로 농가간 작업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와해되고 새로운 노동력조달양식으로 변화되고 있

수탁농가의 수도작 전업농과 위탁농가의 수도작이외의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등질적인 노동력 교환형태

농업과 겸업으로 농가간 경명분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 품앗이의 쇠퇴는 농업노동력 구성변화로 농가간 노

연구지역에서 농기계 보급은 1973년 윤O식씨가 경

동력의 질적 차이가 심해지고 기계화의 진전， 상업적

운기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앙과 수확의 기계

농업의 전개로 농업노동의 변화와 성별 • 연령별 분화

화 작업은 1982 년 능주농협이 농기계조직를 운영하면

로 농작업이 다양화 · 전문화됨에 따라서 작목반， 기계

서 시작되었다.1984년 농기계조직이 해체되면서 윤O

표

3.

연구지역의 주요 농기계 보급률
(단위: %)

연도 경운기

1993
(%)

트래터

7
17.0

3
6.4

이앙기

3
6.4

바인더

2.1

자료: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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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트럭

2

10

0

5

4.3

21.2

0

10.6

농가 경영분화의 유형과 특성 -화순군 능주면 천덕리 사례연구-

만씨가 중고이앙기를 인수하였고 1985년에 콤바인을

한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분해=탈농론과 심화=유지론

구입하여 임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으로 구별된다. (大竹秀則，

1987년 조사지역에

1983;

住顧由子，

1994)

전자

서 기계화영농단을 10 명으로 구성하여 트래터와 콤바

는 도농간의 임금격차와 농가간 토지경쟁과 생산력의

인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농단 구성원은 윤

격차로 농민층이 전가구원 전업농가→경영주 전업/가

0만， 윤0석 2 명이고 8명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며

구원 겸업농가→전가구원 겸업→이농/탈농으로 진행

운영도 트랙터는 윤0석， 콤바인은 윤0만씨가 분리하

되는 농민층 분해론의 연장이다. 후자는 농공간의 임금

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격차에 대응하기 의하여 농가는 농가의 총노동시간을

또한， 최근 능주면 천덕리， 원지리， 정남리， 만인리의

농업과 겸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농공간의 임금격

영농후계자 5명을 중심으로 기계화영농단을 확대하여

차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겸업을 가능하게 하는

위탁농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수탁농가가 대형농기구를

요인은 지역농업조직의 활동에 있으며 농가는 가구주

도입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업→가구주 전업/영농후계자 겸업→가구주 겸업/영

설립한 것이다. 즉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 영농회사

농후계자 전업→가구주 전업으로 순환된다는 것이다.

를 설립하면 기계구입자금을 9，060만원까지 보조

융자

연구지역에서 겸업은 전계층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50% ,

자비 10% 의 조건으로 지원받아 대형농기

하위계층은 경영주겸업농가로서 제 2종겸업농가가 대

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전업농가는 2，100만원까

부분이며 겸업의 주내용은 농외피고용이다. 조사지역

40% ,

지 보조

자비 10% 로 지원받아 상대

겸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2세대 가구원의 겸엽이다. 이

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위탁농회사의 실제적인 운영

들의 대부분은 농외피고용종사자로서 농작업에는 주말

은 기계화영농단과 마찬가지로 윤0만， 윤O철 2 명이

과 농번기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농업

개별적으로 기계를 분할 소유 •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종사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2세대의 탈농화와 임노

20% ,

융자

70% ,

역시 농가로부터 개별적으로 위탁받아 하고 있다. 이들

동자화가 농가의 탈농화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농업

은 경운， 정지， 육모， 이앙， 수확， 건조의 일관기계화체

존속을 위한 농가소득 보충을 위한 불가피한 것인가는

계를 갖추고 능주면 전체와 도곡면 일부를 작업범위로

현재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농작업의 수위탁관계

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에 의해서 작업지역의 조정이 이

와 함께 농업과 농촌유지에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루어지고 있으나， 대형농기계의 급속한 보급으로 작업

있다.

