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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산지 주민의 천작물 션택 전략이 볼안쩡한 시장환경 속에셔 최 

고 소득 지향의 전작률올 션택하는 동시애 복합 영농전략옳 수립하며， 이는 

또한 산지 환경의 째약율 받교 았다는 가셜율 강윈도 훌홉훨方 五훌띠 일대 

의 사례 연구얘셔 밝히고자 하였다. 산지주민의 척웅전략이라교 하는 관점에 

서 전작물 재배의 농업경영 견략율 밝히는 것은 문화생태학적인 접곤 방법 

으로， 본 연구얘셔는 적웅 전략율 환경， 공동체， 개별 농가의 수준애셔 분석 

을 시도하였다. 

이툴 구명하기 위하여 우션 그률의 작물 션택에 대한 훌훌 훌훌 결과 나타 

난 작물의 면쩍은 유역분지 별로 야외답사률 실시하여 조사률 하고， 이롤 제 

1위， 제 2위의 작물， 즉 주，부작물율 혜소류와 일반전작물류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그것이 어떠한 산지 환경에 의하여 영향율 받교 있는지률 밝히기 

위해 훼빼I分折율 하였다. 판별분석의 결과롤 토대로 산지 환경의 영향율 받 

아 나타난 마율별 ·개인별 척웅전략율 분석하기 위해셔 경지 소유률 중심 

으로 한 영농 규모와 재배 작물의 면적 및 작물 결합과 작물수， 임차농의 재 

배 유형 나아가 영농 성과 둥을 살펴 보았다. 

판별분석의 분석 결과， 주작물과 부작물율 결합시킨 채소류와 채소류， 일 

반전작물류와 채소류， 일반전작물류와 일반전작물류의 세 판별집단은 고도， 

경사도， 연령집단이 높은 판별력율 나타내어 산지 주민의 작물 션택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 산지 환경은 고도와 경사도툴 중심으로 한 자연조건이라고 

하겠다. 이들 주·부작물 결합애 의한 작물 재배 지대률 각각 훌훌 特化빼혐， 



훌훌훌 확g特化地뺨， 葉훌훌 非特化쳐윌뺨라고 이롬붙일 수 있다. 산지 환경의 영향 

율 받아 탈리 나타난 세가지 재배 지대는 상업 환경 속에셔 서로 상이한 쩍 

웅 전략올 마율벌· 개인벌로 보여준다. 륙화지대로 갈 수록 경작 규모가 크 

며 임차 규모도 넓었으며 특히 여러 종류의 채소류률 결합시켜 재배하였다. 

다양한 채소류롤 재배하는 이들 임차농은 산지 상업농업과 입차가 갚은 관변 

올 맺고 있읍율 보여 준다고 하겠다. 준특화지대는 감자와 배추， 감자와 배 

추와 일반전작물류， 혹은 감자와 욱수수와 일반전작물류롤 결합시키며 비혹 

화지대에셔는 욱수수와 콩과 일반전작물류， 갑자와 배추와 고추롤 결합시키 

는 홉鷹룰훌l홈율 보인 다. 

홉훌 成果 면에서는 채소류로 륙화될 수룩 전체 영농 비용이 눌어나게 되 

어 불안한 시세 변동과 함께 마율의 평균 순수익율율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다. 특화지대로 갈수륙 호당 명균 순수익율은 또한 큰 차이률 보여준다. 한 

펀， 인접생 (vicini ty ), 과거의 접근성에 의한 지리척 타성 (geographical 

inertia) , 및 제도 퉁도 작물 션택에 미치는 산지환경의 주요 요인이었다. 

따라서 산지 주민의 전작물 션택 전략이 산지 환경의 없l約 (constraint) 과 

불안쩡한 시장환경율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읍율 입증하게 되었으며， 그 결 

과 척웅전략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세가지 山地 훌業地뺨化(agricultural 

zonation) 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입지폰쩍 

셜명과 동시에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롤 척웅 전략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문화생태학적 방법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주요어 : 作빼選揮， 홉톨훌훌l홈， 最홉所짧， 훌合榮農， 農業地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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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장 서 론 

1.1. 문혜의 째기 

한국의 농업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째 성장에 따른 육민 경쩨의 발전 

과 자본주의객 생산 양식의 도입으로 生計훌훌에셔 홉훌.훌으로 전환하게 

되면셔 11 농업 생산의 옳~(specialization)가 이루어지게 되고 농업 공간은 

입지애 따른 농업지대， 즉 셔올율 중심으로 한 남동부 방향으로의 동심원 구 

조가 나타나는 통얼객 공간혜채로 재펀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21 이것은 거시 

척인 수준얘셔 버륙 농업발전의 지역객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륙화가 진행되 

어 지역 농업이나 농업 공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一훌 훌훌 空뼈 훌훌 

훌훌이 잘 쩍용된다는 것율 의미한다 31 

그러나， 과연 한국의 농업 환경에 비추어 진쩡한 의미에셔의 륙화가 진행 

되었을까 하는 문째률 째기하지 않율 수 없게 되교， 지역 농업의 多角化

(diversification)얘셔 특화로의 변화롤 가지고 한국 농업이 발천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한국얘셔 농업 생산의 

1 )許홈行. 1986. 홉톨훌훌의 成훌과 훌훌훌方向.If뿔톨톨톨 17 ... 홉훌村홈홉 
I퓨究홈. pp. 62-63. 률폰 許홈行은 1968- 71년 사이에 한국농업이 전통 

적인 농업얘셔 상업농업으로 견환하게는 되었으나 효율쩍인 뼈훌훌의 

쩡착 시기애 관해셔는 한 째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2) 출基훌훌. 1985. ‘作빼 體化度에 의한 .. 홉의 흩훌훌훌훌分 빼理훌홉했， 

쩨 10호， 홉톨훌理훌홉훌훌. pp. 49-70. 
3) 徐톨훌. 1989. “ l톨톨애 있어서 훌훌뿔뼈의 훌훌훌훌훌 (1960-1980) : 

fF 417의 多角~度 分析 빼理훌， 제39호， *1톨훌理톨1를.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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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특히 전작의 경우 경제적 비교우위의 立地뼈 

에 입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초기에 정부의 호훌빼율 중심으로 한 복합영농 

단지의 조성과 함께 개별 농가의 수준에서 시세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환 

급작물올 선정하고 그의 가격 폭락 둥올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작물올 션택 

한 결과인 것이다. 이는 아직 개별 농가가 單一훌門훌훌훌에 도달하지 못했융 

율 말하며 농륙 사업으로 상업객 폼목이 중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쩡 가격이 

유지되지 못하여 소특 효과가 객었다는데 연유한다，(1 

그동안 저농산물 가격 쩡책으로 일관해 온 한묵의 농산률가격 정책올 고려 

한다면 S’， 이러한 설명은 무리가 아닐 것이며 실제 농부들은 농업 생산성율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불안쩡하지만 높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작물옳 재 

배하는 경향이 있었댄 것이다. 일반 훌業뿔뼈홉이 이러한 문제훌 간과하게 

된 것은 대부분의 농업 생산 특화에 관한 연구가 都 단위 지역의 농작물 홍 

계 집계 자료 (aggregate data)훌 토대로 하여 거시적인 분석에 치중하여 옴 

데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묵에 있어셔는 농업 생산의 특화도 변화 추세롤 가지고 농업 공 

간의 발전 단계톨 규쩡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으며， 미시적이면서도 개인 

농부의 수준에서 地城훌業 空間이 형성되는 과정， 즉， 작물 션택과 지리적 

4) 옳뿔.昊 옳코根， 1982 , 價格維持와 生훌훌뼈훌:.훌훌톨홉와 관련시켜 본 훌 

흩tJ’!格 間훌훌와 훌合훌훌훌의 前提條件， 훌퓨究轉告 48 , *'훌훌村홈홉훌퓨究 
院， p.13. 농업의 상업화는 개별 농가의 농업 경영 조직이 자급 영농에 

서 專훨홉훌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한묵에 있어서의 상업농업 
은 훌特훌業의 실시 이후 농업의 復合홉훌化로 진행되어 왔다. 

5) 옳文빼·외， 1980 , 빼빼흩業의 近代化過뚫， i퓨究훌훌톨 3 , 훌월團훌村훌톨훌톨iJf 

究院， pp. 99-100. 

2 



요인 및 경영 전략율 구명해 불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상업화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야끼되는 농업 환경의 푼제들에 대웅하 

여 전략율 수립해 작물율 션택， 재배하게 되므로61. 개별 농부들의 영농에 관 

한 의사 결쩡이 공간적으로 표현된 특화지대롤 용하여 수립된 훌훌훌l홈과 영 

농 과정율 구명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 주민의 작물 션택에 

의한 영농 전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역농업옳 명가해야 한다. 

朱龍宰 퉁이 감자， 李永뿔이 채소류 재배 농가롤 사례 마옳 벌로 표본 

조사하여 개별 농가의 영농율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조사 농가의 재배 

작물 전체가 아닌 대표적인 작물에 묵한되어 있율 뿔이며 71 륙정 지역의 농 

업 연구 또한 훌質的인 농업지역이 아닌 遭 단위률 중심으로 시·군 하위 행 

정 단위의 농업통계를 토대로 특쩡 遭 내에서의 농업지대 구분과 그의 개발 

방향에 치중하고 있다 81 

6)Wolpert. J. • 1964. “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a spatial 

contex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 ican Geographers 1 Vol. 

54. p. 537. 

7) 朱龍宰·李永뿔·韓斗鳳 .1983. 감자의 뽑給 및 利用에 관한 ￦했，빠究 

報告 57. 韓훌훌村훌훌홉빠究院， 191 p. 

李永觸.1983. 高 F음地葉훌홈의 藏培現況 및 협륨給에 관한 훌퓨究， 훌퓨究報告 
55. 훌훌園훌村훌톨훌톨훌퓨究院. 125p. 

李홉홈， 1990 , “江鳳遭 홈冷地 農業地城의 形成過훌에 관한 연구 地理

뿔新究， 제 15집， 韓빼地理數育홈會. pp. 1-20. 

李植緣. 1989. “農業華新의 空閒훌散과 地城훌化 地理홈， 제 39호， 大.. 
地理훌會， pp. 35- 57. 

8) 成普根. 1988 , 地城훌業構造의 特性과 훌훌展훌톨홈 忠北地城 훌業훌뼈1. 

훨퓨究報告 174- 1. 農村홈흙빠究院. 98p. 

朴正根·蘇淳烈， 1988. 地城農業構造의 特性과 훌훌廣훌훌1&: 2 全北地城 훌 

業事'fJlj， 新究報告 174-2. 韓團農村훌톨흙휠퓨究院. 1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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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연구 목척과 방법 

1. 2. 1. 연구 목쩍 

전국토의 70"툴 차지하는 山地에서의 농업도 전국의 시장권에 편입되어 환 

급 작물율 재배하게 되었으며 재배 작물의 특화지대가 형성되었다. 그 중에 

셔 채소류의 特化地뺨9)가 형성된 것은 운송 수단이 발달하고 산지에 대한 접 

곤성이 제고되면셔 산지의 입지 조건이 이들 작물율 재배하기에 적합하게 된 

데 연유한다.빼 

그러나， 산지 농업지대롤 이러한 입지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미시 

적 수준에셔 상업화의 적웅 전략율 구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 수매에 의하여 미곡의 가격이 일쩡하게 유지되는 평야의 미작지대와 

는 달리 전작옳이 높은 산지 주민의 농가 수입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 

라 변동하는 묵내의 전작물 시장에 크게 화우되면서 쩡부의 농산물 가격 쩡 

책에 의한 작물의 慣格構遭에 특히 의흔하게 된다. 전작물 가격이 폭둥하면 

수입율 하여 가격의 안정율 유지시키고 농가 보호툴 위해 얼부 전작물은 수 

매를 하는 정부의 가격 정책 속에셔， 산지 주민이 재배작물율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률 유지하고 농가 소득율 중대하기 위해셔는 쩡부의 시장 개입에 

玄公南， 1988 , 地城훌業構造의 特性과 훌훌훌훌l홈 3 흡州地城 훌業훌%에， 

鼎究훌훌告 174-3 , 훌훌홉훌村훌톨홉훌퓨究院， 63p. 

9) 옳基麻， 1985 , 전게서 , p.56. 

10) 쏠활基， 1989 , 전게셔，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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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시장 가격이 안정객인 작를보다는 다소 시세가 변동하드라도 풀게 형 

성되는 작물율 션택활 수도 있다. 

이는 개벌 농가가 일쩡한 시장 가격에 의한 작물의 단위 면객당 생산량이 

나 생산 비용 둥율 고려한 平혈所홈 보다는 불안한 시장환경에 의한 전작물 

의 最萬所格율 중시하는 전략율 수립한다는 것이다. 최고 소특올 지향하는 

작물율 주로 재배하게 되면 시장 가척이 폭락할 수도 있어서 이에 따른 위험 

부담율 분산시키기 위하여 상대척으로 최고 소득이 낮으나 안쩡쩍인 작물옳 

결합하는 復合홉훌율 하게 된다. 다만 이때 각 작물의 재배 면쩍 비율이 문 

제이다.결과적으로 개별 농가의 作付빠흙에 따라 어땐 농가는 순수익율이 아 

주 높고 또 다른 농가는 전혀 없는 농가가 나타나 농가벌 순수익율의 편차가 

심해지게 마련이며， 포한 그러한 마율은 평균 순수익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 

는 전문화의 결함율 보완하고 생산 중대흘 꾀하려는 복합 영농의 의도와 어 

긋나는 일이다. 

한편， 전작물의 平혐所짧보다는 最홉所짧율 중시하는 영농 전략도 山빼훌 

境의 영향율 받게 된다. 즉， 산지 내에셔의 입지 조건이 산지 주민의 작물 

션택의 전략에 제약율 가하기도 하고 가능성율 열어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산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산지 농업 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셔 본연구는 산지 주민의 田作빼 훌揮 훌略이 불안쩡한 시장 가격 환 

경 속에서 최고소득율 지향하는 동시에 위험 부담율 분산하기 위하여 복합 

영농전략율 수립하며， 이는 또한 산지 환경의 제약(constraint)율 받고 있다 

는 것율 강핸도 영셔지방의 오대산 일대 사례 연구롤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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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설율 입증하기 위한 연구 절차와 내용은 다읍과 갈다. 

1. 재배되는 전작물의 종류와 면척율 조사하고 그의 분포툴 살펴본다. 

2. 조사된 전작물율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재배 

작물율 유형화시킨다. 

3. 어떠한 산지 환경의 영향율 받아 이률 유형화된 작물율 션택율 하게 

되는가롤 밝히며， 작물 션택 유형에 따른 산지 농엽지대률 구분한다. 

4. 작물 지대별 마율율 표본 조사하여 작물 션택에 미치는 다양한 산지 

환경을 밝힌다. 

5. 산지 환경의 제약과 불안쩡한 시장가격 환경 아래에셔 나타난 산지 주 

민의 작물 션택의·적웅전략율 산지 농업지대의 마율별， 농가벌 경지 

소유와 영농 규모，및 재배 작물의 면척과 토지이용 특히 작물 결합 유 

형과 영농 성과 둥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6. 산지 주민의 작물 션택에 영향율 주는 산지 환경율 논하며 쩍웅 전략 

이란 입장에셔 산지 상업 농업지대의 륙성율 일반화시킨다. 

1. 2. 2. 용어의 정의 

본연구에 있어셔 연구 내용율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존의 문헌율 

토대로 몇개의 용어률 자의척으로 쩡의하거나 정리하였다. 

산지: 세계 각묵의 산지에 대한 개념은 그 나라의 부존 자원 여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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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채 쟁의한다. 한국의 경우 토지 이용적 측면과 보전객 측면올 만혹시킬 

수 있는 7" 이상의 경사도와 100m 이상의 고도롤 가진 지역옳 산지로 청 

의하기도 한다.빼 그러나， 한국은 100m 이상이 대부분율 차지하므로 200m 이 

상의 고도률 가진 지역율 산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0m 이상의 

산지 또한 전국토의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200m 이상의 산지나 그 이하의 

평야에서도 버교적 완경사률 이루며 구흥지가 점이쩍으로 나타날 수 있다J2I 

산지농업 : 산지농업은 홉혐훌훌훌이나 .훨훌훌과 구벌되는 입지조건올 가 

진 농업율 말한다 ø 산지농업 중에셔도 표고 100m 이상의 산지에서의 농업올 

低훌빼 흩훌애 대웅시켜 고산지농업， 또는 홉冷地훌훌이라고 이톰붙인다. 고 

냉지는 물론 고도애 따라 400- 600m롤 준고냉지. 600m 이상옳 고냉지로 구분 

하여 부르기도 한다1t 

복합영농: 농업 경영조직 상의 개넘으로 본연구에서는 활훌I훌훌나 作付I톨 

흙유형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단일 전문영농(specialized single 

farming) • 준전문영농(semi-specialized farming). 복합영농(diversified 

11)李훌훌 외 6인. 1987. 山빼 開훌과 利用의 훌훌方向 퓨뿔 .톨훌村흩톨흙 
jf究홈. p.17. 

12) 옳昌훌. 1989. 全훌北遭 南西趣홉의 .IÍ:置趣 홉짧 分析， 쳐옐理훌훌퓨究， 제 
14집， 홉홉빼理훌育훌흩. p.78. 

13) 이광원 외 6인. 1987. 천게서. p.30- 31. 경사지농업은 산지농업과 마찬 

가지로 경사지률 개발· 이용한다는 면에서 비숫하지만 농업 여건이 명지 

농업과 다롤 바 없다고 하여 구벌하고 있다. 

14)李昌홈. 1987. 홉훈훨훌業， 江훌大出훌部. p.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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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ing) 및 준복합영농(semi-diversified farming) 중의 하나이며 이툴 넷 

은 상업화되는 농업경영의 발전단계에 나타난다.뻐 이 중에서 복합영농은 

1982년 .~훌훌홉$가 쩡책척으로 제창한 용어로 現옳 뾰入홉이 되는 훌훌의 생 

산 부문올 결합하는 영농형태라고 하였다. 복합영농의 기대했댄 효과는 토지 

생산성율 향상합 수 있고 地力維持가 용이하며 노동 배분의 명준화 및 가족 

노동력의 완전한 활용 아래 생산물의 상호보완객 이용이 가능해격 각종 위험 

의 분산과 함께 수입의 명준화 또는 자급 회전의 원활화훌 기합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판매상 불리한 첩이 많은 단점도 있다 11 

1. 2. 3. 연구 방법 

산지 주민의 상업 농업환경과 산지 환경에의 적웅전략율 쿠명하기 위해서 

는 먼저 연구 지역 전체의 개활쩍인 작물 재배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 

고 이률 기초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셔 우션 조사 지역의 小流城옳地훌 기준으로 53개 단위 지역으로 구분 

하고17l. 각 단위 지역 벌 천작물 재배 면척율 야외답사에 의하여 1988년 6- 8 

월 조사하였다. 야외조사는 53개 유역 분지 별로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해 왔 

15) 許홈行. 1984. 趣城훌業과 훌合홉훌， 훌퓨~훌훌톨 13. 훌훌團훌村훌홈훌퓨究 

院. pp.263- 264. 

16)상게셔. p.216- 224. 복합영농의 단첨율 보완하기 위하여 個別;專門훌훌훌의 

*범城훌合化， 즉 地城훌음홉훌률 시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게서， 

p.216- 224. 

17) 연구지역 션쩡과 구분율 하기 위하여 1987년 6- 8월 사이에 예비답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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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정올 잘 아는 주민이나 里훌과 면담올 하여 실시되었다.톨 조사 방법 

은 단위 지역 벌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작물로부터 순서대로 이륨과 해당 작 

물의 면쩍 비율올 질문하는 것이다. 재배 작물의 수가 많올 경우 5위까지 조 

사되었다. 면담의 오차톨 률이기 위하여 해당 지역 벌로 2인율 인태뷰하고 

양자의 오차가 큰 경우 제 3의 주민올 션택하였다. 

다읍으로， 각 단위 지역벌로 제 1위， 제 2위로 조사된 작률은m 전자를 主作

빼，후자률 顧作빼로 간주하며때， 이률 각각은 채소류와 월반전작물류로 분류 

한다. 이의 션택 요인올 분석하기 위해 휘JW分析 (dicriminant ana1ysis)올 

실시하였다.때 주，부작물 및 양자의 結合에 의하여 나타난 작훌륭률의 재배집 

단， 다시 말해 판벌집단율 판벌할 쐐W훌훌로 자연(고도， 경사도) . 경제(시 

간거리， 호당 경지면척， 호당 전착율) . 사회(경지 면객당 인구밀도， 교육 

집단， 연령집단) 척 변수롤 흉계 및 야외조사하였다. 

꼽으로， 판별분석의 판별결과툴 토대로 6개 사례 마율올 션쩡하고， 각 마 

율별 30호씩 180여 명 의 주민 과 直接面戰에 의 한 야외 답사를 1989년 6- 8월 

18)해당 면사무소에셔 매년 집계하는 리별 작물 재배 면척 풍계표가 있기는 

하나， 이는 훌地規 부과롤 목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쩨 보다 왜묵되 

어 있으며 조사롤 맡은 里훌이 상당히 형식척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특히 면별 통계표가 해당면의 행쩡 지도 作目에 치중하 
고 있어 일관된 자료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19) 각 단위 지역별로 제 1위， 제 2위로 조사된 작물은 대개 전체 면적 중 40-
50". 30- 40"롤 차지하며. 1. 2위률 합치게 되는 경우 60- 80"롤 점하였 
다. 

20)재배면척 이외에 작물의 평균소득에 따라 주， 부작물로 구분활 수 있지 

만 본연구에셔는 작물의 재배 면척이 농가의 수입에 주요한 구실올 한다 
고 보아 면척 비율로 주， 부작물율 나누었다. 

21)판별분석은 SPSSX program율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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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호당 거주기간과 가족의 인구조사， 농업 이 

외의 경험， 경지소유와 임차· 대여에 따른 영농 규모 뿐만 아니라 재배 작물 

면척과 토지 이용22)， 작물 결합， 작물의 종류수 및 영농 비용빼 둥이었다. 6개 

마율의 영농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호당 조수익율 작물별로 다읍해 

1990년 3- 4월 사이에 추가 야외조사롤 하여 수집하였다. 이와 동시에 개인 

별 적웅전략올 비교하기 위하여 6개 마울의 대표적인 작물 결합올 보여주는 

주민율 션쩡하여 각 작물별 영농 비용과 조수익도 조사하였다. 동시에 판별 

분석에 의하여 셜명되지 않는 다양한 산지환경율 구명하였다. 이는 주로 전 

화 인터뷰에 의존하였다. 

1.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문제의 쩨기얘 따른 

연구 목척율 명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산지 농업의 연구 동향율 소개하고 

쩍웅 행태 연구와 관련된 방법론율 자세히 논의해 본 연구의 방법론적 논거 

률 마련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 지역의 유역 분지별로 조사된 재배 작물의 종류와 륙성 

및 분포률 재배 면쩍상 제 1위， 제 2위의 작물로 나누어 홉a:뭘하게 되며， 이률 

전작물류툴 채소류와 얼반전작물류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전작물율 주작물，부작물， 혹은 주·부작물의 결합으로 션택하게 되는 주민률 

22)토지 이용은 재배 면쩍뿐만 아니라 間作， 二期作 둥율 조사했고 빼를뼈 

롤 이용하여 지도화하였다. 

23)작물별로 영농 비용을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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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어며한 띠빼훌홉이 영향율 주는지률 알아보기 위하여 빼빼I分析올 하며 

그 결과률 기초로 사혜 조사 마올올 션쩡한다. 

션쩡된 사혜 조사 마율율 중심으로 제4장은 산지 농업지대 별로 경지 소 

유와 임차 규모， 및 토지 이용， 특히 착툴 결합 및 종휴수와 영농 성과를 산 

지환경과 불안쩡한 시장가격 환경에 대한 척웅전략으로 분석하면셔， 대표쩍 

인 작물 결합 유형에 의한 농가의 상업농업 경영 전략올 비요한다. 또한 다 

양한 산지 환경율 논하면서 그의 제약과 시장환경에 의한 산지농업지대의 혹 

성율 일반화시킨다. 

쩨5장은 결론으로， 앞서 진행된 분석 결과훌 청리하는 한편， 객웅전략이란 

生홉훌的 方훌훌훌으로 산지 농업지대률 셜명하는 것이 입지론적 접근방법론율 

보완해 률 수 있다는 첨옳 재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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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장 연구 방법론과 연구 지 역 

2. 1. 연구 풍향과 방법론 

2. 1. 1. 연구 동향 

한묵에 있어서 산지 농업 연구는 우션 화전농업 조사와 판계를 맺고 있다. 

한둑의 火田훌훌(slash and burn cultivation)도 심산 유곡의 산림올 벌채해 

블율 놓고 경작하는 농업의 하나로， 조션 후기까지는 趣主뼈l나 흩作化 퉁 농 

업 생산 쳐l쩨의 변동과 관련지어 경지 개척의 연장션에서 진행되어 왔으나1) 

일제시대에 와서는 식민지 농업 갱책 결과 급숙히 확대되었다 21 그후 8'15 

해방과 6'25 동란에 기인한 피난민 둥으로 말미압아 1960년대까지 존숙하게 

되어 이에 대한 많은 관심옳 끓게되었다. 일제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화전 

농업 관계 보고서 31는 화전 면쩍과 호수， 경작 방법， 생활 상태 및 화전의 톨톨 

1 )申虎澈， 1980 , 뼈뺨훌期 火田의 훌大에 대하여， 文훌碩土훌位홉흩文， 西江
大훌훌훌 大훌院， 82p. 

2) 훌홉吉， 198 1, “日帝時代의 火田民 生活 東方훌옳， 제27집， 延世大훌 

홉 톰훌훌퓨했院， pp.155- 18 1. 

3) 小田內훌敏， 1923 , 朝뺨짧훌훌훌훌훌告톨 (第一冊) , 火田民빼， pp. 1- 34. 

홉生永뼈， 1926 , 火田 φ現狀， 훌g뺨홉홈R양홈홉훌훌ft ， 第 15輯， 201p. 
빼훌本홉左衛門， 193 1, “朝뺨φ火田 훌村훌흙빠했훌 l、 ν F ηt갖， 第6聊，

흙都帝톨大훌 훌훌홈ß ， pp. 15- 48. 
朝蘇홈훌府훌훌， 1933 , “火田及~.. 火田民 朝뺨m￥짧(빼훌)， pp. 693-

756. 
武田久吉， 1933 , “뼈뺨φ 火田民"， ,, )v)( ν ， 第2卷， 第4뾰， J뼈톨院，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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害률 소개한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이이나 일제의 수탑에 붓이겨 산지로 솜어 

률어간 주민률올 파악하고 산림율 보호하기 위한 수단올 강구하기 위하여 이 

루어졌다. 

따라셔 화전농업이 한국의 륙유한 농경방식이라는 점율 강조하여 조사· 보 

고하는 것이 대부분일 뿔， 그것이 한국농업의 변천에 어때한 구실율 하였는 

지는 명확히 밝혀 놓고 있지는 않다41 외국의 경우 화전농업 연구는 훌활훌 

훌51과 관련시키면서 화전농업의 집약농업으로의 변화에 따른 훌훨올 째시하 

기 위 하여 이 론척 탐구률6’ 시 도한다. 

1970년대 초의 화전갱리사업 71과 함께 *빼톨올 중심으로 한 지역의 토지 

이용 형태롤 조사하면서 趙東훌는 火田이 시장과 결합되어 수익성 놓운 환급 

작물올 재배하는 경영 형태로 그 유형이 달라져가고 있옵올 주목하게 되었 

1- 35 
4) 포鍵뿔， 1985 , "빼홉의 火田훌業에 관한 홉究 地理훌훌퓨했， 쩨 10집，. 

톨I地理훌k育훌홉， pp. 153- 178. 
5)Watson, J.B. , 1965 , "From hunting to horticulture in the New 

Guinea Highlands ," Ethnology , Vol. 4, pp.295- 309. 
Clarke , W.C. , 1966,“From extensive to intensive shifting 
cultivation: a succession from New Guinea," Ethnology, Vol. 5, 
pp.347- 359. 

6)Brookfield , H. C. , 1972 , “ Intensification and disintensification in 
Pacific agriculture: a theoI‘etical approach," Pacific Yiewpoint , 
Vol. 13 , pp.30- 48. 

7) 江 l흙遭篇， 1965 , 江鳳遭의 火田現엎， 312p. 
趙東훌， 1966 , “韓톨 火田의 分布 빼理훌， 제2호， 大.趣理훌1를， 
pp.57- 65. 
山林훌薰， 1980 , 火田훌理史， 607p. 
순t훌훌三， 1982 , “ .. 톨φ火田 φ 훌훨ζ "，?l，、~"， 빼理，第二十七훌， pp.143-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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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吉훌훌훌훌 또한 강원도 평창군의 대화·진부·도암면율 조사하여 산지농업의 

경영 형태률 분석하였다 9) 그 이후 李昌續 둥은 강원도의 고산지농업올 고냉 

지농업이라고 명명하면셔 그의 개발방향이란 입장에서 산지농업율 다루고-， 

특히 옳홈起는 고냉지농업의 현황율 조사했으며m 張炳晧 풍은 최근 고냉지 

상업농업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고소득 고냉지작물의 도입 방안율 째시하였 

다l2l 

화전농업 연구 이후 산지농업 연구는 600 m 이상 고산지의 R훌F융쳐앨 특수농 

업에 묵한하여 그의 경영 규모， 노동력， 자·소작관계， 홈把 둥의 지역척 분 

포와 경제구조률 경영 규모 별로 분석하게 되거나 산지 개발 방향에 춧점율 

맞추어 고냉지 농업의 개션 방향에 춧점율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률 연구는 

산지 주민의 다양한 작물 션택에 의한 경영척 측면율 소훌히 하면서 농가당 

경영 성과률 분석해 보지 않았으며， 특히 상업농업이 비롯된지 20년이 경과 

한 지급 당시와는 달라진 농업환경율 고려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셔 본연구는 고산지， 이른바 고냉지를 포함한 200m 이상 전체 산지의 

8) 趙東奎， 1970，“高冷趣 土地利用의 훌훌훌: 大빼훌의 훌業的 土빼利用율 中

心으로 地理훌， 제5호， 大韓地理훌슐， pp.59- 68. 

趙東奎， 1974 , “화전의 토지 이용 형태에 관한 연구- 경영구조률 중심으 
로 훌熙大훌數 뚫文集， 제 8집， pp.341- 359. 

9) 吉醫鉉， 1970 , “太白山地城 훌業홈홉의 #훌훌 地城開훌훌훌흩文業， 쩨3집， 

흩熙大훌校附題 홉土훌훌合開훌훌훌퓨究所， pp.85- 97. 

10) 李昌德· 외 , 1974 , 江鳳道 高훔쳐힘훌業의 훌홍合的 開훌훌方向에 관한 R 
究， 江鳳大훌校附훌훌 홉冷地훌業훌퓨究所， 153p. 

