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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輝훌훌村地域의 休훌~f~現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李轉행 

한국의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 • 도시화로 인 

한 인구유출로 인한 변화에 농촌사회와 농민의 토지이용방식 및 이농민의 농지처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3%가 넘는 격심한 인구유출이라 

는 상황에서 인구과잉상태에서 개간하였던 화전 · 山田 · 경작불리지가 농지정비나 농 

지소유변동을 미처 하지 못하여 휴경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1980년대 말에서 1995 

년까지의 한국농촌사회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대표적인 과소지역인 경북 북부지방의 

한 마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양적 부족은 이촌 가구 

소유지의 대량 임대와 노동력의 고령화 數的 부족으로 인한 임차 능력의 제한에 의 

해 만성적인 농지 공급 과잉이 초래되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촌락내 노동력의 절대 

적 부족 상태에서는 조건불리농지의 우선적 휴경화가 진행되고 점차 확산된다. 마을 

전성기 때 250-300 가구에서 현재 80 가구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노동력의 절대적 부 

족으로 경지 말단부의 조건불리농지는 재촌，부재에 상관없이 전부 휴경되면서 20년이 

지나 산림화된 지역이 되었다. 

둘째，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상태， 즉 환금작물(사과，담배)에 대한 집약적 노동 투 

입 또는 노동력 배분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경작 조건이 나뿔 

경우는 휴경하고， 조건이 좋은 땅을 임차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상엽적 특 

화가 심할수록 휴경 가능성이 높다. 고항리의 경우는 사과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 

되어 30-40대의 젊은 전업농도 경작조건불리농지의 휴경이 일반적이다. 

셋째， 이농민의 토지 보유 성향과 상속， 매매 부진으로 인한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증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다. 노령자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농가 소멸이나 

非農家化， 촌락내 노동력의 부족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를 촉진시킨 

다. 농촌노동력의 부족 심화로 경사도가 높거나 경작조건이 불리한 경지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가구주 연령이 높고 가구원 수가 적고 자녀 이촌으로 自家노동력이 취약한 

농가이더라도 路龍的 영농을 하며 노동력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 소유지를 제한적으 

로 경작하며 아주 골짜기의 산림화된 경지만을 휴경하고 있다. 반면에 부재지주의 경 

지는 필지가 크고 큰 도로 옆이어도 휴경하는 경우가 4 사례나 있다. 도로 옆 부재지 

주의 휴경지 바로 옆 필지도 在村高顧家口主는 경작을 하고 있다. 在村이 휴경을 막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경지를 방치하면 罪라고 생각하는 것이 노 

인들의 일반적인 윤리관념이다. 

8개의 자연마을 중에서 폐동 위기에서 사과영농으로 전환된 모래재 마을을 전수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래재 마을의 휴경율은 48.4%로 상리면과 고항리에 대한 

면사무소의 공식적인 휴경지 조사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이것은 오래 전에 휴경되어 

사실상 산림으로 변해 버린 농경지는 농민들이 경지로 간주하지 않는데 일부 원인이 

있다. 

모래재 마을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별 휴경면적을 보면 재촌지주의 휴경 필지와 면 

적이 절대량에서는 부재지주 보다 조금 많으나，부재지주는 펼지 수는 87.5%，면적은 

92.7%나 휴경하고 있다. 부재지주의 농경지 중에서 4펼지 외에는 모든 경지가 휴경되 

고 있다. 재촌지주는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노령화와 사과농사로 인한 

상대적 부족이 심각하다. 휴경지의 평균면적은 재촌지주보다 부재지주가 더 넓은 필 

지면적을 휴경하고 있다. 모래재 마을의 휴경지는 산림화한 휴경지형，경작조건불리농 

지형，부재지주형，투기적 휴경지형 등의 4유형으로 구분된다. 모래재 마을의 재촌휴경 

농가의 유형은 상엽적 전업농，노동력부족형，답습적 영농형，은퇴농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휴경지의 발생은 부재지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항리의 휴경지 

에서도 이와 같은 부재지주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고항리의 경우，1251필지를 조 

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에 사람이 사는 것이 경지이용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웅변하 

고 있다. 고항리의 부재지주의 소유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일부 예외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 농지 휴경화의 주요한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재지주의 토지는 일단 휴경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에서 일반적인 부재지주는 소극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이동 및 전통적 의식 구조와 관련된다. 즉， 

도시로 이동하였으나 노부모가 농촌에 잔류하거나， 전부 이촌하였어도 과거에 살던 



고향과의 단절을 이루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토지 

를 매개로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귀향할 가능성은 당분간 현 

실적으로는 없지만 조상전래의 농지를 팔기가 어려운 관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물 

론 농업의 쇠퇴，수익성 악화 등으로 농지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살 사람도 없 

고 팔아도 경제적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지속 

시키는 한 요인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진행 

된 압축적 도시화와 산업화가 부재지주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 면담 

을 통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상호 관련을 맺는 두 가지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하나 

는 이촌·이농하는 가구의 증가로 토지의 공급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토지의 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그것을 경작할 노동력은 오히려 양적·질적으로 축 

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촌·이농에 의해 확대공급된 토지는 특별히 유리 

한 조건을 가지지 않는 한 휴경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문중답 또는 위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휴경화는 농업내부적인 요인으로 인구유출에 따라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휴경화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휴경지는 경작에 불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따라서 인구감소->노동력의 부족->경작 조건의 불리->부재지주 

의 소유와 같이 먼저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이 휴경화의 일차적 조건을 

제공하고， 이어서 경작조건의 불리가 휴경화의 이차적 조건이 되며 부재지주의 소유 

라고 하는 토지소유 관계가 휴경화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조건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조건이 일방적이지는 않으며 상호복합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과소농촌내 동일한 조건의 경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휴경지 

가 되는데는 농가의 내부적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기서 농가내부 조건이라 함 

은 일차적으로 가족 노동력의 규모에 의해 지배되는 가운데 농가의 경영부문간 경쟁 

을 말한다. 즉 농가가 소득 확대를 추구하는 가운데 보다 수익성이 높은 경영부문에 

주력함으로써 경지조건이 불량한 경지를 선별적으로 휴경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 

우의 휴경지는 농업 내부에서 노동 기회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 

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따른 휴경지는 외부 노동력의 활용이 어려운 과소 농촌지역일 

수록 그리고 경지조건이 불량할수록 발생빈도가 크다. 

따라서 휴경지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단지 농촌 농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기회의 격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촌인구의 



격심한 이출이 유발되고 한계농촌 부터 피폐화되기 시작하였다. 해결방안은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 지역이 지니 

고 있는 자연환경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농민은 그들과 어울어지면서 삶의 새로운 

기회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항리 지역이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은， 대 

도시로 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 어렵다는데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로 농업을 영위해 나갈 젊은 농민의 유 

출을 방지하고， 경작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선별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촌한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업농이 매입하여 경지의 규모화， 집 

단화로 기계화가 용이하게 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소지역은 농업경영이나 비농업취업기회 등 소득원에서 불리하고，생활여건도 낙 

후되어 있다. 그러나 과소지역은 식량의 공급 뿐 아니라， 국토환경의 보전，수자원의 

함양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입지조건을 살린 특색 있 

는 농업을 전개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특산물의 발굴，유기농업의 추진 등에 의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생산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공 유통분야，녹색관광，도 

시와 농촌의 교류 등 농업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다채로운 복합적 활동이 전개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중산간지역 등 과소지역에서는 과소화.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담당주체의 확보가 곤란하고마을기능이 저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이나 지역사 

회 유지를 위해서는 평야지역과는 다른 관점에서 특별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촌의 휴경화는 압축적 산업화로 인한 인구유출로 언한 노동력의 양 · 질적 

부족， 경작불리지의 방치，농업의 수지조건 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재지주 농 

지의 온존 · 증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 

구유출로 인한 과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격지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 

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또 하나의 한국적 현상인 대도시주변지역에서 나타 

나는 일시적，투기적 휴경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설명력이 증가되고 전체적인 

휴경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과소지역， 휴경화，농촌인구의 선택적 유출， 휴경지정책， 부재지주， 재 

촌휴경 농가의 특성， 휴경지의 유형구분， 휴경지 이용방안 

학 번 : 88208-803 



목 차 

저1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 구 목 적 과 범 위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연구절차 .......................................................................................... 3 

제 2철 연 구 방 법 및 용 어 정 의 ................................................................................ 5 

1. 연구 방법 및 지 역 선정 ........................................................................................ 5 

2. 용어 의 정 의 .............................................................................................................. 8 

저12장 이론적 배경 ................................................................. 12 

제 1절 농촌 과소화와 그 문제 점 .......................................................................... 12 

1. 과소화의 정 의 ........................................................................................................ 12 

2. 과소화의 연 구사례 ................................................................................................ 14 

3. 과소화의 문제점 .................................................................................................... 17 

제2절 휴경 화 및 농촌토지 이 용에 관한 연구 .................................................... 22 

1. 국내의 연구동향 .................................................................................................... 22 
2. 외 국의 연 구동향 .................................................................................................... 25 

제 3절 휴 경 화 분석 의 이 론 적 틀 ...... … .. … .............................................................. 29 

1. 地代理論과 휴경 .................................................................................................... 29 

2. 가족농의 경제 원리와 휴경 ................................................................................ 30 

3. 도시주변지역 농지의 휴경화 요인 .................................................................... 36 

4. 휴경 화의 요인 과 유형 .......................................................................................... 38 

제4절 휴경 지 에 대 한 국가의 대 응 ....................................................................... 44 

1.외국의 휴경지 정책 ...................... ó ••••••••••••••••••••••••••••••••••••••••••••••••••••••••••••••••••••••••• 44 



1)휴경 억 제 정 책 : 조건불리 지 역사업 .................................................................. 44 

2)휴경장려정책( Set-Asid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2. 한국의 휴 경 지 정 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많 2 

1) 한 계 농지 정 비 사 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2낀)휴 경 논 생 산화 대 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많 2 

저13장 놓II 휴경호}의 빌태와 샤회경제적 요임 ................ 55 

제 1절 과소 농촌지 역 의 설 정 .................................................................................. 55 

L 과소지 역 의 설 정 지 표 .......................................................................................... 55 

2. 과소 농촌지 역 의 분포와 휴경 지 ........................................................................ 56 

1) 휴경 화율과 휴경 지 의 발생 원 인 ................................................................... 60 
2) 휴경 지 의 자연 적 특성 ....................................................................................... 60 

제2절 농지 휴경 화 잘 태 와 지 역 적 분포 ............................................................... 62 

재 3절 농 지 휴 경 화 의 사 회 경 제 적 요 언 ............................................................... 67 

1. 농촌인구의 유출과 농업노동력의 부족 ............................................................ 68 

2. 농촌인구의 선택적 유출과 농업 노동력의 질적 저하 ...................... … ........ 71 

3. 비 농민 소유 농지 의 증대 .................................................................................... 76 

저14장 과소 놓촌지역 휴경지의 샤려l분석 ........................ 79 

제 1 절 사 례 지 역 개 관 ................................................................................................. 79 

1. 예 천 군 지 역 개 관 .................................................................................................. 79 

2. 고항리 마을 개관 .................................................................................................. 83 

제 2 절 휴 경 지 의 특 성 ............................................................................................... 낸7 

1. 휴경 지 분포와 휴경 율 .......................................................................................... 87 

2. 휴경 지 의 경 작조건 ................................................................................................ 90 

1) 경사도 및 고도 ................................................................................................... 90 

- 11 -



2) 필 지 규모 .............................................................................................................. 91 

3) 농로 접근성 .......................................................................................................... 96 

4) 통작거 리 ................................................................................................................ 96 

3. 휴경지의 지목별 분포와 토지소유 관게 .......................................................... 98 

1) 휴경 지 의 지 목별 분포 ....................................................................................... 98 

2) 휴경 지 의 토지 소유 관계 ................................................................................... 뽀 

제 3절 재 촌 휴 경 농 가 의 특 성 ................................................................................ 103 

1. 가구주의 연 령 및 가구구성 상태 .................................................................... 104 

2. 소유경지 및 임차농지 현황 .............................................................................. 105 

3. 휴경 사유와 휴경 지 발생 원 인 .......................................................................... 107 

제4절 자연마을별 휴경 지 유형 과 휴경 가구의 특성 ....................................... 110 

1. 자연마을의 구분과 두 마을의 비교분석 ....................................................... 110 

1) 문곡 자연마을 휴경지 유형과 휴경가구의 특성 ....................................... 111 

2) 어동 자연마을 휴경지 유형과 휴경가구의 특성 ....................................... 116 

2. 모래재 자연마을의 휴경지 유형과 휴경가구의 특성 ................................. 120 

1) 모래 재 마을의 변화과정 ................................................................................. 120 

2) 모래 재 마을 휴경 지 의 유형 구분 ................................................................... 122 

3) 재촌휴경 농가의 특성 ..................................................................................... 125 

4) 휴경 지 의 이 용방안 ........................................................................................... 127 

저15장 엽구결과의 의의와 정책적 힘의 .......................... 129 

제 1 절 연 구 결 과 ......................................................................................................... 129 

제2절. 연구결과의 의 의 와 한계 .......................................................................... 134 

제 3절 . 정 책 적 함 의 .................................................................................................. 137 

저16장 결 론 .......................................................................... 138 

- 111 -



< 참 고 문 헌 > .......................................................................................... … .................. 142 

< 부 록 1> .................................................................................................................. 152 

마을 현황 조사표 ......................................................................................................... 152 

휴경 지 조사표 ............................................................................................................... 155 

〈부 록 2> 고항랴 의 휴경 지 질 태 (밭) .............................................................. 158 

<부 록 3> 고항랴 의 휴경 지 질 태 (논) ............................. … .............................. 167 

<abstract> ………… ...... … ...... … ...... … ............ …… ................... …… .... …… .......... … ......... 171 