량의 확보가 어려워 후발농가의 일부는 영암군， 강진군

N. 농가유형의 성격과 존재양상

등에서 원정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농기계보급률은 트랙터， 콤바인은 전국

1. 가구의 일반적 특성

의 보급률보다 높고 이앙기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연구지역의 경지조건이 기계화에 유리하여 효율성

농가는 생산과 소비의 단위다. 농가의 생산과 소비

이 뛰어난 대형중심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

는 농가의 생애주기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운기보다는 관리기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규모가 적

만 직계가족체제가 해체되고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어서 조작이 간편하여 힘이 들지 않아 중년 이상의 나

농가는 생성-성장-쇠퇴-소멸이라는 단선적인 과정을

이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소규모의 하우스작업과

겪는다. 따라서 가구의 생애주기와 노동력을 가장 잘

과수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나타내는 경영주의 나이는 농가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
요한 지표가 된다.

3)

겸업화

유형별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I-a> 자립수도작농가

최근 농업구조개선의 논의에서 겸엽은 중요한 문제

와 <I-c> 자립시설원예농가가 각각 44.5세와 44.8세로

로 등장하고 있다. 겸엽은 국가의 산업발전 수준， 도시

가장 젊고 <m> 겸업농가와 <I-b> 자립복합농가는 각

화， 교통발달， 농업 특성에 따라서 나라마다 각각 다르

각 50.4세와 55세이고 노령농가가 67.4세로 가장 높게

게 나타나고 있다. (서찬기，

나타나고 있으며 <W> 비농가 역시 66.6세로 높게 나

1992)

일본에서 겸업에 대

74

地理學論輩 第24號(1994.

타나고 있다. 농가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8).

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I-a>

자립수도작농가와 <I-c> 자립시설원예농가는 55세 미

농가유형별 전업종사자수를 살펴보면 <1> 자립형농

만으로 30대가 각각 1 호가 존재하고 <I-b> 자립복합

가가 2 명 내외로 가장 양호하며 이는 정상적인 부부노

농가는 46세이상으로 50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동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II> 노령농가는

<m> 겸업농가는 전연령층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1.59 명으로 <m> 겸업농가 1.33명 보다 수적으로는 많

36-40세에 4가구와 56세 이상에 5가구가 차지하고 있

으나 고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열악하며，

다. 이러한 겸업농가 분포는 최고 대도시근교외곽 지역

<II> 겸업농가는 전업종사자의 부족을 겸업종사자와

에서 신규인력과 젊은 경영주의 농가취업경향을 반영

비정기적 가족노동력으로 보충하고 있어， <1> 자립형

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W> 비농가층은 61 세 이상

농가보다는 열세에 있지만 <II> 노령농가보다는 우위

의 은퇴농가가 압도적이며 비농업경제활동가구는 4가

에 있다.

구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모든 유형의 농가에서 외부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으

농가유형별

<I-a> 자립수도작농가와

일반적

특색을

살펴보면，

며 고용일수는 <I-a> 자립수도작농가와 <I-b> 자립복

<I-c> 자립시설원예농가는

합농가에서는 평균 30 일 내외이며 <I-c> 자립시설원

다른 전업농가에 비하여 경영주가 젊고 부양가족이 적

예농가， <II> 노령농가， <m> 겸업농가는 각각 10.3 일，

어 가게부담이 낮아 영농활동과 투자에 유리한 입장에

12.3 일， 8.2 일로 10 일 정도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

있으며， <I-b> 자립복합농가는 전체적으로 경영주의

는 전자의 농가들은 비교적 경영규모가 크고 재배작물

나이가 많고 특히 비동거가구원이 많아 노동력의 유출

이 수도작과 복숭아 그리고 일부농가의 노지채소로 노

과 함께 가계부담이 높아 영농활동과 투자가 불리하다.