1 1)옳홉起， 198 1, “大빼홈율 중심으로 한 홉冷地흩業의 現훌과 훌훌 홈뿜 

쳐월훌業， 제 1호， 江홉大훌校附훌훌 高冷地훌業흉究所， pp.53- 60. 

12) 張炳晧·李昌홈·홈훌·옳빼흙， 1983 ， “홈冷地 主要作빼의 生훌性 向上과 홈 

所格 作빼의 導入方훌에 빼한 빠究 江鳳大훨文集(自l\科훌)， 쩨 18집， 

江鳳大홈校， pp.177-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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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형태와 경영 구조롤 상업농업 환경 뿐만 아니라 그 지역환경과 관 

련시켜 산지주민의 쩍웅전략이란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사실 산촌에 

관한 연구a에서 고냉지 작물 재배훌 산지의 자연쩍 특색과 관련지어 훨術하 

기는 하나 산지환경과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충분히 셜명활 방법론이 부혹하 

여 그동안의 생과에도 불구하고 쩡교한 방법론올 모섹활 과째를 안게 되었 

다-

한묵의 산지보다 훨씬 고도가 높은 3.000m 이상의 안대스와 히말라야의 산 

지농업 연구는 산지라는 자연적 륙생이 신체객인 변화와 호理的인 톨톨홉올 가 

져오기도 하며W 산지 생계농업과 그의 변화씩I 쩨약g을 가하는 것에 춧첨올 

맞추고 있어 오눌날의 상업농업 환경올 고려한 산지 주민의 객웅행태 연구는 

소훌히 하고 있다. 

13) 훌大玄. 1966. 大빼훌뻐펄의 띠村의 立빼와 形훌 • .R띠 先生훌훌甲紀念 
홉흩文集. pp.9-20. 
柳홉E烈. 1974. “7E關山H의 聚홈 훌퓨뤘" 木뼈훌大훌文훌， 째 12집. pp.8 
7- 100. 
具洪哲. 1984. “太白山빼의 띠村에 관한 퓨究 훨훌톨iF뾰， 째9집 •• 
톨地理훌育훌홈. pp. 141- 164. 

14)Frisancho. A.R .• 1975. “ Functional adaptation to high altitude 
hypoxia." Science , Vol.187. pp.313- 319. 
Hanna. J .• 1968. "Cold stress and microclimate in the Guechua 
Indians of Southern Peru." in High Altitude Adaptation in a 
Peruvia Coa훌unity (eds .• P.T. Baker et al.). University 
Park: Occasional Papers in Anthropology. No.l.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 220. 

15)Downs. J. and Ekvall. R .• 1965. " Animals and social types in the 
exploitation of the Tibetan Plateau." in Han , Cultur‘e and Ani톨als 

(eds .• A. Leeds and A. Vayda). Washington D.C.: Aa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pp.175-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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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연구방법폰 

산지라는 자연조건에 쩍웅하는 행태롤 밝히는 산지농업에 관한 연구와 훌 

훌行빼 연구가 대부분 생계농업 아래에셔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율 전제로 하 

여 셜명되고 있다.뼈 

생계 경제에 의존하는 부축사회보다는 현대 농업사회에셔의 적웅행태 구명 

은 J.W. Bennett7} 션구객인 노력올 하였다J1) 그에 따르면 쩍옹전략 연구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롤 셜명하는 가장 성과가 많은 관점 중의 하나라고 하 

며， 훌훌훌l홈 (adaptive strategy) 이란 사람이 자원올 획특하고 이용하며 자 

신률에게 직접척으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쩡하는 가운데 형 

성된 행동 유형이라고 넓은 의미로 청의한다.뻐 그는 훌훌行빼(adaptive 

behavior) 와 전략행동(stratigic action)율 합친 말로 쩍웅전략이란 용어률 

16)Nietschman, B.Q. , 1973 , Between Land and Water‘ The Subsistence 

Ecology 0/ the Hiskito lndians , Eastern Nicar‘agua , New York~ 
Seminar Press. 
Bergman , R.W. , 1980 , Aaazon Econoaics: The Siaplicity 0/ Shipibo 

lndian Wealth , Dellplain Latin American Studies , No.6 ,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Denevan , W.M. , 1971 , "Campa subsistence in the Gran Pajonal , 
Eastern Peru," Geogr‘aphical Review , Vol.61 , pp.496-518. 
Denevan, W.M. and Schwerin, K.H. , 1978 , "Adaptive strategies in 
Karinya subsistence , Venezuelan Llanos ," Anthr‘ opológica , (Caracas) , 
Vo 1. 50 , pp.3-9 1. 

17)Bennett , J.W. , 1978 , The Ecological Transition: Cultural Anthropol 

ogy and Huaan Adaptation , Pergman Press , New York , 378p. 
18)Bennett , J. W. , 1969 , Norther‘n Plainsaan: Adaptive Strategy and 

Agr‘ar‘ ian Li/e , Aldine , Chicago ,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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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다. 쩍웅행태는 인간의 의도적인 행동이 갖는 농동객이며 수동쩍 

인 면율 말하며 전략행동은 목표에 도달하여 그러한 과정에 자윈올 소비하는 

일쩡한 행동， 즉 합리화나 最大化， 성취화 둥의 개념에 에워싸여 있는 것으 

로 구별하였다.뼈 

아무튼 쩍웅전략은 이질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를때 

대하여 대웅하는 제 1차쩍인 수단으로셔 취해지는 행동의 총체이며， 그러한 

전략의 分析 水훨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 공동체， 환경의 세가지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쩍웅 전략이라고 하는 입장 

에셔 한둑의 산지 상업농업율 훌境， 共閒l훌， 個A의 수준에서 셜명하게 된 

다. 여기서 환경이란 주로 둥질척인 자연 환경올 뭇하며， 이들 세가지 분석 

수준은 셜명의 쩡도훌 말해 준다. 

한편， 농업에 있어서의 상업화란 최대의 趣代훌 얻으려는 농부률의 시장지 

향쩍인 농업경영율 말한다.때 전통 사회에서 척용되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의 수확율 얻으려는 가셜은 상업적인 영농 아래에셔는 들어 맞지 않는다. 

즉， 상품작물율 재배하여 시장에 판매하여 얻는 수입이 자급작물올 재배하여 

자급하는 것보다 생계 유지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력과 비용에 

도 불구하고 상업 작물율 재배하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보겠다. 여기에는 훌옳作빼의 도입이 중요한 구실율 하게 된다ZIl 

19)Bennett , J. W. , 1978 , op. ci t., pp.271- 272 

20)Lin , W. , Dean , G. W. and Moore , C. V. , 1974 , "An empirical test of 

utility vs. profit maximization in agricultural production," 

A빼er、 ican Jour、nal 0/ Agr、 i cu 1 tur、al Econoaics , Vol. 56, pp. 497-

508. 캘리포오니아의 6개 대농장의 경영율 분석하면서 농부들의 행태가 
利빼의 최대화보다는 췄用율 더욱 중시하는 가셜율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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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급작물의 도입이 가능한 것은 도로의 개셜이 가져온 接近性의 提

홉에 따라 운송비의 비중은 별 문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져렴한 운송 수 

단이 도입되고 운송 속도도 증가한 결과， 운송비는 감소하여 특쩡작물이 성 

장할 수 있는 토지의 자연조건과 같은 다른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중가하게 

되었다고 말활 수 있다11J 그러나 접근성의 쩨고야 말로 농업의 지역적 톡화 

를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활율 하였다고 생각한다 a 

한국의 경우 고속국도가 개통되면셔 대도시의 소비시장에 대한 접곤성이 

제고되어 자연조건에 의한 농업 쟁산의 특화가 외견상으로 이루어겼지만 그 

것만으로 충분한 셜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작물의 시장 가격율 문제삼 

아야 한다고 본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하여 결쩡되는 시장 가격이 정 

부의 수입 농산물에 의한 저농산물 가격 쩡책으로 간섭올 받게 되므로 개별 

농가는 생산성율 향상하기 보다는 높은 시세률 중시하는 훌홉所홈율 지향 

하는 영농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업쩍인 영농율 둘러싸 

고 있는 불확실한 흩業짧境때， 즉， 노동력， 기술， 가격， 보험료， 세금， 생활 

수준， 자본 시장 등의 환경 중에셔 가격 구조툴 중심으로 한 시장 환경이 중 

21)Meyers , R.H. , 1972 , "The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e in 
modern China," in Econoaic 01‘ganization in Chinese Society 

(ed. , W.E.Wil1mott) ,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 p.173. 
22)Leaman , J.H. and Conkling E.C. , 1975 , "Transport change and 

agiculture specialization , " Annals 0/ the Association 0/ Aaerican 

Geogr、aphers ， Vol.6 , p.425 
23)Ibid. , p.426 
24)Johnsson , B. , 1973 , " Uncertainty in the environment of the farm 

firm: a simulation approach," European Review 0/ Agricultu1‘al 

Economics , Vol. 1, pp. 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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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말이다. 

산간지대의 전작물 중에서 쩡부에서 수매하는 콩과 옥수수률 제외한 대부 

분의 작물은 시장 가격이 변동하며 특히 배추， 무우 둥의 채소류는 훌훌훌件 

에 민감하여 변동이 극심하다. 이러한 전작물 시장환경 아래에서 산지 주민 

이 최고소득율 목표로 하게 되면 비록 변동의 폭은 심하지만 보다 시장 가 

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작물율 션택하게 되며， 이에 따른 위험 부담율 분 

산하기 위하여 복합영농율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의 폭이 심한 작물율 위주로 결합시키게 되면 호당 순수익율의 편 

차는 심해지고 마율 전체의 순수익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산지 상업농업은 훌훌生훌훌性 향상에 의한 농업 이윤 추구보다는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투기적인 영농에 힘쓰는 농업이 되어 농업 자본의 촉 

적은 고사하고 더욱 영세해격 많은 부채률 젊어지게 되면서 농산물 판매롤 

중개하는 중간상인의 가격 형성에 대한 영향이 커지는 악순환율 겪게 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훌合률흩은 원래 농수산부가 시도했던 장검과 달리 전문 

성이 결여되고 판매상의 불리할 뿐 아니라 생산이 중대되지 않는 단점이 나 

타난 결과이다. 특히 높은 가격율 얻기 위한 기회률 얻으면셔 위험율 분산하 

기 위하여 호당 경지 所有規훌가 영세한 경우 경지를 임차하여 경작 규모톨 

눌려나갈 수 밖에 없게 한다. 

따라서 산지 전작농업의 상업화는 쩡부의 가격 쩡책， 영농 규모 및 流훌톨 

#훌훌와 갚은 관계률 맺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률 자세히 논의하면 다읍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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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 정책 

전작물에 대한 쩡부의 가격 정책은 기본쩍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율 보장하 

면서 소비자률 보호하여 물가률 안정시키려는 기조 위에 서 있다. 농산물의 

수입과 함께 1970년부터 주요 폼목에 대한 備홉훌業의 실시가 가격 명준화 

쩡책에 어느 쩡도 기여하였으나 , 자곰이 결여되어 있었고 수매 비촉의 시기 

와 양에 대한 합리척 결청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수매 비혹의 연 

속성 내지 조청이 결여 되어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율 더욱 불안쩡하게 하였 

다 s 

물론 채소류의 가격 변동은 기상급변에 민감한 부정기쩍， 단기척 우연 변 

동이 심한 것이 사실이지만빼 채소류 이외의 대부분의 전작물도 콩， 육수수 

둥율 제외하고 쩡부 수매가 지속쩍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 홉홈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ZIl 

(2) 영농 규모 

전묵척으로 경지 규모의 상한션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산지의 영농 규모 

는 1.3 ha로 전묵 명균치톨 상회하지만 전작 비율이 중간지는 62"，산간지는 

73"에 달해 전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읍율 볼 수 있게 되고， 경지 규모별 농 

25) 許홈行， 1988 , 훌훌빼 價格政驚， 훌*톨훌村훌톨홉훌퓨究院， 훌퓨究홉훌톨 10 , 
pp.181-182. 

26) 李永뿔， 1983 , 전게서， p.9 1. 

27)Camm, B. M. , 1962 , "Risk in vegetable production on a fen farm , " 

The F’arm Economist , Vol. 10 , pp.89. 영 묵의 야채 농업 은 한묵과 탈리 

밀， 보리， 사당무우， 감자 둥율 정부에서 수매하여 가격율 안쩡시키는 

기조 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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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산간지로 갈 수록 0.5ha 며만율 경작하는 농가 비율은 높아지지만 2.0 

ha 미만은 오히려 낮아진다. 이러한 호당 경지 면쩍율 고려한다면 대규모 

상업쩍인 전작물의 전업 경영이나 단일 전문 영농은 상당히 힘률다고 하겠으 

며， 이러한 문쩨률 극복하여 대규모 상업 영농율 하기 위해서 를借 규모가 

늘게 된다. 

(3) 유통 구조 

채소류의 경우 유통 구조는 생산자--수집상--대도시 도매상--중간도매상

-소매상의 경로가 대부분이며 계통 출하나 공동 출하는 배추 1.3"，무우 

5.9", 고추 21.4"에 불과하다. 륙히 배추，무우는 빼田훌톨가 40" 이상이 

어셔 중간상인의 매첨， 매석 행위가 있옳 수 있다.톨 왜냐하면 시장쩡보에 

어두운 개별농가는 가격 폭락의 위험율 두려워하여 중간상인의 의사에 크 

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 초청이나 작목 션쩡율 하기 위한 작목 

반율 공동 출하 조직으로 활용하여 판매할 경우 중간 상인의 개입율 률얼 

수 있다. 

28) 李昌훌·李春훌·훌昌柱·훌炳階 .• 大成， 198 1, “띠間빼 룰細흩율 위한 홉 

훌科훌化와 흩훌生훌폼 훌러훌方向 새마율훌Ibif했훌흩훌， 제6집 , 쩨 1권 , 
pp. 241-242. 

29) 李昌홈， 1987. 전채셔. p. 150. 
30)作目훌은 마율 주민이 자율척으로 조직하여 단위 농협과 관계률 맺율 수 

있고 단위 농협이 주도하여 자금율 지원하는 둥 톡쩡 작몰 재배를 유도 

하기도 한다. 작목반애 의한 공동출하가 이루어지면 져리의 영농 자급올 
지원받율 수 았고 마율 주민의 협업화가 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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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지역 

2.2. 1. 자연쩍 조건 

본 논문의 연구 지역인 영셔 태백산지의 오대산 일대는 한묵의 대표적인 

산지 지대의 하나이다. 太白띠服에서 분지한 車뽑山服과 태백산맥에 의하여 

고지대롤 형성하며 죠훌山( 1563m), 桂芳山( 1577m), 훌훌훌E 山( 1458m), 훌삐훌띠 

(1261m) 퉁이 그 쩡상에 위치한다. 이률 산에 의하여 좁고 긴 하곡이 형성되 

지만 지질 시대의 영향율 받아 명탄면이 곳곳에 나타난다3D 이른바 대관령 

펑탄면， 珍홉 平짧面 퉁이 대표쩍 고위펑탄변인데 이는 상업척인 영농에 한 

몫율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림 1) 

오대산， 계방산， 태기산 퉁율 잇는 차령산맥율 분수령으로 하여 남한강， 

洪川江 및 BB陽江이 발윈한다. 본 연구 지역은 이률 세 하천의 상류 지대인 

것이다. 짧)1( , 오대천， 大和川은 각각 朝陽江， 平昌江에， 다E깨川은 홉川江에 

합류하여 남한강율 이루게 된다. 消日川은 윈주의 빼江 지류로셔 남한강 상 

류이다. 興후띠 (1277m) 에서 발윈한 훌훌훌川은 乃村川율 이루어 흥천강에 합류 

하고 오대산 북쪽 산쪽에서 발윈한 內홉川이 본 연구 지역의 북부률 관류하 

여 소양강에 합류한다. 이률 하헌의 지류에 의하여 수개의 유역분지가 나타 

난다. 

본연구지역에서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양은 주로 암쇄토로서 산성암이며 

31) 옳相昊， 1973, "中部地方의 홉動面 地形班究，“ 셔율大諸文集 理工系， 제 

21집 , pp.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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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가 양호한 식양질 내지 사양질 토양이다 321 채소류 재배에 양호한 이률 

토양은 콕간지의 충척토로셔 풍천， 호계， 마지통 둥 자갈이 많은 토양률이며 

일부 하천 주변에는 사질양토계도 있다. 쩍황색토도 많으며 점토나 홉합가 

토심 30- 60cm에 집척되어 硬훌톨이 형성되어 있다. 

작물의 생육상 중요한 요소이며 고도와 깊은 관계률 가지는 기온은 우션 

대관령이 年平혈훌흩 6.4 0 C로 위도가 거의 같은 수원의 1 1. 1 0 C보다 4.7 0 C 

낮다. 표고 800m에 위치한 대관령과 탈리 표고 640m의 둔내는 연명균 기온 

8.1 0 C이다. 특히 6- 9월의 평균 최고 기온은 대관령이 12.7 0 C, 둔내가 

14.1 0 C, 수원이 18.3 0 C로 대관령， 둔내가 수원보다 4 ‘ - 50 C 한랭하며 본 

연구지역 내에셔도 차이를 보이는 것율 불 수 있다.빼 또한 본조사지역은 t없 

形性降兩의 영향율 받아 강수량이 많은 편으로 장마전션이 걸치게 되면 채소 

생육에 큰 영향율 준다.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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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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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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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5{ :칭/ :;:￡ 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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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월 10 11 12 

그림 2. 월별 평균기온 

32)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펀)， 197 1. 개략토양도(강원도). 토양부호로 
는 Mac , Dab에 해당한다. 

33)관측소의 해발고도는 대관령 820m, 둔내 640m , 대구 57.8m, 수원 36.9m 
이다. 둔내의 기후관측치는 빼빼遭路公화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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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문화객 조건과 지역 구분 

본연구지역은 오늘날 행정구역상으로는 명창군의 6개면(뾰훌面， 진부면， 

龍훨面， 훌훌面， 대화면， 芳林面). 홍천군의 2개면(內面， 혜흩石面). 횡성군의 

2개면(청얼면， 둔내면)애 걸쳐 있다. 본 연구 지역의 북쭉은 휴전션과 첩경 

한 軍훌면빼이며 남족 인접지대는 정션의 나전， 영월의 상동 둥 흩田훨홈이 

므로， 산지 농업율 연구하기에 척합한 산간 지대이다. 

과거 조션시대에는 江흩홉훌府와 훌川홉， 훌훌홈홈으로 나누어격 있었고 강 

릉·윈주 사이의 첨이지대이었던빼 행쩡구역상의 연혁으로 말미암아 윈주나 강 

릉율 잇는 톨홉， 이른바 훌훌~平홉홉가 경유하는 동서 교통로가 발달하게 

되었다. 李重훌의 훌톨뿔j홉에 언급하고 있는 훌홉률훌이 본 조사지역에 포함되 

고. 대화역율 중심으로 한 大뼈훌은 조션 후기 강윈도의 최대 장터였다. 

(그림 3) 

본조사지역의 교통로 중애셔 주요 동서 교통로는 56번， 6번， 42번 국도이 

다. 56번 국도는 홍천의 화촌면- 서석면-(뱃재)- 내면- 양양율 6번 묵도는 

둔내면- 봉명면- 진부면-(진고개)- 명주군 연곡면율， 42번 묵도는 원주- 안 

흥면-(문재)- 방림면- 명창읍- 쩡션옵율 잇는다. 인쩨옵에서 내면 톨훨톨올 

지나 대화면， 그러고 평창읍율 남북으로 있게 되는 31번 국도는 동서간올 경 

34)玉훌훌. 1986 ... 홉西太白山빼에 있어셔 民훌훌의 훌Ib과 村훌의 카~Jj훌에 
관한 jf뾰， ‘ 훌理훌， 째34호， 大.뼈理훌흩， p.37 

35)李훌훌(李률成 훌)， 1982 , 훌톨里옳， Z홉文I훌， 62 , Z西文化함， p.76. 
36)민폭문화추진회 펀·역， 묵역만기요람I(재용펀) , 고전묵역총셔 67 , 민촉 
문화문고 간담회 • p.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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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세 국도와 남북으로 교차된 다. 

1973년 개통된 영동고속국도는 명해 역로보다도 더욱 직션상으로 윈주와 

강풍옳 이어주는 도로였다. 이의 개통으로 말미암아 명균 해발 400m인 본 연 

구지역은 도시화와 상업화의 영향올 보다 업게 받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생 

활권이 강룡권과 윈주권으로 양분되고 각종 휴양시셜과 연구기관이 대관령에 

입지하는 변화툴 맞이했다고 보겠다. 톰立훌훌훌， 톰立훌훌훌， ilil를빼훌tM 

훌륨， 홉F읍地홉tl윷훌퓨究所 둥은 높은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합 수 있는 방안율 

연구하는 대표척 기관이다. 

영동고속묵도가 개통되기 이천 본조사지역은 화전민의 무대였다. 1973년부 

터 실시되어 1979년에 최종 확쩡된 본연구지역의 화전 면쩍은 그림 4와 갈 

다. 계촌 유역이 864 ha로 제일 화전 면쩍이 넓였으며 다융으로 대화， 자운 

유역이 각각 277 ha , 246ha이었다. 100 ha 이상은 훈당， 속실， 생육， 창촌， 

횡계， 용산， 간평， 진부， 덕거， 신리， 방립， 삽교， 화동 유역 퉁이다. 이들 

화전은 대부분 산림으로 복구되고 상당수의 화전 가구가 도내·외로 이주하였 

다:rn 외지로 전출해 나간 화전민 중에서도 새로운 생활에 쩍웅올 하지 못한 

이는 다시 롤아와 톨借훌으로 남기도 하였다. 이는 산지 상업농업의 경지 소 

유 관계에 영향율 미치게 되었다. 

한편， 기초 생활뀐율 형성하는 본조사지역의 面 단위 행청구역은 그 경계 

가 소하천의 유역분지와 일치하고 있다. 실제 청얼면은 柳洞川. 서석면은 내 

촌천， 내면은 내린천， 도암면은 송천， 진부면은 오대천， 봉명면은 흥쩡천， 

용평면은 長첼)11 ， 대화면은 대화천， 방림면은 계촌천， 둔내면은 둔내천 둥과 

37) 포훌훌， 1985 , 전게셔 ,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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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하펀들은 주로 남북 방향 혹은 북셔 · 남동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남북 교통의 可港 *홍I!i이었율 가능성이 높고 그 캡합점에는 높은 

고개로 가로막혀 있었다. 이에는 운두령과 九木톨이 대표객이며 이들은 차령 

산맥의 남·북사면율 이어주는 통로이다. 

교통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하천지류와 일치하여 기초 산지 생활권 

율 이루는 이들 10 :18 面올 기초로 크게 10 :18 유역 분지로 나누고 면 단위 유 

역 분지 내에셔도 소지류와 국민학교 소재지률 중심으로 다시 연구지역율 세 

분하였다. 그 결과 53개 小流홉옳趣가 나타났다. (그림 5) 

이들 소유역분지는 대개 1-..3개의 훌定里률 합한 것으로 묵민학교가 1개 

청도 소재하는 최소 단위의 생활뀐이다. 하천의 지류가 많은 경우 국민학교 

소재지률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산지얘 있어서 주민의 이주에 따른 묵 

민학묘의 규모가 점점 작아져 그의 분교는 빼쇄되고 있는 실쩡이지만， 이률 

산지 주민의 농업쩍 활동 역시 자녀의 국민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유지되어 간다고 보여진다. 

본연구지역의 이러한 구분은 각 유역별로 재배 작물의 면적율 조사하여 산 

지 주민의 토지이용율 통한 척웅 전략을 구명하기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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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작불 선택과 산지 농업지대 

3. 1. 전작물의 분포와 결합 

3. 1. 1. 전작물의 분포 

(1) 전작물 

한묵의 주요 산지인 태백산지와 소빽산지의 발 면쩍은 69.967 ha로 전체 

전작 면쩍 655.308 ha의 11"에 해당되지만 이들 두 산지에서 재배되는 투류， 

감자， 옥수수， 고추， 마놀， 무우， 배추 둥의 면적운 전국 430.001 ha의 14" 

인 61. 664 ha에 이른다 11 표 1의 각 작물벌 륙화계수를 빼 벌로 살펴보면， 

감자는 인제군 5.2 , 평창군 3.2 , 훌化都 3. 1, 홍천군 2.6 , 三隆郵 2.4. 빼홈 

郵 2.0이며， 옥수수는 정션군 9.9 , 횡성군 9.3 , 흥천군 6.7 , 명창군 6.2. 인 

제군 6.2，삼척군 4.3이다. 고추는 英陽都이 2.8이고， 무우는 명창군 4. 1, 훌 

水顆 3.6 , 홍천군 2.5이며， 배추는 평창군 4.6 , 삼척군 4. O. 남원군 2.9. 홉朱 

都 2.6 , 쩡션군 2.2이다. 

따라서 감자와 옥수수는 태백산지가， 무우와 배추는 태백산지와 소백산지 

가 주요 특화지대입율 알 수 있고， 두류， 마늘， 고추 둥은 태백산지와 소백 

산지에셔 별로 재배되지 않는다고 보겠다. 결국 본연구 지역의 대부분율 차 

지하는 명창군은 전국척인 수준에서 불 때 갑자， 욱수수， 무우，및 배추의 主

흩地이다. 

1 ) 농수산부， 1982 , 1980 농업조사(전국편)， pp.432 - 70 1. 옥수수는 사료 

용과 식량용을， 무우·배추는 봅， 여톰 무우·배추툴 합산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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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요 산지의 전작물 재배 면척과 특화도 (단위 ha) 

주요 산지 발 두류 감자 옥수겪고추 마늘 T I1 T 。 배추 합계 

전 묵 655308 163472 49309 30245 115799 43091 13329 14756 430001 

명창군 9691 1051 2307 2787 748 121 813 996 8823 

태 
(0.4)1(3.2) ( 6 . 2 ) (0.4) (0.2) (4.1 ) (4.6) 

정선군 6169 1529 812 2816 574 237 243 311 6522 
(1. 0) (1. 7) (9.9) (0.5) (0.6) (1. 9) (2.2) 

횡성군 7117 1339 539 3042 662 166 127 89 

백 
(0.8) (1. 0) (9.3) (0.5) (0.4) (0.9) (0.6) I 

홍천군 7282 1343 1447 2263 49 1> 148 374 222 
(0.7) ( 2 . 6 ) (6.7) (0.4) (0.3) (2.5) (1. 4) 

삼척둔 5505 1321 975 1095 570 476 140 499 

산 
(1 .0) (2.4) (4.3) (0.6) (1. 3) (1. 3) (4.0) 

인제군 3460 372 1360 993 205 36 118 150 32341 
(0.4) (5.2) (6.2) (0.3) (0.2) (1. 7) (1 .9) 

봉화군 7357 2516 1732 517 1895 35 149 126 6970 

지 
( 1 .4) ( 3.2 ) (1. 5) (1. 5) ( 0 .1 ) (1. 0) (0.8) 

여。야 。그 ι- 5154 898 496 39 2548 246 85 97 4409 
(0.7) (1. 3) (0.2) (2.8) (0.7)1<0.8) 

무주군 3127 804 268 74 735 231 85 181 2378 

~ 
(1. 0) (1. 1 ) (0.5) (1. 3) (1. 1 ) (1. 3) (2.6) 

진안군 4015 1017 292 211 1355 88 133 44 2950 

백 
(1. 0) (1. 0) <0.1)1 (1. 9) (0.3) (1. 6) 

남원군 3723 931 554 40 848 420 130 239 3162 

산 
(1. 0) (2.0) (0.2) (1. 3) (1. 7) (1. 7) <2.9) 

장수군 2494 604 212 41 495 104 184 16 1716 
(1. 0) (1. 1)1(0.4) (1. 1 ) <0.6) (3.6) (1. 4) 

지 
단양군 4873 1443 383 486 1254 509 34 59 4168 

(1. 2) (1. 0) (2.2) (1 .5) (1. 6) (0.3) <0.5) 

합 계 69967 15168 11377 14214 12384 2817 2615 3809 61664 

* 괄호 안은 입지 계수 (자료;농업조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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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률 작물 이외에 본연구지역에서 재배되는 전작물은 륙용작물옳 

포함하여 다양하다. 즉， 맥류， 두류， 욱수수， 감자， 메밀2l ， 씨감자， 채소휴 

둥 뿔만 아니라 고추류， 홉(hop )， 대마， 약초류 퉁올 재배한다. 혹히 인삼， 

담배 둥도 일부 지역에서 재배한다. 

훌훌는 대개가 져온 작률이면서 추위에 강하지만 표고 500m를 념으면 월동 

이 되지 않아 호밀율 재배한다. 콩， 팔， 녹두를 비룻한 효훌는 감자와 육수 

수 다옵 가는 주요 식량 작물인데， 그중에셔 비교쩍 많이 재배하는 콩온 생 

육일수가 150일 정도가 필요하지만 成熟훌이 여러 단계로 되어 있어 그의 

훌早生훌은 대관령과 갈이 표고 800m까지 재배가 가능하며 륙히 표고 600m 

에서 중수되고 품질도 좋아격 조생종이나 여륨콩은 오히려 져난지보다 유리 

하다. 곤래에 와서 홈植多收흙의 교잡종이 보급되어 갑자나 육수수와의 간작 

은드불다. 

져온성 작물의 하나인 옥수수는 산지 주민의 주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사료 

용이 대부분이다. 이는 여러 지역에 척웅할 수 있는 륙생올 갖는 폼종이 육 

성되면셔부터 그 재배 가능지역이 광범위해졌다. 옥수수의 生育 률低흩度는 

보통 100C이며 생육기일이 60일까지 짧은 폼종이 있다. 콩과 욱수수의 묵내 

자급율이 아주 낮으며 3) 이들 작물은 거의 대부분 쩡부에셔 수매하여 재배가 

유지된다. 

2)메밀은 식량작물 중 가장 생육기일이 짧고 척박한 토양에셔 수확옳 많이 

올릴 수 있으나， 오늘날 산간지대에서 별로 재배하지는 않는다. 

3) 훌林水훌部， 1989, 흩林水훌主要統計， p.194. 두류와 옥수수의 국내 자 
급율(1989)은 각각 18.3", 1.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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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륙 과거 생계농업 하에서의 비중에 비하면 낮아겼지만 갑자는 오늘날 산 

지의 주된 작물 중의 하나이다. 이는 低흩·短日性 作物이며 재배형이 다양한 

데 이유가 있율 뿐 아나라 최근에 와셔 감자의 용도가 간식용으로， 가공식품 

으로 각팡율 받고 있어 욱수수와 콩에 비하면 다소 시장 가격의 기복은 있으 

나 그동안 비교척 시세가 높아 산지 주민의 주요 소득원이었다. 산지의 훌훌 

型은 하작형으로 4월 초순에 파종할 경우 여름배추와 간작으로 2모작이 가능 

하다4). 품종 중 다수확성 품종인 남작이 기호도가 높고 재배면적이 넓고， 수 

미， 장윈 둥의 품종은 가공용으로 알이 굵어 가공회사와 계약 재배롤 많이 

한다. 과거에는 콩과 옥수수， 콩과 감자툴 뼈作율 하였지만 최곤에는 감자와 

채소류률 매년 롤려짓는 경향이 있다. 