- IV -



표차례 

<표 1-1> 경 북의 지 역 구분 ........................................................................................... 7 

<표 1-2> 용도구 역 별 농지 면 적 현 황(1993년 말 현 재 ) ....................................... 10 

<표 2-1> 한국의 낙후지역 개발 관련 법률 및 지표 .......................................... 20 

<표 2-2> 휴경지의 지대별 구분 ............................................................................... 40 

<표 2-3> 휴경 지 의 발생 원 인 별 구분 ...................................................................... 좌 

<표 2-4> 일 본의 중산간지 역 ..................................................................................... 47 

<표 2-5> 일본에서 중산간지역 농업의 비중(1995년) ......................................... 47 

<표 2-6> EU와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특징 비교 ................................................ 49 

<표 3-1> 과소 농촌지 역 현 황 ................................................................................... 58 

<표 3-2> 과소 농촌지 역 의 현 황 ............................................................................... 59 

<표 3-3> 사례 과소 농촌지역의 휴경농지 현황 ............................................ …… 61 

<표 3-4> 연도별 휴경 농지 의 추이 ......................................................................... 62 

<표 3-5> 연도별 경지이용율 추이 ........................................................................... 63 

<표 3-6> 경지이용율의 시기별 지역별 변동 추이 ........................................... …63 

<표 3-7> 주요 작목의 농가당 재배 면적 변화 .................................................. 64 

<표 3-8> 道別 휴경 농지 현 황(1994년) ................................................................... 65 

<표 3-9> 道別 휴경율 현황(1997년) ....................................................................... 66 

<표 3-10> 발생 사유별 휴경농지 면적 및 비율 .................................................. 67 

<표 3-11> 농촌 인구의 감소 추이(1960-1990) ..................................................... 68 

<표 3-12> 농가인구 및 가구수 변화추이 .............................................................. 69 

<표 3-13> 10ha당 쌀 생산비의 변동 추이 ............................................................ 70 

<표 3-14> 농촌 인구 유출의 연령별 구조 ............................................................ 72 

<표 3-15> 농가 농업 노동력 총 투하량의 변화 .................................................. 따 

<표 3-16> 농가 경 영 주의 연 령 구조 변화 .............................................................. 75 

<표 3-17> 소작지의 발생 원인별 소유 현황 ..................................... . 

- v -



<표 4-4> 고항리 의 경 지 현 황 ..................................................................................... 88 

<표 4-5>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의 휴경지 평균 필지 규모 .............................. 92 

<표 4-6>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휴경지의 농로 접근성 .................................... 96 

<표 4-7> 휴경지 의 필지 별 통작거 리 ...................................................................... 97 

<표 4-8>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의 논·밭 휴경율 ............................... ……………… 99 

<표 4-9> 소유자 거주지별 휴경면적 .................................................................... 101 

<표 4-10> 부재지주의 휴경시기별 휴경면적(밭) ............................................ …102 

<표 4-11> 부재지주의 휴경시기별 휴경면적(논) ............................................... 102 

<표 4-12> 부재지주의 이출시기별 휴경 면적(밭) ............................................. 103 

<표 4-13> 부재지주의 이출시기별 휴경면적(논) ......................................... … ... 103 

<표 4-14> 재촌 휴경농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분포 ...................................... 104 

<표 4-15> 재촌 휴경농가의 가구 구성 ................................................................ 105 

<표 4-16> 재촌 휴경농가 소유토지의 면적별 분포 .......................................... 106 

<표 4-17> 재 촌휴경 농가 임 차농지 규모 .............................................................. 106 

<표 4-18> 임 대 농지 규모 ......................................................................................... 107 

<표 4-19> 휴경사유 ................................................................................................... 108 

<표 4-20> 경 운기 진 입 여 부 ................................................................................... 109 

<표 4-21> 향후 휴경 지 처 리 계 획 ........................................................................ 109 

<표 4-22> 고항리 농가의 자연촌락별 현황 ........................................................ 110 

<표 4-23> 문곡마을의 소유자 거주지별 휴경현황 ............................................ 112 

<표 4-24> 어동마을의 소유자 거주지별 휴경현황 ............................................ 117 

<표 4-25> 모래재 마을의 휴경율 ........................................................................... 122 

<표 4-26> 경 지 소유자 거 주지 별 휴경 면 적 ........................................................ 123 

<표 4-27> 주요 휴경가구 현황 ............................................................................... 127 

- VI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절차 ................................................................................................... 4 

<그림 2-1> 이농과 농외취업이 농가 성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 …32 

<그림 2-2> 가족농의 성 격 변화 ................................................................................. 퍼 

<그림 2-3> 도시주변 농지의 입찰지대곡선과 토지이용의 변화 .................... 37 

<그림 2-4> 토지 이 용변화의 예상흐름도 .............................................................. 돼 

<그림 2-5> 휴경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변화 ...................................................... 쟁 

<그림 3-1> 과소 농촌지 역 의 분포도 ...................................................................... 57 

<그림 4-1>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 85 

<그림 4-2> 고항리의 인구구조 ................................................................................. 86 

<그림 4-3>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의 휴경지 분포 .............................................. 89 

<그림 4-4> 고항리의 휴경지 분포(모래재 문곡) ............................................ ….93 

<그림 4-5> 고항리의 휴경지분포(모시골， 괴동， 송전， 어동， 큰마) ................. 94 

<그림 4-6> 고항리의 휴경지 분포(용소 선기) … ............ … .................................. 95 

<그림 4-7> 문곡마을의 휴경지 분포 .................................................................... 113 

<그림 4-8> 어 동마을의 휴경 지 분포 .................................................................... 119 

<그림 4-9> 모래 재 마을의 토지 이 용도 ................................................................ 121 

<사진 차례> 

<사진 4-1> 문곡마을 가옥주변의 휴경지 ............................................................ 114 

<사진 4-2> 문곡마을 북쪽의 휴경 지 .................................................................... 115 

<사진 4-3> 어동마을 경지말단의 휴경지 ...................... …… ................................ 117 

<사진 4-4> 어동마을 1999년 봄의 개간 현황 .................................................... 118 

- VII -





져I 1장 셔 료르 
L-

져I 1절 연구목적과 범위 

1. 연구 목적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 

는 동안 농촌 역시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다. 이같은 농촌의 구조적 변화 

는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겠지만 지난 30 여년 간의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이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농촌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 

소하기 시작한 1969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30-40만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사회 공간적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 

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탈출(rural exodus)이라고 까지 표현되는 농촌 인구의 급속한 유출과 

이동은 그것이 대부분 도시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도시， 특히 대도시의 과밀문 

제를 야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인구가 유출된 농촌지역에도 그에 

못지 않는， 어찌 보면 그 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 공간적 문제를 낳고 있다. 도 

시의 과밀화 문제에 상대되는 이른바 농촌의 과소화 문제들이다. 농촌의 인구 

유출과 감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언제까지 그러한 인구 유출과 감 

소가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들을 야기할 것인지는 농촌지역 

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과소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유출과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상당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인구 

유출의 규모나 선태성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거나 적정 서비스 공급을 위 

한 농촌지역의 공간조직 개편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촌인구 감소의 궁극적 결 

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토지이용， 특히 휴경화와 조방화로 나아가는 경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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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현재 한국 농업과 농촌은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외적 환경의 변화에 이은 

또 다른 차원의 큰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거대한 흐 

름에 따라 산업구조와 국토 공간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는 시기에 있으 

며，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우리 농촌과 농업에 

는 유리하지만은 않은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外的 환경의 

변화가 우리 농업과 농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문제들을 야기 

할 것인가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현 

재 한국 농촌과 농업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농촌의 

경제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농촌 인구의 

유출과 감소가 더욱 가속화할 염려도 없지 않으며， 그에 따라 농촌의 과소화 

문제가 현재보다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결과로서 

농촌 주민의 경제적 활동과 농업적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예상하 

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 나라는 포괄적인 농촌 정책은 물론 토지이용 정책 

이 질적인 전환점에 놓여 있으며 향후 올바른 농업과 농촌 토지이용 정책 수 

립을 위한 그 동안의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휴경화와 

조방화 현상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청된다. 농업 토지의 휴경화는 독일 사 

회지리학계의 연구 성과를 볼 때 한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농촌지역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진행되 

고 있는 휴경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및 농촌 사회구조의 변화 

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 농촌변화에 있어서 근본적 연구 대상의 하 

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휴경화 현상을 한국 농촌지역의 현실과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주제로 보고 그러한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과소 농촌지역을 대상 

으로 농업적 토지이용과 경영에 있어서 휴경화의 원인과 그 과정， 휴경지 유 

형， 재촌휴경농가의 특성 및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공간적 문제들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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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2. 연구 범위 및 연구절착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일반적 특성 파악과 유형화는 전국을 기준으로 휴경 

지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군 단위별로 파악하고， 사례지역은 인구 

감소가 섬각한 과소농촌지역을 군 단위에서 선정하고 다시 그 군에서 면 지역 

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과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평야지 

역， 산간지역에서 각 1개의 리(里)씩 선정하여 현지답사와 면접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휴경화와 조방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1980년 이 

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특히 휴경화 현상이 가장 섬했고 사회적 관심이 많았 

던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고 1999년에 변화된 상황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휴경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정립한 

다. 

둘째， 농촌의 과소화와 함께 전국적 수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경화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일반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휴경화의 사 

회경제적 요인과 휴경지의 자연적 조건 휴경지 유형과 재촌 휴경농가와 필지 

의 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과소농촌지역을 설정하고 적정 사례지역을 선 

정하였다. 

연구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q 
u 



이론연구 및 분석틀의 정립 

1. 농촌인구의 감소와 지역사회의 변화 
2. 가족농의 개념과 농업적 토지이용과의 관계 

3. 한계농지의 개념과 성격 
4. 휴경화의 요인 및 휴경지 유형구분 

휴경지의 전국적 실태분석 

1. 휴경지의 분포 및 실태 , 추세분석 
2. 농지휴경화의 사호|경제적 요인 분석 

과소농촌지역의 휴경지 사례분석 

1. 과소농촌지역의 설정 
2. 휴경지의 지형적 조건， 농지소유관계， 
토지이용방식등 휴경농가의 유형분류 

3. 재촌 휴경농가의 유형 분류 

경헐적 연구 결과의 해석 

과소 농촌지역의 휴경현상에 대한 정책 대응 

〈그림 1-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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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12절 연구 방법 및 용어 쟁외 

1. 연구 방법 및 ̂ I 역 선쟁 

1)엽구방법 및 자릎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농촌 인구감소가 농촌지역 서비스 공급과 

토지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다음， 농촌 및 농업정책 전개과정에 따라 농 

촌 지역사회의 변화와 휴경지의 증가 추세를 파악하였다. 

기출간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과소지역의 지표 설정과 유형화，지도화 

를 하였다. 과소지역의 시공간적 변천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0년과 1990년의 

과소지역을 비교·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 

여 전국 휴경화 실태와 분포， 추세， 특성을 파악하였다. 

휴경지의 변화과정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수치를 이용한 분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 현지답사로 지역적인 분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항목은 작목별 식부면적 변화， 작목 조합 구조의 변화， 작목당 노동력 투하 

량의 변화， 휴경지 면적， 토지 소유 관계와 휴경화 정도， 노동력 인구구성 변 

화와 작목 선택， 농가와 경작지와의 거리 변화， 농업적 토지이용에 대한 의식 

변화， 농업외 활동과 농업적 토지이용과 관계 농지의 지형적 하부구조 조건과 

농지이용 방식 등이다. 

전국적 수준의 분석은 1980년， 1990년， 1995년 농업총조사와 1980, 1985, 

1990년， 199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를 이용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와 토지이용 

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전국 휴경지 현황(시도별 자료)과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자원조사 보고서， 

농지이용 적성구분(농어촌진흥공사 내부자료)을 분석하여 휴경지의 전국적 분 

포 및 실태，휴경원인，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마을의 농지 원부와 주민등록원부， 面 휴경지 자료로 기초조사를 한 후， 1/ 

ζ
 나
 



5,000 지형도， 1/ 5,000 지적도에 필지별로 토지이용 현황 및 변화와 작부체계， 

농업경영 방식을 파악하고， 설문지 분석을 통하여 토지 소유규모，경작규모，휴 

경규모， 휴경지 소유자의 거주지，이출시기，휴경시기，휴경이유，통작거리，휴경지의 

향후 처리계획， 영농자의 農外 활동， 영농 의식， 노동력 투하 정도를 조사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2)엽구지역 쉰정 

휴경지는 발생지역에 따라 도시근교형，농촌평야지대형，중산간지대형，산간오 

지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휴경지는 농촌평야지대에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 

고 기계화가 용이하여 휴경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도시근교지역은 자산소득 

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나 토지이용의 급변으로 인한 일시적 휴경이 많다. 