동력의 수요가 일시에 집중 되어있기 때문이며， 후자농

<II> 노령농가는 노동력의 죄퇴로 농업축소나 한계적

가도 경우 시설재배농가는 노동력의 수요가 연중 고르

이용을 예시하고 있으며 <W> 겸업농가는 다양한 농가

게 나타나고， 노령농가와 겸업농가는 경영규모가 소규

는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건실한 가족노동력을 확보

모로 가족노동력을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의 고용노동

하고 있어 계속적인 농업유지를 할 수 있으나 비농업

력과 품앗이로 가족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다.
품앗이는 일종의 노동력교환으로 공동작업의 관행

부문과의 경합으로 농업경영의 확대보다는 현상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V> 비농가는 <II> 노령농가와

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으나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

<m> 겸업농가에서 노령이나 전업으로 영농활동을 계

과 수도작에서 기계화의 진전으로 가족노동력이 강화

속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전자의 농가에서는 사회보

하면서 일일고용과 노동력교환의 중간적 형태로 남아

있다. 농가유형별로 살펴보면 <I-b> 자립복합농가와

장제도의 미홉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II> 노령농가， <m> 겸업농가은 10 일 정도 품앗이에

농업노동력 조달양식

참여하고 있으나 <I-a> 자립수도작농가와 <I-c> 자립

농업노동력의 조달은 가족노동력， 고용노동력， 품앗

시설원예농가는 품앗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이 등으로 구성된다. 급격한 이농으로 촌락의 고용노동

유형농가의 작목구성과 가족노동력의 특정에 비롯된

력과 품앗이가 감소하고 가족노동력이 급격히 증가하

것이다. 즉 품앗이는 가족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

고 있다. 가족노동력의 증대는 노동력의 여성화와 노령

고 고용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비교적 경영규모가

화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나친 노동으로 가족노동력

작고 동질적인 작부구성(복숭아재배농가)을 지닌 농가

의 재생산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에서 노동력의 일시적 수요증대에 대웅하기 위해 형성

핵가족의 가족농업에서는 노동력은 부부를 중심으

되고 있는 것이다.

로 구성된다. 천덕리의 가구당 평균 농업종사자수는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농외취업기회의 확대로 인

1.7 명으로 정상적인 부부노동력 2 명에 못미치고 있는

해 대도시 근교외곽 농촌지역에서 농업노동력 조달이

것은 전업종사자가 3 명 이상인 가구가 2 가구에 불과하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전업가족노동력과

고 반면에 단독노령가구가 7 가구， 경영주 겸업이

고용노동력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겸엽의 확대와

127}

75

농가 경영분화의 유형과 특성

화순군 능주면 천덕리 사례연구-

교통의 발달로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환경과 건강에 대

농가경영의 유형과 임차규모는 각 농가유형의 노동

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정기적인 농업노동의 증가하

력구성과 경영전략， 즉 토지이용방법과 농외취업의 의

고 있다 6) 이러한 현상은 연구지역의 <ID> 겸업농가에

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농가유형별 임대차형태와 임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차규모를 살펴보면 <I-a> 자립수도작농가는 1 가구를

3.

제외한 3가구가 임차농으로 가구당 임차규모가 1ha 이

농업 경영

상으로 적극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자대농

연구지역은 평균소유면적이 0.75ha로 극히 영세하

역시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며 경작면적도 전국의 1.23ha보다 훨씬 낮은 0.92ha 이

참외를 시설재배하는 농가의 부탁으로 임대하였을 뿐

다. 농가유형별 소유 규모를 살펴보면 농가유형에 많은

이며 이 농가 역시 농작업수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차이를 보여주고

<I-a> 자립수도작농가와

있다. <I-b> 자립복합농가중 임차농가는 5가구로 평균

있다. 즉

<I-b> 자립복합농가의 소유규모는 각각 l .l 2ha와 1.08

8 백평을 임차 경작하고 있으며 <I-c> 집약형농가는 단

ha로 1ha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I-c> 자립시설원예

지 1 가구만 1ha를 임차 경작하고 있다. 이들은 임차이

농가， <II> 노령농가， <ID> 겸업농가는 각각

유는 도시로 이주한 친척이나 외지인의 부박이 대부분

0.77ha ,

0.62ha로 전자의 유형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이고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차한 경우는 단지

있다. 유형별 규모 분포도 보면 <I-a> 자립수도작농가

2가구에 불가하다. <I-b> 복합형 농가중 동네 겸업농

O.56ha,

는 1.0ha 이상이고 <II> 노령농구와 <ID> 겸업농가는

으로 1 ，800평을 임차한 농가는 고추의 연작피해를 방

1.0ha 미만에 편중되어 있으며 <I-b> 자립복합농가와

지하기 위한 것이고 <I-c> 집약형농가중 외지인으로

<I-c> 자립시설원예농가는 0.5ha-2.0ha 이상까지 넓은

부터 3，000평을 임차한 농가는 자작지를 시설하우스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변경한 후 식량과 차후 시설영농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러한 농가유형별 규모의 차이는 경작규모분포에

장기간 임차한 것이다.