감자 재배는 물良훌훌인 써감자의 보급이 중요하다. 씨감자 재배는 짧홉期 

日이 140일 이하이며 8월 평균 기옹이 21 0 C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표 

고 820m에 위치한 대관령의 묵럽 종자 보급소에셔 수매한 씨감자가 1년차， 2 

년차 3년차 4년차가 지남에 따라 100~ ， 50~ ， 35~ ， 15~ 감수되는 것이다 5) 

이는 션진 여러 국가의 更新훌이나 생산량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이러 

한 이유로 600m의 고산지에서 생산된 일반 품종의 감자가 져산지나 명야지대 

의 씨갑자 代用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고도가 높은 산간 지대에 있어셔 채소류는 하절기에만 출하가 가능한 작물 

이다. 계쩔적인 독점 출하가 가능한 채소류 중에셔 산지 주민은 다양한 작물 

율 션택할 수 있다. 배추， 양상치， 앨러리， 무우， 당곤， 시급치， 오이 둥이 

4)산간지대에셔의 감자의 재배형은 4월 상순부터 5월 상순까지 파종합 수 
있다. 

5) 朱龍훌·李永뿔·陣斗鳳， 1983 , 전게셔，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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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이다. 이를 중 배추는 생육 객온이 20 oc 내외이며 홉훌훌훌은 15- 18 

℃로셔 25 oc 이상이면 생육이 억혜 될 환 아니라 훌t.흙이나 바이러스명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져난지에서는 붐과 가율얘 재배하게 되며 산지라 할지 

라도 7- 8월의 훌훌期애는 교온과 다습의 피해훌 뿐 아니라 홍수와 태풍의 

피해률 받기가 쉬워 채철척인 가격 변동이 극심하다. 최곤 채소휴의 재배 

기술은 별 문제가 아니나 재배 면객의 확대로 그것율 유리하게 판매하는 일 

이 심각하므로 어느 작물율， 어느 시기에 파종하며， 얼마만큼 생산하는가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추류는 홉흩性 作빼이나， 전열판율 이용한 고추모률 하우스에셔 킬러낼 

수 있게 됨으로써 산지애셔는 풋고추률 많이 재배하채 되었다. 동시에 고추 

류에 속하는 피망 고추가 보급됨으로쩌 인기롤 블채 되었다. 높은 산간지에 

셔 고추 재배가 가능하채 된 것으로는 무톰병 둥의 병충해가 심하지 않게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 

홉(hop)은 일반 전작물류로서는 륙이하다. 그 빈도가 적지만 본 연구 지역 

에셔는 간과할 수 없는 작물이다. 홉은 뽕나무과애 속하는 훌I훌훌柱의 다년 

생 초본으로 냉량한 기후 조건얘 척합하다6) • 홉은 일째시대 함경남도 훌띠에 

셔 재배한 기록이 았고， 해방 후에는 훌水훌， 명창군 둥지애 시험 재배하였 

으나 실험하면 중 1967년 횡성군 청일변에셔 시험 재배 성공으로 부곤 일대 

가 집중적인 분포지가 되채 된 것이다. 초기애 홉은 높은 소득 작물로서 농 

가의 호웅이 컸고 정부의 자급 지윈 및 영농교육 둥의 행청적 지윈과 맥주 

6) 全興杓， 1984, “호프(hop) 훌훌 훨홉에 삐한 퓨究; 江홈遭 太白山服娘홉 

율 中心으로 江홈훨理 채 I호，江홈大 뼈훌* 훨理Iì育훼，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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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약 재배의 영향올 받아 괄목할 만하게 분포지가 확대되었다. 최근 

에는 농촌의 일손 부축과 함께 수확기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며 해가 갈수 

륙 병충해 방제가 더욱 빈번해져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71 이률 산지 천작 

물의 훌훌l톨율 버교하면 다옵과 같다. (표 2) 

표 2. 작물의 농사력 

재 파 종 정 식 :::r‘- 확 쩍 요 
작 물 

추 4월- 6월 5월- 7월 7월- 9월 하우스파종 포함 

양 배 추 4월- 5월 5월- 6월 7월- 9월 하우스파종 포함 

!f- 우 5월- 6월 - 7월- 9월 

감 자 4월 -5월중순 - 8월- 10월 

욱 -A「 -A「 5월 - 10월 

콩 5월 - 9월 

홉 - - 9월 

고 추 류 . 1 월 - 3월 4월 6월- 8월 하우스파종 

(자료: 야외조사) 

앞서 말한 산지 전작물들은 대개 60일에서 150일의 생육기일올 필요로 

하지만 60-120일의 生育 期日율 갖는 채소류 중 배추는 재배 기술의 발달로 

60일이면 출하가 가능하다. 콩과 옥수수의 훌早生훌훌도 생육 기일이 묵히 짧 

7)상게셔 , pp.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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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고산지애셔는 거의 재배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배추의 2기작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연구 지역에 있어서 주·부작물벌 재배되는 작물의 빈도를 보면(표 3 ), 주 

작물로서는 감자가 34"로 쩨얼 많이 재배되고 그 다옵으로 배추가 25"이다. 

부작물의 경우 배추가 26". 감자가 21"인데 결묵 주·부작물로서는 배추， 갑 

자률 제얼 많이 션호하고 있으며 그 다옴으로 고추， 무우，육수수 둥의 순이 

다. 고추롤 많이 재배하는 것은 새로운 산간지대애셔의 환급작물로셔 풋고추 

가 주목율 받고 있기 때문이 다. 

표 3. 주·부작물의 재배 작물벌 빈도 

-;「I 작 률 빈 도 부 작 물 빈 도 

감 자 18 -j「i 14 
배 ~ 13 감 자 11 
-1‘l 1 ji- 7 ....l‘;I. 1 ik- 7 
:。『「 -Ja「i-ιι「 6 τ E.. -。「 5 
τE.. 1 。- 5 콩·팔 5 
홉 2 욱 수수 4 

약 -흐~ 써감 자 3 
당 --11- 당 --l-1 

대 마 
담 
오 이 1 

합 계 53 합 계 53 

비륙 홉은 주작물로서 재배하는 곳이 드물지만 그림 6어l 셔 보는 바와 같이 

홉의 그 범위는 넓으며 본 연구 지역이 전묵의 *훌化 중심지이다 81 훈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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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ha , 면온 15.5 ha , 풍압 12 ha , 갑천 11. 2 ha , 신리 9 ha , 챙량 7.2 

ha 둥이다. 朝틀￥훌홉棒式1흩홈t에서 농가와 계약 재배하는 챙량과 풍압옳 쩨외 

하고는 전부 ]물￥훌훌훌률珠式*람t와 계약하는 구역이다. 계약 재배 이외에 면 

옴， 신리 둥지에 대규모 직영농장도 있다. 

(2) 주작물의 분포 

각 유역 분지벌로 재배되고 있는 다양한 주작물 중에셔 3삐를 차지하고 있 

는 감자는 본 연구 지역에셔 거의 중앙올 경유하는 훌훌 홉훌톨뿔의 인캡 지 

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림 7) 감자 재배 지대의 외팍에 배추， 고추， 

옥수수， 홉 퉁이 재배된다. 

이러한 분포상의 특정은 제4장에서 판벌분석으로 밝혀낼 것이다. 다만 본 

연구 지역이 셔쪽에셔 동촉으로 경사가 급하여지고 있는 점올 감안할 때 고 

도가 아주 낮거나 높은 지역에는 감자롤 주작물로 션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행쩡구역상으로 불 때 감자는 용명면， 봉명면， 진부면에 집중하고 이들 

면은 오대천과 대화천 상류인 흥청천 유역 분지에 해당된다. 

감자 재배지대(그림 7의 가)롤 툴러싸고 있는 외곽지대는 크게 물로 나누 

어진다. 하나는 상대척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대이며 (그림 7의 나) 다른 

하나는 무우·채소률 채배하는 지역률이다. (그림 7의 다， 라， 마) 전자의 경 

우에서는 본 연구 지역의 남단 대화지역과 함께 고추와 욱수수롤 주로 재배 

8) 李뿔홉， 1985 , "韓홉의 홉(HOP) 훌培地에 빼한 R했， “ 빼城과 훌홉， 훌* 

*홉훌傳土훌훌甲홉B:훌 홉흩文集， p.129. 횡성군의 청일면은 한묵의 최대 홉 
재배 중심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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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들 작물올 재배하는 지역에서도 홉와 무우가 경작되는 것옳 보면 저 

지대에서 작를들 간의 경쟁 관계가 생립하고 있옵올 볼 수 있고， 이는 새로 

운 작률옳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충혹되어 있는 주민이 많다댄가 아니면 

그툴 중 훌新(innovation)올 주도한 先톨흩홈가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올까 사 

료된다. 이는 제도쩍 헛받침이 중요한데 인도에 있어서 다수확 水홈뻐훌옳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게 된 것은 농기구나 펌프 및 행정 지도자의 지윈이 

중요하다고 본 사실로 미루어 91 홉이나 무우의 재배에는 제도척인 지윈이 큰 

구실올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7의 다， 라， 마는 배추률 주작물로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이들의 지 

리적 배경에는 산지 상업농업과 관련된 기관의 셜럽과 교흥로에 의한 접근성 

혹은 경사도가 낮은 地形이 작용하고 있지 않옳끼· 생각한다. 그 중에서 그림 

7의 라， 즉 대관령은 무엇보다 관계기관의 셜럽에 의하여 얼찍부터 채소휴를 

재배하였다. 1970년 초 이미 한국 유일의 스키장이 개셜 되면서 농업 및 혹 

산시험장， 종서의 원종포와 기후관측소 퉁이 신셜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고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해져 상품 작물 재배의 계기가 되었 

다.뼈 이러한 상업농업 지역으로서의 起鳳은 정부의 행쩡쩍 지도에 따른 갱치 

적 과쩡 (political process) 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lD 이에 대하여 그림 8의 

9)Yapa , L.S. and Mayfield , R.C. , 1978 , "Non-adoption of innovations: 
evidence from discriminant analysis ," Econoaic Geogr‘aphy , Vo 1. 54. 
pp.152-153. 

10) 趙東奎， 1970 , 전게셔. p.60. 
11)Spencer , J. E. and Horvath , R.J. , 1963. “ How does an agricultural 

region originate ?," Annals 0/ the Association 0/ Aaer‘ ican 

Geographers. Vol. 53 , p.90. J. E. Spencer는 농업 지 역 이 발생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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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는 대관령으로부터 채소류 재배의 혁신율 받아 률이면서도 셔율과 접근 

이 용이한 지대인 것이다. 즉， 영동고속국도가 건셜되기 이전에 동서간올 잇 

는 비포장길푸도로셔 대관령과 쉽게 연결되는 노션은 홍천~셔석~내면~속사 

로의 56번 묵도와 안흥~방림~대화~속사로의 42번 국도이었다121. 이률 두 

노션은 속사리재에셔 3번 국도와 만나 대관령에 이르렀먼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채소 재배의 최초 기윈지인 대관령에서의 전파가 이들 양 묵도툴 

따라 퍼겼다고 생각할 때 채소 재배의 두번째 중심지가 그림 8의 다， 마에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불 수 있다. 

주작물로셔 약초률 재배하고 있는 곳은 홈洞， 훌田이다. 이 지역은 진부에 

셔 쩡션에 이르는 통로상에 위치하는데 1987년까지만 하더라도 빼方遭초차 

개셜되지 않아 하천 유로률 따라 겨우 연결될 정도였율 뿐이었다. 더우기 장 

전은 加里任띠 (1561m) 의 경사가 급한 사변에 촌학이 형성되어 있어 콩， 욱수 

수의 작물만을 겨우 경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 때문애 환 

급작물로셔 약초류률 션호하게 되었고， 갚은 산중에서 산약과 산나물율 캐다 

팔아 생업율 영위해 나갈 쩡도이다. 

(3) 부작물의 분포 

J.C.Weaver가 미국 중셔부에서 특화된 작툴지대 내에서 지역적 변이 

는 데에는 심리 (psychological) , 정치 (pol i tical ), 역사(historical) ， 

기술(technological ), 경제 (economi c ), 농업경쩨척 과정 (agronomic 
process) 퉁이 있다고 하였다. 

12)橫城에서 마E內률 거쳐 훌훌F에 이르는 6번 국도도 일제 시대에 개통되어 
이용되었으나 지급은 노션버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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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variation)가 있다는 것율 중시하여 작물 결합 분포도를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S 본 연구에서 주작툴， 부작를로 나누어 셜명하는 시도 

는 수공할 수 있다고 본다. 주작물이 그 지역의 농업형태톨 천형쩍으로 보여 

준다면 부작물은 주작물과 관련지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작물 뿐만 아니라 부작물의 분포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부작물로 재배하는 작툴의 분포는 주작툴보다 유형이 일쩡하지 않다. 주작 

물의 감자 재배지대에 채소률 부작물로 재배하고 있울 뿐， 채소 재배의 외 

꽉지대는 일쩡한 分布 훌훌훨율 찾아내기 어려옳 쩡도로 다양한 작물율 재배한 

다. 

감자롤 주작물로， 배추롤 부작물로 재배하는 그림 8의 가 지역은 작물 결 

합의 판별분석을 통해 밝혀낼 것이지만 일견 고속국도에서의 접곤성이 채소 

재배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읍율 부인하기는 어렵겠다. 오대산， 계방산， 

흥정산에서 발윈한 이들 하천에 의해 형성된 태백산맥·차령산맥 간의 유역분 

지률 이루는 이 지대는 교통면에서 동서남북 교차로에 위치한다. 즉 명창~ 

대화로와 쩡션~진부로가 영동고속국도에서 만나고 다시 고속국도 상의 東뺑 

에셔 북쪽의 인체와 연결되는 교용 상의 요지이다. 

그 외팍지대의 하나인 대관령에셔는 부작물로 써감자툴 재배하는 것율 불 

수 있는 바， 이는 묵럽종자보급소와 홉훌地휠훌훌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 씨감자 재배지대는 홉훌와 車휠， 龍山 일부 지역에 묵한되어 있고 횡 

계와 차항의 경체인 짧川율 기준으로 매년 감자와 채소를 윤작율 한다. 즉， 

13)Weaver J.C. , 1954 , “ Crop-combination regions in the Middle West ," 
Geographical Review , Vol.44 ,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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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땐 해에 횡계에 채소를 십었으면 그 다옵 해에는 씨갑자를 재배한다. 이는 

써갑자훌 연착하면 바이러스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씨감자를 재배하는 농가 

는 우량 갑자에 한하여 전량 수매률 하기 때문에 놓은 소륙이 보장되어 있다 

고 하겠고， 륙히 채소 재배롤 하여 소득을 배가활 수 있으며 正훌가 아니라 

도 굵기가 다소 작은 씨감자는 임의로 판매가 가능해 부곤 지대에 공급된다. 

써감자와 채소률 제외한 부작물의 분포는 주작물의 분포에 대해 불규칙하 

다. 륙히 오대산과 방림의 椰子띠 (1140m)올 잇는 차령산맥의 主向훌에 고추， 

옥수수， 감자， 오이，담배 둥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玄川에 담배가 

재배되는 것은 훌特훌業에 연유하겠으나l~ 최근 외묵산 담배의 수입에 따라 

그 재배지역이 감소되는 추세이다. 담배와 함께 인삼 재배가 둔내면， 챙일면 

일대에 눈에 띄고， 이는 고도에 따른 인삼 재배 한계션이 아닐까도 여격진 

다. 청일은 옥수수 밀집지대이다. 본 연구 지역 내에셔 챙일과 셔석이 쩨일 

답작율이 높은 곳인 점율 고려하면 소의 사료용인 육수수률 집중척으로 재배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일은 홉이 집중 재배지역이므로 부작물로 옥수수가 

빌려났다고 하겠다. 

大麻가 재배되는 장전은 약초류와 함께 대마씨를 납부지방에 공급하기 위 

하여 심는다. 대마초롤 소훌히 취급할 위험이 있으므로 교홍이 불편한 오지 

에 재배률 권장하였다고 한다. 뻐 

14)주민 전 봉식 (36세)과의 면담 

15)주민 장 규천 (52세)과의 면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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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전작물의 분류와 결합 

( 1 ) 전작물의 분류 

산지에서 재배되는 여러 전작물률율 지역 주민률은 재배기간， 수익성， 노 

동력의 투입량， 시세 변동 둥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하고 있다. 재배기간이 

짧은 순서로는 배추， 무우， 고추， 콩과 욱수수， 갑자이며， 수익성이 높은 순 

셔로는 배추， 무우， 당곤， 고추， 감자， 콩과 욱수수라고 한다. 포한 노동력 

이 많이 드는 경우는 고추， 배추， 무우， 갑자， 콩과 옥수수이며 가격의 안 

청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셔는 콩과 옥수수가 제일 안쩡척이고 다옴으로 갑 

자， 당곤， 고추， 배추， 무우의 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외에셔 직 

접 면담율 하여 얻은 결과 중에서 각 작물의 수익성이란 그의 시세 변동율 

감안한 最高所홈율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중 배추가 제일 기대 소득이 높았 

다. 

산지 주민들은 이률 작물의 다양한 측면율 고려하여 재배 작물율 션택할 

것이지만 산지농업의 상업화라는 것이 우션 최고 수익율 목적으로 영농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운송율과 거리가 일쩡하다면 단위 면적당 생 

산비용과 생산량율 고려한 작물별 lJl i월所홈과 훌KJIi훌훌율 기준으로 작물올 

션택하게 된다. 즉， 개별 농부는 평균소득이 높은 작물율 중심으로 單一 홉 

門홉훌율 하게 마련 이 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작물 가격이 대단히 불안정 경우 농부률은 무엇보다 

작물의 시세률 고려한 최고소득율 지향하는 작물 션택율 할 수 았으며 그에 

따른 危뚫훌훌율 고려한 복합 농업 경영율 하게 된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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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척으로 채소류는 일반전작물류보다 버혹 시세 변동의 폭운 심하지만 

최고소득율 옳리는대 유리하므로 본조사지역에셔 재배되는 대표척인 견작물 

올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로 분류활 수 있다. 채소류는 양념채소휴， 뿌리채 

소류， 잎채소류로 나누어지지만 본연구에서 양념채소류 중 고추류는 고온성 

작물이므로 일반전작물애 포함시킨다. 지난 3년간 (1986- 1988) 최저 가격율 

100으로 보았율 때， 이에 대한 최고 가격의 비율올 작물벌로 살펴보았올 때 

도m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로 나누어진다 11 

16) 훌뿔昊·훌훌훌. 1982. 전게서. p.32. 상엽적인 채소류 생산지역에셔 채 
소 생산이 투기성 농업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이는 가격 

변동에 대한 농업 경영의 척웅 형식 결과라고 하였다. 
17)채소류의 변동폭이 대부분 4.0이상이며， 그 중 8.0이상 되는 작률은 H 

추 8.2. 척채 19. O. 양상치 7.9. 피망 10.5. 마늘 13.4 둥이다. 식량작 
물 중얘서는 갑자가 2.0이상이며， 속수수·콩은 변동이 묵히 쩍어 1. 5 이 

하이 다. 훌훌훌훌. 1989. 톨톨흩홉水훌流훌빼훌훌홉훌 1I. 빠톨훌홉~훌椰훌 
f훌훌훌퓨究홈 pp.357-415. 가격조사가 이루어진 월벌은 다옵과 갈다. 
갑자(9-1 월) • 청고추(7-8월)， 욱수수， 콩， 률깨， 때밀， 도라지， 당귀， 

황기， 천공， 강활(1년간) • 오이 (8-10월)， 배추(6-9월)， 피망， 양상치， 

무우， 양배추， 쩍채 (7-9월)， 당곤(7-10월)， 쩔러리 (7-10월)， 상추(5-9 

월 ). 

작 물 변동폭 작 물 변동폭 작 물 변동폭 

감 자 2.4 척 채 19.0 당 귀 1. 9 
청고추 2.5 Jf -。「 6. 1 강 할 2.9 
옥수수 1. 2 당 -l1- 4.6 황 기 1. 1 

콩 1. 4 쩔러리 4.3 천 공 2.2 
를1:를 깨 1. 5 양상치 7.9 홉 1. 1 
피도라지 2.3 피 망 10.5 더 덕 2.2 

추 8.2 오 이 6. 1 버 섯 2.8 
양배추 7.4 마 를 ‘-룰-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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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 10a당 수확량올 보면 배추가 7088Kg , 무우 4525Kg , 양배추 3706Kg 

둥으로 배추류가 거의 2000Kg 이상이며， 식량작물 중에서 갑자의 생산량이 

2040Kg으로 높다(표 4). 

표 4. 10a당 수확량 ( 단위 Kg/I0a) 

작 물 수 확 량 작 물 수 확 량 

추 7088 피도라지 505 
Jf- iL 4525 욱수수 504 
양배추 3706 강 합 400 
오 이 2428 황 기 300 
엽상치 1908 청고추 153 
당 --1-1 1796 콩 150 
감 자 2040 흩 1::를r 깨 74 

(자료;농축수산유흥쩡보충람， 1989) 

수확량율 고려해 보아도 산지의 재배전작블율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고추 

류， 서류， 옥수수， 식량작물류)로 분류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채 

소류와 일반전작물류로 분류된 작물 중에서 주， 부작물로서의 출현 빈도가 

높은 배추， 감자， 고추，육수수 네 작물의 영농 비용옳 고려하여 수익성율 비 

교하면 다음과 갈다.빼 (표 5) 

18) 朱龍宰·李永훨'.斗빼， 1983 , 전게셔， p.48. 가격 변동의 폭올 (최고 가 
격- 최저 가격 )1 명균가격으로 계산하여 보았옳 때 그 결과는 비슷하게 

배추， 무우， 당곤， 갑자， 콩의 순서로 나타난다. 가격변동의 명균보다는 
3년에 걸쳐 수익성올 계산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울 따르지 않았다 

19)훌村振興l톰， 1989 , ’ 88 흩業 훌홉改善율 위한 훌홉水훌훌훌所뽑，훌業훌 
홉훌퓨究훌훌告 第 33 뭘， pp. 147 -14 8. 이률 네 작물은 강원도편에서 조사된 
것이다. 지난 1986- 1988년의 3년간 명균치를 비교하려고 시도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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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작물의 순수익 (단위 :10a 당) 

작물 수익 수확량 초수입 경 영 비 순수익 

배 추 4378kg 577. 166원 190.787핸 386.379원 

갑 자 2309kg 514.907원 198.862원 316.045원 

노지고추 176kg 420.562원 245. 129원 175.433원 

옥수수 692kg 292.515원 72.612핸 219.092원 

(자료;농축수산 표준소득.1989) 

즉， 경영비는 고추가 245.129원으로 쩨일 높고 옥수수가 72.612원으로 제 

일 낮다. 순수익은 배추， 감자， 욱수수의 순이지만 시채 변동율올 감안한다 

면 배추가 최고의 순수익율 율릴 수 있는 작률이 되기도 하지만 폭락에 따라 

순수익이 전혀 없율 수도 았다. 그럼 9에 의하면 배추의 연도와 시기벌 가격 

변동의 폭이 극심하다는 것율 보재 된다. 1984년의 고냉지 배추 최고가격 

형성기는 9월 중순이었으나 1985년. 1986년은 9월초순 8월 초순이었으며，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는 1984년 50원. 230원으로 5배나 되고 1986년은 

37원. 120원으로 4배에 이른다. 여기에는 물론 판매되지 않아 밭에서 썩어버 

린 채소는 통계애 잡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채소류는 수익성이 높은 작물이기는 하지만 가격 둥락이 심해 

공급이 과잉되면 생산버조차 못 건지게 되는 危W훌훌훌(risk) 이 높은 작률이 

되며 일반 전작물은 그 정도가 낮은 것이 된다고 하겠다. 채소류의 시세 변 

동 폭이 심한 것은 계절척 변동에 의한 단기적 우연 변동이 심한 데 일차척 

이률 내가지 작물율 3년 모두 조사해 놓지 않았다. 

49 



- _.- - - 84 

_._.--- ι， 

「
---_ ÖC‘ 

" ,.““ 
\ 1986 ι，、( 1、 " 1985 

‘\ / /’/ \‘ \ \ 

、- 」/ \ 、
ι/ ‘ 、

;J」/ \ /1gs; \ 

l \L-.. 

~ 

2μ낀 

3η 

170 

150 

90 

_. 
ti) 

110 

”“ ‘ ‘ 

50 

고냉지농업， p.148) 그림 9. 배추의 가격 변동(’ 84- ’ 86)( 자료， 

인 이유가 있다. 또한 채소휴는 재배기간이 60-..90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영농올 하는 주민들이 션호하게 된다 21 채소 놓아 루기객인 자본 회전율이 

륙히 成톨期의 농사력에셔 파종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율 보게 되며 재배의 

中快， 末~올 념겨 훌하되는 채소가 가장 경쟁력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폼는 주민 개개인 뿔만 아니라 촌락의 수준에서 경작하는 작물의 

륙히 채소류，감 行빼률 엿보게 한다고 본다. 면척율 비교해보면 f￥"훌홉의 

자，고추， 육수수의 내 작률의 재배 면적 비율은 이들 작물올 재배활 수 있는 

자연 조건과 함께 시세 둥락이라고 하는 시장 조건에 척웅해 나가는 주민률 

주민이 경작하고 의 전략올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표 작률이다. 어연 산지 

하쩔기에 출하툴 할 수 있는 것율 

파종이 가능해 2기작이 가능하다. 
20)본 연구지역에서 채소류는 6-..9월의 

말하므로 4월 말경 부터 6월 말경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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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체 발에 채소류만 십는 경우는 가격 하락의 위험옳 무릅쓰고 최대 수 

익올 올리려는 방향으로 영농올 하는 것이 되고， 모두 육수수나 콩율 심는 

경우는 수익보다는 안정생올 위주로 하는 정반대의 농업경영이 되는 것이다. 

혼락의 수준에서는 양육단이 나타날 수 없겠지만 아무폰 천체 촌학의 작를 

션택 경향옳 알아볼 수는 있다. 또한 위험 부담옳 줄이기 위하여 북합영농을 

할 경우에도 이들 네가지 작물 중에서 어떤 작몰율 결합하느냐에 따라 뀌햄 

부담과 영농성과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하겠다. 

(2) 주·부작물의 결합과 분포 

채소휴와 얼반전작물류로 분류하여 주·부작물옳 결합시키기 전에 양자의 

결합율 해 보면 표 6과 같다. 빈도수에 있어서 감자와 배추의 결합이 30"를 

차지하고， 배추와 무우는 8"이다. 물론 주작물， 부작물의 순서를 무시하고서 

이다. 이는 감자가 생산량이 배추류에 필척하면셔도 가격 퉁락의 폭윤 상대 

척으로 아주 작아 감자가 배추 못지않게 산간지대의 주요 작물인 첨옳 일깨 

위 준다고 하겠으며 두 작물올 細作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감 

자가 비룩 순수익에 있어서는 고추에 비해 낮지만 본 연구 지역에서 재배되 

는 갑자는 써감자 代用의 구실옳 하는 것이다. 배추와 무우의 결합은 감자와 

배추의 결합보다 재배 면쩍율 고려하지 않는다면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 

율 수 있고 순수익율도 낮아지게 된다. 

작물 결합의 빈도(표 6)률 보면 일반전작물류 중 고추가 많이 결합되며 홉 

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콩， 욱수수 이외의 환급작물율 결합하려는 시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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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6. 작물결합의 빈도 

주작물 부작물 빈 도 주작물 부작물 빈 도 

감 자 배 추 11 욱수수 고 추 
배 추 갑 자 5 고 추 담 배 
배 -j「t 씨감자 3 갑 자 'CJ ~ 1 
옥수수 콩·팔 3 갑 자 욱수수 
감 자 고 추 3 -I「:1 -。「 배 추 1 
배 추 -I「1 1 。- 3 'CJ 二‘2 갑 자 1 
홉 옥수수 2 약 초 대 마 

1。덕rTι~ι「 감 자 2 고 추 배 추 I 
고 추 감 자 2 고 추 오 이 
배 추 고 추 2 1 I1- τ 。- 감 자 l 
갑 자 -r「1 -。「 2 -r「1 -。「 고 추 
-r「1 -。「 콩·팔 2 
고 추 욱수수 2 계 53 

작물 결합을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로 분류하여 해 보면， 전체 53개 소유 

역 중에셔 주·부작물율 무시하고 일반전작물과 일반전작물이 18지역， 일반전 

작불과 채소류가 28 , 채소류와 채소류의 결합이 7지역이다. 

이률 지도화한 것이 그림 10이다. 주·부작물 결합의 분포상의 특정올 보재 

되면 채소류와 채소류툴 재배하게 되는 지역은 그림 10의 가. 나. 다 햇이 

다. 이툴 지역은 주작물의 분포에서 설명한 바쳐렴 과거 고속국도가 개셜되 

기 이전에 형성된 지리척 배경. 즉 관계기관의 설랍과 접근도에 의하여 어 

느 쩡도 셜명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400-600m의 고지대에도 옥수수와 갑자 

툴 주로 재배하였던 것이다.때 물론 각종 시험연구소의 셜럽만으로는 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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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의 전파률 설명하기는 힘들며. 초창기 시험 연구의 결과률 토대로 한 행 

쩡 지도라는 농업 쩡책이 주효하였던 것이다2'D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와의 결합은 하령산맥의 주향과 거의 일치하며 봉명 

의 蒼洞. 대화의 介水 퉁 일반전작물만 재배하는 곳도 눈에 띈다. (그림 10의 

라) 일반전작물올 주작물. 부작물로 재배하는 지역은 청일. 셔석. 둔내의 일 

부 둥의 고도가 낮은 지역이다. (그림 10의 마) 바지역은 비교척 고도가 높 

은 지대로셔 오대천 하류인데 감자와 고추률 각각 재배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결합의 분포는 다시 판별분석옳 통하여 셜명될 예정이며， 이률 결합 

이 일차적으로 산지 주민의 작물 재배 행태률 반영하는 셈이 되어， 산지 주 

민의 짧境에의 훌훌빼훌훌I홈율 구명해 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21) 趙東훌. 1970. 전게셔. p.67. 
22)Quasem A.. 1977. "Agricultural administration in Bangladesh: a 

not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 Vol. 4.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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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작물 션택의 요인과 산지 농업지대 

1[城 훌쳐힘빼I로 재배되는 주·부작물옳 각각 채소류와 일반전작물의 두 집 

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률 다시 주·부작물율 결합시켜 채소류와 채소류， 채 

소류와 일반 전작물류， 일반 전작률류와 일반 전작물류의 세 집단으로 나누 

었다Z3I 

이들 세 집단율 판별집단으로 하고 판별변인율 션쩡하여 펙해jU分析a율 하게 

되면， 집단간의 차이롤 가장 잘 판벌해 줄 수 있는 변수률 찾아내고 이 변수 

에 의한 재배 작물 션택의 요인율 셜명해 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예 

측집단의 분포툴 통해 작물 션택에 영향율 주는 산지 환경율 어느 청도 알 

수 있다. 유역분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주·부작물 

의 결합뿐만 아니라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의 두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 부작물의 경우에도 판별분석율 하여 셜명하는 판별변수률이 셔로 어떻게 

다른지률 비교해 보았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률은 실중적·이론척 연구률 통해서 복잡한 훌훌地홉 구 

23)이률 세 집단은 채소류 혹은 일반전작물류의 특화률 반영하는 지역이 되 

는 셈인데， 입지계수률 이용하여 농작물 톡화지역율 구분하고 이률 판별 

분석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李相石. 1985. 훌作物의 빼훌的 홈化에 
활한 혐l빼I分析， 全南大 大훌院 碩土훌位홉홈文. 73p. 