인구유출이 격심하였던 원격지 산간오지로 갈수록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영 

농조건이 불량한 경지와 이농한 사람들이 남기고 간 부재지주 소유농지에서 

휴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농촌지역에서 본질적이고 광범 

위하게 분포하는 휴경지가 모식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과소지역 산간마을을 사 

례지역으로 하여 휴경화의 자연적，사회경제적 요인과 휴경지의 유형，재촌휴경 

농가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사례지역은 1960년대 이후의 도시화와 공업화 과정에서 불리한 지역여건으 

로 인해 개발이 뒤진 주변부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경북 북부지방 중에서 3장 

1절에서 설정한 군 단위 과소 농촌지역 중에서 원격지 산간마을을 선정하였 

다.4통합시 8군으로 구성된 경북 북부지방은 경북 면적의 약 56%에 달하나 

인구는 37%에 불과하다. 중권역의 북부권은 경북 면적의 35%，인구의 23%를 

차지하여 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이다. 지난 20년간 

(1970-1990)의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영주·영풍을 제외한 북부권의 那部지역 

은 40% 이상 인구가 격감하였고， 인구밀도도 100인 이하로 떨어진 대표적인 

過流지역으로 변모하였다. 북부권은 전통적으로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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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널리 재배되는 밭 작물은 고추와 담배이다. 특히 영양의 고추는 품질 

과 생산에서 뛰어나 고추의 본고장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지역은 대표적인 

양잠 지역이었으나 노동력 부족과 수출 부진으로 쇠퇴하였다. 그 후 경북 남 

부지방의 공업화로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여 새로운 사과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표 1-1> 참조: 박영 한， 1995, p.6) 

<표 1-1> 경북의 지역구분 

권역구분 포괄 범위 버고 

경5!꺼「 τ ~-V-
안동시，영주시，문경시，상주시， 

4市

지방 
봉화，울진，예 천，의 성 ，청 송，영 덕 , 

8那
대 영양，울릉군 

권 포항시，구미시，경주시，영천시， 
경북 남부 6市

역 경산시，김천시，군위，청도，칠곡， 
지방 5那

고령，성주군 

안동시 ，영 주시 ，봉화，영 양，청 송， 2市
북부권 

의성，예천군 5那

~ 남부권 영천시，경산시，청도，고령군 2市2那

권 동부권 경 주시 ，포항시 ，울진，영 덕 ，울릉군 2市3那

역 구미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 4市
서부권 

군위，칠곡，성주군 3那

자 료 : 박영한， 1995, p. 6에서 인용 

사례지역은 과소지역인 경북 북부지방 중에서 경지율，농경지 이용형태，경영 

규모 등을 반영하는 변수를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변수로는 경지율(농경지 면 

적/총 면적)， 농경지 이용형태에서는 논 비율(논 면적/ 전체 농경지 면적) , 경 

영 규모로는 가구당 논 면적(논 면적/농가구 수)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지역 

화가 시도되었다. 산간 田作지대(경지율 15% 이하， 논 비율 40% 미만)로 예천 

군 상리면을 선정하였다. 

휴경 원인 및 토지 소유관계와 휴경지와의 관계，휴경지의 자연적 특성，재촌 

휴경농가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의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소농촌지역의 원격지 산간마을로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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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사례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과소 농촌지역 

중의 하나인 경북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즉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는 소백산맥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해발 350m 가 

넘는 산간지대에 분포하여 예천군에서는 산간오지다. 경지율도 15.8%로 매우 

낮다. 반면에 사과와 種마늘이 특화 되어 있어서 30-40대의 젊은층이 인근 마 

을에 비하여 많다. 

1993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예천군의 휴경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 

지면적의 5.04%이며，지목별로 답 36.7 %, 전 63.3 %에서 발생했다. 휴경지의 

경사도별 면적은 7% 이하가 0.2 %, 7-15%가 6.9 %, 15% 이상이 92.9 % 이 

다. 휴경 원인은 노동력 부족 70.8%, 기계화 영농 불가 22.4%, 부재지주 3.5% 

로 나타났다. 휴경 발생지역은 평야지인 풍양면은 적으나， 산간지역인 상리면， 

용문면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용어의 쟁외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용어가 서로 중첩하여 사용 

되어 개념의 혼동이 많다. 예를 들면 限界農地，遊休農地，休執地，執作빼棄地，不 

植付地，條件不利農地，中山間農地- 등이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法的 내지는 物理的인 정의와 地代論에 

입각한 경제학적 정의로 구분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9항에 따르면 ‘농업진 

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는 ‘경 

사도가 높거나1) 농지의 지형적· 토성적 이유로 인하여 농기계 작업효율이 낮 

은 일정 규모 이하2)의 농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영농의 생산성이 

낮은 농지， 농업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휴경화 정도가 높은 지역 3)의 농지， 

1)경사도는 농지의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곳. 

2)농지로서 규모가 30,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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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廢 鍵山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학적 정의에 따르면 비옥도 및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差願地代가 발생하 

지 않는 컸等地를 한계농지라고 한다(David Ricardo). 경제학적 정의에 의한 

한계농지는 현실적으로는 농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써 다만 차액지대 

만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계농지라는 용어는 법 

적 정의에 의한 것을 말한다.(임재환， 1995, 201) 

1990년에 제정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장에 ‘농업진흥지역의 지 

정·운용과 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이라는 조항에 의거 

농업경쟁력이 있는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특별한 관리 대책이 

없어 농업생산 측면에서 한계농지화되고 있다. 이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 

진흥지역 밖 농지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地帶別，지형별，土性別 농지이용 적성구 

분을 한 것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1 ，171.4천ha로 전체 농경지의 

57%인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영농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여 영농을 계속 

하여야 할 농업유지지역 (478천ha: 23%) , 산업화·도시화에 대응한 다목적 이용 

용지인 다목적 구역 (71.2천ha: 3.5%)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농지이 

용 적성구분이 어려운 유보구역 (360.4천ha:17.5%)으로 대별되며， 도시계획지역 

내에 위치하여 농지이용 적성구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261.8천 

ha(12.7%)가 분포하고 있다. 여기서 한계농지 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영농조건이 가장 열악한 용도로 구분된 유보구역의 면적으로 추정할 

경우 전체 농경지 면적의 17.5%인 360.4천ha에 이른다.(<표 1-2>참조) 

최근들어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의 상당 부분이 휴경되 

고 있고， 그 면적이 증가 일로에 있어 한계농지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고 

려하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적 이용·개발 장치를 만들어 효율 

적인 농업적 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임재환，1995， 200-203) 

3)3년 이상 휴경하고 있는 농지가 지구내의 전체 농지면적의 30% 이상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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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용도구역별 농지면적 현황(1993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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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지는 경제학적 이론의 차액지대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투기성 유휴지)로도 생기나 한계농지는 농업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유휴농 

지가 되므로 유휴농지가 반드시 한계농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차액지대가 발 

생하지 않는 농지를 한계농지라고 할 때， 개방화로 인한 경쟁력 상설로 우리 

나라 대부분의 농지가 한계농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범위가 유동적이며 경제학적 개념인 한계농지라는 용어보다 지대(地 

帶)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中山間農地 또는 농지의 자연적，사회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농지’라고 하는 것이 혼동이 적을 것이다. 

조건불리지역이란 경작하기 어려운 열등지가 대부분이어서 조방적 농업 밖 

에 안 되는 지역， 농업경제 상태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지역，인구가 매우 적 

고 감소가 진행되어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운 지역， 환경보전과 전원의 경관유 

지를 위하여 농업의 지속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 

럽의 조건불리지역은 자연지리적 조건이 열악하여 농업생산이나 타 산업활동 

이 불리한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섬완섭， 1995). 

유럽연합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 유 

형은 산악 및 구릉지로서 고도가 높아 농업활동이 심각하게 장애받는 지역으 

로 최소한의 고도가 해발 600-1 ,000m 이면서 이로 인해 작물의 생육기간이 

단축되는 지역 평균경사도가 20% 이상으로 농기계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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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크게 드는 지역， 앞의 2가지 기준에는 미달하나 2요소가 혼재되어 각각 

의 요인이 개별적으로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역이다. 두번째 유형은 인구 과소화 위험이 있고，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토양의 비옥도가 낮아 조방적인 축산에 이용되나 자연적 생산성이 

낮아 농가경제 지표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거주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활동 

에 종사하는 지역이다. 세번째 유형은 토양이 척박하고 배수가 불량한 해안지 

역， 염분 함량이 높은 작은 군도， 공공 규제로 인하여 영농에 제한을 받는 지 

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1993년 현재 유럽연합 전체 경지면 

적의 55%에 달하는 27.7백만ha 정도가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 

고 조건불리지역과 겁친 지역이 많기는 하지만 낙후지역 및 농촌개발 대상지 

역으로 분류된 면적만 하더라도 각각 유럽연합 전체 면적의 38% 및 17%에 

달하고 있다. 이 면적도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강봉순， 1995). 

중산간지역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1990년에 새로운 지역농업 유형 구분에 

의하여 변모가 현저한 지역농업의 실태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생겨난 

개념이다. 농림통계에 사용되는 지역구분으로서 종래의 ‘경제지대’를 지역특 

성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농업지역 유형’으로 대체하였다. 경지율 20% 미 

만이면서 ‘도시적 지역’ 및 ‘산간 농업지역’ 이외의 시정촌과 경지율 20% 이 

상이면서 ‘도시적 지역’ 및 ‘평지 농업지역’ 이외의 시정촌을 중간 농업지역 

이라 하고， 산간 농업지역은 임야율 80% 이상이면서 경지율 10% 미만인 시 

정촌을 의미한다. (今村奈良힘， 1995, 81-87) 

한계농지와 유휴농지라는 용어보다는 지형적，사회경제적 조건을 나타내주 

는 조건불리농지라는 용어와 농업지역적 개념이 포함된 중·산간 농업지역이라 

는 용어가 보다 명확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휴경지를 농경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1년 이상 동안 한번도 경작되지 않는 토지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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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12짱. ðr콘적 배정 

껴11절. 놓촌 과소확확 그 문져l점 

1. 과소확의 쟁의 

한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1968년 부터는 

군지역 이하의 농촌인구가 절대적 감소를 시작하여， 최근까지 급격한 인구감 

소 경향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 1970년 부터 1980년 까지 10년 동안에 전국 

평균 약 25%의 농촌인구가 감소하였다. 고도 경제성장기 후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감소가 더욱 급격해져서 대도시권을 제외한 전국으 

로 확산되어， 인구 감소율이 약 3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다. 지난 20 

년간(1970-1990) 농산촌인구의 약 50%에 해당하는 780만명 이상이 감소하였 

다(오홍석 , 1992: 7). 

과소화란 용어는 본래 1960년대 일본에서 국가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구가 급격히 유출되는 낙후한 농산어촌의 상황을 도시지역의 과밀화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사용한데서 비롯하였다(이한순， 1984). 즉， 과소화는 인구가 유 

출하여 적정인구기반이 상실된 지역의 문제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과소화는 단순히 인구희박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쇠 

퇴나 낙후가 진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지역에 

서는 노동력의 부족， 인구밀도의 저하， 고령자 비율 증가 등에 의해 그 때까지 

의 일종의 평형상태가 깨지면서 지역사회의 기초적 조건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며， 지역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과소화란 어떤 지역이 

인구의 과도한 유출에 의해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과소화는 그 내용에 따라 인구론적 과소와 지역론적 과소로 구 

분할 수 있다. (伊購獅平. 高野史男 1971: 163-4) 인구론적 과소는 인구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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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감소한 결과 당해 지역의 인구재생산이 곤란한 인구구성· 구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즉， 인구론적 과소는 지역의 인구유출-출생율의 저하-자연증가 

율의 저하-사망율이 출생율을 상회하는 상태이다. 지역론적 과소는 이러한 지 

역인구의 감소가 원인이 되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가르 

킨다. 지역론적 과소는 그 성격에 따라 다시 사회적 과소와 경제적 과소로 나 

눌 수 있다. 사회적 과소는 인구유출-지역사회의 기능 마비 지역사회의 생활 

유지가 곤란한 상태이고， 경제적 과소는 노동력 부족-생산활동 저하-자원이용 

의 조방화 또는 정지의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소화의 제유형이 근본적으 

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과 

소화의 내용이 동시에 발생한다(伊顧獅平 & 高野史男， 1971) 

과소화의 개념은 조작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과소화의 기준은 

대부분 특정한 연구 혹은 정책의 목적에 따라 설정되며， 대체로 인구론적 과 

소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지표가 이용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긴급조치 법 (1970) , 과소지 역 진흥 특별조치 법 (1980) , 과소지 역 활성 화 특별조치 

법(1990) 등 과소지역 관련법에서는 과소지역을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의해 

지역사회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市

메村’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으로 인구감소율이 1960-1980년에 25% 이상 

이거나， 20% 이상이되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16% 이상 혹은 15세에서 

35세 미만의 청년층이 16% 이상일 것과 재정력 지수가 평균 44% 이하로 하 

고 있다(김선기 임석회 1991: 34-5).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과소지역의 법 

적 지위를 구성하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 가능한 과소지역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의 과소지역 연구에서는 연평균 2 

% 이상의 인구감소율을 보이면 과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오홍석， 1980: 

61; 이한순， 1984: 41-2) , 이것 역시 연구를 위한 과소지역의 분석적 범주를 조 

작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러한 조작적 개념 정의는 과소화 

의 개념 규정이라기 보다는 급격한 인구감소율을 보여 과소화의 문제가 예상 

되는 지역의 범위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의의 근본적인 한계는 과소나 그 상대적 개념인 과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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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더욱이 같은 인구감소율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과소화의 문제가 되느냐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이므로 인구감소율 단일 지표로는 과소지역을 정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구감소율이 과소지역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됨 

은 분명하다. 

2.과소확외 연구샤려! 

과소화는 지리학， 농업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지역개발학 등에서 인구이동， 

지역격차， 지역정책적인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지리학에서 과소문제를 구 

체적으로 제기한 연구는 오홍석(1980a， 1980b, 1987, 1992)과 이한순(1984)，김두 

철 (1995， 1997) 이 있다. 

한국 농산촌의 인구감소에 관한 연구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별 인구증감을 분석하여 인구 유출지역 및 인구 유입지역을 추출하는 Macro 

Scale의 연구와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이 지역변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Meso 

내지 Micro Scale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인구유출 패턴 및 인구구 

조의 변화를 인구지리학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와 급격한 인구유출에 따른 생 

산기반 및 생활환경의 변화를 농촌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 세분 

된다. 