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I-a> 자립수도작농
가는 평균 경작규모가 1.88ha로 소유규모보다

<II> 노령농가는 177}구중 7가구， <ID> 겸업농가는

0.76ha

12가구 중 4가구가 임차농이다. 노령농가와 겸업농의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2 가구이고 나

임차면적은 평균 827평으로 소규모이고 500평 미만의

머지 2가구는 2.0ha미만을 경작하고 있으나 이들은 연

농가도 전체 117}구중 5가구에 이른다. 이들 임차지는

간 수탁작업이 30ha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인 천덕리에

문중， 이농한 친척， 국유지가 대부분으로 임차료가 시

가 많으며

2.0ha

서 가장 활발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이 <II> 노령농

제의 제수마련， 별초 등의 극히 미미한 액수이지만， 임

가와 <ID> 겸업농가는 평균 경작규모가 각각

차농가에게는 식량이란 용도 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0.65ha ,

O.66ha로 극히 영세하고 소유규모 분포와 비슷한 경향

역할을 한다. 임대농은 노령농가의 가구주가 질병으로

을 지니고 있다. <I-b> 자립복합농가와 <I-c> 자립시

논 2，400평을 동생에게 임대한 경우이고 겸업농의 임

설원예농가는 각각 1.2ha와 1.07ha로 소유규모보다는

대농은 경영주가 정수장 관리원으로 취직하면서 고추

O.l5ha와 0.3ha가 많다.

농사를 짓는 농가의 부탁을 받고 빌려준 것이다.

표

4.

농가유형별 소유 및 경영면적
(단위:호，

경영면적

소유면적

-0.5
<I-a>
<I-b>
<I-c>
<II>
L액>

2
10
6

-1. 0 -1. 5

1
5
2
6
5

3
1
1

-2.0 2.02

ha)

평균

-0.5

1. 12
1. 08

1

0.77
0.52
0.62

2

자료:설문조사

76

4

-2.0 2.0- 평균
2 1.88
1
3 1.23
1
1.07
0.65
1
2
0.66

-1. 0 -1. 5

5
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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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속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의 일반적인 재배작물구성은 벼+기타， 벼+
과수+기타가 주종을 이루고 었다. <I-a> 자립수도작농

V.

가에서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과 소규모 과수를 경작하

요약 및 결론

고 있으며 주 수입원은 수도작과 수탁작업료에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새로운 생산력 요소로 일관기

이들은 안정되고 우수한 노동력과 농기계화를 이용하
여 임차지와 작업수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농가

계화의 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가경영의 분화와 적

이다.

응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농가의 농업경영의 분

<I-b> 자립복합농가는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등의

화의 지배요인과 농가분화의 구체적양상은 어떻게 나

다양한 구성을 지니고 있는 미분화상태의 농가이다. 경

타나고 있으며 농업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밝힘으로써

영규모가 비교적 크고 노동력이 풍부한 농가에서는 일

미래의 지역농업 유지체계를 예측해보려는 의도에서

부 고용노동력을 이용하여 노지채소와 과수에 집중하

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 수도작의 경우는 <I-a> 자립수도작농가에 완전 위

1. 연구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자녀의 부분유

탁경작하고 있다. 반대로 경영규모가 작고 노동력이 열
악한 농가는 고용노동력보다는 품앗이에 의존하여

출로 농가재생산이 극히 미약하여 농업유지에 불안성

500

평 미만의 과수를 경작하면서 수도작은 부분위탁하고

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와의 교통여건이

있다. 이들 농가의 주된 수입은 전자의 경우 수도작과

크게 개선되어 시내버스가 운행되면서 학생과 20 대의

노지채소， 후자는 수도작과 과수이다.