24) 판별분석 (discriminant analysis)은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 

측치률율 여러 독럽변수 중 어떠한 변수가 이률 집단율 잘 셜명 (혹은 
판별) 할 수 있는 가률 판단하는데 쓰이는 기법이다. 집단간의 차이롤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독립변수률의 션형조합(계수)롤 찾아내고， 판벌가 

중치라고 불리우는 션형결합 계수는 집단간의 변동율 최대화하고 집단내 
변동을 최소화하도록 결정된다. 판별함수는 이러한 판벌가중치툴 이용한 
독립변수틀의 션형결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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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흘 이해하기 위한 변수 셜쟁에 힘써 왔다. 그 중에서 홉톨훌는 농업 경영 

조직， 경영 규모， 경영집약도 둥율， 李廷톨은 농업 경영 형태 중에서도 토지 

소유 형태，경영 집약도 퉁율 관련 변수로 션쩡하였다.앨 

본 연구에서는 산지 주민의 작물 션택율 잘 설명해 률 수 있으며 조사가 

가능한 변수로， 자연객 변수로는 고도， 경사도， 경제쩍 변수로는 시간거리， 

호당 경지면척， 호당 천작율， 사회적 변수로는 경지면쩍당 인구밀도， 교육집 

단， 연령집단 둥율 션택하였다. 홈홉集約度나 土地 所有形顧는 사례 조사 마 

율에서 야외조사하여 버교하였다. 

홉度는 소유역 분지별 경지툴 기준으로 한 최저 해발고도이다. 홉짧度는 

1cmX 1cm의 방안 내에 있는 전체 둥고션수 중 경사 10 。 이하의 둥고션수의 

비율이다. 1: 50 ， 000의 지형도 상에서 경사도 10 。 는 20m 훌홈線 4개롤 말한 

다. 이는 다읍과 칼은 공식에셔 얻어진다. 

20 
t an e = -- X N (N: 퉁고션의 수) 

500 

時聞距離는 본연구지역율 경유하는 서율·강릉 고속묵도에셔 소유역분지에 

도달하는 비용거리로서 완행버스의 구역별 요급율 기준으로 산쩡하였다. 비 

포장도로인 경우 1. 5배의 가중치률 주어 합산하였다. 

25) 徐활基·李中隔. 1978. 빼홉의 훌業趣혐R훌分. 文훌k휩$ 훌fc'훌훌R훌훌 훌퓨究훌훌 

告. p.23. 
李廷톨， 1966 , “홉홉의 훌業쳐휠城훌훌定에 활한 훌퓨究(上)， " 地理훌， 제2호， 

大훌훌地理훌슐， pp.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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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톨 훌맡햄面훌톨， 훌':J훌面I훌훌 A 口홈度， 戶톰田作후은 里.9d 行훌훌혐륨f를 이용 

하였다. 훌톨톨훌톰은 단위지역의 전체 인구 중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옳 가진 

집단의 버율이며 •• 훌훌톰은 20- 30대 인구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올 말한다. 

이률의 버율은 1985년 인구 첸셔스 자료 중 리벌 인구 조사 자료에서 계산한 

것이다.톨 

이률 변수에 의하면， 본 연구지역은 명균 해발고도가 490m이며 평균 전작 

율이 0.8이다. 따라셔 져난지나 경사지에 비하여 고도와 전작율이 높다는 것 

을 얄 수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도 1.9 ha로 상대적으로 넓다고 하겠다. 고도 

와 시간거리의 표준편차 값이 큰 것으로 미루어 높은 산지와 고혹도로에셔의 

접곤성이 아주 블펀한 지역이 있다는 것율 알 수 있다. (표 7) 물론 판벌분석 

얘셔는 경지면쩍당 인구밀도와 시간거리툴 logarithm으로 변환하여 正規分布

얘 가캅도륙 했다. 

표 7. 변수률의 명균과 표준펀차 

변 τ 6. 펴。 균 표준편차 

고 도 489.8 m 130.7 m 
호당경지면척 1.9 ha 0.6 ha 
전작율 0.8 O. 1 
경지면척당 인구밀도 3.5 인 2.0 인 
시간거리 656. 1 원 559.3 원 
연령집단의 버율 0.3 0.03 
경사도의 버율 o. 1 0.03 
;!육집단의 버율 O. 1 0.03 

한편， 이률 변수률의 상관관계률 표에셔 보게 되면， 고도가 높아질수륙 전 

26)이는 훌홈企훌훌훌 홉훌훌計局의 협조롤 받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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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판벌변수률의 상관관계 

고도 호당경지면적전작율 인구밀도시간거리 연령집단교육집단 경사도 

고도 ‘ .0 1.1 00 

‘ 
0) 

" .. 
경호지당 면l 적 l i -QiQSιi .1. .0000 

0) 
p •• 002 p. • 

전작율 .7131 .b~5 ‘ 1.00 \1 0 
~3J 53) 0) 

p •• 00μ p •• OUO p. • 

인구밀도 -.031v -.7718 - .2,3‘ 1 •. 0000 

‘ 53) 53) 53) 0) 
p •• ‘H p •• 000 p •• 034 p. 

시간거리 -. ~~71 .0173 -.ι383 -.ZCi89 1.0000 
~3) 53 ) 53) 53 ) 0) 

p. .U Cl U p •• ‘51 p. .0‘ 3 p •• 015 p. • 

연령집단 . b2얘 .1277 .37b8 • 304~ -.3109 1.0000 ‘ ~3) 53) 53) 53 ’ 53’ 0) 
p. .0μu p. .181 p •• 003 p • • 013 P. .IH2 p. 

교육집단 ‘ · ‘972 -.2288 -.0829 • b3 73 -.‘ ó15 -‘ 954 1.ι000 
!l 3) 53’ 53) 53 ’ ~3) 53) 0) 

p. .078 p •• 050 p. .27d p •• OvO p. .0ιo p. .0νo p •• 

경사도 .2 ::i 32 -.1919 - .ZZó3 .,2345 -.‘’ 91 .2091 -‘915 1.0000 
53) 53) J3) 53 ) 53) 53 ) 53) 

f'. .0‘b p •• 078 p. .‘J :1 2 ". .0‘ s p •• 000 p • • Obb p •• 000 P •• 

작율이 높아지고 (r = 0.7 ), 호당 경지면적이 넓으변 경지면척당 인구밀도 

가 낮아진다. (r = - 0.8)(표 8) 600m 이상의 고산지에서는 쁨홈와 F융水로 말 

미암아 水縮 재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확 전작율이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다. 

3.2. 1. 주작물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로 분류된 두 집단율 판별해 낼 변수롤 찾기 위하여 

훌훌階的 쐐.w分析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율 실시한 결과 20~30대 

인구비율의 WILKS LAMBDA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입된 변수률의 WILKS 

LAMBDA 값올 보면 연령집단이 0.82. 전작율 0.78. 시간거리 0.74.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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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고줄 이상의 교육수준 0.66 , 고도가 0.64의 순이다. 각 변수률 간의 

차이는 대개 0.02에셔 0.04이다. 6개 변수 이외에 호당 경지면척과 경지 면 

척당 인구밀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9) 

20- 30대 연령 집단 비율의 변수가 제일 높은 WILKS LAMBDA 값율 보이게 

된 것은 미국 온테러어에서 담배 가격의 하학에 대비한 활훌훌作物의 션택에 

농부의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사실과 일치하여 젊은이가 새로 

운 작물이나 다른 경작 방법율 시험하며 모험율 무롭쓰는 경향이 있옵율 보 

여 주는 것이다 271 

따라셔 채소류의 재배는 20-30대의 연령충이 션호하며 전작율， 시간거리， 

경사도， 교육수준， 고도 퉁은 그 다읍으로 영향올 준다고 하겠다. 경지 면 

척의 규모나 경지면적당 인구밀도도 채소류 재배와 유관하다고 여겨지지만 

경지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당 인구밀도가 낮으면 외부에서 노동 

력율 구입하여 보충율 하므로 전작물 션택에 거의 영향율 못주게 된다. 

표 9. 주작물의 판별분석 

단계 、E.H -aι「 WILKS LAMBDA 유의도 

연령집단 .821543 .0016 
2 전작율 .777307 .0018 
3 시간거리 .741417 .0020 
4 경사도 .687717 .0011 
5 교육집단 .660619 .0012 
6 :2 도 .642246 .0017 

27)Fotheringham, A.S. and Reeds , L.G. , 1979 , “ An application of 

discriminant analysis to agricultural land use prediction," 

Economic Geogr、aphy ， Vol. 55 ,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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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척 판별분석에 의하여 션쩡된 이들 6개 변수률 가지고 다시 直接 험JW 

分析 (direct method)율 하였다. 분류 결과 이들 변수에 의하여 77"가 판별되 

었으며， 그 중에셔 채소류 집단은 68"가 예측된 것이다(표 10). 

표 10. 주작물의 판벌결과 

예 측 집 단 
재배집단 지역수 

일반전작물류 채소류 

일반전작물류 34 28(82.4") 6(17.6") 

채소류 19 6 (3 1. 6") 13(68.4") 

이률 6개 변수에 의하여 77"가 판별된다고 활 때， 그 중 판별에 기여한 

변수의 중요도는 다옵 함수a에셔 살펴불 수 있다(표 11 ). 

표 11. 주작물의 판별함수 

연령집단 .62447 

고도 .56236 

전작율 .50716 

교육집단 .31911 

경사도 .15528 

시간거리 .02611 

0.62447인 20대 연령집단의 다읍으로는 고도와 전작율이 각각 0.56236 , 

28)비표준화된 판별함수의 계수는 고도 0.48 , 전작율 4.13 , 시간거리 2.69 , 
연령집단 6.48 , 교육수준 18.49 , 경사도 1. 97 및 상수 -16.3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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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6로서 중요하다는 것율 얄채 되었다. 고도와 전작옳은 셔로 집단 내에 

셔 r = 0.7 이상의 상관관계률 가지깨 되므로 동일한 변수로 간주할 수 있 

다. 고줄 이상의 교육집단 비율과 경사도， 시간거리는 관련은 가지지만 상대 

척으로 합수의 값이 0.3191 1. 0.15528. 0.02611로 작아 판벌애 크게 기여하 

지는 않는다. 주작물 중에셔 채소류률 재배하게 되는 집단은 명균 고도가 

557m 청도로셔 그 이하이면 채소류툴 주작물로 재배하기는 힘들고 부작물로 

셔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전작율이 0.89로 거의 천작때 의존하고 있옵율 보게 

되어 젊은이가 채소류 재배률 통해 생채 유지롤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2). 

표 12. 주작물 채배 집단의 명균 

재배집단 고도(m) 전작율 시간거리(원) 연령집단 쿄육수준 경사도 j 

일반천작물류 452 .79 2.65 .24 .06 .23 
채소류 557 .89 2.67 .27 .08 .28 

3.2.2. 부작물 

주작물의 경우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 중 어느 하나률 션택하여 재배하게 

되는 것은 20-30대의 젊은 연령 집단， 고도， 전작율 둥의 판별력이 높으며 

교육수준， 경사도， 시간거리 둥의 변수가 조급 영향율 끼치교 있옴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부작물로셔의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의 두 집단율 판벌하는 

변수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변수인 고도가 높은 판별 능력율 보이면셔 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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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면적， 경사도가 관련되어 있다. 이률 이외의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는 

의미가 없다. 즉. 홈度라는 자연 조건이 충족되면 제2위의 작물， 다시 말해 

부수쩍인 작물로 채소류률 재배하는데 큰 어려옵이 없다는 것올 알게 되는 

것이다(표 13>. 주작물의 경우와 달리 부작물의 분석에서 호당 경지면적이 

둥장한 것은 경작규모가 부작물의 션택에 작용한다는 뭇이다. 

표 13. 부작물의 판벌분석 

단계 ‘~톨-“r WILKS LAMBDA 유의도 

고도 .669406 .0000 
2 호당경지면쩍 .644881 .0000 
3 경사도 .624722 .0000 

"-- ‘ 

이률 세 변수에 의한 판벌 결과는 77"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륙히 채소 

류는 82"까지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 둥에 의한 부작물의 작물 재배 션 

택은 셜륙력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단지 주작물과의 결합 

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표 14). 

표 14. 부작물의 판벌결과 

예 측 집 단 
재배집단 사혜수 

일반전작물류 채소류 

일반전작물휴 31 23(74.2") 8(25.8") 

채소류 22 4(18.2") 18 (8 1. 8") 

이률 세 변수에 의한 판벌합수는 고도가 0.90671로 압도척인 셜명력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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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호당 경지면적과 경사도는 0.05769. 0.02819로 미미하다. 여기서 호당 

경지면척파 고도는 읍의 상관 관계훌 갖는다.빼 (표 15) 

표 15. 부작물의 판별함수 

고도 .90671 

호당경지면적 .05769 

경사도 .02819 

두 판별집단의 平혈備률 보아 고도가 468m - 688m에 걸쳐 있으면 채소류 

훌 부작물로 재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채소류 집단에 있어서 고도의 명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578 m. 110.4이다. (표 16) 

표 16. 부작물 재배집단의 명균 

재배집단 고 도(m) 호당경지면척 경사도 

일반전작물류 427 1. 92 0.245 
채소류 578 1. 86 0.253 

'------

3.2.3. 주·부작물의 결합 

주， 부작물의 재배 작물율 채소류와 일반전작률류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8개 판별변수에 의하여 판벌분석율 한 결과， 이들 변수가 70" 이상의 판별력 

29) 비표준화된 판별함수의 계수는 고도가 0. 1. 호당 경지 면적 -0.58 , 경사 
도 -1.64 및 상수 -3.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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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보였다. 그러나 주， 부작물은 각각 유역 분지의 전체 면척에셔 차지하는 

비율이 30- 50" 정도률 차지하고 있어 설명의 한계툴 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롤 극복하고 산지 주민의 재배 작물의 분포툴 보다 갱확히 셜 

명율 하기 위하여 주， 부작물율 결합시켰다. 이는 주작물의 재배 면적과 부 

작물의 면쩍율 합하는 것율 뭇하며 전체 면적 중 60- 80"률 첨하게 되어 統

計的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진다. 일반전작물류와 채소류로 구분하였으므로 

결합 유형은 일반전작물류와 일반전작률류， 일반전작물류와 채소류， 채소류 

와 일반전작물류， 채소류와 채소류의 내가지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만 

이률 유형은 사실 채소류만율 재배하는 집단과 일반전작물류만율 재배하는 

집단， 및 일반전작불과 채소류률 모두 조금쩍 하는 집단의 셋으로 불 수 있 

다. 

작물 결합에 의하여 나타난 세 집단율 판별집단으로 하고 8개의 판별변 

인으로 판별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이 고도， 연령집단， 경사도， 시간거리， 

전작율， 경지면적당 인구밀도가 의미있는 변수로 션쩡되었다. 

표 17. 작물결합의 판별분석 

단계 변 1 ‘ι- WILKS LAMBDA 유의도 

...J‘1 도 .499022 .0000 
2 연령집단 .441714 .0000 
3 경사도 .398495 .0000 
4 시간거리 .357126 .0000 
5 천작율 .338930 .0000 
6 경지면쩍당 .323571 .0000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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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물 판벌분석과 버묘해 볼 때 교육집단 대신에 경지면척당 인구밀도가 

션쩡펀 것 이외에 나머지 4개 변수는 동일하다. 이는 주작물로셔 채소류를 

션택하는 데에 年빼 뿐만 아니라 훌훌도 어느 정도 영향올 끼친다는 사실이 

다. 부작물의 분석에셔 션쩡된 호당 경지면척이 주·부작물의 결합에서 누락 

된 것은 호당 경지면적이 아직 fF.，結츰얘 의한 채소류나 일반전작물의 션택 

에는 크게 작용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겠다 31 

주작물의 경우에 나타난 연령집단이 작물 결합의 경우에도 Vl ILKS LAMBDA의 

값이 0.4441714로 고도 0.499022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 중요성율 

보여주는 사실로 채소류 재배는 역시 젊은 연령충에서 션호한다는 사실율 다 

시 입증해 준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도가 쩨 1의 변수로 션정된 것 

은 채소류 재배는 고도와 깊은 관계톨 맺고 있다는 첨율 주， 부작물의 경우 

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6개 변수에 의하여 나타난 함수는 률이다(표 18). 

표18. 판별합수의 고유치와 셜명 비율 

함수 EIGENVALUE 누쩍 CANONICAL Vl ILKS CHI- D.F 유의도 
빈도 CORRELATION LAMBDA SQUARED 

1. 41954 83.66 .7659622 .3235714 53.596 12 .0000 
2 .27731 100 .4659469 .7828935 11. 626 5 .0403 

30)호당 경지면척， 즉 경작규모가 작물 션택에 영향올 률 것으로 보고 호당 

경지면쩍과 상관관채가 높은 (r= - 0.8468) 경지면적당 인구밀도률 제외 

하고 단계쩍 판별분석율 한 결과 호당 경지면쩍은 션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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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의 유의수준에 만족하는 두 합수 중에서 EIGENVALUE 값이 1이상인 합수 

는 하나이다. 두 함수의 누척빈도를 보면 고유치값이 1. 41954인 제 1함수가 

84"를 셜명하고 나머지툴 제 2함수가 차지한다. 

표19. 작물 결합의 판별 결과 

예 측 집 단 
실제집단 사례수 집 단 1 집 단 2 집 단 3 

집 단 19 14(73.7") 5(26.3") 0 
집 단 2 27 5(18.5") 19(70.4") 3(1 1. 1") 
집 단 3 7 0 1(14.3") 6(85.7") 

* 집단1 :일반전작물류와 일반전작물류，집단2: 일반전작물류와 채소류， 채소 

류와 일반전작물류， 집단3: 채소류와 채소류 

또한 사례수가 쩍은 일반전작물류와 일반전작물류， 채소류와 채소류의 두 

집단은 각각 73.7". 85.7"률 판별해 주고 있는 것이다(표 19 ). 

6개의 변수 중에셔 제 1함수에 기여한 쩡도를 살펴보면， 고도가 0.83650. 

표 20. 작물결합의 판별합수 

판 별 변 인 함 수 1 함 수 2 

::J.‘- 도 .83650 -. 19582 
연령집단 .66615 .10277 
전작율 .51584 -.11620 

경지면척당 인구밀도 . 10167 .06510 
경사도 .10519 .54484 
시간거리 .23489 .2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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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집단이 0.66615. 전작율이 0.51584 둥이 높고 경지면적당 인구밀도， 

경사도， 시간거리 둥은 미미하다.떼 제2의 함수에 있어서는 경사도가 0.54484 

로 높고 시간거리는 낮읍을 보게 되어 산지 주민의 작물 재배에는 지형의 경 

사도와 고속묵도에서의 접근도도 중요합율 엿보게 되는 것이다(표 20). 

따라셔 주·부작물의 결합에 의한 작물 션택은 고도. 연령집단. 전작율. 경 

사도가 주로 작용하고 있음율 알게 된다. 집단 내의 상관 관계에서 고도와 

전작율이 r= 0.7 정도의 상관 관계률 갖고 있어 고도， 연령집단， 경사도의 

세 판별변수가 전작물 션택에 영향율 주는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작물. 부작물의 판별함수에셔 0.5 이상의 값율 갖는 변수는 연령집단， 고도， 

전작율이었는데 주·부작물의 결합에셔는 전작율 대신에 경사도가 나타났다. 

20---30대 연령 집단의 비율이 채소류 션택을 설명하게 되는 것은 그률이 

시장 가격 변동의 폭은 심하여 위험 부답이 높지만 최고소득율 얻옳 수 있는 

채소류률 션호하는 攻훌的 (aggressive) 인 性向율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 

나， 이들 젊은 연령 집단률도 산지의 고도가 채소 재배에 가장 중요한 조건 

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쩌 각 재배집단의 평균 고도는 381m. 524m.654m이다. 

(표2 1) 

3 1)제 1함수의 비표준화 판별함수의 계수는 고도가 0.99. 천작율 1. 19. 경지 
면척당 인구밀도 1. 53. 시간거리 1. 21. 경사도 0.14. 연령집단 12.37 및 
상수 -12.97이다. 

32)주민 김 형삼(29세)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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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작물 결합 집단의 집단명균 

집단 고 도 (m) 전작율 인구밀도 시간거리(원) 경사도 연령집단 

381 .74 .47 2.81 .26 .23 
2 524 .85 .49 2.58 .21 .26 
3 654 .96 .55 2.55 .37 .29 

고도 이외 경사도의 집단평균율 보면 채소류률 주·부작물로 모두 재배하게 

되는 경우는 경사도 비율이 0.3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쩍으로 높지만， 

주·부작물 중에셔 어느 하나률 채소류로 재배하는 경우 경사도가 0.21로 얼 

반전작불만을 재배하는 집단의 0.26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일반전작물 

만율 재배하는 곳이 답작율이 높아 경사도가 낮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 

이다. 즉 , 고도가 낮은 일반전작물 재배 지대는 미작율이 높고 그에 따른 

저평한 하천 충적지에 주로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각 집단의 판별변수의 집단평균 값으로 보아 채소류률 주로 재배하는 

지대가 답작율이 높은 지대에 비하여 더욱 명탄하다는 사실은 채소 재배의 

상업농업에 고도 다읍으로 경사도가 중요한 변수로셔 구실율 한다고 하겠다. 

3.2.4. 산지 농업지대 

산지주민의 전작물 션택은 산지 환경 중에셔 무엇보다 주로 고도와 경사도 

의 제약율 받고 있다.웰 이는 생계농업 아래에서 산지농업이 고도에 의하여 

33) 연령집단은 산지라는 조건 상에셔 산지 주민이 채소류 재배률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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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며， 해발고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빼. 단 

지 후자는 자연환경이 獨立훌數로 작용하는데 반하여 전자는 시장환경에 척 

웅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점에셔 해석율 달리하여야 하겠으며， 륙히 훌훌 

近性의 提홉에 따라 산지 환경율 상업 작물의 재배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첨 

율 간과해서는 않된다3sl 과거 상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해발고도에 따라 

산간지대가 구분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훌 2000m이하의 산지에서도 상 

업작물의 재배유형이 고도의 제약율 받고 있는 것이다. 납부 스위스의 혼합 

농업과 목측이 고도， 지형， 일조， 관개용수 둥의 환경에 제약올 받고 있옵과 

동일하다 3n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률 작물 결합율 토대로 하여 산지의 농업지대를 

業훌훌 牌化地혐， 義훌훌 훌特化地뺨， 훌훌훌 非特化쳐힘혐의 셋으로 구분하게 된다. 

빼 (그림 10) 

나타난 현상으로도 불 수 있다. 
34)Orlove , B.S. , 1977," Integration through production: the use of 

zonation in Espinar ," Aøerican Ethnologist , Vol. 4, pp. 84- 101. 
35) 具千톨·尹훌元·훌光혔， 1980 ， 홈홉作빼의 主훌훌地와 뾰률性에 관한 퓨뺏， 

훌퓨究報告 10 , .. 톰훌村훌홉新究院， pp. 156-157. 영동고축도로의 개셜이 
채소류 가격 풍의 변 화롤 가져 왔다고 한다. 

36) 玉훌훌， 1986 , 전게서 p.45. 과거 조션시대에도 고도가 촌락의 확대에 
제한율 가하였는데， 18세기까지는 500m 이하에， 20세기 초에는 600m 청 
도의 산간지에 혼락의 확대와 리의 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37)Netting , R. M. , 1972 , " Of men and meadows: strategies of Alpine 
land use , " Anthr‘ opological Quar‘ terly, Vo l. 45 , pp. 132-144. 

38) 훌奉淳·柳承宇·훌흉홉， 1984 , 主要 生훌훌훌훌 擔向作目의 地城特化에 관 

한 훌퓨했， 훌퓨究報告 76 , 훌훌홉훌村홉톨홉훌퓨했院， p. 20. 본연구지 역의 대부 
분율 차지하는 명창군은 여름무우· 여륨배추·양배추의 핵심 륙화지역에 
속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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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측집단율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일반 

전작물과채소류의 결합지대에서 일반전작율류나 채소류만율， 채소류와 채소 

류 재배지대에셔 일반전작물류률 재배하며， 또한 일반전작물과 일반전작물 

의 재배지대에셔 채소류롤 재배하고 있는 유역분지도 있읍율 볼 수 있다. 이 

는 8개의 판별변인으로 판명이 되지 않는 유역분지가 있읍율 알려주는 것이 

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사례 마율율 야외조사하여 밝혀내게 될 것이다. 

표 22. 작물 재배지대 

예측집단 일반전작툴류와 일반전작물류 채소류와 
와 

재배지대 일반전작물류 채소류 채소류 

일반 홉+옥수수 고추+갑자 감자+고추 
전작물류와 욱수수+고추감자+옥수수 약초+대마(2) 

일반 옥수수+감자 고추+담배 
전작물류 옥수수+콩·팔 

(채소비특화지대) 고추+욱수수(8) 

무우+감자 
일반 고추+오이 배추+감자 

전작물류와 갑자+배추 감자+배추 배추+감자( 1) 
채소류 무우+콩·팔 당곤+감자 

(채소준특화지대) 무우+고추 (4) 배추+고추 
감자+무우 
감자+당곤 (7) 

T I1--。「*. u R”n -j「t
채소류와 배추+무우(1) 배추+써감자 
채소류 배추+무우(3) 

(채소 특화지대) 

동일한 작물의 결합 유형은 채소 비특화지대에서 10. 준특화지대에서 12. 

특화지대에서 4 종류이다. 주·부작물의 관계률 불문하고 재배작물의 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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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살펴보면 륙화지대가 2, 준륙화지대가 8, 버륙화지대가 7가지 형이 나타 

나게 되어 特化地혐에서의 作"훌홉슐캘훌이 단순하다는 첨올 알 수 있다. 

또한 대표쩍인 작물 결합형은 주·부작물의 순셔률 막론하교 버특화지대에 

셔 고추+감자 5 , 준특화지대에셔 갑자+배추 16 , 톡화지대에셔 삐삐추+무우 

4 이다. 많이 출현한 작물의 빈도롤 살펴보면 버톡화지대에셔는 육수수， 고 

추， 감자의 순이며，준톡화지대애셔는 갑자， 배추， 무우， 륙화지대에셔는 배 

추， 무우의 순이다. 

따라셔 비특화지대에서는 욱수수와 고추가， 준륙화지대에셔는 배추와 감자 

가 작물 션택의 상이한 성격율 반영해 주는 작물이 되는 것이다. 째배의 자 

연조건율 고려한다면 이툴 작물이 버특화지대나 준톡화지대에셔의 수익성과 

안정성율 상호 반영해 주는 작물이 된다. 

이률 세가지 지대는 상호 의존척이면셔도 배타척인 경챙관계에 놓여 았다. 

채소 재배기술과 작물 션택에 있어셔 재배의 기윈지에 해당하는 채소 특화지 

대는 주변 준특화지대나 채소 비특화지대애 영향율 주게 되지만， 준륙화지대 

와 출하시기에 있어 경쟁율 활 수 밖애 없다.훌 특화지대애셔 이른 혜소류와 

늦은 채소류률 재배할 수 있지만 이는 준특화지대에셔의 주된 作目이고， 뎌 

우기 준특화지대에셔 삼복 더위 기간 동안에도 출하할 수 있는 엇가리 배추 

의 재배기술의 습득 여하에 따라 서로 가격 경쟁율 하게 된다. 이률 3개 지 

대는 각각 특쩡 작물율 독점적으로 재배해 준특화지대에셔는 고추모. 특화지 

대에서는 씨감자 둥율 셔로 공급하며 농업 노동력이 상호 교류되기도 한다. 

53개 유역분지 별로 조사된 주， 부작물 및 양자의 결합에 의한 산지 주민 

39) 具千톨·尹훌元·옳光훌， 1980, 전체셔，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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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에의 쩍웅 전략을 둥질척인 환경의 수준에서 살펴본 것울 토대로 다 

시 공동체， 개별 농가의 수준에셔 분석하게 된다. 즉， 보다 구혜척이고 상세 

한 전략율 구명하기 위하여 사례 마율율 표본 조사하여 연구롤 진행할 필요 

가 있다. 표본조사 마율은 판별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션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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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지 농업지대와 적옹 전략 

4. 1. 사례 조사 마울의 개황 

불안정한 시장 가격 환경과 산지 환경의 제약율 받는 산지 주민률의 작물 

션택과 척웅 전략율 먼저 작물 결합에 의한 채소 톡화지대， 채소 준륙화지 

대， 채소 비특화지대 별로 살펴보았다. 이률 기초로 혼락과 개별 농가의 수 

준에서 산지 주민의 척웅 전략율 보다 구혜객으로 셜명하여 보자. 이훌 위하 

여 우션 채소 특화지대， 채소 준특화지대， 채소 버륙화지대 벌로 6개의 사 

혜 조사 마율율 션쩡하였다. 

6개 마율은 판별분석에 의한 예측집단과 재배집단이 일치되는 유역 분지에 

서 3개 마을(용산리， 무이리， 훈당러)， 일치되지 않는 유역 분지애서 3개 마 

을(자운리， 생곡리， 거문리)율 션정하였으며， 이는 채소 톡화지대얘셔 1개， 

채소 준특화지대에셔 3개， 채소 버특화지대에셔 2개 마율율 표본 조사하는 

셈이다. 사혜 지역의 행쩡 구역은 푸륨훌 훌훌面 題띠 I里 (5. 6반)， 平昌郵

훌훌面 훌훌里 (2반)， 훌川해 깨面 훌훌 2里 (4반). 훌川훌 훌石面 뿔참 1里

(3 , 4 반)， 樞成都 麻日面 春훌 I里 (3. 4반). 후昌훌 훌훌面 巨文里 (7반)이 

며， 이툴의 조사 호수와 판별 분석에 의한 산지 환경은 다옵과 같다(표 

23). 