이지호는 지역별 인구증감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증가 5계층， 감 

소 5계층으로 구분하여 그것을 다시 절대인구 감소지역， 절대인구는 증가하였 

으나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인구 감소지역， 인구 증 

가지역으로 분류 설명하였다(이지호 1975). 이 방법론을 따른 연구로는 전국 

Scale의 이중우(1974a) ， 이지호(1983)와 충청남도 사례연구인 김재광 외(1979) ， 

강원도 사례연구인 황병렬(1984) 등이 었다.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국 Scale의 

지역별 인구증감에 관해 분석한 연구로는， 과소지역의 추출을 시도한 오홍석 

(1987， 1992)과 농촌 정주권의 개발지표 설정을 시도한 민말순 외(1991)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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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김두철은 한국 실정에 적합한 과소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과소지표의 정량 

적 기준을 설정한 후 과소지역의 시공간적 변천과 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지난 20년간 과소지역의 시공간적 변천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面을 대상 

으로 인구 감소율，가구 감소율，고령자 비율，인구밀도 등 4 가지 변수를 검토하 

였다(김두철， 1995). 

인구유출 패턴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출형태，이동의 종착지，유출 인구집단의 

선택성，유출 시기，유출 동기 등이 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관해서 

는 성별·연령별 구조， 출생율 및 인구 부양비의 변화， 세대수와 호당 인구수 

의 변화 등이 주된 세부 주제였다. 그러나，인구유출 패턴의 지역성 및 시기별 

변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농산촌의 인구유출이 해당 농촌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는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지역내 대응 양식， 잔류농가의 토지 

소유 변화， 경영규모 확대， 경지이용 패턴의 변화， 생활환경의 악화 등이 분석 

되었다(김두철， 1995). 

일본에서는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후 그 결과로 나타난 과소지역에 대한 연 

구와 정책이 1970년대 부터 많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過陳地域4)농업에 관한 

地帶類型論的 연구는 1970년대 중반 東北大學系그룹에 의한 東西比較 분석이 

었다. 靈家離村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지역농엽의 解體경향이 강한 後退型

또는 學家離村型인 西日本型과 해체경향이 완만하여 거가이촌(가족 전체가 

농촌을 떠나는 것을 뜻함)은 아니나 外地에 나가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인구를 유출시켜 온 東北型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그후 1984년에는 南

九州의 中山間 過陳地域의 실태분석이 機邊俊彦(1984) 등에 의하여 실시되어 

그곳에서는 大規模複合經營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일본의 過陳地域農業은 3地帶 類型으로 설정되고 있다. 제 1유형은 租放的

4) 일본에서는 過陳地域振興特別惜置法 第2條 第1項에 규정된 市메村의 구역이다. 과소지 

역은 1960-1975년 사이에 인구감소율이 20%이상이며， 1976-1978년의 平均財政力指數

가 0.37이하가 지정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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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慣廢의 진행이 뚜렸하고 지역농업 후퇴를 특정으로 하는 後退型 또는 西

日本型이다. 階段式짧率(경사도 5% 이상의 짧率)이 높고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옳地를 형성하는 有力한 作目이 없는 中國5)四國 및 信越의 중산간.산간 과소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지역은 높은 階段式짧率 때문에 토지조건이 나빠 

高演廢率，低賣買面積率，高借地率이라는 형태의 지역농업 후퇴를 볼 수 있다. 

제2유형은 南九州 특히 人吉益地를 典型的인 事例로 하는 集約再編型이 

다. 경영규모가 크지 않고 過陳化가 진행되었지만，제 1유형과는 달리 階段式짧 

率은 낮다. 이 유형은 二毛作地帶이고 規模據大와 複合化가 진행되어 지역농 

업의 일정한 발전을 볼 수 있고 租放的 農地演廢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낮은 

階段式짧率의 南九州 과소지역은 低慣廢率，高賣買面積率，高借地率 형태의 農地

流動化가 진행되었다. 

제3유형은 東北山村에서 나타나는 外延的 展開型이다. 이 유형은 비교적 

경영규모가 크고階段式짧率은 낮으며 舊馬盧地帶에서는 廣大한 다1林.原野를 

배경으로 옮盧도 하여，靈家離村은 비교적 적고 과소화도 완만하며 *且放的 農

地도 적다. 階段式짧率과 같은 特地條件의 차이가 後退型과 다른 두 유형(集 

約再編型， 外延的 展開型)과의 지역농업의 地域差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戰後 일본에서 과도한 인구유출로 인한 過陣현상과 지역농업의 후퇴에 대 

하여 인구감소율과 경지조건의 低位性(계단식답율의 정도)을 변수로 後退型，集

約再編型，外延的 展開型의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제 1유형(後退型 과소지역)은 

과소화에 수반되는 지역농업후퇴가 租放的 農地遺廢에 연계되는 정도가 크고 

심각하며 긴급한 대책이 요청되는 지역이다. 機邊(1985)은 일본의 中國지방의 

高觀농업지대에 특징적인 高借地率현상은 지역농업의 後退局面에서 나타난다 

고 하였다. 과소화에 수반되어 放出된 농지는 高借地率化되지만 借用者측도 

高觀化 등 노동력 조건이 악화되어 많은 농지를 경영하는 것이 곤란하여，地價 

는 싸지만 農地飯賣率은 낮고 規模據大는 진척되지 않아 과잉화되어 演廢된 

다. 野田 (1985)은 高借地率의 內實은 과소화에 의한 農地所有權空洞化6) 현상 

5) 中國지방은 히로시마，야마구치，시마네，돗토리，오카야마현 지역을 말하며，首都와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산이 많은 산악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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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이며，全面的 解體願向을 나타내는 指標로 이해하였다. (김동필 譯， 拍雅之

著， 1991, 1-11) 

3.과소확의 문제점 

지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소화가 가지는 문제는 사회적 과소의 문제와 

경제적 과소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과소의 문제는 인구 

감소가 지역의 제기능에 대한 적정한 수요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출발한 

다. 인구유출은 서비스 이용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당해 지역은 서비스 기능 

에 대하여 그만큼 立地濟在力(location potentiaD 이 저하된다. 따라서 서비스 

기능은 그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낮아지고 공급이 제한된다. 이것은 결과적으 

로 당해 지역의 생활환경의 악화로 나타나며 또 다시 인구의 유출을 조장한 

다. 더 나아가 수요기반이 극도로 약화되어 서비스 기능의 존립에 필요한 최 

소요구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서비스 공급은 중단될 것이고 당해 지역의 

잔류인구에게는 더욱 큰 생활환경의 악화가 된다. 또한 이들은 과소지역에 잔 

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이 중단된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추가비용을 부담 

하여야 하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잔류인구가 이동능력이 제한된 

노령층일 경우는 비용의 문제를 떠나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그 기능이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의 성격을 띤 것이라서 국가나 지방정부 

가 최소요구치에 미달하는 서비스 시설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재정의 비효율성 

이 발생한다(류우익， 1981: 39). 

1980년대 이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학교의 폐교 혹은 버스노 

선의 축소 등은 과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 

6) 野田(1985)에 의하면 ‘1960년대 부터 1970년대에 급격히 진행된 인구유출은 이미 終局

段階를 맞이하여 현재 殘存노동력의 老觀化(質的 低下)라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업생산력의 基轉的 구성요소인 노동력의 약화에 의한 생산력 空洞

化의 진행은 농지소유의 경제적 가치를 減退시킴과 동시에 그 경제적 實現의 가능성 

을 감소시켜 그 內實을 喪失하고 있다.’ 는 현상을 ‘농지소유권공동화’라고 표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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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이다. 인구유출，특히 청장년층 중심의 선택적 유출로 가임 여성층이 줄어 

들면서 유소년층의 인구도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학교도 자연히 그 기능이 축 

소되어 분교가 되거나 폐교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경우 잔류인구로서 취학아 

동은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타지역으로의 離村就學이나 學家離村을 하기도 한 

다. 더욱이 국민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어리기 때문에 거주분열이라는 방 

식을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를 가지므로 인구유출에 더욱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옥주， 1994).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공간적 불 

평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교육기회가 하위집단에 속하는 농촌지역 중 

에서 도시와 접경한 那을 제외한 지역은 이른바 교육위기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주변지역 내에서 林野면적이 3/4 이상을 차지하는 

山間 및 島 l뼈지역에 분포하며 인구밀도가 희박하고 대도시로 부터의 접근도가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박영한， 1984: 15). 

결국 과소화는 잔류인구의 안정적 생활을 어렵게 만들며 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이촌을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에는 공간적 이동능력이 결여 

된 廢質的 집단이 잔류자로 남는다. 경제활동 능력이 크게 모자라는 노령층과 

저학력자，청장년층이라도 질병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한 신체적 결함자， 도시생 

활에 대한 부적응자 등 사회적으로 *位에 놓인 집단이 과소지역의 잔류인구 

로 존재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지역에서 과소화가 경제적으로 낳는 일차적인 문제는 노동력의 

부족이다. 노동력의 부족은 자연히 농촌 勞貨의 상승을 가져 오며 가족의 유 

출로 자가노동력 만으로 농업생산이 어려워져 잔류농가의 생산성을 더욱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농업노동력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영농의 과학화， 기계 

화，전문화는 더욱 요구되지만 청장년층이 선택적으로 유출되고 상대적으로 폐 

질적 잔류자의 비중이 높은 과소지역에서는 그러한 영농활동을 이끌어 나갈 

선도적 집단이 부족하다. 오히려 자가노동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路靈的

영농이 지속되고 영농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집단은 토지를 임대하거나 조방 

적인 토지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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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하에서 농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토지의 공급은 이촌집단이 

남긴 토지에 의해 늘어난다. 토지의 공급증대는 경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영 

농규모의 확대를 가져와 생산성의 증대와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 온다. 반면에 

노동력이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토지공급이 증대된다 하여도 그것이 

잔류집단에게 수용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부재지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토지이용은 조방적이 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휴경화에 이르는 토지가 발생하게 된다. 과소지역의 경제적 문제에서 주 

요한 현상은 자원의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 

소 농촌지역에서 토지는 공급의 확대와 이용의 축소라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 

이게 됨으로써 비정상적인 소유관계와 비효율적인 이용의 일차적 대상이 된 

다. 따라서 과소지역에서는 임대차 농지와 不在地主의 증가와 나아가 토지이 

용의 조방화 내지는 휴경화가 예상된다. 

부재지주의 발생， 잔류인구의 노령화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원의 

격감 등이 과소농촌지역의 경지 휴경화를 이끄는 일차적인 중심고리이다. 그 

러나 경지의 휴경화는 단순히 노동력의 부족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 농가의 내재적인 요인 외에 농산물의 수요와 가격변동， 정부의 농업， 농촌 

정책， 농외 취업기회의 존재유무 등 다양한 요인들이 개재된다. 

인구가 과도하게 유출된 과소농촌지역의 문제를 잔류인구의 존재양태와 그 

들의 토지소유관계 및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과소단계에 

들어간 농촌에서 더 이상의 인구유출이 있다면 촌락의 해체， 황폐화에 이를 

수도 었다. 인구 재생산에 의한 자연증가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가 더 

이상 유출된다면 궁극적으로 촌락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과소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과소 농촌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내무부의 ‘오지개발촉진법’ (1988)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4)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표2-1> 참조) , 대상 

지역의 지정，정책 수단，지속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김선 

기 & 임석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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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한국의 낙후지역 개발 관련 법률 및 지표 

관련법률 기간 드-프1 I -1: 지 표 비 고 
현저하게 낙후된 14 지역개발 수준 시설 확충 및 개량 

오지개발 촉진법 오지 지역의 종합 측정 지표를 에 춧점을 둔 물적 
1990- 개발， 소득 증대와 요인 분석하여 작 개발 대상 : 
1999 복지향상 성한 종합지수(?) 4037ß 오지면(199이 

(약 33.7%) 
낙후지역형 개발 

촉진 지구의 지 개발수준이 다른 재정 자립도， 인구 
정과 개발에 관 지역에 비해 현저 증가율， 평균 지가， 단지 조성 사업 중 

한 규정 1994- 하게 낮은 낙후지 제조업 종사자 비율， 심의 물적 개발， 소 

(지역 균형개발 역 개발. 도로율의 5개 지표 득 증대와 고용 창 

및 지방 중소기 기존의 특정지역 중 2개 이상이 전국 출 사업 우선. 

업 육성에 관한 개발의 문제점 해 적으로 하위 5분의 

법률 및 시행령) 결. 1 미만에 속할 것. 

자료 : 김선기， 임석회， 1991, 오지 낙후지역의 개발모형 설정 및 추진 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박양호， 서태성， 양진홍， 1994, 개발 촉진 지구 지정 및 복합단지 개발 지침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과소지역은 농업경영이나 비농업취업기회 등 소득원에서 불리하고，생활여 

건도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과소지역은 식량의 공급뿐 아니라，국토환경의 보 

전，수자원의 함양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입지조 

건을 살린 특색 있는 농업을 전개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특산물의 발굴，유 

기농업의 추진 등에 의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생산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 가공 유통분야，녹색관광，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농업이외의 다양한 분 

야를 포함한 다채로운 복합적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중산간지역 

등 과소지역에서는 과소화.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담당주체의 확보가 곤란하 

고，마을기능이 저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이나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평야지역과는 다른 관점에서 특별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여기에는 중산간 

지역에 대한 특별개발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EU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 

소득보상조치와 비슷한 농업자에 대한 직접소득보조가 필요하다. 직접소득보 

조에 대해서 장기적 효과의 관점에서 부정적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과소지역대 

- 20 -



책에서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직접소득 보조는 악 

전고투하고 있는 과소지역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장기적으로 소득증대 

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박진도， 1998, 88-89) 

- 21 -



져12절 휴명확 및 놓촌토져야용어l 관한 옆구 

1. 국내의 연구똥향 

농촌의 절대인구가 감소되면서 경지이용률(식부면적/경지면적)이 동시에 감 

소하였다. 경지이용률은 도시지역에서는 변동이 많지 않으나 중부지방이나 남 

부지방에서는 감소폭이 더욱 컸다. 이러한 경지이용률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 

에 따른 작부체계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경지이용에서 노동집약적인 작물 

이 쇠퇴하는 동시에 작부체계의 단순화 경향이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 

이용률의 증감 추세는 쌀은 1980년대가 1970년대에 비해 90% 정도이나， 맥류 

는 1970년대의 30% 수준에서 1980년대에는 10% 미만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김정호 & 권택진， 1992). 