직장인이 도시에 정착하지 않고 회귀하여 통근하는 사

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기간 농작업에는 참여하지

<I-c> 자립시설원예농가는 시설원예전문농가로 수
도작은 규모가 극히 미미하거나 완전위탁으로 경작하

않고 있으나 관리작업과 단순작업에서 상당한 기여를

고 모든 가족노동력은 연중 시설원예에 투여한다. 이들

하고 있어 지역농업유지 체계에서 이들의 역할이 주목

은 수확기에 일부 노동력을 고용하고 일부농가는 휴경

되고 있다.

하거나 노동력이 덜 필요로 하는 작물로 대체하고 있

2.

이농과 탈농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여성화로

다. 이들 농가의 주재배작물으로는 상반기의 참외와 후

양적 · 질적 약화를 가져왔다. 또한 판매를 위한 상업적

반기의 고추로 특히 고추는 연중 4-5번의 수확으로 가

작물 재배의 증가는 노동력의 수요의 증가로 노동의

장 높은 수확을 가져오고 있다.

강도가 가중되고 었다. 이러한 노동력부족에 대한 대웅

<II> 노령농가의 주작물재배구성을 살펴보면 벼+기

양식은 수도작에서 기계화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업작

타가 6가구， 벼(보리)+과수+기타가 8가구로 대부분을

물의 재배에서는 가족노동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고

차지하고 있으며 두 농가에서는 참외의 반시설재배에

용노동은 일부농가에 농번기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참가하고 있다. 수도작의 경영은 과수를 경영하지 않은

있다. 고용농가는 성격에 따라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

농가는 일부작업을 품앗이와 부분위탁작업으로， 과수

는 상엽적 전업농과 가족노동력의 보충을 위한 노령농

를 경영하는 농가는 수도작은 완전위탁하고 과수는 품

가로 구별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력은 농외취업이 어려

앗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경영은 자가소비와 도시

운 50.60 대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거주 자녀의 식량확보를 위한 것인 반면에 과수와 참

3.

외는 생계비용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연구에서 농가경영분화의 핵심적 요인은 수도작

부문에서 일관기계화와 이에 대한 일반농가의 대응양

<m> 겸업농가는 식량확보를 위하여 소규모의 수도

식이다. 농업기계화는 농업생산성의 발전을 위해서 도

작경영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농가에서 가족내의 노동력

입된 것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

소규모로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이들의 농업소득은 농

입된 것으로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외소득과 비교하여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농외소득

도입되었다. 이들은 농기계의 부담면적을 확보하기 위

이 불안정하고， 수도작의 위탁과 가족의 여유노동력을

하여 농지를 임차하거나 농작업의 수탁이 필요했다. 다

활용하여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

른 한편， 위탁농가는 각 농가의 인구학적 경제적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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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른 농업경영 유형의 분화이다. 영농형태는 농

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젊은 농가에서는 겸업을 선택한 반면에 장년

업경영

층농가에서는 가족노동력의 강화와 소규모의 고용노동

(semi-diversified

력으로 채소나 시설재배와 같은 집약적인 농업경영을

f따ming) , 준전문경 영 (semi-specialized

발전과정에서

f따ming) ，

일전문경영 (specialized

유지한다.

4.

조직의

single

나타나는

준복합경영

복합경 영 (diversified

farming) ,

단

farming) 의 형태를 의

미한다.

조사지역의 농가분화양상을 노동력확보와 영농형

2) 자립농 또는 자립경영론은 유럽에서 농업구조개선의 논

태에 따라서 자립수도작농가， 자립복합농가， 자립시설

의과정에서 적정규모론의 생활안정과 소득균형의 개념

원예농가， 노령농가， 겸업농가， 비농가로 분류하여 존

에서 정책적인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다. 자립경영론은

재양상을 살펴 보았다. 자립수도작농가는 기계화를 담

가족적 농가규모와 능력， 평균적인 능률표준， 적정소득

당하는 농가로서 임차지향의 농가와 수탁지향의 농가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국가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