총호수는 용산리 32호， 무이 러 39호. 자운리 28호， 생곡리 31호， 춘당리 

34호， 거문리 26호이며， 표22의 리벌 조사호수 중 괄호 안의 숫자는 생활 보 

호 대상자， 품앗이 동의 비농가롤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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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사례 조사 마율의 개황 

재배지대 사례마올 조사호수 고도(m) 연령집단 경사도 전작율 캡곤도(원) 

륙화지대 용산리 30(5) 740 0.29 0.42 1. 01 2.48 

무이리 38(5) 500 0.25 0.26 0.86 2. 15 
준룩화지대 자운리 28(5) 620 0.30 0.32 0.91 2.52 

생국리 30(3) 340 0.26 0.09 0.67 3.27 

비륙화지대 훈당리 31( 3) 220 0.25 0.34 0.67 2.84 
거문리 26(5) 500 0.25 0.17 0.80 2.58 

채소류롤 중심으로 한 산지 농업지대， 즉 특화지대， 준륙화지대， 버륙화 

지대의 형성에 영향올 준 산지 환경 죽， 고도와 경사도， 연령집단율 사례 마 

율 별로 살펴보자. 세 변수의 값이 각각 740m , 0.42 , 0.29인 용산리는 특화 

지대의 집단 평균 654m , 0.37 , 0.29에 부합되는 조건율 갖춘다. 500m, 0.26 , 

0.25인 준특화지대의 무이리는 준특화지대의 집단명균 524m, 0.2 1, 0.26에 

곤첩하며， 비특화지대의 춘당리는 220m , 0.34 , 0.25로 집단평균 381m, 0.26 , 

0.23보다도 쩍합한 입지 조건율 가진다. 

이에 대하여 자운리는 비록 준톡화지대에 속해 있지만 고도가 620m , 경사 

도 비율 0.32 , 연령집단 비율 0.30으로 거의 톡화지대와 산지환경이 유사하 

며 준특화지대라고 보기 힘툴다. 준톡화지대에 속한 생곡리는 340m , 0.09. 

0.26으로 고도에 있어서 준특화지대의 집단평균과 현저한 차이률 보여 비특 

화지대에 가깝다. 거문리는 500m , 0.17 , 0.25로 준톡화지대에 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특화지대에 속하게 되었다. 특화지대나 준특화지대， 비특화지대 

에 속할 만한 산지의 입지조건율 갖추고 있읍에도 다른 농업지대에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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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 조사마올 

.............. 국 도 

-- _ .... _"，.고속국도 

그립 1 1. 사혜 조사 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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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다른 조건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며 이는 사혜지역 연구률 통하여 밝 

히게 될 것이다. (그림 11 ) 

결국 판별분석에 의하여 셜명되지 않는 다양한 산지 환경율 찾아내며 혼 

락과 개인의 수준에서의 구체객인 적웅 전략율 셜명하기 위하여 6개 사혜 마 

율 션쩡하여 연구하며 이들의 개황율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4. 1. 1. 채소 특화지대 

(1) 용산1 리 

출봉골， 상동， 큰터， 납작골 둥의 자연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산 1 리 

는 영동고속국도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다. 동문재률 넘어 인접한 용산 2 

리는 용평스키장으로 유명하다(그림 12 ). 

해발고도 600 ......... 680m에 걸쳐있는 이 지역은 대관령 명탄면의 일부로셔 경사 

가 대단한 완만한 편이지만， 토양이 대부분 점토질이므로 장마가 킬거나 강 

수량이 많은 경우 채소류 재배에는 불리하다. 도암면 전체로 보아셔 횡계， 

차항이 씨감자 재배와 채소류 경작의 션진 지역이며 용산리는 그 외곽지대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 고령지시험장의 훌tl훌團가 용산 2리의 큰터， 

납작골 둥으로 이천해 오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인구가 이출되었다. 

과거 海州 崔民， 永川 李民， 江훌훌 옳民 둥에 의하여 개척되었는데 5대 쩡 

도의 역사률 가진다. 이 중 강릉 김씨가 계속 거주하며 마율의 구심체 역활 

율 한다. 

한편， 이 지역은 전혀 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전형척인 밭농사 지대로 

서 채소류률 재배하기 이전에는 감자， 욱수수， 조， 피 등으로 연명할 쩡도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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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용산 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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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도작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랭하다. 횡계에서 출발한 시내버스 

가 용산리롤 경유하여 다시 횡계에 도달하는 노션이 있어 교통이 불편한 편 

은 아니다. 

총 32호 중에서 비농가가 5호이다. 

4. 1. 2. 채소 준륙화지대 

( 1 ) 무이 리 

무이리의 안흥동에서 삼구꼴로 빠지는 홍로는 바로 영풍고속묵도와 연결되 

지만 길이 험하여 시내버스는 봉명의 명촌에서 우회하여 안흥동에 이르는 킬 

율 이용할 뿐이며 다른 노션은 없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지역인 安興洞은 전형적인 분지이며 이곳율 종과하는 

6번묵도는 일제시대 때 둔내와 봉명율 동서로 이어주는 주요한 국도였다(그 

림 13). 영동고속국도의 건셜로 이 도로의 기능은 쇠퇴하여 버스 노션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다. 최곤 묵도 포장 사업의 실시로 몽명에셔 안흥동에 이 

르는 구간이 포장되었다. 하천 지류가 합류하는 마을의 중앙부에 미작지대가 

비교척 넓게 펄쳐져 있으며 水縮 재배에 대한 냉해의 피해는 빈번하다. 

차령산맥상에 솟아 있는 태기산 줄기률 뒤에 진 안흥동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라고는 불 수 있으며 토질은 사질양토이다. OB 홉 농장이 마율 헛편에 

위치하여 주민률의 작물재배에 영향율 주게 되는데， 특히 두산농산의 김치 

加工業과 관련지어 채소툴 계약 재배하는 농가도 다소 있다. 

해발 680m ........ 700m에 경지가 펼쳐져 있는 안흥동은 과거 780m까지 화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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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작이 가능하였다. 지급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고도가 높은 지대는 묵 

밭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무이리는 비농가가 5호이다. 

(2) 자운 4리 

자운 4리는 속사리재툴 넘어 영동고속국도에 업게 캡곤활 수 있는 31 번 국 

도 상의 부근에 위치한다(그림 14 ). 지령롤， 청계동， 없斗院 둥의 자연부락 

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 덕두원율 야외조사 하였다. 덕두원은 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주막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되며 수레 

냄이재률 냄어 봉펑의 덕거리와 이어진다. 이러한 통로는 31번 국도가 개룡 

포장되기 이전 조션시대에 봉평면- 내면율 연결하는 주된 교용로였다고 한 

다. 전체 27호 중에서 全州 李民가 8 ........ 7호롤 차지하며 이률은 아주 10대 청 

도의 긴 거주 역사롤 갖고 있다. 

용산 1리와 달러 일부 논농사률 하지만 항상 냉해를 입율 쩡도이다. 해발 

고도 680 ........ 740m에 걸쳐있는 덕두원은 비교적 펑탄하여 채소류 재배에는 뀌지 

지 않율 정도의 조건율 갖추고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 특화지 

대에 속하지 않아 다른 어땐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가률 살펴보기 위하여서도 

자운리를 선정하였다. 사실 농기구에 있어셔는 트랙터나 콤바인 둥율 소유하 

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후진적으로 보인다. 시내버스가 마율에 률 

어오지 않으므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겠고 개별 농가의 교통수단으 

로 집집마다 오토바이를 소유한다. 

총 30호 중에셔 비농가가 5호이며 구멍가게률 겸업으로 하는 농가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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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덕두원에 농토률 소유는 하지만 여륨 한철 농사짓고 가는 한 농 

가가 있고 홉톨市에 거주한다. 

(3) 생곡1리 

셔석면 생곡1리는 56번 국도상에 위치한다(그림 15). 본 연구의 6개 조사 

대상 마율 중 고속국도에의 접곤도가 가장 어려운 촌락이다. 이는 셔석면이 

주위의 내면， 청일면， 東面 둥과 연결된 도로가 버포장도로인데도 연유할 뿐 

아니라11 위치상 영동고속국도에셔 쩨일 멀리 떨어격 있어 연결성 포한 극히 

어려운 곳이라는 것율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소류 재배의 2차 기윈지라 

고 일컬율 수 있는 훌田과 가까와 전작물 재배기술율 협게 혜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았다고 하겠다. 

해 발고도 350m ........ 390m에 위 치 한 본 조사지 역 은 고도 상으로는 비륙화지 대에 

속하게 되겠지만 채소류률 상당히 재배하여 그 요인율 찾고자 사혜 마율로 

션택하였다. 국도률 따라 형성되어 있는 긴 골차기의 논 가장자리에 밭이 있 

는 실쩡이다.이률 밭은 하천얘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뼈뿜짧료 상에 

위치하여 전작물율 재배하기에 경사도에 있어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여진 

다. 

이 마율은 구한말 황해도， 명안도애셔 홉훌훌훌율 믿고 이주해 와 쩡착한 써 

족이 많으며， 내면의 고냉지애셔 논농사툴 짓기 위해 이주해 온 주민이 많은 

1)홍천군 관내에서 뭘훌石面은 사방이 비포장 도로이어서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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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다. 비륙 비포장도로이기는 하지만 홍천읍과 내면， 횡성옵율 잇는 노 

션버스가 자주 운행되므로 주민동의 교통 상 블편은 척다고 하겠다. 마율 뒷 

산인 흥청산(1276m)은 태기산으로 뻗어 차령산액이 되고， 과거 봉명， 서석， 

내면은 흥청산의 장끓재활 중심으로 서로 왕래한 교용상의 중심지였다. 비농 

가는 3호이다. 

4. 1. 3. 채소 비륙화지대 

( 1) 훈당1 리 

훈당1리는 횡성옵과 홍천군 서석면올 잇는 441 번 지방도 부근에 위치한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이 지 방도는 도로 조건 이 양호한 도로 중의 하나이 다. 그 

러나， 영동고속묵도와의 연결성은 쉽지 않은 편으로， 횡성읍이나 윈주시률 

경유해야 하는 것이다(그림 16). 

춘당1리는 문덕이， 개수안， 사재옳 둥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개수안， 사재율율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밭의 경우 경사가 가파르고 

면척이 좁아 주민의 주수입윈은 논농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균 해발고 

도가 270m--320m에 걸쳐 있는 본 조사지역운 전형적인 미작지대라고 부르기 

에는 꼴차기가 줍고 긴 산간경사지인 것이다. 

윈주천의 지류인 유동천이 마율 앞율 흐르고 이 하천율 건너 위치한 출당2 

리는 홉의 재배 집중지로 널리 알려져 었다. 따라셔 마율의 중섬지에는 홉율 

건조하기 위한 건조장이 우묵 셔 있고 홉의 꽃율 따야할 즈읍이면 저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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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한 마율로셔는 드툴게 사람들로 붐빈다. 

청일면에셔는 시장보다도 대부분의 주민이 횡성 읍내나 윈주시로 가셔 물 

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면 소재지와의 결합은 약한 펀이다. 비농가는 3호이 

다. 

(2) 거문리 

곧은골， 농골， 사잇말 둥의 골학기와 중앙 분지로 이루어격 있는 거문리는 

상월 2개리률 통해 영동고속둑도와 연결된다. 거문 국민학교에서 文훌훌훌 쪽 

으로 나와 있는 통로는 진부에 도달하는 주된 도로인데 오대산에셔 발윈한 

오대천을 따라 명행하게 달린다(그림 17 ). 

거문리는 봉명의 덕거리와 함께 부곤 일대의 전형적 미작지대로 사람들 사 

이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셔 조사한 능골은 7개 반 중 미작면척이 

적으며， 최곤에 이앙기률 이용해 기계모률 십는 정도로 논농사 기술의 도입 

이 늦다. 

해발고도 550.-.....650m에 걸쳐 있는 농골은 경사가 가파르고 경지면적이 좁 

다. 본 조사 지역은 대관령과 거리상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전작 

농업을 쉽게 받아률일 수 있는 잇점이 있읍에도 불구하고 전체 밭면적 중 채 

소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본 연구지역율 션정한 것은 채소류률 재배하 

기에 적합한 준특화지대로 판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전작물류률 더 많 

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이유률 밝히기 위해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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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6호 중에서 비농가가 5호이며 밭올 입차하여 약초를 재배하러 옴 농 

가가 1호 있다. 그는 진부애 거주하며 여륨훨애 약초툴 툴보러 농골에 와 있 

었먼 것이다. 

4.2. 경지 소유와 토지이용 

산지에셔 재배되는 전작물은 다양하지만 그 중얘셔도 쟁부의 저농산률 가 

격 정책에 의한 천작물의 시장 가격 구조와 산지 환경이 작물 션택에 제약 

(constraint)율 주고 있어， 여기에 일쩡한 선택 유형 있게 되고 이에 의한 

산지 농업지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21 다시 말해 산지 주민은 농산물 가격 

구조 속에서 기대 소득이 재일 높은 작물율 션택하게 되지만 이에는 또한 산 

지 내에서의 고도， 경사도 둥과 같은 산지 환경의 재약율 받게 된다는 것이 

며， 그 결과 채소 특화지대 · 채소 준특화지대 · 채소 버륙화지대의 세가지 

산지농업 지대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는 입지쩍 륙성에 따라 상업화가 탈 

리 진행된 것이다. 

채소률 중심으로 한 산지농업지대는 전국적인 수준에셔 보았율 때 접곤성 

의 쩨고에 따라 자연척 조건이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이러한 作目에 

의한 재배 지대률 단순하게 자연척 조건으로만 셜명만 활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의 홈홉的 뼈面율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 

2)徐톨훌， 1989 , 전게서， p. 10. 강원도 산간 농업지대는 셔율 지향의 상 
엽적 농업지역으로 수도권 농업지대와는 달러 특수한 자연척 성질이 지 

역 형성에 작용한 주된 요인이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3)빼承宇·훌奉홉， 1985 , 地훌훌훌閒훌훌율 위한 흩홉훌物의 立빼配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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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환경의 조건 위에서 산지 주민이 명균 소둑보다는 최고 소득 지향의 

전작물옳 주로 션택하게 되면.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져 이률 풀 

이려는 복합 영농율 하게 된다. 따라서 채소류률 중심으로 한 상업 작물 재 

배툴 션호하는 이는 최고소득율 얻올 수 있는 기회롤 많이 얻거나 복합 영농 

율 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작 규모를 놀리려는 시도 

롤 하게 된다. 자신의 경지 소유 면적이 협소한 경우 톨借률 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지 주민의 경지 소유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톡히 경험척 자료에 의하면 작물의 시장 가격에 영향율 주는 限界生훌훌훌 

(VMP)는 경지 규모에 달려있다고 하므로 경지 소유와 함께 경작 규모도 관련 

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농업지대에 있어서 각 사례 마율의 경지소유롤 중심으로 한 경작 

규모， 및 토지 이용율 비교하여 지대별 산지 주민의 쩍웅전략율 더욱 자세하 

게 살펴보게 된다. 톡히 토지이용은 주， 부작물의 결합에서 셜명되지 않는 

다양한 작물의 션택옳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올 전체의 작물 재배 면 

적과 농가당 작물 재배 면적율 분석， 비교하였다. 

4.2. 1. 경지 소유와 임차 

( 1 ) 호당 경지 소유와 규모별 호수 

한 훌퓨究， 흉究轉告 115 , 陣홉훌村훌훌톨훌퓨究院. p.7. 
4)Wiens , T.B. , 1977 , " Uncertainty and factor allocation in a peasant 

economy," Oxford Economic Paper 1 No. 29 , p.48. 경작 규모가 늘게 되 

면 생산 비용이 낮아져 출하 시장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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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마율의 호당 경지 소유툴 살펴보면， 채소 톡화지대인 용산리의 호 

당 밭 소유 규모는 5.260명이며， 표준면차는 7454명으로 논은 전혀 없다. 

(표24) 용산리에도 1960년 대 초까지는 일부 논농사가 이루어겼으나 채소류 

재배의 행정 지도에 따라 초기에 地目 훌更이 허용되어 논이 전부 밭으로 바 

뀌었다 51 

준특화지대인 무이리， 자운리， 생독리의 호당 밭 소유 면적은 5.706명， 

4.809평. 2.541명이며 표준면차가 각각 7.000명. 4.722명. 2.320명이다. 륙 

화지대와 비교하였올 때 밭 소유 규모는 생욕리률 제외하고 거의 비숫하다. 

논이 전혀 없는 채소 륙화지대와 비교해 보면 준륙화지대는 무이리 1.246명， 

자운리 241 평， 생콕리 1. 319명 둥 비륙 소규모이지만 논율 소유하고 있읍율 

알 수 있고， 이률 중 자운리의 호당 논 소유규모는 240명으로 무이리나 생콕 

리에 비해 현저히 척다. 

비특화지대는 답작 소유 면척에 있어서 준특화지대와 큰 차여는 없으나 

전작 면적은 거의 절반 쩡도에 불과하다. 비특화지대의 주민은 준특화지대보 

다는 논농사에 더 생계률 의존한다고 보겠으며 냉해의 피해롤 별로 받지 않 

는다는 측면에셔 61 훨씬 전작에의 의폰도는 낮다. 다시말해， 춘당리의 호당 

소유 면척는 밭이 2.971펑이며 표준편차는 1.979명으로 최대 면적은 7200명 

에 불과할 뿐 아니라 논은 1.486명으로 표준편차가 1.262명이다. 이는 비륙 

화지대가 특화지대나 준톡화지대와 뚜렸한 착이롤 보이는 첨이다. 

5)주민 김진용(58세)과의 면답. 

6)본연구지역의 興享山- 泰被山- 澈子山율 잇는 션율 경계로 하여 이른바 
冷害를 싣고 오는 씻바람이 념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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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호당 경지 소유 면적 (단위 :명) 

지 대 마 율 면적 딩 n，J τ11: 표준편차 최소 최 대 

특화지대 용산러 밭 5, 260 7.454 0 30.000 

무이리 밭 5, 706 7.004 0 35.000 
l1=- 1, 246 2.012 0 7, 200 

준특화 
자운리 밭 4, 809 4.722 0 16.000 

l1=- 241 469 1.400 
지대 

생곡리 밭 2, 541 2.320 0 10.200 
i1-= 1. 319 1.424 0 4.200 

춘당리 밭 2, 971 1.979 0 7.200 
비특화 l1=- 1, 486 1.262 0 4.700 

지대 거문리 밭 4, 457 2, 506 0 8.000 
i1특- 819 674 0 2.200 

경지 소유에 있어셔의 이러한 특징은 판별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비특화지대의 거문리는 밭 4457명， 논 819명으로 준특화지대의 경지소유애 

가까운 반면 준특화지대의 생곡리는 오히려 비특화지대얘 속하여야 하는 것 

이다. 또한， 준특화지대의 자운리는 답작 면적이 극소 하여 특화지대와 유사 

하다. 이는 경지 소유가 채소류 상업영농율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겠다. 

다읍으로 6개 마율의 밭 所有 規樓別 戶훌률 보면. 특화지대인 용산라는 

밭을 소유하지 않은 농가가 10호로 40" 이상율 차지하고. 10.000명 이상의 

大農이 20"률 첨하고 있읍율 불 수 있다. 5 ， 000명 미만의 농가가 70" 청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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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밭 소유 규모 분포의 차가 극심하다고 하겠고， 

폼팔이 둥의 비농가롤 포함시킨다면 륙화지대얘서의 토지 소유는 월부 농가 

에만 그 면적이 치우쳐 있는 것이다. (표 25) 

표 25. 밭 소유 규모벌 호수 (단위:호) 

지대 특화지대 준 륙 화 지 대 버륙화지대 
마율 

밭소유규모 용산리 무이리 자운리 생곡리 훈당리 거문리 

0 10 5 7 5 I 1 
0-"5.000명 7 14 4 18 22 12 

5.000-"10.000명 3 9 7 3 5 8 
10.000명 이상 5 5 5 0 0 

계 25 33 23 27 28 21 

준특화지대에 해당하는 무이리와 자운리，생곡리의 밭 소유 규모벌 분포를 

보면 경지가 없는 농가가 많으면셔 I만명 이상의 소유 농가도 상당한 수에 

이르는 채소 특화지대얘 있어서의 경지 소유 규모 륙정과는 상이하다. 즉， 

무이리는 경지률 소유하지 않은 농가나 I만명 이상옳 소유한 농가가 각각 5 

호이 고. 5.000- 10.000명 이 9호인 27"나 되 어 경 지 소유 분포상 용산리 보다 

는 소유의 분포가 비교척 안청척이라고 하겠다. 자운리의 경우도 경지롤 소 

유하지 않으면셔 경작하는 농가가 7호나 되지만 이롤 포함하여 5.000명 이하 

률 소유한 농가가 절반애 이르러 경지 소유 규모의 차가 심하다. 생콕리는 

0- 5.000명 청도롤 소유한 농가 비율이 86"로 영애하지만 소유 면척의 분포 

가 안쩡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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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지대나 준륙화지대와 함께 비특화지대의 훈당리는 밭 소유 규모벌 호 

수가 대부분 5 ， 000명 이하인데 반해 거문리는 5, 000- 8, 000 명률 소유한 농 

가가 8호로 비 교쩍 많아 38"이 다. 

(2) 임차와 경작 규모 

이러한 재배 지대벌 경지 소유 규모와 분포 상의 륙정과 함께 투기쩍인 성 

격이 강한 채소류률 많이 재배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험 부담옳 분산하기 위 

한 복합영농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작 규모롤 늘리려는 시도롤 

하게 된다. 그러한 시도의 하나가 톨借이다. 따라서 사레 조사 마율별로 입 

차 면적율 살펴보면 그러한 륙징이 나타난다. 

먼저 밭의 임차 규모별 호수롤 보면 톡화지대인 용산리가 5, 000 명 이상이 

14호로 56"률 차지하며 그 중 15 ， 000명 이상이 2호이다. 준특화지대인 무이 

리는 5 ， 000명 이상이 4호로 12"에 불과 하지만 자운리는 30"나 되어 톡화지 

대와 유사해 보인다. 생곡리는 7"로 아주 곤소하지만 비특화지대에 비하여 

높다고 하겠다. 특히 춘당리와 거문리는 거의 2 ， 500명 이하롤 입차하는 농가 

가 대부분이다. (표 26) 

용산리에 있어서 경지롤 소유하지 않은 농가는 4 ， 000평( 1호)， 5 ， 000평~ 

7 ， 000명 (5호)， 10 ， 000평 ........ 15 ， 000명 (4호)율 임차하며， 자신의 경지률 소유하 

고 있읍에도 불구하고 임차하는 농가는 9호로서， 그 중 7호는 1만명 이상율 

경작하게 된다. 따라셔 실제 경작 면적율 보게 되면 1만평 이상율 경작하는 

농가가 전체의 60"률 차지하게 되고 5 ， 000평 이상은 90"에 이르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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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상대척으로 대규모 상엽적인 경영율 시도하는 농가이다 71 물론 용산리 

이외 강풍， 횡계， 차항 둥지에 거주하면서 임차하는 농부도 3호나 된다 81 

경지 소유에 있어서 이러한 톡징은 장래 구명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91 이 

는 우션 과거의 화전 청리 사업과 관계가 깊다고 여겨진다. 즉， 補뼈옳올 받 

아 이주해 나겠먼 화전농이 다시 자신이 거주했댄 마옳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보겠는데뻐， 이들은 임차률 하거나 품율 팔아 생계롤 유지한다. 포한 그동안 

의 상업척인 영농 과정에서 도시 혹은 외지로 이주해 가거나 외지에셔 이주 

해 와 임차농이 늘어난 결과라고도 보겠다.ω 비싼 임차료률 물고도 루기쩍인 

영농율 하여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부근에서 이주해 온 것이다. 륙화 

지대의 임차료는 상당히 비싼 편이며m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최근에는 

밭율 팔고 이주해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아무튼 륙화지대의 경지 소유 관계 

와 규모는 산간 지대의 경지 개척 역사와 함께 투기척인 상업쩍 영농과 깊은 

관계률 가진다고 보여지며 131 ， 임차에 의한 산지 상업 농업의 일면옳 보여준다 

7)그러나 3만평 이상율 경작하는 농가는 I호뿐이다. 

8) 이장 최기용(38세)과의 면답. 

9) 옳榮鎭·옳基成· 申車完·李英浩， 1982 ， 훌쳐월 t代借에 대한 훌훌훌R究， 훌퓨究 

報告 49 , 훌후홉훌村홉톨홉훌퓨究院， p.l0. 1981 년 전국쩍으로 완전 입차농은 

4.6"에 불과했다. 
10)용산리에는 과거 화전쩡리 사업으로 인하여 외지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농가가 4호나 된다. 그 중 3호는 품팔이이며 1호는 밭율 17 , 000 

명율 임차하여 경작한다. 

1 1)부곤의 진부， 대화， 수하， 유천， 봉평， 강릉， 주문진 둥지에서 고냉지 

채소률 재배하기 위하여 용산리로 이주해온 농가가 15호나 된다. 용산리 
에는 不在地主가 10여호나 된다. 

12) 최대 평당 500~틴 정도이다. 

13) 李永뿔， 1983 , 전게서， p. 35. 홍천군 내면의 경우 임차지의 54"가 톨 

有地로셔 과거 화전민 쩡리 사업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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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겠다. 

표 26. 밭의 임차와 경작 규모별 호수 

지 대 륙화지대 준륙화지대 비톡화지대 
마 율 

1-T1 모 용산리 무이리 자운리 생곡리 훈당리 거푼리 

0 6 (0) 23(0) 12(0) 18(0) 20(0) 13(0) 
o - 5 ， 000명 5 (3) 6(18) 3(4) 7(19) 8(23) 8(11) 

5, 000 -10 ， 000평 8 (7) 3(9) 6(10) 2(7) 0(5) 0(9) 
10 ， 000명 이상 6 (15) 1( 6) 1(9) 0(1) 0(0) 0(1) 

계 25 33 22(23) 27 28 21 
」←→

* 괄호 안은 경작 규모별 호수W 

경지를 소유하면셔도 임차하는 농가률 포함한 임차농은 준특화지대인 무 

리에셔 10호인데 그 중 4호가 5 ， 000명 이상율 임차한다. 특히 임차률 해서 

실제 10 ， 000명 이상율 경작하는 농가는 1호에 불과해 용산리와는 대조률 이 

루지만 외지(횡계， 진부， 봉명， 강릉 둥지)에 거주하면셔 무이러의 밭율 임 

차하여 경작하는 이는 5명이나 된다. 이는 무이러가 채소 재배의 역사가 짧 

아 새로운 채소 재배의 척지로서 둥장하고 있읍율 말해준다l5J 

자운리는 용산리보다 임차 면쩍은 좁다. 경지가 없는 농가가 임차하는 규 

모는 3 ， 000명 (2호)， 5 ， 000-"'8 ， 000명 (4호). 12.000명 ( 1호)이며. 3호가 자신의 

경지 이외 임차툴 해 1만명 이상율 경작한다. 1만명 이상율 경작하는 농가가 

9호나 되어 용산리와 다소 비슷한 면도 있다. 생곡리에는 임차하여 경작하 

14)자운리의 1 농가는 임차 여부률 조사할 수가 없어 누락됨. 
15)주민 흥종원 (44세)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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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가가 다소 있어， 낮은 고도에도 불구하고 채소류롤 중심으로 한 상업객 

인 영농율 한다는 것율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생곡리는 5.000명 이상올 

임차하는 농가 2호률 포함한 9호가 톨借훌이다. 자신이 경지를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률 하여 5.000평 이상올 경작하는 농가는 3호이다. 

비특화지대인 훈당리에셔 발올 임차하는 농가는 2.500명 이하가 8호인 반 

면 거문리의 임차농은 모두 6호로셔 4.000명 이하이다. 경지를 소유하면서도 

임차률 하여 5.000명 이상율 경작하는 농가가 훈당리는 1호인 반면 거문리는 

4호이다. 

답작의 경우 준특화지대에서 2.000명 미만의 논율 소유한 농가가 9호이며 

그 이상이 7호인 무이리와는 탈리， 자운리는 1.000명 미만이 3호， 그 이상이 

2호로 답작 규모가 적율 뿐 아니라 F얄害의 피해가 빈번해 자운리는 답작보다 

는 전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생곡리는 2.000평 미만이 18호로 그 이상은 

9호이다. 생곡리에는 밭율 소유하지 않는 농가가 5호가 되며 논이 없는 농가 

가 11호가 되는 것율 고려한다면 채소 톡화지대와 같이 임차농이 있옵율 알 

수 있는 것이다. 

비륙화지대는 답작 면척의 규모별 분포에 있어서 준특화지대와 큰 차이는 

없다. 비특화지대의 주민은 준특화지대보다는 논농사에 더 생계률 의존한다 

고 보겠으며 냉해의 피해툴 별로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셔 상대적으로 전작의 

16)薰톨里에 외지 톨借훌이 2인 있다. 그 중 흥천군 내면의 창촌에 사는 마 
병길 (44세)은 자운리 3만명， 광원 3리 1. 5만명， 창촌 2리 4만명， 율전 3 

리 2.5만명， 창촌 3리 7천평， 명개리 1. 6만명 둥 전부 15만명 쩡도롤 임 
차하여 경작한다. 그는 자가숭합차와 경운기률 운행하며 5- 6명의 입급 
노동력율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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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는 낮다. 논의 명균 면적에셔는 촌당리가 2 ， 000명 이상의 논율 소유 

한 농가가 8호률 차지하는 반면， 거문리는 논농사률 짓는 14호 전부가 

2 ， 000명 이 하이 다. 

따라셔， 용산리， 무이리，훈당리률 중심으로 하여 경지 소유와 임차 규모롤 

보면， 호당 밭 소유 규모에 있어서는 특화지대나 준톡화지대가 비숫한 반면 

비특화지대는 양자의 쩔반에 불과하다. 소유 규모별 분포는 륙화지대로 갈 

수록 밭율 소유하지 않은 농가가 많아 그 편차가 심해지는 반면 실제 경작 

규모는 1만명 이상으로 넓어져 톨借 規樓가 늘고 임차농이 많아진다. 준륙 

화지대나 비특화지대는 이와는 상반된 현상율 보인다. 

이러한 임차농의 출현은 산지에 있어셔 火田에 의한 경지 개척의 역사와 

함께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루기척인 영농율 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에서 많 

은 사람들이 이주해 온 결과이다. 경지가 없거나 그 소유가 협소한 이들은 

소득을 높이기 위해셔나 위험부답율 줄이려는 복합영농， 혹은 規훌의 훌홉 

률 실현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경지 규모률 넓히게 된다. 이러한 경지 소유 

상의 특정은 오랫동안 채소류률 중심으로 이루어척 온 산지 상업 영농의 결 

과이다. 

산지환경에 있어셔 특화지대나 비특화지대， 혹은 준특화지대와 유사한 조 

건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운리와 생곡리， 거문리가 경지소유 상에 

있어셔는 준특화지대나 비특화지대의 성격율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산지환 

경의 다른 조건이 작용하고 있다. 생곡리와 같이 톡화지대와 인접해 있다든 

지 작목반이란 조직이 작물선택에 영향율 준다든지 하는 조건 둥이 작용한다 

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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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토지 이용 

(1) 작물 재배 면쩍 

주， 부작물의 결합얘 의한 작물 션택율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작물 재배 면척율 조사하고 동시애 8개의 판별변인 이외에 작물 션택에 영 

향율 미치는 다양한 환경의 요인율 구명하여 보자. 