휴경지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7)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농림수산부가 집계 

하고 있는 휴경지 면적， 엄밀히 말하변 경지 중의 未植付面積을 집계한 결과 

에 의하면 1985년의 전국의 휴경지 면적은 20，200ha였으나， 1991년에는 

67，500ha로서 6년 동안에 3배 이상이 증가하여 농촌토지이용에 심각한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지역적으로 보면， 대체로 대도시 주변 및 산간지에 많이 

분포하며， 논보다 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휴경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농지의 

휴경화냐 혹은 경지의 휴경화냐 하는데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경지의 

휴경화라고 하더라도 長期間의 휴경이냐 혹은 短期間의 휴경이냐에 따라 구분 

해야 한다. 法的 地目이 농지인 경우 까지를 포함하면 농지로서 휴경화되는 

면적은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다 

농지유휴화의 원인은 첫째는，농업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非農業的인 목적으 

7) 휴경지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자료는 市道別 자료만 공식 집계되고 시군별 자 

료는 각 시군에서 휴경논 생산화시책을 위하여 휴경논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으나，전국적인 집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시도별 자료는 22，353개의 농업 

조사구에서 조사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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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轉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도시근교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둘째는 

농지의 資盧的 價f直가 상승함으로써 농지를 유휴화시킨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농지 가격이 상승하게되면 경작을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보다는 地價差益을 

기대하는 섬리가 작용하여 영농의욕이 저하된다. 實勢地價가 收益地價와 괴리 

되어 상승하게 되면 資盧的 가치에 대한 期待心理가 앞서게 되고 성실 경작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러한 유휴농지는 지가상승의 폭이 큰 도시근교에서 널리 

분포한다. 셋째는 농가 내부적인 요인으로 농업노동력의 量的，質的 低下로 인 

하여 농지가 관리되지 못하고 유휴화되는 경우이다. 토지이용 주체인 경작자 

의 입장에서 농지 유휴화의 원언을 살펴 보면 토지조건이 불량하다는 것이 

38%, 노동력 부족이 32%, 수확의 불안정이 13%, 團場이 멀어서 통작이 어려 

운 것이 12%, 전용 예정지가 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조건에 의한 경 

우는 농촌·산촌지역에서 비교적 강하며， 도시근교(경기도)에서는 전용 예정지 

가 많이 분포하여 農業外的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정 

호，권택진，1992，pp.74-77). 

향후 경작에 이용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한계농지는 優良

農地를 벗 어 나는 농지 로서 다음의 4가지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이 다. 

즉 경제적 지대가 높지 못하고， 토양·지형·수리 등의 토지 조건이 불량하며， 

재배작물에 대한 作付自由度가 협소하고，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공간적 넓 

이 (3ha) 를 가지지 못한 농지이다. 한계농지를 어떤 지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 

로 파악하느냐는 상당한 어려움이 았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토양·지형·기상 

등의 자연적·물리적 특성에 의한 土地分級(혹은 토지분류)이나 服決度 구분에 

중점이 두어 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地代·收量·通作거리·시장과의 거리 등의 

경영·경제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설명력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은 도시화·공업화를 통하여 경지의 전용을 현저 

하게 촉진시키고， 농가의 겸업기회 및 이농을 확대시켜 경지의 조방적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그 결과 경지이용율이 하락하고，농업생산에 대한 농가의 영농의 

욕이 최근 급속히 떨어져 不誠實 경작 경지 내지는 特作 빼棄의 사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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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지의 인위적 황폐화가 가속되고 었다. 우량농지는 계속적인 개량 투자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토양 악화를 초래하여 황 

폐화된다(김정호 외， 1992: 79-81). 

특히 노동력의 부족은 토지이용의 조방화·휴경화와 집약화라는 상충되는 

경지이용 패턴이 동시에 야기되었다. 즉， 선택적 인구이동으로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부녀화된 농산촌 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기계 

화가 용이하고 노동 투여량이 적은 미작 중심으로 단작화하면서도， 자녀들의 

교육비，의료비 등 가계 현금 수요의 증대로 인해 노동 집약적인 상업적 작물 

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이중의 노동력 압박은 생 

산성이 낮은 토지를 중심으로 경작 放棄를 초래한다(이문종， 1984; 안영진， 

1988;오홍석， 1992). 또한， 휴경지는 촌락 외연부의 자연적 조건이 불량한 곳으 

로 부터， 논 보다는 밭을 중심으로 발생되어(이문종， 1984), 총 경지 면적의 감 

소를 가져 왔다(오홍석， 1992; 윤여덕 외， 1983). 

도시인접 농업지역의 토지이용은 시설농업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집약도 

를 증가시키는 한편 토지이용의 조방화도 나타나고 있다. 조방화의 극단적 표 

출이 휴경지이다. 대도시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이 조방화되는 원인은 도시적 

고용기회의 증가에 따른 원주민의 겸업화와 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의 농업적 

이용가치 하락(Sinclair，R.]. ，1967)에 의한 투자 기피， 外地人의 투기적 토지소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휴경지는 사회적 휴경지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이 

정훈， 1994).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농촌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양상은 농가인구의 급속 

한 감소에서 파생된 농촌·농업의 구조적 전환이다. 휴경지는 이 변화의 중요 

한 지표여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가 휴경지 

발생 혹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여 왔지만， 휴경지 발생의 구체적 양상 

과 그 메카니즘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 서울대 대학원 

답사반에서 전북 장수군의 한 촌락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휴경화는 경지조건 

과 노동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다. 특히 부재지주의 토지 

가 보다 많이 휴경되고， 가구별로는 자가 노동력이 취약한 고령의 가구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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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 휴경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물론 농촌의 휴경화 현상은 이런 요소 뿐 

만 아니라 농촌 내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자 새로운 문 

제를 야기하는 공간적 현상이기도 하다(대학원 답사반， 1992). 

2. 외국의 연구똥향 

독일 사회지리학에서는 공간적인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指標

Ondikator)를 종종 사용한다. 사회지리학에 있어 지표의 개념은 경관 속에서 

가시화되거나 경험적 사회조사 방법을 통해 포착되는 Merkmal 또는 데이타 

(Datum)로서 이해되며，우리는 이 지표의 도움을 받아 공간구조와 공간을 각인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생활의 전형적 프로세스” 가운데 직접 파악할 수 

없는 측면들을 간접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조사，분석，해석할 수 있다. 하르트케 

는 “Index"라는 표현을 이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H따tke， 1959; 

Ruppert, 1959) 지표는 비록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공간을 형성하는데 작용 

은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결코 경관에 직접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경제적 실태와 변화를 경관에 가시적인 형태로 시현하는 것이다. 원칙적 

으로 지표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가시적인 경관 요소와 경관 변화에 적용되었 

으나， 그 후 곧 개념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非可視的인 Merkmal인 통계학적 

구조 데이타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독일 사회지리학 특유의 변형양식이다. 지표를 이용 

한 연구는 Process를 고려하며 행한 공간분석으로의 이행을 초래하였다. 문화 

지리학자들은 경관의 현상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여 이들 지표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공간구조를 창출하는 인간의 행동방식에 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농업 

지리학 연구에서는 대체로 농업적으로 이용되어 온 경작지의 사회적 휴경 

(Sozialbrache) , 草地化， 造林化 등과 같은 현상의 형태로 지표가 발견되었다. 

이 현상들에 대한 이해는 대체적으로 겸업농민에서 순수한 공업노동자로의 변 

화와 관련된 행동양식으로 환원될 수 있었다. 

특히 자주 분석되고 있는 지표는 H따tke(1956)와 Ruppert(1958)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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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的 休執地이다. 사회적 휴경은 토지이용을 하는 집단의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휴경화되는 현상이다. 사회적 휴경은 실제적이든 현상적이든 간에 언 

제나 과거 경영집단의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적 안정성의 획득， 또한 대개는 

인구 수의 증가 등을 수반한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구감소에 따라 발 

생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적 휴경은 비록 형상의 측면에서 거 

의 유사하게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인구집단의 감소， 유출， 그리고 취락 

의 放棄 등으로 그 원인이 소급되는 執作(地)放棄(Flurwüstung)와는 본질적으 

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작방기에 비해 사회적 휴경은 무엇보다도 과거 

겸업인구(제 1종 및 제2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공업화가 뚜렷 

하게 진행될 때 나타난다. 공업 부문에 취업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이 확보되 

고，겸업 농민층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들은 생계를 점차적으로 공 

업부문에서만 찾게 되며， 그들의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던 제2의 支柱인 농업 

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이용해 온 경지를 휴경하게 된다. 휴경 면적의 크기는 

공업노동자와 소수 잔류 전업농가 사이의 분해를 유발하는 사회적 구조변동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종종 사회적 휴경에 앞서 노동과 자본의 조방화가 진행 

되는데， 이러한 조방화 현상은 다시 지표의 도움을 받아 관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통계를 통해서도 구명될 수 있다. 조방화에서는 소 사육 농가 수 

의 감소(소농적 및 영세농적 경영단위에서 소 사육의 포기)， 초지를 대체하는 

독물 작부의 확대(노동집약적 젖소 사육에서 노동조방적 곡물 경작으로의 전 

환)， 과수 재배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수확 작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으 

로 해서 발생하는 과수의 황폐화 등이 문제된다. 

이전부터 농업적으로 이용되어 온 경작지의 造林化(Aufforstung)도 이러한 

지표의 범주에 속한다. 조림은 토지이용의 현저한 조방화를 암시하는 것이며， 

사회적 전환기에 동일한 성격의 행동을 나타내는 사회지리학적 공간을 분석하 

고 구분할 때，사회적 휴경이라는 지표를 대체할 수 있다. (Hartke, 1959 :p.433). 

이러한 조림 현상은 소농계층(제 1종 ，제2종 겸업농가)이 공업노동자층으로 전 

환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Frankenberger， 1960). 그러므로 “林地

化" (Verwaldung)는 인구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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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집단의 생활수준 향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생계는 전적으로 공업노동에 의탁하게 되고 농업부문에서의 겸업이 더 이 

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기능을 농업용지 

는 광범위하게 森林化된다. 

좁은 의미의 경관적 지표 이외에 통계적 데이타도 공간적 기능 및 Process 

의 발달을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이미 일찍부터 연구되었다. 

J하kel은 Alsfeld 사례지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어떻 

게 村外執作者(Ausm하rker)의 침입이 가능하게 되며 이때 특히 인접 촌락의 

농민들이 새로운 토지소유자로 등장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J값el， 1953; 

Maier et al., 1977). 

사회적 휴경이란 용어는 1950년대 독일의 고도 성장기에 非農業 흩購機會 

가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暴業農家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휴경 현상을 두고 

독일의 Krocker，U.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뒤 1956년 H따tke，W.에 의해 명확 

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다. Hartke는 1950년대 독일 농촌에서 취업구조가 비 

농업부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전의 경지가 휴경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 

것은 중세의 삼포식 농업에서 나타나는 휴경과는 다른 맥락에서 연유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휴경이라 하였다(Hartke， 1956). 그는 이러한 사회적 휴경 현 

상을 고도성장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대표하는 지표로 인식하였다. 

Wild는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개별농가 수준에서 휴경지가 나타나게 

되는 메카니즘을 가설로서 제시하였다(Trevor Wild. 1983). 사회적 휴경은 家

口主의 겸업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家族農의 형태를 띠는 小農家口의 경 

우， 家口主의 生陣週期에 따른 家口內 가구원간의 직업 분화도 휴경지를 발생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대만은 전체면적의 74%가 산지면적으로 지형조건이 열악하며， 1994년도 산 

업별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 총생산) 구성은 농업이 3.6%，공업이 

37.6%，서비스업이 59.1%를 나타내어 대만경제는 상공업 위주의 경제체제로 변 

화하였다.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도 진보했고，이에 따른 

농업구조 조정도 이루어졌다. 대만의 농지구조 변화에서 보편적인 현상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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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비농지로 전용된 것인데 대부분은 도시근교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우량농지의 전용이 이에 속한다. 대만경제는 1960년대 후반이 전환기였다. 공 

업이 발달하면서 비농업용 토지의 수요가 증가했고，이에 따른 토지투기도 만 

연했다. 농업경영조건이 불리해지면서 유휴농지도 증가했다. 농지의 휴경원인 

은 경지 자체가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여 경작에 부적합 경우가 전체 휴경면적 

의 10%이다. 1973년 전세계적인 에너지와 식량위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상 

대적 조건은 불리하면서도 국내 농업노동력의 임금과 농업용 자재가격은 상승 

하여 농민들의 수익이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이에 일부 농민들이 농지를 방치 

하여 휴경된 면적이 전체 휴경면적의 20%이다. 이외에 투기적 농지 방치와 

공업화，도시화 과정의 휴경이 있다. 