로 구분할 수 있다. 자립복합농가는 미분화된 유형으로

다. 일본의 농업기본법에는 자립경영을 r 정상적인 구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분화될 것이다. 자립시설원예

의 가족 중에서 전업종사자가 정상적인 능률을 발휘하

농가는 가장 집약적이고 기술지향의 농업을 유지하는

면서 거의 완전하게 취업할 수 있는 규모의 가족농업경

유형으로 지역농업 발전의 또 다른 축이다. 노령농가는

영으로， 당해 농업종사자가 타산업종사자와 균형있는

노동력과 농가경제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농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로 농외취업과 자작 농업경영이 어려워 수탁농가에 의

경영」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업농가라

존하여 궁박판매의 생계지향적인 농업을 유지하고 있

는 통계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겸업농가의 상

다. 겸업농가는 농외부문에 취업하면서 생계보장과 높

대적인 개념으로 「농사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은 지가 때문에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며 수탁농가에

(농사 이외에 돈벌이 또는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연간
누계일수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J 로 정

대부분의 농작업을 의존하고 있다.

의하고 있다. 일본 전업농가의 정의는 「세대원 중에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농가간 농업경영의 분화

겸업종사자가 1 인도 없는 농가」로 정의하고 고령 여성

는 전통적인 농가생애주기적 요인보다는 기계화와 겸

전업농가와 남자농업종사자가 있는 전업농가로 구분하

업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분화의 양상도 소

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농업생산의 중핵적 담당자로

유관계나 고용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탁

서 기간남자 농업종사자 06-60 세의 남자세대원으로서

과 위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탁농가는 그 대웅양식

자가농업종사일수가 150 일 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를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젊은 수탁전업농가는

중핵농가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적 의미에서 전업농은

생애주기론에서 단순재생산되는 순환적 농가가 아니라

농업종사자가 타산업종사자와 동둥한 생활 수준을 유지

새로운 생산력의 담당자로서 지역농엽유지에 핵심적

할 수 있는 소득수준과 정상적인 영농으로 농업종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농작업은 지역 전체

가 완전취업할 수 있는 경영규모를 가진 농가로서 농가

의 토지이용이나 작부체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의 잉여를 확대재생산에 투자하고 후계자의 확보가

것이 아니라 농가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한 지속가능한 경영체 (going-concem) 라는 의미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수도작의 수탁조직

에서 「자립농」에 가깝다.(김정호， 김홍배，

3)

뿐만 아니라 시설작물의 작목반까지 유기적으로 통합

정부 통계상 전업농가는 겸업농가의 상대적 개념이다.

전업농가는 농사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

하여 전체적인 토지자원의 배분과 이용을 조정할 수

사이외의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하더라도 연간 누계

있는 지역농업조직이 필요하다.

<

1990)

일수가 30 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이다. 겸
업농가는 돈벌이를 위하여 농사이외의 일 또는 영엽에

註 >

연누계 일수가 30 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한다. 겸업농가 중 농업소득이 겸업소득에 비해 많은
농가를 제 1 종 겸업농가라 하고 반대의 경우를 제 2종 겸

1) 본 논문에서 경영의 분화란 인구학적 분화나 계급적 분

업농가라 한다.

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노동력의 구조와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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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앗이의 성격변화에 관하여는 최재석 0988:

341-348) ,

전통적인 농엽조직변화에 관하여는 윤수종 (99 1)， 상업

농업노동력 구성의 변화와 농업기계화

박민선， 1986， “농가가족구조의

새로운 생산조직으로서 작목반의 성격과 협업내용에

변화와 농업생산

농

협조사월보， 제 31 권 제 12호.

관하여는 최찬호 (992) 를 참고하라.

박민선，

농가의 주부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적 속박에서

1993, 1980년대 한국의

연구 -6 개 부락과 사례에

농부증， 하우스병， 농촌부인병 둥에 시달리고 있다. 한

농민계층분화에 관한

관한 경험적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국여성개발연구원 (1987) 이 전국 농촌여성 2，000 명을 대
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에서

1992,

전개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화와 공동유대의식의 변화에 대하여는 홍동식 (988) ，

5)

도규만，

8).