특화지대인 용산라는 채소류가 79. H', 일반전작물류가 20.9"이다17l (표 

27) 이렇게 채소류 재배의 면척 버율이 높은 것은 용산리가 조사 마율 중에 

서 고도가 재일 높으며 명탄하여 채소류 재배의 적지일 뿐 아니라， 특히 채 

소류를 위주로 한 상업척인 영농의 기원지얘 해당하여 일찍부터 재배률 하였 

기 때문이다. (그림 18) 

그러나， 농특 사업애 의한 하철기 채소류 재배의 면척이 전묵척으로 확대 

되고-， 특히 톨*뭘톨톰 品훌훌의 육성과 재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져지대에서 재 

배가 가능해격 헬홉期 출하 기간의 단축애 의한 독점쩍 출하가 줄어 률어빼 

용산리는 양배추， 당곤， 양상추， 적채， 피망 둥의 새로운 작물율 재배하게 

되었다. 이는 채소류 재배의 기윈지인 용산리률 중심으로 한 대관령이 다른 

17)용산리가 속한 특화지대의 주，부작물 결합은 모두 채소류가 되어야 함에 

도 불쿠하고 배추， 갑자가 주， 부작물로 둥장한 것은 써감자와 채소류톨 

윤작하는 마율율 샤혜마율로 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 李永훌， 1983. 전게셔. p.3. 1982년 경에 이르면 고냉지 채소의 주산단 

지는 전국 85개 읍면에 분포하게 된다. 

19) 張炳階·李昌훌·홈훌훌·金빼홈. 1983. 천게셔.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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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작물 재배 면적 (단위 100명 ) 

르=;- 화 지 대 -‘F1-- 특 화 지 대 

용 산 리 -I「1 이 리 자 운 리 

작 걷 I그를 면 척 비율 작 물 면적 비율 작물 면적 비율 

추 1372 52. 1 -j「i 527 29.0 -:i「 692 40.8 
양배추 365 13.9 -t「j - 。「 225 12.4 τ I그- τ 。- 224 13.2 I 
당 --L-1 95 3.6 양배추 18 1. 0 (소 계) 916 54.0 
야。샤 。-흐「 95 3.6 (소계) 770 42.4 감 자 639 37.7 
.!그「 -。「 85 3.2 감 자 499 27.4 청고추 61 3.6 
적 채 52 2.0 콩 79 4.3 욱수수 34 2.0 
피 망 20 0.8 욱수수 32 1. 8 콩 25 1. 5 
(소계) 2084 79.1 깨 7 0.4 당귀 20 1. 2 
감 자 550 20.9 ‘J.. 추 6 0.3 (소 계) 779 ( 6.0) 
(소계) 550 20.9 당 귀 114 6.3 

홉 225 12.4 
천 걷 ~ 49 2. 7 
강 합 21 1. 2 
황 기 16 0.9 
(소계) (1 048 ) 57.6 

합 계 2634 100" 합 계 1818 100’‘ 합 계 1695 100’‘ 
I;Ir 륙 화 지 대 비 토-르1 화 지 대 

생 곡 리 춘 당 리 거 문 e) 

작 를 p를 면적 비율 작물 면적 비율 작 물 면객 l:J) 율 

추 138 16.3 마 늘 19 2. 1 추 173 17.2 
-I「1 4L 46 5.4 -r「i 1 。- 10 1. 1 객 채 25 2.5 
(소 계) 184 21. 7 오 이 4 0.4 τ E. 4L 12 1. 2 
감 자 297 35.1 CJ : o. 1 양배추 10 1. 0 
옥수수 182 21. 5 (소계) 34 3.7 앨러리 6 0.6 
고 추 116 13.7 욱수수 273 30.5 피 망 5 0.5 
콩 46 5.4 콩 256 28.6 오 이 1 0.1 

도라지 14 1. 6 깨 78 8.7 (소 계) 232 23. 1 
홉 5 0.6 고추 85 7.3 감 자 379 37.8 

더 덕 o. 1 감 자 57 6.4 고 추 218 21. 7 
(소 계) 661 78.3 도라지 39 4.4 욱수수 65 6.5 

홉 78 8.7 콩 51 5.1 
당 귀 10 1. 1 당 귀 30 3.0 
버 싸/‘}、 4 0.4 더 덕 12 1. 2 
황 기 2 0.2 황 기 10 1. 0 
(소계) 862 96.3 천 경 :g. 6 0.6 

(소 계) 771 76.9 
합 계 845 100" 합 계 896 100" 합 계 1003 10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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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지대의 참여에 따라 새륨게 조성된 시장환경에 객웅 전략옳 모색한 결 

과이다. 

그렴애도 불구하교， 작물의 재배 면척 비율율 보면 용산리의 배추 재배 면 

척이 52.1"이며 양배추가 13.9"얼뿐 당곤，양상추， 무우， 객채， 피망 둥의 비 

율이 4"빼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지 주민의 최대 수익올 얻으려는 상업 

영농의 전략이 빼추 채배라는 툴 속얘셔 이루어지고 있옵율 보게 된다. 

이러한 양채류 째배 면척 버율이 낮은 이유는 한때 식생활의 서구화에 힘 

입어 재배가 이루어겼으나 수요가 뎌 이상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배 

버율이 21"인 갑작는 명야지대의 씨감자 대용으로 판매되기도 하여 채소류 

다읍으로 수익율 보장해 주는 작물인 것이다. 

준특화지대인 무이라， 자운리， 생곡~1얘셔의 채소류 재배 면쩍은 42.4". 

54.0". 21. 7"이다. 작물 별로 보재 되면 무이리는 배추 29.0". 갑자 27. 4". 

홉 12.4" 이며，자운리는 배추 40.8". 갑자 37. 7". 무우 13.2". 생콕리는 감자 

35. 1". 옥수수 21. 5". 배추 16.3". 청 고추 13.7"이 다. 

준특화지대가 특화지대보다 채소류률 재배하기애는 자연 조건이 다소 불리 

한 면도 있겠지만， 채소 재배의 기술이 낼리 보급되어 있고 품종 개량이 되 

어 큰 문째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애도 불구하고 무이리가 용 

산리에 버하여 혜소류 재배 면척 버율이 낮은 것은 다소 불리한 산지 환경 

속에 준특화지대의 주민이 수익성율 높이기 위하여 특화지대와는 다른 노력 

율 기율이고 있다는 뭇이다. 즉， 무이리애셔 쩨3위률 차지하는 홉이 채소류 

률 대혜하는 작물로셔의 구실율 하기 때문애 주민률은 채소류의 면쩍율 더욱 

늘럴 필요가 없다교 생각된다. 무이리얘는 OB 맥주회사의 홉 농장이 셜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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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약 재배롤 하여 주민률의 고소득 작물에 대한 욕구툴 충촉시려 주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홉은 전량 계약 재배하여 수매률 하고 다년생 작물이 

기 때문에 안정척인 가운데 초기에는 상당한 수익율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19) 

채소류와 일반전작블의 비율 비교에서， 자운리의 해발 고도가 620m인 점 

옳 고려하면 무이리보다 자운리가 채소 재배 면척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 

다. 재배 기술에 있어 후진성올 보여주는 자운리는 채소류의 재배 면객이 

40.8"에 불과하지만 대신 감자를 37.7"나 재배한다. 자운리는 혁신의 기현지 

인 대관령과 가까우며 고속묵도에서의 첩곤성도 좋아 기술의 습특이 어려운 

펀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용산리보다 채소 재배 면척 비율이 낮은 것은 과거 

고속국도가 개통되기 이전에 불리했던 접곤성이 實性(inertia)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채소류롤 시도하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다. 자운리에서의 청고추 

재배 시도는 고도가 높고 쩍셜양이 많아 育홉가 불가능하여 준톡화지대에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모를 킬러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새로운 환급작물로서의 주목올 불어 자운리에서의 작부 체계는 달라질 가능 

성도 배쩨하기 어렵다. 옥수수나 콩은 미작과 함께 자운리에서는 자급율 위 

한 것이다. (그림 20) 

생곡리 또한 해발고도 340m로 일반전작물율 재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 

소 재배 면척이 21.7"로 높은 것은 채소 특화지대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때 

(그림 21) 생곡리는 시내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특화지대의 하나인 

20)준특화지대에 속하게 된 생곡리의 주， 부작물 결합은 일반전작물류， 채 

소류이어야 하지만 긴 골짜기로 이루어격 있어 사례 조사 마율은 그의 

일부이기 때문에 배추가 16.3"로 제3위의 작물로 밀려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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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田이 위치하여 채소류 재배의 영향율 쉽게 받으며 기술 습특도 한결 용이 

하다. 톡히 생곡리에 있어셔 홍천군 내면의 륙화지대에서 이주해 온 주민에 

의한 채소류 재배가 이루어격 작물의 전파는 이주해 온 이웃의 영향이 있옵 

율 알 수 있다.때 이는 많쫓用홈와의 인접효과에 의한 전업확산이다2'D 

그 결과 채소류 재배에 주민이 익숙해 있을 뿐 아니라， 마율의 지도자 동 

도 여기에 상당히 척극척인 것이다 231 이률은 채소류 재배에 볼리한 조건율 

극복하기 위하여 스프렁롤러 둥율 이용한다. 이러한 장비롤 이용해 채소류라 

는 새로운 혁신율 받아들이는 데에는 열의가 중요하다.때 이는 기술 혁신에 

개인척， 사회쩍 성격 뿐만 아니라 열의， 신넘 둥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a고 

한 점율 보여준다. 

비특화지대의 토지 이용은 채소류 면척이 급격히 감소하여 훈당리와 거문 

리의 일반전작물 재배 비율은 각각 96.3". 76.9" 에 이른다. 재배 작물에 있 

21)Ryan. B. and Gross. N.C.. 1943. "The diffusion of hybrid seed corn 
in two Iowa communities." RUT‘al Sociology, Vol. 8, pp. 15-24. 미국에 
있어 다수확 품종 욱수수의 전파는 상인이 전달자의 역활올 주도 
하나 채택의 여부는 이웃이 주효하였다. 

22) 李植緣. 1989 , 전게셔， p.48. 양채류의 확산도 개인쩍 컴뮤나케이션망 
(personal communication network) 통하여 혁신에 관한 청보가 천달되는 
전형척인 전염확산의 유형이라고 하였다. 

23)Jones. G.E. , 1963 , " The diffus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s ," 
JOUT、nal 0/ Agr‘ i cu 1 t ur、al Econolllics. Vo l. 15 , p.394 

24)주민 중에셔 이 치규 (36세)는 운송사업율 하다가 채소 재배률 하기 위해 

전업할 정도로 척극적이다. 

25)Wilkenning. E. A. , 1950 , " A sociopsycholog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acceptance of innovations in farming." Rural 
Sociolog:'Y, Vo l. 15. p.352- 355. 새로운 혁신율 수용하는 태도에는 지 
위 향상， 정보， 교육， 토양 보존， 작물 판매， 가격과 마켓팅， 조직， 종 

교 및 신념 등 다양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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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셔 훈당리는 다른 5개 지역에 비하여 욱수수와 콩율 쩨일 많이 재배하는 

일반 전작툴 지대이다. 그 비율은 각각 30.5". 28.6" 이다. 욱수수와 콩 둥 

은 수매률 하므로 농가 소득은 안정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주로 이러한 작물 

율 재배하면셔도 도라지， 버섯 둥과 같은 수익성이 높은 환급작물율 부분적 

으로 재배하는 상업 영농의 길율 걷고 있다. 채소류라는 작물율 재배하기애 

는 고도가 낮으며 답작이 높.아 시세에 민감한 작물율 션호하지 않는다.훌 (그 

림 22) 

거문리의 경우 감자(37.8") 와 고추(2 1. 7")의 재배 비율이 높아 버특화지대 

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의 입지적 특성상 준톡화지대이다. 이러한 차이는 고 

추 재배에 기인하며 그 재배 면적은 2 1. 800명이다. 고추의 재배는 진부변의 

담당 공무원이 행정 지도률 통하여 시도한 결과인데， 본 조사지역의 거문리 

作目班은 이 지역 일대에셔는 최초로 고추류의 농협 계통 출하률 시도한 조 

직이다'lll 

거문리의 경우 채소류 중 배추률 제외한 적채， 양배추， 쩔러리， 피망， 오 

이 등의 작물은 고추와 함께 직접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률의 면적은 

1"의 내외에 불과하며，거문리 주민은 이러한 출하률 이른바 ‘확짐’ 이라고 

부른다. 즉， 개별 농가에셔 1-..200명 정도의 규모로 여러가지의 채소류를 재 

배하여 마율 전체 공동 출하하는 셈이라고 하겠다. 특히 작목반이 단위 농협 

을 통해 출하하는 일은 농협의 실적율 올려주며， 농협은 作目班에 장기 저리 

의 자급을 주민들에게 빌려 주어 상호 의존올 한다.톨 (그림 23) 

26)주민 염 주호(48세)와의 변답. 

27) 마율마다 대개 작목반이 있어 특정 작목의 면적 버율율 중앙의 권고얘 

따라 조쩡하지만 공동 출하롤 하는 예는 거문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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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셔， 비륙화지대는 륙화지대나 준특화지대보다 답작에 상당히 의존하면 

셔도 전작운 수매 혹은 계약 재배률 하거나， 잃부 환급 작물올 시장에 내다 

파는 척웅 전략율 션택한다. 이는 채소류률 재배하기에는 홉度라는 자연 조 

건이 제한율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호당 작물 재배 면척 비율 

마율벌 작물 재배 면쩍의 차이만으로는 산지 주민의 객웅 전략올 충분히 

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6개 마율의 호당 작물 재배 면쩍올 살펴보았다. 호 

당 재배 면척 비율의 차이는 작물 재배의 최종 목표가 서로 다른 데 연유한 

다. 산지 주민률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셔로 목표가 다르며， 포 

한 지식 수준 및 모험과 不確實性에 대한 反顧조차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용산리에 있어셔 호당 작물 재배 면적의 비율은 표 28과 갈이 배추 

(0.549) 와 감자 (0.219)의 평균치가 높다. 채소류가 개별 농가의 작물 재배 

특화를 알려 주고 있으며， 최대값의 비율이 배추， 감자， 양배추가 각각 1. 0, 

0.6 , 0.5로 나타나고 있어셔 다른 작물률은 작부 체계에 끼치는 영향이 쩍다 

고 보겠다.때 

28) 거문리의 주민 전 숭택 (43세)은 작목반 운영율 진부면에서 최초로 성공 

시킨 마울 지도자인데 그는 현재 진부면 6개 작목반율 롱괄하는 회장직 
을 맡고 있다. 

29) 具千홈·尹뿔元·옳光鎭， 1980 , 전게셔， p. 179. 1980년 당시 대관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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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호당 작물 재배 면적 비율 

-E-E1 화 지 대 -‘fI-- ~ 화 지 대 

용 산 리 T I1- 이 리 

작 물 명 균 표준편차 최 대 작 물 평 균 표준면차 최대 

-:i「 0.549 0.248 1.000 • jri 0.249 0.250 O. 774 
양배추 0.118 0.147 0.545 -I1「 -。「 0.097 0.165 0.500 
당 -i1- 0.028 0.082 0.385 양배추 0.013 0.073 0.417 
양상치 0.030 0.071 0.273 감 자 0.273 0.254 1.000 
-I「1 -。「 0.028 0.062 0.261 콩 0.064 0.117 0.400 
적 채 0.022 0.049 0.174 욱수수 0.022 0.049 0.167 
피 망 0.005 0.019 0.087 깨 0.004 0.015 0.065 
감 자 0.219 0.168 0.600 고 추 0.007 0.030 0.167 

당 귀 0.111 0.200 0.800 
홉 0.101 0.295 1.000 

천 갯 ~ 0.038 0.106 0.474 
강 할 0.011 0.038 0.167 
황 기 0.009 0.046 0.263 

;;Ir 특 화 지 대 

자 ; 。r 리 생 곡 러 

추 0.353 0.237 1.000 추 O. 128 O. 186 0.625 
-I「1 -。「 0.127 0.196 0.566 -r「1 -。「 0.043 0.125 0.429 
갑 자 0.448 0.231 1.000 감 자 0.381 0.285 0.917 
청고추 0.023 0.054 O. 188 옥수수 0.216 0.245 0.857 
옥수수 0.014 0.047 O. 188 청고추 0.144 0.193 0.636 
콩 0.013 0.043 0.172 콩 0.073 0.205 1.000 

당 귀 0.021 0.076 0.333 도라지 0.009 0.027 0.097 
홉 0.004 0.019 O. 100 

더 덕 0.003 0.016 O. 100 

비 륙 화 지 대 

춘 당 리 생 = --,r el 

마 을 ‘-룰- 0.023 0.047 O. 156 배 추 0.151 0.113 0.337 
-I「1 우 0.005 0.029 0.154 적 채 0.024 0.043 O. 167 
오 이 0.005 0.025 O. 133 -I「11。- 0.012 0.040 0.156 
당 -11- 0.001 0.008 0.042 양배추 0.011 0.048 
옥수수 0.273 0.233 0.925 앨러리 0.006 0.019 0.064 
콩 0.274 0.202 0.733 피 망 0.004 0.020 0.093 
깨 0.093 0.102 0.333 오 0.001 0.006 0.029 

:;]‘- 추 0.071 0.079 0.207 감 자 0.356 0.196 0.615 
감 자 0.069 0.127 0.417 고 -ji「 0.215 0.119 0.426 
도라지 0.040 0.080 0.333 옥수수 0.095 0.154 0.545 
홉 0.123 0.176 0.600 콩 0.045 0.058 0.185 

당 귀 0.005 0.026 O. 139 당 귀 0.048 0.218 1.000 
황 기 0.014 0.076 0.400 더 덕 0.012 0.049 0.222 

황 기 0.011 0.048 0.222 
쳐‘- 동 :::t 0.008 0.039 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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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산리의 경우 여톰 한철 농사롤 짓고 강릉 둥지의 도시로 이주하는 

농가가 3호나 되며， 호당 배추 재배 면척 비율이 0.5나 되는 농가가 15호나 

된다. 이것이 미국의 기업농(agri-business)과 유사하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그 경작 규모가 쩍올 뽑 아니라 긴 흩빼期롤 도시얘셔 보내 농외 수입율 얻 

거나 자녀 교육율 도시에셔 하기 위한 것이다. 

준특화지대인 무이리는 전체 면적 중에서는 곤소한 차이로 배추가 1위률 

차지하였으나 호당 평균 면적으로는 감자가 0.273으로 배추의 0.249보다 약 

간 높다. 또한 홉이 당귀보다 넓었지만 개벌 농가에셔의 작물 재배 면쩍 비 

율은 홉보다는 당귀률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홉은 표준펀차도 크거니와 

전체 밭에 모두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 그 면객이 커겼으리라 본다. 배추만율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가별로는 안쩡척인 성향율 나타내며， 

당귀의 최대 비율이 0.8인 것으로 보아 무이리는 약초 재배에 적합한 토질율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삐 곤년에 률어와셔야 채소류 채배 면척이 늄어나고， 

특히 훌훌훌훌 둥지에셔 재배 경험이 있는 농가가 임차툴 하는 것으로 보아 셔셔 

히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홉과 약초 

류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채소류 재배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마을 전체로 보아셔는 배추(40.8")가 감자(37.7")보다 톡화도가 3" 청도 

높지만 호당 비율은 감자가 배추보다 륙화도가 높은 것이 자운러이다. 즉，감 

셔는 농부률이 배추 재배는 언제나 위험율 안고 있어 갑자 생산율 위주 
로 하고 배추는 부수적으로 재배하였다고 한다. 

3이주민 김 남대 (45세)와의 면담. 

31)무이리는 오래 전부터 약초 재배롤 한 것으로 알려격 있고 훌훨홉의 훌 

草商은 비 교척 유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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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0.448으로셔 배추의 0.353보다 10" 정도 높다. 마율 전체로 보아 배추 

면적이 갑자보다 넓지만 호당 평균으로는 감자훌 션호하고 있읍율 였볼 수 

있다. 또한 배추롤 재배하지 않고 전부 감자롤 심는 농가가 있다는 것율 불 

때， 자운리의 농가당 작물 션택의 전략은 배추와 갑자라고 하는 2개 작물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일반 전작물로서 청고추률 재배하기는 하지 

만 그 비율이 근소하여 하나의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생곡리에서는 갑자 0.38 1, 옥수수 0.216으로 마울 전혜의 이률 재배 비율 

과 비슷하지만 배추와 청고추의 경우는 상이하다. 전체 재배 면쩍은 배추가 

16.3". 청고추 13.7"이지만 호당 재배 면적 비율은 고추 0.144. 배추 0.128 

이다. 전작 면척에 전부 홉이나 콩율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는 예외쩍인 

사례이다 321 

결국 채소 준특화지대에서의 재배 전략은 다양한 채소류흘 재배하는 륙화 

지대와는 달리 배추률 상당히 재배하면서도 감자 이외 홉， 고추， 당귀둥 특 

이한 훌옳作빼옳 재배하는 것이다. 생곡리의 경우만 욱수수 면쩍 비율이 높 

아 동일한 준륙화지대입에도 불구하고 무이러나 자운리와는 뚜렸한 차이롤 

보인다. 

비특화지대인 훈당리는 마율 전체 면척과 마찬가지로 옥수수(0.273)와 콩 

(0.274) 의 비율이 높아 륙화지대와 대조률 이훈다. 욱수수와 콩은 별 일손 

율 률이지 않고서 손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정부에서 이둘율 수매하게 되므 

로 안쩡쩍인 所格홉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옥수수나 콩율 7합 이상 십는 

농가가 있율 수 있다. 개별 농가로 보면 비록 재배 비율이 낮지만 도라지나 

32)주민 이 성균(67세)은 자녀률 모두 출가시키고 여가삼아 콩율 재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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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또는 오이， 당곤 둥율 재배하는 것은 고소득 작물올 재배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비륙화지대의 부혹한 농업 노 

동혁과 옥수수， 콩 퉁의 시장 가격 아래에셔 나타난 상업쩍인 영농의 필연적 

인 결과이다. 홉의 재배 면적 비율도 무시할 수 없고 최대로 0.6까지 재배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홉율 계약 재배하는 농가는 대단히 홉 재배에 쩍묵객이 

라는 것융 알 수 있다. 사실 춘당리에서의 홉 재배는 동양맥주회사의 지원과 

새로운 작물 재배롤 기피하지 않는 주민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웰 

거문리의 호당 재배 면척 비율은 옥수수의 비율이 0.094로 높아졌올 뿔 전 

체 작물 재배와 큰 차이가 없으며， 각 작물의 표준편차 값이 륙화지대나 준 

특화지대보다 작은 것은 극단척인 작부 체계는 척다는 의미이다. 고추류롤 

재배한다든지， 채소류의 재배가 다양화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만큼 수익 

의 최대화률 높이기 위하여 주민률이 共閒出빼 노력율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산지 환경 

주， 부작물의 결합에 의한 채소 특화지대， 준특화지대， 비륙화지대에 있어 

서의 산지 주민의 척웅 전략은 마율 전체의 작물 재배 면쩍이나 호당 작몰 

재배 면적 비율율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포한 판별변인 이 

외 각 마율 주민의 작물 션택에 영향율 주는 요인율 찾아낼 수 있었다. 

33)Mbithi , P. M. , 1977 , " Human factors in agricultural management in 

East Africa," Food Policy , Vol. 2,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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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요인으로는 특화지대와의 近훌훌性이나 과거에 이루어켰던 교통 상의 

接近性， 혹은 作目班이란 蘭l度 둥이 있었다. 여기셔 곤접성 (vicinity)이란 

특정 장소와의 인접해 있읍율 말하며 접곤생 (accessibility)이란 쿄풍로에 

의한 접곤의 편리를 말한다. 

판별변인에 의하여 판별되지 않는 14개 유역분지 중에서 생콕， 방럼， 화동 

은 특화지대와의 곤첩성 때문에 채소률 더 많이 재배하며， 거문， 수항， 창 

동， 자포곡， 삽교， 화동은 작목반율 통한 작툴 션택애 따라 무우， 고추 둥율 

재배한다. 자운， 창폰은 과거에 불리하였먼 교통 상의 조건에 따른 작물 션 

택의 관성이， 장전， 명개는 현재의 불리한 접곤성이 작용하여 채소류률 많 

이 재배하지 않는다는 것율 알 수 있었다.빼 (표 29) 따라서 이러한 요인은 8 

개의 판별변인 이외에 추가되는 다양한 산지 환경이라고 하겠다. 

표 29. 다양한 산지환경과 재배지대 

요인 작 I-E1L 반 곤접성 과거 혹은 
실제집단 예측집단 현재의 접곤성 

준특화지대 비특화지대 삽묘 화동 생곡 방림 

특화지대 준특화지대 방내 

비특화지대 준특화지대 거문 수항 창동 자포곡 장전 

준특화지대 특화지대 명개 창촌 자운 

이 중에셔 작목반이라는 制度的 要因이 작물 션택애 많은 영향율 주교 있 

34) 하안미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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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롤 자세히 살펴보없다. 본연구지역 천혜로 보아 각 유역분지 벌 작목반 

얘 가입한 농가 호수와 그에 의한 재배 면쩍올 보면 그림 24와 갈다. 조항 

208호 57.4 ha. 채촌 193호 46.9 ha, 현천 180호 43.7 ha. 거 문 174호 68.8 

ha. 화동 174호 24. 1 ha. 석문 167호 31. 3 ha. 운교 162호 173 ha. 방럼 127 

호 25.5 ha. 하안미 113호 14.6 ha, 상안미 105호 27 ha 둥으로 비교쩍 높 

다. 

이들의 분포 상 특정은 작목반의 활동이 왕성한 세 중심지가 있다는 것이 

다. 즉， 거문 둥의 진부 일대， 방람· 운교 체촌· 상안미 풍의 방럼 일대， 

조항· 현천· 화동 둥의 둔내 일대가 그것이다. 따라서 판별변인으로 셜명되 

지 않는 6 개 분지가 진부 일대와 둔내 일대얘 속하여 있어 작목반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람 일대의 경우는 본연구지역 전체에서 작목 

반에 의한 재배 면척이 합도척으로 높아 고도， 경사도라고 하는 조건과 동시 

에 제도척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교 보여진다. 

진부 일대의 작목반은 풋교추， 오이， 피망， 양채류롤， 방럼 일대는 풋고 

추， 배추， 무우 둥율 주작물로 재배한다. 둔내의 경우는 화동， 삽교가 고 

추， 무우， 배추률， 그 이외는 고추률 주로 션쩡하고 있다. 한편， 그 규모가 

작은 청일의 유동 둥은 도마토， 교추， 느타리 버섯， 오이 둥율 다양하게 경 

작하며 봉평의 명혼이나 용명의 속사 둥은 주작목이 갑자， 채소류이며 부작 

목이 풋고추이다. 채소 특화지대인 대관령의 횡계는 안개꽃이나 느타리 버섯 

율 주작목으로 재배하여 륙이한 양상을 보이며 자운리 둥은 작목반이 운영되 

지 않고 있어 갑자， 배추의 團田훌훌가 작목반에 의한 출하률 허용치 않는 

것율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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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작목반의 가입 농가와 경작 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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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작부채채와 영농 성과 

청부의 져농산물 가격 정책에 의한 전작물 시장 가격 구조 속에서 평균 소 

득보다는 최고소득 지향의 산지 환경애 쩍합한 작물율 재배하게 되면서 상업 

화가 진행된 산지 농업지대애 있어서 주， 부작물의 결합애 의한 각 지대벌 

산지 주민의 척웅 전략율 경지 소유와 경작규모， 및 土훨利用의 측면에셔 살 

펴 보았다. 그 결과 특화지대로 갈수록 산지 주민은 임차률 하여 경작 규모 

률 눌이고， 채소류률 많이 재배하며 다양한 종류률 션택하였다. 준륙화지대 

나 비톡화지대에서의 주민은 톨借흩이 쩍은 반면 전작에의 의존도가 낮아지 

는 가운데 감자， 고추， 약초류， 홉 둥의 환급작물율 채소류 재배 면척에 따 

라 다소 재배하는 천략율 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채소류로 특화된 지대에셔 임차농이 많으며 그 규모가 큰 것은 최 

고 소득을 지향하면셔도 불안한시장 환경에 따른 免險 負홉율 극복하기 위하 

여 전체 토지 이용면에서 몇가지 대표적인 환곰작물율 결합시키는 동시에 규 

모의 경쩨률 실현할 수 있도룩 상엽적 복합 영농 방법율 채택하였기 때문이 

다. 채소 특화지대애서의 이러한 개별 농업경영은 머묵 California나 

Georgia의 단일 채소류 재배 지대와 같이 金훌훌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규 

모의 경쩨률 실현하기에는 영세하다 하겠다15l 

따라서 경지를 임차하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 부답율 고려하는 산지 주 

민의 복합 영농 전략율 작물 결합에 따른 작부 체계와 재배 작물의 종류수 

35)Gregor. H.F .• 1969. • Farm structure in regional comparison: 
California and New Jersey vegetable farms •• Econo.ic Geogr‘aphYI 

Vol. 45. pp.20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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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임차에 따른 경작 규모툴 고려한 재배 유형 둥의 혹면에서 살펴보지 않올 

수 없다. 포한 이러한 전략에 따른 영농 성과툴 비교하여 각 지대벌 복합 

영농의 작물 션택 전략이 어느 정도의 이울 추구에 기여하고 있는가률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이률 위험 부담옳 고려한 마옳벌 작부 체계도 홉훌 成果를 

살펴보지 않으면 산지 주민의 쩍웅 전략이 갖는 농업 경영상의 문제를 간과 

활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톨 

산지 환경과 가격구조톨 중심으로 수립된 상업화의 쩍웅 전략이 위험 부담 

옳 분산시키기 위하여 복합 영농율 하였옵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률 뽑 

아니라 재배 지대벌 마올의 순수익율이 낮고 호당 순수익율의 펀차가 크다 

면 이러한 상업화의 전략은 재고되어야 합 것이다. 

재배지대의 마율별 위험 부담에 대한 작부 체계와 이에 따른 영농 성과롤 

비교해 보고， 나아가 개인벌 경영상의 전략율 논의해 보기 위하여 작물 결합 

에 따른 작부 체계는 각 지대의 마율별 재배 작물 중에서 면적 비율이 놓은 

작물율 기준으로 유형화시킨 作物 結合옳 말하며， 영농 생과는 영농에 투입 

된 *훌훌用과 IlJlJt益， 및 빼뾰훌 뿐만 아니라 톡히 單位面훌當 영농 비용과 

조수익， 및 순수익율 분석하는 것이다. 