개간지역 또는 비농지가 농지로 전용된 내용을 보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 열등농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한계농지의 개 

발이 대만의 전체 경지면적을 확대하는데는 기여했으나 농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오지는 못 하였다(형作奎， 1995,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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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3절 휴-명확 분석외 ól론적 틀 

1. 地代理論과 휴정 

순수 경제학적인 개념인 한계농지가 바로 휴경지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 

만， 삼포농업에서 행하는 자연적 휴경지가 아닌 오늘날의 휴경지는 경작의 

경제적 한계 즉 한계농지 밖의 토지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휴경지 발생 메카니즘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는 古典的 地代이론이 유 

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고전 지대이론에 따르면 한계농지는 시장 

가격이 생산가격 즉 생산비와 평균이윤의 합과 같거나 그 이하일 경우에 발생 

한다고 한다. 이때 생산비의 정도는 리카르도의 경우 토지 비옥도의 차이(비 

옥도 지대)， 튀넨의 경우는 시장으로 부터의 거리 차(위치 지대)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보았다. 현실에서의 한계지 성립은 비옥도와 거리 두가지 요소가 동시 

에 고려된다. 그런데 위치 지대는 어떤 경향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비옥도 지대는 사실상 개념적으로 가능할 지는 모르나 현실에서 

경작의 한계 설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우기 단일 작물에 대해 비옥도를 기 

준으로 한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작물에 대해 동일한 비 

옥도 조건을 가지고 한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즉 어떤 작물에 대해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지라 하더라도 다른 작물로 대체할 경우 지대 성립 

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대용원리 Caltemative use theory)를 고려해야 한다. 

고전적 지대이론에 근거한 한계농지의 성립은 토지 속성을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의 의사결정 주체인 농가는 다양한 토 

지 속성을 가지는 분산된 필지를 보유하면서 다수의 작물을 복합적으로 경영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옥도 외에도 보유 경지의 분산 정도와 농가 

에서 경지까지의 거리도 농가의 전체 생산비의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 

일 경지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 농가에서 멀리 떨어진 경지의 생산비는 상대적 

으로 높게 평가될 것이다. 한편 분산된 필지에 복합경영을 추구하는 농가경영 

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방식 여부는 사실상 가용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합리적 

- 29 -



배분 과정에서 결정될 수 었다. 즉 농가는 이용가능한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정도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되고 그 틀 안에서 작물간 경합 관계와 시장 조 

건을 고려하여 각 필지의 토지 이용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절대 

적 의미에서 생산비가 많이 드는 열등지가 아니더라도 한계농지가 될 수 있 

다. 

2. 가족농의 -청져l 원려확 휴정 

가족농(farnily f따m)은 호주와 그 배우자 및 그 존비속 그리고 그들의 배 

우자들로 구성된 가족이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직접 경영하는 농업을 말 

한다. 농지가 상대적으로 희소했던 1970년대 까지 농가의 문제는 자작농의 농 

지 소유와 이의 확대 여부에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농이 급증 

하면서 임대차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부터는 농업경영자의 

노령화， 농업노동력의 부족，영농승계자의 급격한 감소 등에 의해 가족농의 존 

립 기반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가족농의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가족농의 농지가 다음 세대에 승계되지 못하는 경제적 이유는 가족농의 농업 

경영이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거나 비농업부문의 기회비용이 커서 농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소유가 비경제적일 경우 중의 하나이며 이는 가족 

농 체제의 위기를 의미한다.(정기환，1993 ， 7-8) 

수출지향적， 공업화 우선의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규정되는 한국의 공 

업화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과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개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1970년대초 부터 농공간 성장 격차가 커지게 되고 

농가 인구는 대도시로 대거 이동하게 된다. 

공업화 우선의 경제개발로 농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업소득의 한계 

론이 등장한다. 이는 농가인구가 감소해도 농가의 경작규모가 기대한 만큼 나 

타나지 않고 농산물 가격의 지지에 의한 도농간 균형소득 달성도 물가정책과 

의 상충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외취업에 의한 

농외소득론 또는 농가의 겸업화론이 농업중심 농정의 대안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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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겸업농화는 농가의 증가하는 가계비 지출을 농외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농외소득 증대로 도농간의 균형소득을 이룰 수 

있고， 도농간의 소득균형이 이루어진다면 농가는 안정된 상태에서 영농을 계 

속할 수 있게 되며， 비농업 부문 즉 근대적인 산업 부문은 농가로부터 싼 노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겸업농 정책 또는 농촌공업화 정책은 경제정책의 큰 틀 안 

에서 농가와 농촌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과도한 이농을 초래하여 

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 특히 농촌의 경제 주 

체인 농가의 성격을 변화시켜 농가의 영농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즉 생산성 높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농가인구가 선택적으로 이농하기 때문 

에 농가인구과 경영주가 고령화되고 농가 가구원수가 감소하며 농가의 가구 

형태를 접차 핵가족화한다. 농가 가구의 핵가족화는 농가의 승계 단절로 농가 

가 당대에서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영농 후계자의 감소로 

농가호수가 급격히 감소하나 경영주의 고령화와 가구원수의 감소， 핵가족화，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 농가 가족구조의 변화로 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기대 

한 만큼 증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농지의 임대가 증가하고 자작농적 농가 

의 성격은 점차 임차농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게 된다.(정기환，1993 ， 11-13, <그 

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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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이농과 농외취업이 농가 성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자료: 정기환， 1993, p. 13인용 

그러나 농촌에 남아 있는 가족농은 경영주의 노령화와 농가 가구원수의 

감소， 농가 노동력의 감소 등으로 인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며 가족농의 경지규모 확대의 한계성으로 인해 많은 농지는 가족농 

이 아닌 새로운 경영체에 의해 경작되거나 유휴지화하게 된다. 즉 산업화에 

의한 과도한 이농과 농외취업 등으로 가족농은 가구원수의 감소， 가구원의 농 

령화， 가구 형태의 변화를 맞게 되어 가족농의 영농활동은 크게 약화되고 가 

족농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임대농지는 농지의 농업적 이용 증진과 규모의 경 

제에 의한 효율적인 농업경영체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 

족농이 아닌 법인체 또는 기업농으로 의해서 경작되게 된다. 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쇠퇴로 불가피하게 기업농이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농 

은 대형 농기계 이용이 가능한 평야지대에서나 가능하고 산간지대는 가족농의 

소멸로 인한 농경지의 휴경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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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가족농의 성격변화 

가족농겸자작농 자작농의분화 

농가의인구학적구조변~ 

농가의노동력구조변화 

농업기술변화 

자료 정기환 1993 p. 13 재인용 

이 농 

농외취업 

자작놈 -[ 
전업적자작농 

겸업적자작농 

王 전업적임차농 
임차농 

겸업적임차농 

기업농 f 
생산자조합 

특수법인 

주식회사 

자본주의 기업농과 가족농은 경제 원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후자는 총소득 극대화를 추구한다. 따라 

서 비용 구성에 있어서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기업농의 비용 범 

주에는 토지 용역， 농기계 등의 고정 자본 비용과 농약， 비료 등의 가변 비용 

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비와 투자분에 대한 이자율과 감가 상각비 등이 포함되 

어 있다. 이에 비해 가족농의 비용 범주는 당해 생산년도에 투입된 가변 비용 

만이 생산비로 간주하고 있어 가족 노동력의 자기 노력분에 대해 정당한 비용 

평가 없이 소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가족농은 자기 노력에 대 

한 대가를 생산비로 포함시키지 않고 가족 노동력의 완전 消盡을 통해 總所得

極大化를 추구하기 때문에，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大經營에 의해 騙逢되 

지 않고 高度 자본주의 단계에서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은 그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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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 발전하지 않고 가족노동력을 이용하는 

小農的 특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 소농경제학파의 주장이다. 농가가 농업을 

경영하는 1차적인 목적이 농업으로 부터 이윤을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의 생계를 유지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Scott,1976) 

차아노프(Chayanov，1986)를 비롯한 小農 경제론자들에 따르면， 가족농의 농 

업경영 소득 크기는 自家 노동력 조건과 가계비 규모의 함수로 결정된다. 즉 

가계비 규모가 클수록 농업경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소득 규모가 커지며 따 

라서 경영 규모나 토지이용 방식은 소요 가계비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 

나 농업소득은 필요에 따라 무한정 늘어날 수 없고 기본적으로 가족 노동력 

규모에 의해 규제된다. 그런데 가계비 규모와 노동력의 규모는 가족 생애주기 

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가족 구성이 단순한 가족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력 크기도 작지만 필요한 가계비 규모도 작기 때문에 농업 경 

영규모가 작은 반면에， 가족 생애주기 상의 확대기에 갈수록 가계비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노동력 규모도 커서 경영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소농의 

농업 경 영 규모의 변화가 농가의 인구적 변화， 즉 가족의 생성 발전과 연관되 

어 있다.(정기환，1993， 40-41) 

이러한 소농 경제 원리는 농업 노동력의 유출이 극심한 산업사회에 대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농촌의 청장년층의 유출이 극심한 현실에서 가족 생 

애주기에 따라 가족 구성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 노동력 

은 거의 경영주 부부에 한정된다. 따라서 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력 크기 

차이는 사실상 경영주 연령에 따른 선체적 노동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농가의 경영규모나 토지 이용방식은 경영주 연령을 지표로 한 

가족 생애주기에 따른 소요 가계비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농의 특성과 관련해서 농지를 휴경화하는 메카니즘을 살펴보 

자. 여기서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지대이론에서나 소농 경제학자들은 농가경 

영의 내부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농업 경영은 농업 외부 

와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휴경지 발생 과정을 

농가의 농업경영 내부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경우와 비농업과의 경쟁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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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경 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선 가족농은 자기 노동비를 비용 범주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농지 

가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服決度나 경지조건이 극도로 불량하지 않 

으면 휴경지 발생이 어렵다. 그러나 농가의 노동력 조건이 컸惡할 경우 상대 

적으로 우량농지라도 휴경시킬 수 있다. 특히 외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인구감소가 큰 과소 농촌지역에서 자가 

노동력 조건이 열악한 농가를 중심으로 휴경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때 경지 조건은 휴경화 여부를 고려하는데 절대적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 

한 메카니즘을 통해 발생하는 휴경지는 고전적 지대이론에서 말하는 순수 한 

계농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같은 과소 농촌내 동일한 조건의 경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휴경지가 되는데는 농가의 내부적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기서 농가내부 

조건이라 함은 일차적으로 가족 노동력의 규모에 의해 지배되는 가운데 농가 

의 경영 부문간 경쟁을 말한다. 즉 농가가 소득 확대를 추구하는 가운데 보다 

수익성이 높은 경영 부문에 주력함으로써 경지조건이 불량한 경지를 선별적으 

로 휴경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휴경지는 농업 내부에서 노동 기회비 

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따른 휴경지 

는 외부 노동력의 활용이 어려운 과소 농촌지역일수록 그리고 경지조건이 불 

량할수록 발생빈도가 크겠지만 순수 한계 농지에 비해 촌락내 노동력 조건이 

나 경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농업과 비농업간의 경쟁 관계에서 휴경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비농업과 농업 사이에 노동력을 둘러싸고 경쟁하 

는 경우이다. 가족농의 구성원은 항상 농업 소득과 비농업 소득간의 기회비용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농업 소득 기회가 있고 그 소득이 클 경우 그에 

따라 가족내 농업노동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비농업 소득만큼 가 

계비 확보를 위해 농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소득도 줄어 경영 규모의 확대나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농업 취업기회가 많은 

도시근교나 공업지대 주변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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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농가의 농업경영 의욕이 떨어져 조건이 불량한 경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휴경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곳에서는 농가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즉 가족 구성의 변화 없이도- 농업노동력 부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 

다. 이 경우도 앞의 경우에 비해 경지조건은 엄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양호 

한 경지라도 휴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거치는 휴경지는 일찌 

기 전후 독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이른바 사회적 휴경 

지에 해당한다. 

둘째 토지를 둘러싼 농업과 비농업간의 경쟁 관계에서 휴경되는 경우이다. 

이는 토지 기회비용에 의해 발생되는 휴경지로 당연히 도시 주변지역에서 집 

중되어 나타난다(Sinc1air， 1967 : Bryant, 1982). 도시적 용도로 개발이 예상되 

는 토지는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 보유에 따라 기대되는 자본 소득과 농업 경 

영 소득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농민의 농업 경영 의욕이 감소하는 가 

운데， 조금이라도 노동조건이 나쁘면 묵힐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휴경지가 발 

생하는 빈도는 도시적 용도로의 전용이 예상되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Bryant,l982). 따라서 그 발생 빈도는 도시와 바로 인접한 곳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人寫慣廢의 내용을 都市的 慣廢8)라고 한 

다.(김동필 역， 拍雅之 著， 1991, 14-16) 

3. 도시주변지역 농지의 휴정확 요인 

도시주변지역 농지의 휴경화 현상 가운데는 지대이론이나 가족농의 노동력 

구조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von Thunen의 고립국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농업입지론에 의하면 도시에 근접할수록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이루 

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경작이 방기되거나 휴경화하는 현상들은 앞에서 논의한 

이론들 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지대적 요인이나 가족농의 특성들 

이 토지이용을 휴경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도， 도시주 

8) 工場用地，道路鐵道用地，毛地 등으로의 전환을 말하며，이 도시적 궤폐는 植木이 

나 농지의 조방적 이용과 같은 組放的 演廢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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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역 농지의 휴경화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농촌지역 혹은 산촌지대와는 다른 

공간적 힘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도시화의 영향을 일반화할 수 있는 

도시주변지역 농업경영의 지역적 특질이다. 