2

명을 제외한 1 ，988 명이 1 개 이상의 건강 이상 증상을 호

서찬기， 1992， “겸업농업의 지역분석 :

1989,

“미작농업의 농작업 수위탁조직에 관한

연구 8 개 지역 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

리학， 제 27 호 제 1 호.
안준섭，

소하고 있으며 68.8%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답

1960-1980" ,

농협조사월

보 제 31 호 6권.

안준섭，

농가 남편과 주부의 노동시간 비교
(단위: 시간)
가사노동

농업노동
구

양희왕，

계

농번기 농한기

남

편

부

농촌사회， 제 2

1984, “농촌경제의 상황과 농민분화

11. 25
10.69

3.56
3.32

농번기 농한기

0.64
4.03

자료: 한국여성개발연구원，

속에 관한 연구 J ， pp.

0.71
5.30

농번기 농한기

11.89
14.72

1993, r 농촌가족의
44-47.

오명석，

2, 한길사.
1983, “농업기계화에

한국사

회연구

분

주

1992 , “영농법인에 관한 고찰

집.

따른 농민경제의 변화

인류학논집， 제6집.

4.28
8.62

윤수종，

1984.

노동력이동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 서

울대 석사학위논문.

변화와 지

윤수종，

1990,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 연

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6)

일본에서는 이를 [주말농민]， [통근근로자]라 한다. 주말

정기환，

농민이란 반드시 주말에만 귀촌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적 변화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것은 아니다. 고향을 떠난 자식세대가 농번기나 부정기

조영국，

적으로 고향에 남아 있는 부모와 형제농가에 얼마간의

1991 , 농촌지역의 성격변화와 농가의 가구형태

에 따른 농업경영의 성격에 관한 연구 -영천군 소재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 상황에

두 촌락의 사례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서 고향과 가까운 도시에 거주하면서 휴식과 정신적 안

최용주，

정을 제공해주는 고향농촌과 농업생산을 존속시키고자

1988,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농가노동력의 조

달양식의 변화

하는 개별적인 노동력 보완시스템이다.(핸木一視， 1992)

최재석，
최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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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a differentiation and Characteristic by Fann Management
A Case Study of Ch ’ondog-Ri, Nungju-Myeon, Hwasun-Gun.
Gi-Po Nam*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tion of farm management and adaptation that
results from the change of a structure of agricultural labor-force an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1980s. The study area is Ch ’ ondog-Ri, Nungju-Myeon, Hwasun-gun. The results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are primarily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 dr따natic depopulation mostly of the young and men results in wea1rness of agricultural
labor-force. Adaptation styles for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labor-force make different appearances in
accordance with farm management. Namely, Paddy rice farming accelerates agricultural mechanization, but
commercial farming strengthens a f:없IÙly labor-force, in particular, women ’ s labor-force. In addition, Pumasi
and co-operation working will fade away s∞n.
Second, The major factor for differentiation of farm management in study area is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which is inσoduced not because it makes a profit but because it substitutes for net퍼ing of
labor-force. Being most1y young and not always rich, they don ’ t secure the optima1 size of cultivated area
needed for the for the use of the maxima1 capacity of the agricultural machine. so they seek to rent land
or be entrusted with farm work. on the other sides, Entrusting farmers show different as야ct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 While a young farmer that cultivates sm머1 land selects a
part-time farming , A old household carries on intensive farming such as vegetables and green house in
strengthening household labor-force
Third, Three ηpes of farmer can be classified into viable farmer, a old farmer, and part-디me farmer
according to the labor supply situation. And then viable farmers are classified into paddy-rice fanner,
diversified farmer , and built-hoπiculture farmer by land use pattem. Consequently, 앙야s of farmer in study
area are classified into viable paddy-rice farmer, viable diversified farmer, viable built-horticulture fanner,
old farmer , and part-time farmer. Viable paddy-rice farmers that maintain the farm mechanization 따e
divided a rent-oriented farmer and a trust-oriented farmer. Viable diversified farmer are indefinite group.
As time goes by, they will fade away. Viable built-horticulture farmers maintain the most intensive and
않chnological agriculture. Old farmers that are hard to farm and go to work in old age entrust some or all
탱rt of farm wor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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