대개 농업 경영상의 비용은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농기구비， 쩨재료비， 

광열 동력비， 농촌 노임， 임하료 및 기타 요급 퉁이다. 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勞톨， 동력비 및 임차료 둥율 조사하였 

다. 노임은 상호 품앗이 한 것율 제외하고 구입한 품삼으로 고용노력비를 말 

한다. 개별 농가의 조수익은 작물별로 조사하여 합산하였다. 개인별 적웅 전 

36)Wiens , T.B. , 1977 , op. cit. , pp.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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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은 대표척인 작물 결합율 중심으로 논의하며， 작부 체계 상 그것은 모두 

쩡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소득올 지향하는 전작물율 위주로 션핵하면셔도 

복합 경영율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율 거부하는(ri sk avers ion)전략의 훌톨톨 

외에 셔 있다고 본다17) 

4.3. 1. 재배 유형과 경작 규모 

(1) 작물 결합 유형 

톡화지대인 용산리의 작물 결합 유형율 보게 되면， 기본객으로 배추 둥 채 

소류만율 결합하는 형과， 감자와 배추률 결합하는 형이 있다. 전자는 5호， 

후자는 20호로 양자의 유형이 전부이다. (표 30) 

무이리의 작물 결합은 감자+배추+일반전작물류의 결합올 기본형으로 하는 

농가가 13호로 39"툴 차지 한다. 감자률 따로 분류하지 않으면 배추+ 일반전 

작물류가 21호인 64"이다. 자운리의 작물 결합은 감자+배추가 기본형으로 

22호 중 11호로 전체 농가의 50"이다. 자운리의 농가당 작률 션택의 전략은 

배추와 감자라고 하는 2개 작물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생곡리의 

37)Dillon, J. L. and Scandizzo , P.L. , 1978 , "Risk attitudes of 
subsistence farmers in northeast Brazil: a sampling approach," 

A1R er‘ ican Jour、nal 01 Agr、 i cu l tur‘al Econo 1R ics. Vol. , pp. 427- 429. 
Dillon , J.L. 과 Scandizzo , P. L.은 위험 부담율 션호하는( risk prefer) 
, 중립쩍인 (risk neutral ), 거부하는 (risk aversion) 이로 나누어 셜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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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작물 결합 유형 *괄호 안의 숫자는 농가 호수 

지 대 마 율 작 물
 

결 합 
。

"1T 
협 
。

특 화 배추(3) 배추+채소류(1) 배추+갑자(4) 
용산리 |채소류+채소튜+채소튜(1) 감자+배추+채소류(5) 

지 대 감자+배추+채소튜+채소류(9) 감자+채소류 3종 이상(2) 

당귀 갑자 천공(각각 1) 홉(2) 
배추+일반전작블류(4) 배추+갑자(1) 
갑자+일반전작을류(3) 일반전작물류+일반전작불류(1) 
감자+배추+채소류(3) 갑자+배추+일 반전작툴류(4) 
갑자+얼반전작융튜+입반전작물튜(1) 

무이 리 l 갑자+배추+일 반전착을튜+일 반전작물류(3) 
갑자+배추+일반전작블류+채소류(4) 
갑자+채소류+채소류+얼반견작블류(1) 
갑자+채소튜+일반전작블류+얼반전작물류(1) 
갑자+배추+일반전작블튜+혜소류+얼반전작물류(1) 
갑자+배추+일 반천작블튜+일 반전작블류+일 반전작물류(I 

략
 
꺼
 

갑자(1) 갑자+배추(8) 배추+채소류(1) 감자+채소류(1) 
지 대 갑자+일반전작툴류(1) 배추(1) 

자운리 |감자+채소류+채소류(씨감자+일반전작물류 2종류(1) 
갑자+채소류+일반전작을류(2) 
갑자+배추+채소류+얼반전작툴류(2) 
감자+ 배 추+ 일 반전 작물류+ 일 반전 작물류+일 반전 작물류(1) 

일반전작물류(1) 
감자+옥수수(1) 갑자+배추(1) 갑자+일반전작물(3) 
갑자+채소류(1) 욱수수+일반전작물류(3) 
갑자+욱수수+일반전작블튜(5)강자+배추+일반전작류(3) 
갑자+욱수수+배추(1) 갑자+배추+욕수수(1) 

생곡리 |갑자+배추+채소류(1) 
감자+육수수+일반천작물류+배추류(1) 
감자+옥수수+ 일 반전작툴류+얼 반전 작블류(1) 
감자+옥수수+얼반전작툴류+배추+왜소류(1) 
갑자+옥수수+ 입 반전 작물류+배추+얼 반전 작블류(1) 
갑자+배추+일반전작물류+업반전작톨+일반전작블(1) 
갑자+깅옥수수+일반전작물휴+배추+일반전작블튜 2종류(1) 

옥수수+일 반전작물류(1)혹수수+콩(3) 일 반전작2종휴(1) 
욱수수+콩+일반전작툴류(1)육수수+일반전작물 2종류(1) 
욱수수+콩+입반전작블튜+얼반전작블튜(4) 
콩+일반전작물류 3종류(1) 일반전작툴튜 4종류 (1) 
욱수수+콩+일반전작블튜+일반전작툴류 2종류(4) 

춘당리|콩+일반전작툴류 4종류(2) 
옥수수+콩+일반전작물+일반전작툴류 3종류(5) 
콩+일반전작블 5종류(1) 
옥수수+콩+일반전작블+채소류+일반전작툴류 2종류(1) 

비특화 욱수수+ 콩+일반전작물+일반전작을류 4종류 (1) 
옥수수+콩+일반전작물+일반전작블류 5종류(1) 

지 대 
당귀(1) 감자+일반전작물류(1) 갑자+배추+고추(1) 
감자+고추+일반전작물류(1) 감자+채소류+고추(1) 
감자+배추+고추+일반전작물류(5) 

거 문리 l 갑자+배추+고추+채소류(4) 
갑자+고추+채소류+일반전작물류(1) 
갑자+고추+일반전작률류+일반전작물류(1) 
갑자+배추+고추+일 반전작툴류+일 반전작물류(3) 
갑자+배추+고추+채소류+채소류+일반전작물류(1) 
배추+고추+채소류2종류+일반전작툴류+일반전작물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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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결합형은 감자+욱수수+일반전작물휴가 기본형으로 10호이며 총농가의 

37"률 점한다. 

훈당리의 작물 결합은 옥수수+콩+일반전작물류가 기본형으로 17호이며 전 

채 농가의 61"률 차지한다. 거문리의 작물 결합은 갑자+배추+고추가 기본형 

으로 14호이며 전채 농가의 67"이다. 

이러한 작물 결합 유형율 룡하여 보면 최고소득율 지향하면서도 위험 부담 

율 분산화시키기 위하여 재배지대별로 산지 주민은 상이한 훌훌훌JI율 보인 

다는 것이다. 작물 결합의 기본형율 비교하여 보면， 륙화지대인 용산리는 배 

추， 감자와 배추이며， 준특화지대인 무이리， 자운리， 생곡리는 각각 갑자와 

배추와 일반전작툴류， 감자와 배추， 감자와 욱수수와 일반전작물류이다. 비 

특화지대인 춘당라는 옥수수와 콩과 일반전작물류， 거문리는 감자와 배추와 

고추이다. 

감자가 비룩 채소류애 버하여 안쩡척이기는 하지만 일반전작물류보다눈 기 

복이 심하여 배추와 갑자만율 결합시키는 자운리나 용산리는 상대객으로 위 

험 부담이 더 높다. 춘당리와 생곡리를 제외한 용산리， 무이리， 자운리， 거 

문리 동은 자연 조건율 극복할 수 있읍에도 불구하고 작물 결합에 의한 상이 

한 쩍응 전략율 보여준다. 

(2) 작물 결합수와 재배 유형에 따른 경작 규모 

농가당 재배 작물의 수를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각 

지대별로 홉훌훌I홈이 상이하다는 것율 다시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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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리의 25호 농가틀 중에서 3종류 이상의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가 11 

호이며， 이는 채소류에 의한 최고소득율 지향하면도 위험 부담율 률이기 위 

해 다양한 채소류률 재배하는 복합 영농의 전략율 수립한다는 것이다. 배추 

단일 작목만율 재배하는 7호도 시기롤 나누어 分散 홉훌올 할 수 있다.뼈 즉， 

채소류 가격 변동은 기후에 의한 계절 변동이 심하므로 하절기 채소 중에서 

도 이른 배추， 늦운 배추 둥으로 나누어 파종합 수도 있게 된다. 일반전작물 

휴는 거의 대부분 갑자 하나만율 재배한다. (표 31) 

채소류와 감자의 결합은 윤작에 의한 地力 維持에도 있겠지만 육수수나 콩 

둥과의 결합도 가능하다고 볼 때 무엇보다 수익성 제고가 제일차적인 작물 

션택의 목표가 된다고 하겠다. 재배 채소류의 종류가 다양은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갈이 배추 이외의 작목은 그 면척이 쩍어 위혐의 분산화에 기여 하는 

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톡화지대와 달리 채소 준혹화지대는 재배 기슐과 홉톨性 폼종의 

보급으로 채소류로 륙화될 수 있는 입지 조건율 갖고 있옴에도 불구하고 채 

소류의 재배 면적이 률면서 안정객인 환급작물， 즉 일반전작물류률 다양하게 

결합하여 수익성올 높이는 전략올 보인다. 륙화지대의 용산리는 일반전작물 

류로서 1개 작물만율 재배하는 농가가 75"인데 대하여 무이리，자운리，생곡리 

는 27". 61". 19"이므로 , 이중에셔 자운리가 채소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 이외에 작물수로 보아서는 용산리와 유사한 면이 있다. 즉， 비륙 자운리 

는 채소류나 일반전작물류툴 1-2 작물 재배하는 비율이 높지만 무이러나 생 

곡리는 3작률 이상올 결합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38) 李永뿔. 1983. 전게서.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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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호당 재배 작물수 (단위: 호수) 

지대 륙 화 τ ;Ir 륙 화 비 륙 화 

마율 용산리 무이리 자운리 생곡리 훈당리 거문리 

작물수 채소 일반 채소 일반 채소 일반 채소 얼반 채소 일반 채f 입폼 
0 o 5 10 0 3 2 15 0 20 1 

7 20 14 9 13 14 10 5 7 0 
2 7 0 9 12 7 5 2 11 1 3 
3 8 0 o 10 o 1 o 9 o 9 2 1 i I 

4 0 0 2 0 0 0 12 0 3 
5 2 0 0 0 0 0 0 0 3 0 0 
6 0 0 0 0 0 0 0 0 0 0 0 0 

계 25 25 33 33 23 23 27 27 28 28 21 21 

채소류 재배 면척 비율이 70"이상인 톡화지대인 용산리와 탈리 준혹화지대 

인 무이리， 자운리， 생곡리는 일반전작물류에 있어서 다양한 唯用作빼 재배 

하여 위험부담율 낮추면서 최대의 수익율 옳리려는 노력올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비특화지대의 춘당리는 톡화지대나 준특화지대에 비하여 홉作훌이 높으므 

로 훌훌 뾰入의 전작에의 의폰도는 상대쩍으로 낮고 4종류 이상의 일반전작 

물류률 대부분 재배한다. 또한 명야지대의 전작물과 경쟁올 하기에는 그의 

입지적 특성이 제한율 가하게 되어 옥수수， 콩 둥율 주로 재배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속수수와 콩은 강원도의 山間 홉作地帶 주작물로서 알려져 있 

다. 이률 작률은 영농비용이 저렴하지만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정부에 

셔 매년 일정 비율율 수매하는 형편이다. 거문리는 채소류 종류도 많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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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이상의 일반전작물류도 67" 이다. 

옥수수， 콩 둥 일반전작물류률 주로 재배하는 비특화지대에셔도 훌옳 作빼 

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춘당리에서는 도라지， 홉， 버섯 둥율 재 

배한다. 이와 달러 거문리는 고추류와 함께 채소류의 재배 면척이 높다. 

따라셔 위험 부담율 分散化 시키기 위하여 산지 주민은 농가당 재배 작물 

수에 있어셔도 각 지대별 상이한 척웅 전략율 보인다고 하겠다. 특화지대로 

갈수록 채소류의 종류가 많아지며 이에 대하여 일반전작물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준특화， 비특화지대이다. 

다읍으로， 채소류률 중심으로 한 재배 유형과 경작 규모와의 관계률 표 

32에셔 살펴보면 특화지대에셔는 채소류률 많이 재배하는 농가일 수록 

10.000평 이상율 재배하는 농가가 15호이다. 작물 결합 유형율 고려한다면 

특화지대인 용산리에 있어셔 10.000명 이상율 재배하는 농가 15호 중에셔 세 

가지 작물 이상율 결합하는 농가가 14호나 되어 채소류를 중심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경작 규모률 눌리면셔 다양한 작물율 재배하게 되는 것율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0.000 명 이하의 좁은 경작지에 채소류 만율 많이 

재배하여 위험 부담율이 높은 농가가 다수 있읍을 보게 된다. 용산리는 입차 

농이 19호인데 이들 중에셔 11호가 10.000 명 이상율 경작하며 채소류률 주 

로 재배한다. 임차농은 대부분 경작 규모률 눌려 다양한 작물율 재배하지만 

10.000 명 이하의 면쩍율 임차하여 배추만율 고집하는 농가는 시세 변화에 

잘 적웅하지 못하게 된다. 

준특화지대인 무이리는 채소류률 많이 하여도 10.000 명 이하가 대부분이 

이며 그 이상일지라도 채소류률 적게 하며 일반전작물만율 재배하는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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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옵율 알 수 있어 톡화지대와 버묘된다. 무이리의 암차농 9호가 재배 유형 

이나 경작 규모에 있어 뚜렸한 특정율 보이지는 않는다. 자운리는 전혜 23호 

가운데 6호가 채소류 위주로 10.000 명 이상을 경작하여 경작 규모가 넓다는 

것이며， 일반전작물만 재배하는 농가가 무이리애 버하여 훨씬 객다. 입차농 

10호 중 5호가 5.000 평 이상이면서 채소류를 많이 채배한다. 이률은 3 작물 

이상율 결합하고 있다. 나머지 6호 중 3호가 배추률 중심으로 갑자와 결합시 

표 32. 채배 유형과 경작 규모 (단위 : 호수) 

지대 마울 재배유형 경작규모 10.000명색상 10.000-5.000 5.000명 이하 

특 용 채소류가 많은 농가 15(11) 5(4) 3(2) 
산 채소류가 쩍은 농가 1(2) 

화 리 일반전작률재배농가 

-I「1 채소류가 많은 농가 3(1) 5 3(1) 
핀;Ir 이 채소류가 쩍은 농가 2(1) 5(2) 6(1) 

èl 일반전작물재배농가 1(1) 8(2) 
특 

자 채소류가 많은 농가 6(2) 5(3) 
화 낀 。r 채소류가 쩍은 농가 3(2) 5(1) 1(1) 

리 일반전작물재배농가 3(1) 
지 

생 채소류가 많은 농가 2(1) 1(1) 
대 곡 채소류가 쩍은 농가 l 3(2) 6(1) 

èl 일반전작물재배농가 2(1) 12(3) 

춘 채소류가 많은 농가 
비 당 채소류가 쩍은 농가 2(2) 6(2) 
특 리 일반전작물재배농가 19(5) 
화 
지 거 채소류가 많은 농가 
대 문 채소류가 쩍은 농가 I 12(2) 4(2) 

èl 일반전작물재배농가 4(2) 

* 괄호 안은 임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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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5.000명 이상올 경착한다. 생곡리는 채소류롤 재배하는 농가 13호 중 

에서 7호가 5.000 명 이하이지만 9호의 임차농의 반 이상이 채소류률 재배한 

다. 

비륙화지대인 훈당리는 입차농 9호 중에서 5호가 일반전작물류만올 재배하 

여 채소휴 경작과는 무관하게 입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훈당리에 

셔 채소류를 조급하는 경우도 마늘， 오이 둥 몇 백 명에 불과한 실쟁이다. 

거문리는 다양한 채소류톨 작목반이란 조직율 흥해 재배하므로 대부분의 농 

가가 10.000 명 이하이면셔 채소류가 쩍은 농가이다. 7호의 입착농 중 5호가 

채소류 재배와 관련되어 있고， 륙히 임차률 하여 10.000 명 이상의 경작지에 

채소롤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 톡이하다. 

4.3.2. 영농 성과 

경지 소유， 토지 이용， 작물 결합 유형 및 작물수에 있어서 각 지대 별 산 

지 주민이 명균 소특보다는 최고소특 위주의 작물 션쩡율 지향하면셔 복합 

영농올 하는 전략울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홉훌 成果툴 분석해 보 

지 않으면 작물 션택에 의한 주민률의 홉鷹 行顧률 정확하게 분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탈리 말하자면 최고소득옳 지향하는 복합 영농전략은 호당 순 

수익율의 편차가 십해지거나 마율 전체의 순수익율이 낮아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 아무리 복합 영농율 한다고 할지라도 각 작물의 위험 부담율이 다르므 

로 다양한 작물 결합과 이에 따른 위험 부담과 영농 성과가 뚜렸한 차이률 

보이게 되며， 영농 성과 또한 호당， 단위면적당 영농성과로 나누어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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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알 수 있는 것이다. 

(1) 호당 영농 성과 

특화지대인 용산리의 농업 경영 성과률 살펴보면， 전체 비용에 있어서 호 

당 명균 660.4만원이며， 조수익은 898.2만원이다. 순수익은 237.8만원으로 

투입 비용이 많으나 순수익은 객어 용산리의 戶훌 빼뾰흘훌운 명균 15.9"에 

불과하다. (표 33) 

실제 영농 비용율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비료비가 217.4 만원， 노입이 

178.8 만원으로 1. 2위롤 차지한다. 전체 비용 660 만원 중 비료비가 3합옳 

차지해 채소 재배에 과도한 비료툴 루입한다는 것이며 뇨;입의 비중이 높아 

상당히 많은 훌業勞動力율 고용하고 있읍율 본다. 

용산리의 농업 노임이 높은 것은 마올 전체의 폼앗이에 의한 노동보다는 

외지에셔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탓에 기인한다. 노동력은 가까운 면소재지인 

진부， 대화 둥에셔도 구입하지만 멀리 강홍시에셔도 組훌올 흥해 모집하여 

구매하는 것이다.빼 대부분 임금 노동력의 구입 뿔만 아니라 이률 훌期에 확 

보하여 수송도 해야 한다.때 이률 위해 대농은 대개 12인숭 숭합차를 소유하 

39) 全홉弘. 1988. “뿔西太白山地에 훌훌훌한 홉춤地훌業의 分布와 훌훌에 빼 
한 훌퓨究江原地理， 제 5호， 江鳳大 師훌륭大 地理훌育科. p.38. 명창군 
도암면에는 5- 10월 사이에 감자， 고냉지채소의 파종과 수확에 1 일 최고 
8000- 1.000명의 노동력이 외지에서 구입된다고 한다. 

40)Chibnik. M .... Working out or working in: the choice between wage 

labor and cash cropping in rural Belize ," A.er‘ ican Ethnologist , 
Vo 1. 7.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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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재배 지대별 영농 성과 (단위:만원/호수) 

지 대 트-g1- 화 지 대 

마 돋 。r 용 산 리 

비 용 회。 τ --r1 표 -‘γI-- 연 차 

종 자 비 87.5 74.9 
비 료 비 217.4 150.6 
농 약 비 96.6 84.0 
노 임 178.8 218. 7 
입차·동력비 80.0 116.4 

총 비 용 660.4 524.0 

조 수 익 898.2 584.9 

;:ι!:" ‘「ι 익 237.8 462.0 

지 대 준 특 화 지 대 

마 율 1 I1- 이 el 자 운 리 생 곡 리 

비 용 명 균 표준펀차 평 균 표준면차 펴。 균 표준면차 

종자비 53.2 90.2 99.1 96.2 27.0 31. 4 
비료비 101. 8 94.9 213.8 122.4 57.2 41. 8 
농약비 39.0 48.8 96.8 76.9 19.9 22.0 
노 임 60.6 58.0 97.4 104. 1 57.1 129.8 

임차·동력비 20.1 28.6 14.5 41. 9 7.1 13.9 

총비용 274.7 240. 1 521.5 346.6 168.3 221. 7 

조수익 533.9 510.7 66 1. 1 574.5 249.3 282.3 

순수익 259.2 368.6 139.6 459.3 81. 1 143.7 

지 대 비 표-르1 화 지 대 

마 를 。를 훈 당 el 거 문 el 

비 용 회。 τ -1r 표준 회。 τ -1r 표준면차 

종 자 비 13.8 18.9 64.8 49.3 
료 비 32.6 17.8 125.2 65.3 

농 약 비 20.6 20.1 51. 7 35.0 
노 입 18.2 24.0 24. 1 29.8 
임차·동력비 14. 1 33. 1 14.8 24.2 

효。드 비 용 99.3 93.1 280.5 143.5 

조 수 익 309.4 248.3 513.8 330.8 

;:ιr -」4「- 익 210. 1 175.7 233.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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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포한 륙화지대의 농업 경영상 주된 비용인 비료버에다가 농약배를 

합천 것이 거의 절반율 차지하게 되는 검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상업 농업 

이 공업 체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율 알게 하는 것이다. 이률 보다 자셰 

히 살펴보게 계분， 화학비료 둥으로 구성되는 버료는 농협이나 원예조합옳 

통해 구입하므로매 매년 인상율은 높지 않으나 채소류를 올작하게 되는 경우， 

단위 면척당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고， 륙히 병충해가 심해지게 되어 농약버 

의 구성 비율이 커질 수 밖에 없어진다 ø 

따라서， 륙화지대에서는 비료비， 농약비， 노암 동의 비용이 수익생훌 결갱 

해 주게 되는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륙허 노임은 농혼의 얼흔이 첨첨 부 

족해지는 가운데， 도시의 노동력 단가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농업 경영에 합 

박을 가하는 결정쩍 요인이 된다고 불 수 있다. 즉， 채소류의 판매 가격은 

공업 쩨품과 같이 홈톰률 고려하여 시가가 결쩡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 

급의 탄력성에 의하여 쩡해짐으로 과도한 비용의 투입은 순수익율율 0에 가 

깝도록 하게 된다 ØI 또한 엄차·동력비도 높아 순수익얘 영향율 주게 된다. 

특화지대에 있어서 순수익의 개인별 분포톨 보게 되면， 전혀 숭수익이 없 

이 척자률 보는 농가가 25호 중 9호로서 36"률 차지하고빼 500만윈 이하는 11 

호， 500- 1 ， 000만원은 3호， 1, 000만원 이상은 2호이다. 이는 다양한 채소류 

41)Quasem, A. , 1977 , op. cit. , pp.160-165. 
42)Margolis , M. , 1977," Historical perspectives on frontier 

agriculture as an adaptive strategy," Aaer‘ ican Ethnologist. Vol. 
4, pp. 45. 

43)李永홉， 천깨셔， pp.47- 54. 특히 고냉지채소의 경우 조수입이 전혀 없 
는 농가가 22"나 된 다고 한다. 

44) 이률 중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척자률 보는 농가 호수가 4호이다. 

133 



률 재배하여 복합 영농율 하였옴에도 블구하고 배추 재배 면적이 녀무 높아 

나타난 결과이다. 1, 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이 있는 농가도 있다. 

이와 달리 준륙화지대에 있어셔 무이리의 조수익은 534.9만원， 순수익은 

259.2만원이며， 자운리의 조수익은 661.1만원， 순수익은 139.6만핸， 생곡리 

의 조수익은 249.3만원， 순수익은 81. 1 만원이다. 특히 전체 비용의 호당 평 

균은 무이리가 274.7만원， 자운리가 52 1. 5만원， 생곡리가 168.3만원이다. 

호당 평균 순수익율은 무이리 30. 7"'. 자운리 -3.0"'. 생곡리 18.2"으로 이 중 

에서 무이리가 이들 셋 중에서 제일 높율 뿐 아니라 용산리의 16"보다도 높 

다. 무이리가 용산리와 자운리에 비하여 순수익율이 높다는 것은 채소를 많 

이 재배하는 특화지대가 그만큼 활홉的인 흩業율 행한다는 말이다. 배추와 

감자률 결합시키는 척웅 전략올 보이는 자운리의 순수익율이 - 3'"인 것은 갑 

자 시세의 하락과 함께 대부분의 농가가 이른 배추훌 재배하는 것에셔 연유 

한다~ 

용산리에서의 평균 비용이 660만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각각 용산리의 

42"'. 79"'. 25"에 이른다. 채소류 재배 면쩍은 혹화지대의 용산리에 비해 무 

이리가 37"'. 자운리가 44"'. 생곡리가 9'"인 것율 고려하면 특화지대의 영농 

비용이 준륙화지대보다 쩍게 드는 것율 알 수 있다. 자운리와 생곡리는 비용 

이 훨씬 많이 률며 무이리는 용산리에 버급간다. 이러한 차이는 무이리와 

자운리가 갑자롤 많이 재배하는데 기인하며 생곡리는 저지대에서 채소류률 

경작하는데 따른 비용이 추가 부담되는 것이 이유이다. 

45)1989년은 예년에 비해 장마가 늦어 이른 배추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율 가져왔다. 

134 



또한 영농 비용의 구조롤 비교해 보자. 노입이 준륙화지대의 무이리가 륙 

화지대의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自훌 努動力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읍율 말한다. 영농비용 중에셔 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쩨얼 놓고， 

그 다읍으로 노임비나 종자비인 것은 특화지대의 경우와 다률 바 없다. 무이 

리는 홉， 천공 둥 일반전작물류의 환급작물율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 성 

과가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자운리의 비료비가 214만원으로 특화지대의 용산 

리와 비숫하지만 입차·동력비는 1/4에 블과하다. 

자운리의 갑자 재배 면척 비율이 용산리보다 17"청도 높은 것올 고려한다 

면 종자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고냉지에서 재배되는 

감자는 i훌用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보다는 명지에셔의 씨감자용으로 훌하되므 

로 보다 앞션 세대의 감자롤 探種團에셔 비싸게 구입해 와야 하기 때문이다. 

빼 채종포의 씨감자는 정셔인 경우 團立種子普及所에서 전량 구매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농가에 판매된다~7) 자운리에셔 많이 재배되는 갑자 

는 최곤 수입 자유화에 따라 외묵산 냉동 감자가 도입되며 산간지에셔의 감 

자 파종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농가별 순수익의 분포툴 보면， 무이리는 순수익 0 이하가 7호(21") ， 

0-500 만원이 21호， 500-1 ， 000만원 3호， 1, 000만원 이상이 2호이다. 자운리 

는 순수익이 없거나 300만현 쩡도까지 밑진 농가가 9호(41") 나 되며 0-500만 

원 9호， 500-1 ， 000만원 4호이며， 생곡리는 순수익 。 이하가 7호(26" )， 0-500 

46)채종포에셔 수매한 正훌 이외에 무게， 크기 퉁이 표준에서 미달되는 감 

자률 말한다. 

47) 朱龍宰·李永훨·빼斗鳳， 1983 , p.l00. 국립종자보급소와 원예조합에서 공 
급하는 우량 종셔를 구입하는 농가 비율이 58.4"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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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이 20호이다. 용산리， 무이리， 자운리， 생곡리 모두 순수익이 없어 밑진 

농가의 비율이 21"- 40"에 이른다는 사실은 산지 주민률이 산지 환경과 작물 

의 가격 구조에 대하여 수럽한 복합 영농의 전략도 문제가 있읍율 불 수 

있다. 생콕리는 답작애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아 이러한 문제툴 어느 정도 극 

복할 수 있다. 

준특화지대에 대하여 비톡화지대에 있어서 채소류 재배 면척의 비율이 

3.7% , 21. 7%로 대비되는 춘당리와 거문리의 호당 영농 성과률 보자. 훈당리 

의 조수익은 309.4만원， 순수익 210. 1만원으로 호당 명균 순수익율은 

53.7%에 이르며， 거문리는 조수익 513.8만원， 순수익 233.3만원， 평균 순수 

익율 30.6%이다. 춘당리의 답작율율 고려한다면 춘당리가 호당 순수익은 높 

다고 하겠다. 

두 마율의 호당 영농 비용은 춘당리 99.3만원， 거문리 280.5만원이다. 

춘당리와 거문리의 채소류 재배 면적 비율 차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호당 

영농 비용이 3.0배 쩡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은 비료비 둥 기본적인 경 

비가 률기 때문이다. 또한 비특화지대인 춘당리의 영농비용이 각 비용 별로 

상당히 균둥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문리에 있어서는 비료비가 125만원으로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은 채소류 재배와 함께 고추류도 많은 비용이 드는 고 

에너지 소비의 작물이라는 첨율 일깨워준다.빼 

이에 따라 훈당리의 호당 순수익 분포는 25만원의 적자률 낸 농가 1호와 

최고 616만현의 순수익율 얻는 1호률 제외하고 26호 농가 전부 0- 500만원 

48)Margolis , M .• 1977. op. ci t. 7 pp. 45- 55. 버어지니아와 메럴랜드에 있 

어셔 환급 작물 재배는 장기쩍으로 토양 파펴와 자원의 낭비툴 가격왔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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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수익이 있다. 이는 욱수수，콩， 홉 풍의 작물율 재배하면서 환급작물올 

경작한 결과이다. 안쩡적인 가격 구조 속에서 영농 비용율 절감해 나간다고 

보여지며， 입지쩍 륙성올 살린 작물 션택의 한가지 방법인 것이다. 

거문리의 호당 순수익 분포는 순수익이 없는 농가가 3호， 500만원 이하가 

17호이며 그 이상이 1호이다. 채소류 재배 면척이 23"나 되는 거문리는 비 

교척 양호하다. 이는 채소류롤 다양화하는 전략올 택하여 순수익올 최대화하 

면서도 공동 출하률 하는 데 이유가 있다. 전체 작물 재배 면척 중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용산리에 비하여 너무 낮아 셔로 다른 경영 형태률 보인다 

고 하겠다. 용산리는 룩화에 따른 單一 作付 빠흙의 한계롤 극복하기 위하여 

채소류률 다양하게 재배하는 반면 거문리는 고추률 재배하면서도 소규모로 

다양한 채소류 재배툴 통한 수익의 극대화훌 꾀한다. 

따라셔 각 지대의 마율별 영농성과롤 보게 되면 톡화지대일수륙 다양한 채 

소류률 결합시켜 복합 영농의 전략율 수립하고 있읍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율 

이 낮으며 호당 편차가 크고 비특화지대인 출당리는 순수익율도 높으며 호당 

편차가 쩍어， 결과척으로 최고소득 작물 션쩡율 지향하는 산지 상업농업의 

투기적인 성향율 특화지대가 강한 것율 알 수 있겠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채소 재배 농가가 많은 부채툴 지게 된다.빼 

(2) 단위면척당 영농 성과 

톡화지대인 용산리에서는 단위면척당 조수익은 837핸， 영농 비용은 617원， 

49) 李永錫， 1983 , 전게셔，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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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익은 220원이다. 호당 영농비와 비교하여 불 때 평당 임차 동력비 86원 

의 표준면차가 135원 쩡도로 제일 높다. (표 34) 사실 임차·동력비가 률 수 

밖에 없는 경지 소유 상의 특정율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평당 순수익이 

낮은 것도 일면 과중한 임차료에 기인하는 것이다.밸 호당 비료비의 표준편차 

가 노입 다읍으로 높았으나 단위 면적당 비료비의 표준편차가 82원으로 낮 

아진 것율 보면 단위 면적당 영농 성과에셔 부분척으로 비료률 척게 률이고 

노임도 자가 노동에 의하여 순수익율 최대화하려는 노력율 엿불 수 있는 것 

이다. 