이러한 도시주변지역 농지의 휴경화는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업경영의 안정 

성이 매우 약하다는데 기인한다. 우선 농업적 토지이용과 비농업적 토지이용 

의 경쟁에서 현재는 농업적 토지이용이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여 

도 그 관계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그림2-3 >에서 볼 수 있을 듯이 택 

지개발，공장이전，공공시설 입지 등으로 인해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적 용도의 

지대곡선이 외곽으로 이동할 경우 농업에의 투자는 곧 손실을 의미한다. 따라 

서 지대곡선의 이동가능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조방적이거나 경작이 방기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대콕선의 이동가능성은 도시에 근 

접할수록， 그리고 택지개발이 용이한 지역일수록 더 높다. 그런데 적은 비용으 

로 개발이 가능한 즉 개발이익이 높은 지역은 대개 농업적 토지이용에도 적 

합하다. (Sinclair,R, 1967, 72-87) 

〈그림 2-3> 도시주변 농지의 입찰지대곡선과 토지이용의 변화 

:;\1 [H 
비농업적 토지이용 

농업적 토지이용 

도시 도시주변농지 거2.1 

도시주변지역 농업경영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농업부문의 취업기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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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주변지역의 주민은 비농업부문의 취업 또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집약 

적인 농업경영， 두 경제활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 

다. 투자행위에서 위험 (risk)를 최소화하고 수익 (revenue)을 최대로 하는 일종 

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도시주변지역의 농업경영은 적어도 비농업 

부문의 취업을 통한 소득을 상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업 

활동은 비농업부문의 취업 또는 종사에 비해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상당 

한 위험이 따른다. 농업부문은 비농업부문에 비해 상품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반면 자본의 순환이 느리고 환경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풍부한 비농 

업부문의 취업기회는 농업부문의 임금상승을 압박한다. 따라서 도시주변지역 

에서의 농업경영은 일반적인 농촌지역이나 산촌지대에 비해 더 많은 기회비용 

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기회비용은 농업을 기피하게 만들며 토지이용 

의 측면에서 경작을 방기하거나 휴경화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도시주변지 

역의 농업경영은 집약적인 원예농가， 탈농지향적인 겸업농가， 자산관리 차원에 

농지를 보유하되 경영하지 않는 부재지주 또는 재촌탈농 비농가 등으로 구분 

된다. 

4. 휴정확의 요인과 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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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토지이용변화의 예상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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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이무용. 백선혜， 1997 “전북 무주 • 장수군의 토지이용 변화와 지역발전의 

전망" Terra Incognita, vo1.2, 39-44,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농촌의 인구유출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는 휴경화， 경작방기와 같은 비생산적 토 

지이용과 생산적인 토지이용으로 구분된다. 생산적인 토지이용은 전통적인 농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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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지역과 작물구조를 변화시키는 지역， 관광여가와 같은 3차기능 도입지역으로 구 

분된다. 상업적 집약화와 관광여가기능의 도입이 반드시 지역발전과 소생으로 연결되 

지는 않는다. 상업작물의 경우 상품화에 실패할 경우는 부채가 늘어나고 관광여가기 

능을 경영하거나 고용된 사람이 대리농업이나 경작방기 휴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표 2-4> 참조) 

〈표 2-2> 휴경지의 지대별 구분 

T 。r 숭 딩1 F「三 1.-1 분류 기준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지가가 비싸고， 기대수익 

도시근교형 
이 높다. 

。도시하수로 인하여 농업용수가 오염 

。高勞貨으로 농업수지 채산이 맞지 않음 

。농업용수로의 상부에 위치하여 소규모로 산재 경지율 30% 

농촌평야형 
。저지대로서 상습적인 침수 피해 이상 

O 마을에 인접되어 채소， 대지 및 공공시설 계획 논비율 70% 
지등 이상 

。경사가 비교적 급하며 경토심이 중간 정도이 

중산간지대형 
다. 

경지율 15-30% 
。경지는 손가락형의 계곡에 위치 

(中山間地帶形)
。용수원은 취입보， 관정， 소류지 등으로 심한 한 

논비율 40-70% 

발에는 고갈된다. 
。도로 및 용수로 시설 미비 경지율 15% 

산간오지형 。경운기 진입의 어려움 이하 
(山間典地形) 。경지의 필지규모가 작고 필지수가 많다 논비율 40% 

。농가 인구가 적다. 이하 

자 료 : 이 한방， 1991, 281-282 

휴경지는 발생지역에 따라 도시근교형，농촌평야지대형，중산간지대형，산 

간오지형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휴경지는 농촌평야지대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계화가 용이하고 경작조건이 양호하여 휴경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도시근교지역은 자산소득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나 토지이용의 

급변으로 인한 일시적 휴경이 많다. 그러나，인구유출이 격심하였던 원격 

지 산간오지로 갈수록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영농조건이 불량한 경지 

와 이농한 사람들이 남기고 간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휴경현상이 광범위 

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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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휴경지의 발생원인별 구분 

유형별 정 의 발생 배경 

경사도， 고도， 도로교통， 토양조 

산록경사지， 경사도 15%이상이거 
건불량 등으로 영농조건이 불리 

경작불리지 하여 생산비 과다발생 및 노동력 
나 고도 300m이상의 고지대 또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조한 농지， (觀作不利地)
는 4급지 이하의 경작불리농지 

농업경영부문간의 경쟁에 의한 

경지조건불리지의 휴경 

일시적으로 경작이 포기된 농지 
대도시 주변 부재지주 농지 

일시유휴지 
재벌소유 비업무용 농지 

대도시 근교의 공해업소 주변의 

환경적으로 경작불능 또는 포기 
환경오염 농지 

경작포기지 
공단 기타 산업시설 주변 영농에 

(排作fJ11J棄地) 지 
부적당한 농지 

산간오지의 농지 

자 료 : 이 한방， 1991, 281-282 

휴경지는 발생원인에 따라 경작불리지，일시유휴지，경작포기지로 구분된다. 

휴경화는 농업내부적인 요인으로 인구유출에 따라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는 것이 휴경화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휴경지는 경작에 불리 

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 노동력의 부족 -> 경작 조건의 
불리 -> 부재지주의 소유와 같이 먼저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이 
휴경화의 일차적 조건을 제공하고， 이어서 경작조건의 불리가 휴경화의 이차 

적 조건이 되며， 부재지주의 소유라고 하는 토지소유 관계가 휴경화를 유도하 

는 또 하나의 조건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조건이 일 

방적이지는 않으며 상호 복합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과소 농촌내 동일한 조건의 경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휴경지가 되는데는 농가의 내부적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기서 농가내부 

조건이라 함은 일차적으로 가족 노동력의 규모에 의해 지배되는 가운데 농가 

의 경영 부문간 경쟁을 말한다. 즉 농가가 소득 확대를 추구하는 가운데 보다 

수익성이 높은 경영 부문에 주력함으로써 경지조건이 불량한 경지를 선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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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휴경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휴경지는 농업 내부에서 노동 기회비 

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따른 휴경지 

는 외부 노동력의 활용이 어려운 과소 농촌지역일수록 그리고 경지조건이 불 

량할수록 발생빈도가 크겠지만 순수 한계 농지에 비해 촌락내 노동력 조건이 

나 경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농업외부적인 요인으로 대도시주변농지의 지가상승 기대에 의한 경지의 조 

방화，휴경화현상이 있고，농외소득기회의 증가로 인한 탈농지향의 겸업농가에 

의한 휴경이 나타난다. 

〈그림 2-5> 휴경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변화 

도농간의 소득격차， 교육기회 격차 

공동체 

문화 
붕괴 

경제 

기반 
열악화 

경관 
악화 

연
 해
 대
 

자
 재
 
증
 

자 료 : 池永正人， 1992, p430에서 인용. 

스위스의 알프스산촌의 社會的休閒地문제를 연구한 것에 따르면 스위스의 농업취 

업인구는 1955년에 42만명이 1985년에는 13만명으로 약 70%나 감소하였다. 인구감소 

의 제1원인으로 도시와 농촌，농업과 타산업，산지농업과 평지농업，소규모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소득격차가 4중으로 중첩되어 있다. 스위스농촌도 인구유출로 인한 고령화，농 

업후계자 부족으로 휴한지가 증가하고 농업경영방기에 따른 경제기반의 취약화，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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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화，雪빼 • 화재 • 土石流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공동 

체문화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관광지개발을 위한 경관보전의 펼요성이 증가하 

면서 거주환경정비가 추진되었다.(池永正人，1992， 413-432) 

이상의 연구사례로 보아 휴경지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단지 농촌， 농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기회의 격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촌인구의 격심한 이출이 유발되고 한계농촌부터 피폐화 

되기 시작하였다. 인구유출로 인한 원격지 산간마을의 휴경화과정과 유형 및 

요인，휴경농가의 특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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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4절 휴정 ^I 애l 대한 국가의 대응 

1.외국외 휴정 ^I 쟁책 

1) 홈경억제정칙 : 조검불러11역샤업 

條件不利地域(Less Favored Areas)은 유럽에서 농업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추진 

된 지역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各國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최근 

농업정책의 특징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즉 환경보전 기능과 국토관리 기능을 강조하 

고 있는 점이다. 농업이 단지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생활의 수단 

으로 파악하여 농가를 국토관리와 지역사회 형성의 주체로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조류 

가 형성되었다. 이 조류의 구체적인 표현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나타 

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오면서 유럽의 농업구조가 크게 변모하여， 즉 소농이 대폭 

감소하고 대농의 비중이 성장하여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지역의 空洞化 현상이다. 

농업 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지역사회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구규모마저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붕괴될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이다. 이 대책의 기본목표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영 

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수의 최소수준을 유지하고 농촌을 보전하는데 

있다. (김기혁，1999， 42-43) 

지난 수십년 동안 유휴 및 한계농지 문제를 고심해 오면서 대책을 추진해 

온 유럽연합(EU)과 스위스의 경험을 검토해 보자. EU의 한계농지 활용의 기 

본정책은 생산 농산물의 가격지지 정책 보다는 농업종합개발 방식인 낙후지역 

개발과 농업과 관광，환경보호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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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산지가 70%로 경지조건이 원천적으로 열악한 스위스는 산악유 

지정책의 일환으로 한계지역 거주농민에게 직접지불정책(소득보장，면세 등)을 

통한 소득보조로 산간지 농업을 유지하여 작물 재배지，목초지 및 관광자원으 

로 활용하고 있다(강봉순， 1995: 8). 

EU諸國은 조건불리지역에서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환경농업을 권장하고 이 

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U의 영국，독일，네델란드 등을 포함하 

는 先發 107~국은 평균적으로 전체 농경지의 39%를 산간 및 조건불리지역으 

로 지정하였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는 41%에 달한다. EU위원회가 정 

한 산간지역의 지정요건은 標高가 높아 기후조건이 열악하여 작물의 생육기간 

이 짧은 곳， 표고가 비교적 낮은 곳이라도 경사도가 급하여 기계 사용이 어려 

운 곳이다.유럽연합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 

용하기 어려운 갯等地로 생산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곳， 농업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평균보다 낮은 곳， 주민들이 주로 

농사에 종사하며 인구밀도가 낮은 곳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해당 지역 

의 생활이나 거주가 위협을 받는 곳으로 규정하고 지정하였다.(오호성， 1995, 

254)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나타난다.일본에서는 유럽 선진제국과 같 

이 이른바 조건불리지역(중산간 농업지역)에 대한 문제가 농정의 주요 정책과 

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농업，임업 등의 산업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또 국토보전 및 지역환경의 유지라는 지구환경 문제의 일환으로 

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일본의 농업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택지율이 높 

은 지역， 경지율이 높은 지역， 임야율이 높은 지역 등으로 유형화되고 지역농 

업의 기초적 조건의 동질성에 의해서， 도시적 농업지역， 평지 농업지역， 중간 

농업지역， 산간 농업지역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중산간 지 

역이란 중간 농업지역과 산간 농업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산간지역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총 토지면적에서 중간 농업지역이 전국 

의 32%, 산간 농업지역이 36%로서 중산간지역 합계가 68%라는 압도적인 비 

율이다. 반면에 총 세대수는 14%, 총 인구는 15%에 불과하다. 한편， 농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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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중간지역 31%, 산간지역 12%, 합계 43%이고 농가인구는 중간지역 29% , 

산간지역 11%, 합계 40% 이다. 경영 경지면적은 중간지역 31%, 산간지역 

10%, 계 41% 로서 중·산간지역은 농업 관련 기초적 자원량으로 보면 전국 농 

업지역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업농가 중에서 남자 생산 

연령 인구가 있는 농가 비율， 동거 후계자가 있는 농가 비율， 65세 미만의 농 

업 취업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반면， 소유지에서 유 

휴농지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윌등히 높다. 즉， 휴경농지 면적율이 전국 평균 

7.5% 보다 중산간지 역 은 9.1%-17.7%로 높다. 따라서 경 작지 는 감소하고 휴경 

농지는 증가하며 농업 관련 자원관리 능력의 저하와 관리 시스템의 붕괴가 우 

려된다. 일본에서는 중산간지역 대책으로 1960년대 부터 ‘山村振興對策’， ‘過

願地域對策’ 등 각종 지역진흥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농업기반시설 

이 정비， 신작물·신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1993년에는 ‘特定農山村法’을 제정 

하여 市메村 단위의 ‘농림업 등 활성화 기반정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지역여건을 살린 농업생산 기반정비，생활환경과 부합되는 생산기 

반의 정비， 생산환경 고도화를 위한 시설정비， 각종 금융 및 경영지원， 都·農

交流 촉진사업， 농지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보전사업 등이다(今村奈良뭄， 

1995). 

일본의 중산간지역은 국토면적의 약 7할을 차지하고 있으나，여기에 총인구 

의 15%만이 거주하고 있다. 중산간지역에서는 인구유출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의 자연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市메村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 

다.( <표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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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 일본의 중산간지역 

총 면적 
총 시정촌수 

총 인구 인구자연감소 

(1990) (1990) 시정촌수 
(만 ha) (1995) 

(만명) (1995) 

@전국 3,712 3,235 12,361 1,915 

@중산간지역 2,547 1,757 1,831 1,412 

(î)/CD (%) 69 54 15 74 

資 料 : 農林水塵省農業센서스J，生塵農業所得統計J，鋼地 및 植付面積統計」

註 : 農業就業人口는 판매농가 기준임. 