특화지대와 달러 준특화지대의 총비용과 평당 영농비용은 거의 비숫하다. 

무이리와 자운리에셔 농가별 單位面홉當 홉훌費用은 467원. 665원인 것에 

비해 조수익은 911원. 872원으로 무이리의 다양한 일반전작물류 재배에 따 

라 영농 성과가 달러 나타났읍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자운리의 영농 성과률 특화지대와 비교해 보면， 용산리가 자운리에 비하여 

총비용은 약 80만원 쩡도 많았으나， 단위 면적당 비용은 용산리의 617원에 

비해 자운리가 665원으로 약간 많다. 자운리의 농약비와 비료비가 124원， 

284원으로 용산리의 89원. 212원보다 비료비와 농약비가 더 투입되었다는 사 

실에셔 농업 경영상의 차이점율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용산리가 영농 규모 

에 있어셔 크며 홉械化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셈이다.떼 또한 평당 임차 

50)Johnson. A. W. , 1971 , "Security and risk-taking among poor 

peasants: a Brazilian case ," in Studies in Econoaic Anthr‘ opology, 
(ed. , Dalton , G.) ,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Washington D. C. , pp. 143-149. 북동 브라질의 경우 소작농이 위험 부 

담에 더욱 민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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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비의 표준편차가 101원으로 임차애 따른 훌훌뻐 차가 상당히 크다고 보 

겠다. 

생곡리얘 있어셔 명당 버료버과 그의 표준편착 장이 235원. 241 원， 명당 

노임이 116원 163핸으로 다른 바용에 버하여 높고 차가 큰 것은 상업적인 영 

농율 하는 농가 훗수가 다소 많다는 사실율 입중해 주게 된다. 특히 생곡리 

의 명당 영농비용이 539원으로 무이리의 467원， 자운리의 665원， 용산리의 

617원에 필척하게 되는 것은 채소류 재배에 그다지 쩍합하지 않은 조건율 갖 

추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기술율 채택하여 작물율 재배하는대 많은 영농 비 

용이 투여된다는 사실율 말해 준다. 그 결과 무이라보다 일반전작물류의 비 

율이 높읍에도 불구하고 純뾰흥훌이 낮다 -

비특화지대인 훈당리와 거문리의 단위 면척당 영농 성과롤 살펴보면， 총영 

농비용은 춘당리가 거문리의 1/3에 불과하지만 명당 바용은 절반에 이른다. 

즉， 춘당리는 99만원. 334원이며 거문러는 280만원. 594원이다. 평당 비료 

비에 있어셔는 춘당리가 118원으로 거문려 266원의 절반에 미치지 않지만， 

단위 면적당 농약비용은 춘당리가 75원으로 거문리 112원의 절반 이상이다. 

고추류률 많이 재배하므로 인하여 거문리에셔 명당 벼료버가 266원으로 높 

은 것과 같이 홉의 재배 농가가 많은 훈당리에 있어셔 펑당 농약 비용도 많 

이 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홉은 그 재배의 역사가 20년얘 가깝고 다년생 

초본인 관계로 해가 지나갈수록 병충해 방째률 위한 노력율 계속 기율여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당 노임버가 춘당러 60원， 거문러 58원으로 거의 비 

51 )용산리의 경우 트랙터률 소유한 농가가 5호나 되지만 자운리는 전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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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거문리가 품이 많이 드는 고추와 채소류툴 많이 재배 

하지만 작목반에 의한 홉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34. 단위 면적당 영농성과 (단위: 원/호수) 

지대 특 화 지 대 -‘fI-- 특 화 지 대 

마율 용 산 리 .!J!- 리 자 운 리 

비용 명 균 표준펀치 명 균 표준편차 명 균 표준편차 

평당종자비 81 62 78 84 121 90 
명당비료비 212 82 184 106 284 108 
평당농약비 89 51 69 64 124 88 
평당노 임 149 111 99 76 105 81 
평당임차·동력비 86 135 7 60 30 101 

평당 영농비용 617 228 467 196 664 263 

평당 조 수 익 837 277 911 503 872 542 

평당 순 수 익 220 391 444 486 208 483 

지대 준특화지대 비 특 화 지 대 

마 율 생 격 2 ë] 훈 당 리 거 문 리 

비용 명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명 균 표준편차 

평당종자비 83 68 39 36 131 73 
명당비료비 235 241 118 70 266 83 
평당농약비 75 97 75 75 112 83 
평당 노입 116 163 60 87 58 76 
평당입차·동력비 30 67 42 56 27 42 

평당 영농비용 539 430 334 227 594 154 

평당 조 수 익 758 403 981 719 1028 447 

펴o 다 o 스 l!.. 스 ’ ~ 219 437 647 663 434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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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셔 단위면척당 영농비용의 구성율 비교해 보게 되면 세가지 산지농업 

지대는 각각 재배 작물과 영농 뮤모의 륙성올 반영하고 있옵올 알게 된다. 

특화지대인 용산리는 비료비 이외에 노임의 비중이 높고 임차료의 편차가 심 

하며， 준특화지대인 무이리는 종자비가 다소 높게 나타날 뿔이고 비륙화지대 

인 훈당리와 거문리는 상대척으로 농약비가 높다. 준륙화지대인 자운리는 용 

산리에 비해 단위면쩍당 영농비용이 많이 률며， 륙히 생곡리가 채소류 재배 

률 많이 하는 지역과 비요하여 영농 비용이 그에 필척한다. 

4.3.3. 개인별 척웅 전략 

(1) 특화지대 

륙화지대의 용산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대표척인 작물 결합율 보이는 

주민 j(, 。 율 중심으로 개인벌 척웅 전략율 살펴보면 * 은 배추만옳， 。 은 

배추+ 감자+ 채소류률 재배한다. 이률은 배추를 분산 파종하거나， 감자 혹은 

채소류롤 결합시켜 최고소득울 지향하면서도 위험 부담올 률이기 위한 복합 

영농의 전략율 션택한다. 또한 배추톨 재배하기 위하여 이주해 온 이들은 입 

차률 하여 경지 면쩍율 늘이는 전략율 택하지만 순수익율은 낮다. 이러한 루 

기척인 상업 영농율 젊은 연령충이 하고 있옵율 불 수 있다. (그럼 25) 

j( (29세， 부양가족 3인， 노동력 2인)은 인곤 수하리에 거주하였으나 강룡 

댐 건셜로 인해 이주해 왔으며 7 ， 000명의 밭율 입차하고 있다. 그는 전경지 

에 배추를 재배하였으나 5월 25일과 5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3 ， 500명씩 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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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비 150만원， 폼값 40만핸， 농 영농 비용은 경지임하료 250만원， 하였다. 

조수익은 580만원으로 순수익은 29만원에 불과 약 40만원 둥 총 551만원이며 

풍작으로 시세하락올 가져왔고 그로 인해 1989년의 봅배추는 전국척인 하다. 

영농 명당 300원 청도의 임차료률 지불해야하는 것이 

수지률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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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특화지대의 개인별 경영 전략과 영농 성과 

은 도암면 유천 태생이지만 22년이나 노동력 2인) o (29세， 부양 가족 3인， 

밭에 배 1500평율 포함한 6.500명의 임차 경지 토박이나 다름 없다. 거주해 

그는 배추 이외의 채 추 3.000평，당곤 2.500평， 감자 1.000명율 재배하였다. 

즉，그는 서 소류로셔 당곤을 션택하는데 쩡보 수집율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 왔번 그해 제일 많이 팔리지 않은 씨앗율 구입해 울의 종묘상에 가셔 

비료비 75 만원 둥 총 품앓 120만원， 농약 110만현 , 종자비 92반원， 이다. 

442만현의 영농 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수익은 820만원으로 순수익은 378만원 

조수익중 배추는 20만원 갑자 400만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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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해률 보았으나 당근과 갑자에서 높은 수익훌 올렸다.단꼴거래쳐에 갑자 

률 즉시 판매한 전략이 시세 하락에 따른 피해롤 줄일 수 있었다. 

이률 두 사람의 재배 작물 션택과 영농 전략에셔 일쩡한 소득율 보장해 주 

는 작률은 없다는 것이며，개인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순수익의 육심 

한 차이롤 가격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륙허 를홈흩의 경우 대규모 상업객 

인 영농의 시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버용 부담만 늘고 시세가 블확실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율 통한 가격 경쟁은 무리라교 하겠다. 

(2) 준특화지대 

준톡화지대에서의 개인별 경영 전략은 무이리의 ~. 자운러의 。 7. 생곡 

리의 7 율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무이리의 1 은 배추+ 갑자+ 일반전작물 

류률， 자운리의 0 과 7 은 배추+ 갑자률， 생곡리의 갑자+ 욱수수+ 일반천작 

물류률 결합시키는 전략율 보인다. 특화지대와 달러 나이가 많은 이률은 공 

격적인 성향이 쩍어 임차 면척도 쩍고 일반전작물율 중심으로 최대수익율 얻 

으려는 복합영농 전략율 택하고 있다. (그럼 26) 

무이리의 ~ (64세， 부양 가족 1 인， 노동력 I인)은 논 600명. 밭 3100명율 

소유한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논율 대여하고 있읍에도 불구하고 배추률 

2.400펑이나 재배한다. 품값 50만원， 농약 60만원， 버료버 61만원 둥 183만 

원의 비용율 률였으나 조수익은 210만원애 불과하다. 그는 위험 부담올 무륨 

쓰고 영농 비용율 많이 투입한 경우이다. 

자운리의 。 (52세， 부양가족 5인， 노동력 2인)은 밭 8.000명율 임차해 배 

추 5.000펑， 감자 3.000평율 경착한다. 채소 중간 수집상 둥 상업에 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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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그는 자운 1 리 청계동에셔 이주해 왔다. 총비용 862 만원， 조수 

익 1 ， 870만원， 순수익 1 ， 000만원을 얻었지만 감자에서 순수익은 없는 실쩡이 

고 늦배추률 재배한 것이 높은 수익올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7 

(62세， 부양가촉 1 인， 노동력 3인)은 자기 밭 5 ， 000명에 율갑자 3 ， 000명， 채 

소 2 ， 000명율 재배하였으나 채소는 조수익이 0이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그 

는 간작으로 콩과 메밀옳 심어 1 ， 300만원의 수입울 올리고 감자는 계약 재배 

률 한 것에 힘입어 250만원의 순수익옳 얻었다. 

무이리나 자운리와 마찬가지로 생곡리의 영농 역시 대부분 북합 영농율 하 

고 있지만 높은 소득올 보장해 주는 작부체계는 거의 없는 실청이다.7 올 사 

례로 연구하였다. 

7 ( 33세， 부양가혹 5인， 노동력 3인)은 생곡리의 작목 반장으로 자신의 

경지 5 ， 000명에 배추 3 ， 500명， 건고추 900명 퉁율 심는 것 둥 재배 지대에 

비해 채소류의 경착에 적극쩍이다. 273만원의 영농 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수 

익 685만원， 순수익 400만원율 벌어률인 그는 폼값과 비료비톨 최대한 절약 

한다.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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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준륙화지대의 개인별 경영 전략과 영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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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소 비특화지대 

채소 비톡화지대인 훈당리의 개인별 경영 천략은 님 율， 거문리는 λ 과 n 

율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7 은 옥수수+ 콩+ 일반전작물류를 A 과 n 은 갑 

자 + 배추+ 고추툴 결합시킨다. 채소류보다는 生計훌훌의 생척이 강한 작물 

율 재배하면셔도 부분척으로 환급작물율 션택하는 전략올 보인다. (그림 27) 

훌뿔里의 닙 巨文뿔의 A 닫文里의 口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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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평) 

그림 27. 비특화지대의 개인별 경영전략과 영농 성과 

춘당리의 납 은 (39세， 부양 가족 3인， 노동력 2인)은 4대째 거주하며 논 

1 ， 000명， 밭 4 ， 000명율 소유한다. 주로 옥수수 2 ， 000명， 고추 600명，참깨 

800명，홉 400평 등율 재배한다. 147만원의 영농 비용율 투여해 홉에셔 순수 

익 80만원， 고추에셔 70만원， 참께에셔 90만원， 옥수수에서 75만원 둥의 농 

가 수입율 얻으며 이률 4 작물의 수익성은 욱수수가 제일 낮다. 

거문리의 경우는 춘당리와 같이 순수익이 높은 편이다.A， D 의 경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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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물의 소규모 재배와 共間 出빼로 채소 특화지대나 준특화지대보다는 훨 

씬 수입이 높고 안쩡척이다. 

A (40세， 부양가폭 6인， 노동력 4인)은 논 1.500명， 밭 6.000명옳 소유한 

다. 밭에 감자 3.000명， 배추 1.500명， 풋고추·피망·척채 둥 1, 400명， 건고 

추 300명율 재배한 그는 총비용 475만원， 조수익 1, 010만원， 순수익 535만원 

이다. 배추와 건고추는 순수익이 미미하지만 풋고추·피망·척채류에서 4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율 얻는다. 

D (36세， 부양가촉 5인， 노동력 3인) 또한 다양한 작물율 복합척으로 재배 

한다. 6.000명의 발(입차지 4.000명 포함)에 감자 3.000평， 배추 1.000텅， 

건고추 250명， 풋고추 500명， 쩍채 200명， 피망 300평율 재배하여 총비용 

353만원， 조수입 910만현의 경영성과툴 보인다. 그 중 배추， 감자， 피망， 풋 

고추의 순수익이 각각 72만원. 94만원. 155만원. 218만원이다. 

거문리의 개별농가는 작목반이라는 공동조직을 통해 협업화가 잘되며 셔로 

품앗이롤 하므로 비용이 철감되는 동시에 위험율 분산하므로 순수익이 높다 

고 하겠다. 

4.4. 산지환경과 농업지대 

영셔지방의 오대산 일대에 있어셔 산지 주민의 작물 션택에 제한율 가하는 

산지 환경은 우션 판별분석의 결과 고도， 연령집단， 경사도 퉁이었다. 높은 

산지에 의한 냉량한 기온은 작물의 생육에 많은 제약율 주어 과거 화전민의 

무대였으나 국민경제의 발전과 산지에의 접근성이 높아져 하절기에 채소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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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하여 시장에 팔 수 있는 가농성올 열어 주었다. 산지라는 자연 조건온 

륙정 토지 이용의 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홉在力 (environmental potentia 

1 )울 지니는 것이다S1J 그리고 특정지대에의 훨f接性(vincinity )， 과거의 접근 

성에 의한 地理的 톰性(geographical inertia) 둥과 갈운 환경도 작용하여 

다양한 토지 이용이 나타나게 되며， 톡히 산지 주민의 열의나 쩨도쩍인 지원 

같은 것도 영향율 줄 수 있다는 것율 사례 연구지역올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산지환경의 제약 속에셔 산지 주민의 천작물 션택은 상업농업의 환 

경， 즉 불확실한 전작물의 시장 구조에 또한 의존하게 된다. 즉， 산지 주민 

은 불안한 전작물 시장 가격 때문에 수익율 높이기 위해셔는 후혈所홈보다는 

最홉所得율 지향하게 되며， 이에 따른 危險훌擔율 률이거나 규모의 경제롤 

실현하기 위하여 경지면척율 늘여 톨借률 하게 되고 다양한 훌옳作빼율 결합 

하는 전략율 션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투기척인 성향이 강하지만 산지 주민이 산지환경의 제약(constraint) 

과 불확실한 시장환경에 척웅하여 작물 션택율 한 결과， 채소 륙화지대， 채 

소 준특화지대， 채소 비특화지대의 산지 농업지대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山

地 훌業地뺨의 특성으로 전국적인 스케일에셔 보았율 때 자연 조건에 의한 

수도권 중심의 특화지대인 산지 농업지대가 다시 채소 특화지대， 채소 준륙 

화지대， 채소 비특화지대로 세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가별 홉農 費用의 구조가 달라지며 영농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 

52)Porter , P. W. , 1965 , " Environmental potentials and economic 

opportunities - a background for cultural adaptation," Aaer、 ican

Anthlopologist , Vol. 67 , p.40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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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장래 극심한 가격 변동에 따른 토양 훼손율 방지하는 것율 포함한 

영농 비용의 구조가 생산성율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순수익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이루어져야 활 것이지만， 산지 

의 세가지 농업지대는 비록 농산물 수입 개방 둥에 따른 전작물의 시장 가 

격 구조가 변화한다고 할지라도 空閒的 配갖U(spatial arrangement) 에 다소 

차이가 날지는 모르나 하철기에도 김치률 먹는 한국민의 食生活 품톰 (food 

habit) 에 의하여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山地農業쳐힘帶化가 유지될 것으로 본 

다. 이때 중간 첨이지대에서는 작물간의 경쟁과 더불어 목촉업의 성장 유무 

와 함께 그의 확대가 일어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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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요약과 결론 

산지농업은 生計훌훌에서 商業的훌業으로 전환되는 한국 농업 밥천의 영향 

율 받아 산지라는 자연적 조건에 의한 特化가 촉진되고 있다. 컵곤성의 쩨고 

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지농업이 特化훌훌 단계에 률어서게 되었다는 것은 

산지 주민률의 작물 션택과 기술， 경제규모， 농산물 소비 구조 둥의 변화가 

수반되면서 이윤 추구의 영농율 지향하게 되었읍율 말한다. 

그러나， 산지 주민들이 이윤율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농업 생 

산의 향상율 통한 수익 중대보다는 시세가 불안하드라도 비묘쩍 높게 형성되 

면서 산지 환경에 적합한 작물율 우션적 션택하고 이에 따른 위험 부담올 고 

려하는 복합 영농의 전략율 션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는 초기의 

정부에 의한 복합 영농 단지 조성과 관계롤 맺고 았다. 아무튼 시세가 불안 

하지만 높은 소득율 올릴 수 있는 작물율 많이 재배하게 되면 그 결과 호당 

순수익율의 편차가 심해지며 그러한 마율의 순수익율은 낮아지게 된다. 이 

는 산지 주민이 시장 가격 구조 속에서 전작툴의 平혈所홈보다는 훌홉所뽑 

율 위주로 한 상업화의 척웅 전략율 수립한다는 것이다. 물론 영농 규모와 

유풍 구조 둥의 상업 농업의 환경과 관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지 주민의 전작물 션택 전략이 불안쩡한 시장환경 속 

에서 최고 소득 지향의 전작물율 선택하는 동시에 복합 영농전략울 수립하 

며， 이는 또한 산지 환경의 제약율 받고 있다는 가셜율 강원도 홈西地方 표 

훌山 일대의 사례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산지주민의 쩍웅전략이라고 하 

는 관첨에서 전작물 채배의 농업경영 천략율 밝히는 것은 문화생태학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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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곤 방법으로， 훌훌훌빼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주민들이 대옹한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쩍웅 전략율 환 

경， 공동체， 개벌 농가의 수준에서 분석올 시도하였다. 

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우션 그들의 작물 션택에 대한 훌愚 決定 결과 나타 

난 작물의 면쩍은 유역분지 벌로 야외답사률 실시하여 조사률 하고， 이롤 쩨 

1위， 제 2위의 작물， 측 주，부작물올 채소류와 일반전작물류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일반객이며 그중 채소류는 계절객 우연 변동에 의한 가격 변 

동의 변화가 제일 심하지만 최고소득율 얻으려는 주민이 션호하는 루기객 작 

물이다. 다읍으로 그것이 어떠한 산지 환경에 의하여 영향울 받고 있는지훌 

밝히기 위해 휘JW分析율 하였다. 채소휴와 일반전작물류률 판별집단으로 하 

고 자연(고도， 경사도) , 사회(경지면척당 인구밀도， 연령집단， 교육수준)， 

경제(호당 경지 면척， 전작율， 첩곤도)쩍 변수훌 판벌변인으로 하여 분석하 

는 것이다. 판벌분석의 결과톨 토대로 산지 환경의 영향옳 받아 나타난 마율 

멸 ·개인멸 객웅전략옳 분석하기 위해서 경지 소유롤 중심으로 한 영농 규 

모와 재배 작물의 면적 및 작물 결합과 작물수， 임차농의 재배 유형 나아가 

영농 성과 둥올 살펴 보았다. 사례 조사 마을은 판별분석의 예측집단과 실제 

집단이 셔로 일치하는 집단에서 3개 마율율， 일치하지 않는 집단에서 3개 마 

율율 션쩡하였다. 

그 結果는 다읍과 갈다. 

제 1위， 제 2위의 작물， 축 주， 부작물의 분포는 주작물의 경우 규칙적인 꽤 

헌율 보이게 된다. 해발고도가 아주 낮거나， 높은 양지대의 중간 점이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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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감자 재배가 뚜렷하였다. 주작블로셔의 감자 집중 지대에 부작물로서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다. 

판별분석의 분석 결과 주작물의 경우는 20--30대의 연령집단 비율이， 부작 

물의 경우는 고도가 70"이상율 분류해 내었다. 톡히 주작물과 부작물올 결합 

시킨 채소류와 채소류， 일반전작물류와 채소류， 얼반전작물류와 일반전작물 

류의 세 판멸집단은 고도， 경사도， 연령집단이 높은 판별력올 나타내어 산지 

주민의 작물 션택에 영향율 미치게 되는 산지 환경은 고도와 경사도를 중심 

으로 한 자연조건이라고 하겠다. 전작물 션택에 젊은 연령집단의 판벌력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나이가 젊은 집단일수룩 투기적인 성향율 나타낸 

다고 하겠다. 

이들 주·부작물 결합에 의한 작물 재배 지대률 각각 훌훌 *훌{~jt힐혐， 훌훌훌훌 

핵g特化地뺨， 葉훌훌 非特化地뺨라고 이톰붙일 수 있다. 산지 환경의 영향옳 받 

아 달러 나타난 세가지 재배 지대는 상업 환경 속에서 셔로 상이한 척웅 전 

략율 마율별· 개인별로 보여준다. 

특화지대의 훌받地 所有는 5, 000 평 정도이지만 경지가 쩍거나 없는 농가가 

많아 임차툴 하여 경작하게 되며 그 규모는 10 ， 000명 정도이다. 준톡화지대 

는 5 ， 000명 정도로 경지 소유가 상당히 균둥하며 임차농은 척율 뿔 아니라 

경작 면척이 10 , 000 평 이하가 대부분이다. 비특화지대는 입차 규모와 면적 

이 더욱 줄어 든다. 이러한 차이는 산지 개척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지만 북 

합영농율 할 수 있도록 경작 규모률 눌려 위험 부담율 줄이고 規훌의 훌홉률 

실현하기 위한 산지 상업 농업의 특성이다. 

다양한 채소류툴 70" 이상 재배하는 특화지대에 비해， 채소류 재배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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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 불과 한 준특화지대는 배추 다음으로 무우률， 그리고 홉이나 당귀률 

재배한다. 밭농사에 대한 의폰도가 낮은 비특화지대는 욱수수， 콩 둥 일반 

전작물율 재배하지만 고추， 도라지， 홉 둥의 환급작물도 재배한다. 

또한 특화지대에서는 산지 주민이 여러 종류의 채소류률 결합시켜 재배하 

고 준특화지대는 감자와 배추， 감자와 배추와 일반전작물류， 혹은 감자와 옥 

수수와 일반전작물류률 결합시키며 비특화지대에셔는 옥수수와 콩과 일반전 

작물류， 감자와 배추와 고추률 결합시키는 훌훌훌l홈율 보인다. 특화지대에셔 

는 대부분의 임차농이 경작 규모률 눌려 다양한 채소류률 재배해 산지 상업 

농업과 임차는 갚은 관련율 맺고 있다고 하겠다. 

홉훌 成果 면에서는 채소류로 특화될 수록 전혜 영농 비용이 늘어나고 그 

중 비료비， 농약비， 노임이 중가한다는 사실이 불안한 시세 변동과 함께 마 

율의 평균 순수익율율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특화지대로 갈수륙 호당 평 

균 순수익율은 또한 큰 차이률 보여준다. 

한편， 준특화지대에 속하는 자운러나 생곡리， 또는 비특화지대에 속한 거 

문리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채소 특화지대와 비슷한 일면이 있다. 자운리는 

특화지대에 속할 수 있는 산지환경의 여건은 갖추고 있으나 과거 훌훌훨f性이 

좋지 않아 뒤지게 되었으며， 생곡리는 인컵한 륙화지대에셔 이주해 온 이웃 

의 영향율 받아 채소류 재배 면척 비율이 높다. 거문리는 일찍부터 청고추와 

채소류률 作目班이라는 공동출하 조직율 통하여 판매하게 되면셔 일반전작물 

율 보다 많이 재배하여 비특화지대에 속하게 되었다. 인첩성 (vicini ty ), 과 

거의 접근성에 의한 지리객 타생 (geographical inertia) , 및 제도 둥도 작물 

션택에 미치는 산지환경의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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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지 주민의 전작를 션택 전략이 산지 환경의 빼約(constraint) 과 

불안정한 시장환경율 중심으로 수럽되고 있융율 입중하게 되었으며， 그 결 

과 적웅전략이 상이하채 나타나는 새가지 山빼 훌훌f훌훌홈化 (agricultural 

zonation)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한묵인의 옵식물 섭취 습관 

(food habit)에 의해 뿔間的 률g깨에 있어셔는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계숙 유 

지 될 것으로 본다. 

이는 버묘우위얘 입각한 입지론쩍 셜명과 동시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척웅 전략이라는 입장에셔 셜명하는 문화생태학적 방법폰이 필요하다는 것율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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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진 1. 대관령 평탄변의 중앙을 관류하는 松川 양안에 일교차가 심하며 한 
랭한 조건율 이용하여 명태툴 말리는 廳뿔이 보인다.(1990년 1월 수 
하에서) 

사진 2. 차령산맥의 운두령에셔 내려다 본 자운리가 좁고 긴 f13훌川 상류률 
따라 전개된다. (1989년 8월 운두령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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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붕명의 흥정산에셔 발원한 興亨川은 평창강에 유입하여 남한강 지류 
가 된다. 이 유역분지률 념는 영동고속도로가 영동 제 2터낼율 져나 
간다. (1989년 8월 장명에셔) 

사진 4. 진부변에 소재한 고냉지시험장은 초생종 작물의 생육을 시험 · 육성 
하며 주변 마을에 보급하는 주요기관이다. 각종 곡조생 수도품종율 
시험， 재배하는 것율 불 수 있다.(1989년 7월 간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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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고추， 피망， 쩔러리， 적채 둥 다양한 양채류툴 소규모로 재배하여 
작목반이란 조직율 통해 ‘짝짐’으로 공동출하하고 있다. (1989년 8월 
거문리에셔) 

사진 6. 채소특화지대인 율전과 인접한 생독리의 어땐 농가에셔는 스프렁쿨 
러률 이용해 가뭄율 극복하고， 배추툴 3기작활 수 있게 된다. (1989 
년 7월 생곡리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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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rop Choice as the Adaptation to the Montane Environment: 

A Case Study of 

Taebaek Region 

Commercial Farming Strategies in the 

Han Suk Ock 

Recent research on human adaptability focuses functional and 

structural features of human populations that facilitate their coping 

with environmental change and stressful condition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adaptive strategy of 

farmers to the marketing condition and mountain environment. The 

hypothesis is from the objective of research operations that profit 

maximization behaviour is conditioned by physical and agricultural 

envi ronment. 

The adaptive strategy is analyzed at the three levels; at the 

regiona l, community , and individual leve 1. At the regional leve l, the 

dominant types of crop cultivation and their geographical patterns are 

investigated. The discriminant analysis is employed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determining the land use patterns. At the community and 

individual levels the study focuses on crop combination , farm siz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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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e of farm lands , and management. 

The target research areas are 53 small river basins around the Ode 

Mountain on the westside of Taebaek Mountains. Primary data are 

gathered via field survey and interviews with farmers living in the 

basin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cash crops as the main choice of montane farmers are potatoes 

and vegetables , and their distribution shows a regular spatial pattern 

with respect to the road system and altitude. The discriminant analysis 

reveals that the adoption of vegetables be highly related to the 

altitude , relief and the age group of farmers. Especially , the young 

age group is more leaning towards commercial vegetable agricul ture 

than the older farmers , and the factor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such as the altitude appears to set the constrains against commercial 

agricul ture. 

2. In terms of the patterns of crop combination patterns , the study 

reg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zones: the zones of vegetable 

specialization , sub- specialization and non- specialization reflecting 

the constraints of the physical environment as well as different 

adaptive strategies of farmers. 

3. At the communi ty and individual levels , the three agricul tural 

zones are differentiated in several aspects as well. 

The farm s i zes in the spec i al i zat i on zone are 1 arger than tho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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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zones. However , the 1arger farm sizes are 1arge1y due to the 

common practice of 1easing farm 1ands. They try to avoid a risk in 

terms of market price f1uctuation and sca1e economy. ln the zone of 

vegetab1e specia1ization zone farmers tend to a110cate virtua11y a11 of 

their 1ands to cu1tivate vegetab1es but of various kinds. Such a 

strategy of diversifying vegetab1es is to cope with severe f1uctuation 

of the market prices of the vegetab1es. 

Whereas the combination of one vegetab1e and two or three other crops 

are more common in the other zones because of the a1titude costraining 

profit maximization behavior and diversified farming po1icy. Farmers 

who specia1ize in vegetab1e growing do not necessari1y earn more than 

those farmers in the zones of sub-specia1ization and 

non-specia1ization. 

4. The factors of accessibi1ity , institutiona1 organization, and 

vicinity to specia1ization zone exert additiona1 forces to influence 

adaptive behaviour of the Taebaek Mountain farmers. 

The study resu1 ts conform the research hypothesis. Mountain 

agricu1ture zonation is expected to have spatia1 arrangements in 

future. 

keywords crop choice , adaptive strategy , maximum revenue , diversified 

farming , zonation of agricu1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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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뼈 홉후 

본 학위 논문이 완성되기까지에 많은 분률의 도움에 힘입었읍율 기록해 

두고자 한다. 

연구 문제률 션정하여 자료룰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지도교수 柳佑益 교수와， 철저한 통계척 분석과 일관된 논리룰 전 

개할 수 있도록 비판해 준 심사위원장 許宇互 교수， 새로운 생각과 농업경제 

학적인 견해 및 친절한 예증을 제시해준 崔昌祚 교수， 姜奉훔 교수， 趙東奎

교수에게 감사한다. 

이률 이외에 李燦 교수는 답사를 동행해 주었고 장기간의 야외조사에도 불 

구하고 인내률 보여 준 아내에게 위로의 말율 전한다. 

본 논문의 완성을 학수고대하였지만 끝내 이률 보지 못하고 유명율 달리 

한 어머넘 故 尹順今에게 본 연구툴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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