고령자 비율 

(199이 
(%) 

12.0 

17.8 

중산간지역의 농업은 농업조생산액，농업취업인구，경지면적 등에서 전국의 

4할 前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농업생산조건，사회경제적 조건이 

불리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행，농업종사자의 약체화， 기반정비의 낙후 등 

으로 경작포기지율이 전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간적 농업종사자 

의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경작포기지의 발생이 높다.(<표2-8> 참조) 

< 표 2-5 > 일본에서 중산간지역 농업의 비중(1995년) 

농업 조생산액 농업 취업인구 경지면적 경작포기지율 

(억 엔) (만명) (만ha) 

CD 전 국 105,846 414 504 

@ 중산간지역 38,913 161 209 
(î)/CD (%) 37 39 41 

資 料 : 農林水塵省農業센서스J，生塵農業所得統計J，鋼地 및 植付面積統計」

주 : 농업취업인구는 판매농가 기준임. 

(%) 

3.8 

5.2 

중산간지역은 규모확대에 의한 생산력 향상에 한계가 있지만， 식량공급을 

비롯하여 국토환경의 보전， 수자원 함양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지지역과는 다른 관점에서 시 

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중산간지역은 평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건불리 

지역으로서 휴경지율이 높아 지역사회의 유지가 어려워서 새로운 시책으로서 

소득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EU에서 실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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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贊反 兩論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김태곤， 

1998, 21) 

먼저 직불제 도입에 적극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중산간지역은 

경사지가 많고 농지도 협소하고 분산되어 있는 등 생산조건의 측면에서 평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적절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때 국토환경보전，수자원 함양 

등 경제외적 가치가 생산될 수 있다. 이 가치를 국민 다수가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여를 하는 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농업수익성 

이 낮고 겸업기회도 불리한 중산간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의 진흥，생활환경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주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직 

접적인 소득확보에 기여하는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불제 도입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U에서는 

이미 규모확대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일본과는 조건이 다르다. EU형 직불 

제를 그대로 도입하면 영세한 농업구조를 온존시키고 농업자의 생산의욕을 감 

퇴시킬 우려가 있다. 다양한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에서 농가만을 

지원하는데 대해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고，<표 

2-9>에서와 같이 작목구성.토지이용의 측면에서 평지지역과 중산간지역 사이 

에 EU만큼 큰 차이가 없는 일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지역.대상자의 범위 등 

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해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태 곤， 199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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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 EU와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특징 비교 

EU 일본 

• 농지 중심 (국토 면적 의 85%) 
• 임야율 적음 • 산림 중심(국토면적의 67%) 

(1) 토지이용 영 국 10% 중간지역의 임야율 70% 
독 일 30% 산간지역의 임야율 88% 
이태리 27% 

(2) 농지이용 
• 초지 중심 (농지 의 48%) • 논이 중심 (농지 의 50%) 
·조방적인 축산이 중심 • 도작 중심 의 다양한 작목구성 

。농업의존도 낮음 

(3) 농업의존도 
• 농업의존도(농업소득/농가소득) 

중간지역 20% 
높음 EU평균 55% 

산간지역 15% 
(4) 평지 농업과의 

• 생산성 격차 큼 
。상대적으로 낮음 

생산성 격차 
일반지역의 53% 

중간지역 78% 
(노동생산성) 산간지역 61% 

• 경영면적이 일반지역보다 큼 • 경영면적이 평지보다 적음 
(5) 평지 농업과의 영 국 35ha( 일 반지 역 34ha) 평지지역 1.9ha 

규모 격차 쿄 랑스 30ha( 일 반지 역 28ha) 중간지역 1.4ha 
독 일 16ha( 일 반지 역 18ha) 산간지역 1.3ha 

(6) 평지 농업과의 。 소득격차가 큼 
@ 상대적으로 적음 

소득 격차 일반지역의 58% 
중간지역 87% 
산간지역 88% 

(7) 농촌사회의 • 전작축산 중심， 농업생산활동에 
• 집단적 수리이용 등을 통하여 

결합도 있어서 농가의 결합도가 약함. 
농업생산활동에 있어서 농가의 

결합도가 비교적 강함. 

자 료: 김태곤， 1998, P.22에서 인용. 

그러나， 일본은 EU형 직불제와는 달리 경영주체의 부족과 농지의 유휴화 

문제를 중산간지역에 유효한 ‘일본형 직불제’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과제이 

다.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간이제도로서 중산간지역의 다락논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제가 1998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다락논이 홍수방지，토사유출 방지，수 

원 함양，경관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公的 지원을 통하여 다락논 

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이 하나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 

으나， 구체화 단계에 가면 대상지역의 선정，대상자의 선정， 대상행위， 재원 조 

달 등 확정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태곤，19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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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휴경장려정책( Set - Aside) 

유럽연합에서는 1984년 이후에는 농산물이 계속 증산됨으로써 농촌소득 증대를 실 

현시키려는 기존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 우려 

는 가격지지에 필요한 비용과 함께 집약적 영농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 

이었다. 농업생산량을 조절하고 환경훼손을 막으려는 것이 1988년부터 실시된 자발적 

인 휴경장려정책이다. 농민이 그들 농지의 20%를 5년간 휴경하는( 1991년 부터는 번 

갈아가면서 1년간 휴경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농민들에게 보상함으로써 곡물의 생 

산량을 줄이고자 하였다. 보상받은 농지에서는 식량작물이나 육우，양 사육，낙농업은 

할 수 없고 단지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경지관리만 할 수 있다.20%의 

경지에서 휴경，산림조성，비농업적 토지이용으로 생산을 중지하는데 대한 보상을 받는 

다. 농민이 곡물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경지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휴경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사지 농업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肉牛와 후 사육밀도의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김기혁， 1없9 b, 50-55) 

휴경보상금의 가치는 주요 곡물농업지역 보다는 한계농업지역에서 더 높다. 특히 

런던 주위의 농촌에서 높은 것은 관광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을 통해 농장을 다각 

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휴경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곡물 

농업지역에서 휴경비율이 낮은 것은 휴경보상금이 소득의 손설분을 보충할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경은 독물의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나 곡물생산의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휴경정책 외에 정상적인 환경 하에서 20%의 생산감소가 기대되는 생산방법을 채 

택하는 경우 보상을 하는 조방화정책 (Extensification Scheme)이 유럽연합의 주도로 

장려되었다. 이를 통하여 5년 동안 농업생산에서 20%의 감소를 유도하였다. 이 정책 

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농업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적용되었다. ( 김기혁， 

1999 a, 44-49) 

휴경사업에 의하여 1991년 유럽연합에서는 총경지의 3%만이 휴경을 하였으며 이 

에 지출된 경비는 1억2천6백만 파운드에 달하였으나 곡물생산의 감소량은 극히 미미 

하였다. 휴경정책에 의하여 5년 동안 생산이 중지된 토지가 재경작되면 환경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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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1991년의 유럽연합에 예산위기가 오면서 1992 

년 부터는 새로운 휴경정책인 경작경지지원사업(Arable Area Payment Scheme)이 시 

행되었다. 이 정책 하에서는 토지는 1년간 휴경될 수 있으나 교차동의 

( cross-compliance)원칙에 의하여 농민들은 토지의 15%에서 생산을 중지하는데 동의 

하여야 한다. 이 사업계획은 농민들이 야생 동식물，경관 및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휴경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계획안은 농민이 5년 동안 토지를 휴경 

하는데 동의하는 곳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지역에서 20 

년 동안 휴경함으로서 특별보상금이 제공되어 휴경의 환경보전 측면을 강화시켰다. 

이 사업에서의 휴경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의무적 휴경 (Obligatory set-aside) : 경작경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의 펼수적인 휴경면적 

@자발적 휴경 :(Voluntary set-aside) 의무휴경면적을 초과하여 휴경하는 면적으 

로 가와 나를 합친 면적은 신고된 작물 재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자발적 휴경 (Additional voluntary set-aside) 과거에 5년 휴경사업에 토 

지를 가지고 있었던 농민에게 적용되는 휴경면적， 작물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휴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금은 낮다. 

@보장성 휴경 (Guaranteed set-aside) 이 는 농촌접 근성 증진사업 이 나 삼림 조성 

사업중의 하나인 관목숲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경지에 해당되는 계획， 이는 5년간 연 

속하여 휴경을 하여야 한다. 

(5)Penalty Set-aside : 1989/1991년 사이의 평균작물 재배 면적과 휴경면적을 초과 

하여 신청되었을 경우 보상이 없는 면적이다. 

휴경토지는 농업적 토지로 이용할 수 없으며， 화페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비농업 

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 김기혁， 1999a,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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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휴정지 정책 

1)힘껴|놓II정비샤업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아 휴경화 가능성이 높은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개발 •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여건과 개발 

수요에 맞는 유형별 개발이 필요하다. 1996년 부터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에 의거해서 9지구에서 사업승인이 났으나， 3지구는 시행보류 중이고 6지구에서 사엽 

시행 중이다. 사업시행 중인 지구는 충남 논산군 벌독면， 경북 포항시 송라면， 충북 

전천군 이월면， 전남 화순군 도곡면，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등 

으로 서울과 인접 광역시로 부터 1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도시농촌교류 형태의 다목 

적 이용형으로 개발되고 있다. 

정비유형은 농림수산적 이용형(과수，원예，특작，축산단지，양어장)， 농어촌휴양자원 이 

용형(관광농원，주말농원，체험농원)， 다목적 이용형(농어촌주택 • 택지 및 부속농지，공업 

• 문화 · 체육시설) 등 3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8지구는 다목적 이용형이어서 농 

촌토지의 도시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의 농지전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 

다. 한계농지정비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휴경지정책으로 볼 수는 없지만，휴경가능 

성이 높은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도시농촌간의 교류와 농촌지역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휴경논 생쉰화 대책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휴경농지대책으로서 ‘노는 땅 생산화 시책’을 1뾰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1996년 부터 1999년 까지 22，αx)ha의 휴경논이 생산화되어 1996년부터 

휴경면적이 감소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휴경농지 중에서 논을 대상으로 쌀 식 

부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市那이 독자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간이 경지정리 

등을 실시하고 있어 쌀 생산의 증대와 휴경논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10년 정도 휴경하여 산림으로 복구된 휴경지도 개간하여 급경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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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와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어서 휴경지의 형태와 경사도，고도에 대한 기 

초조사와 개간할 휴경지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휴경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락 

논의 경사면 개보수 간이구획정리 등 간이기반정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것은 생 

산조건의 불리함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산조건의 불리함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중산 

간지역의 농업경영을 존속시키게 된다. ‘노는 땅 생산화 시책’이 지속적인 경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 

첫째，휴경농지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지면적조사에서 유 

휴지 9)를 제외하여 실제로 경작포기되는 면적이 적게 조사되고 있다. 농업총조 

사나 농림통계연보에서는 市道 단위로 휴경지면적을 조사하여 시군별로는 휴 

경면적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둘째， 이 생산화 시책은 휴경논을 대상으로 쌀 식부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 

어 만약 쌀 식부면적이 확보되거나 예산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시책이다. 현행 농정에서 휴경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인 ‘노는 땅 생 

산화시책’은 제도의 성격상 직불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어 전환하여 지속적인 정책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휴경농지에 대하여 보전해야 할 필요성과 지원 

대상자，지원 휴경농지의 조건，지원행위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재원부담도 국가와 지방 

의 분담 등을 검토해야 한다，(김정호 외 2인， 1998, 63-67) 

생산기반이 불량하여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농촌의 인구유출의 효과가 본격화되 

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생산조건의 불리함을 개선하는 것 

이 불가결하며 이미 휴경화된 농지는 산림화할 휴경지，경작지화할 휴경지，도시농촌교 

류형 휴경지로 구분하여 지원책과 보상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휴경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지조건 불량，노동력 부족，부재지주 농지 증가 등에 있다. 간이경지정리，농로 

개설 등 경지조건을 개선하여 노동력을 농기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휴경농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생산조건이 불리하여 경영상의 채산이 맞지 않아 휴경하 

9) 휴경지는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말하며，유휴지는 2년 
이상 휴경한 농지 중에서 경지로서의 형태를 상실하고，타용도로 이용하지 않 

는 상태로서 향후에 경지로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경지면적 통계 

조사상 휴경지는 경지로 계산되나 유휴지는 경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 53 -



는 경우는 직접소득으로 보상하는 직불제의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었다. 현재 지방자 

치단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휴경농지 생산화시책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동부 

담으로 한 직불제로 전환하여 계획적인 농지관리와 경지이용율 향상을 이룰 수 있 

다.(김정부 외 2인， 1998,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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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3창 농지휴경확외 실 EH확 사회경제적 요인 

3장에서는 농지의 휴경화에 대하여 전국적인 수준에서 그 실태와 함께 사 

회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노동력의 부족과 고령화， 부녀화 등 

질적인 저하가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재지주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 

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농촌인구의 급속한 유출에 의한 과소화가 근원적인 

요인이다. 즉， 농지 휴경화는 과소화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과소 농촌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자원조사보고서에 의해 휴경지가 조사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져I 1절 과소 놓촌^I역외 설쟁 

1. 과소지역의 설쟁 ̂ I표 

과소의 개념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소는 인구 

가 감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능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며， 과소화는 바 

로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소화에는 인구감소 이 

외에도 고령화 가구감소 인구밀도의 저하 등 여러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그것은 인구감소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없는 고령화를 과소화라 할 수 없으며， 인구 감소 없는 가구 감소나 인 

구밀도의 저하를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소지역의 설정에는 연구자에 따 

라 여러 지표가 사용되기도 하나 인구감소율이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 인구가 감소하여야 지역의 기능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지에 대한 절대적 수치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감소 

율을 과소지역 설정의 보편적 지표로 활용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소율 

인가에 대한 보편적 합의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감소율이 

닮
 



2~3% 이하의 지역을 과소지역으로 설정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전국 농촌인구의 평균 감소율보다 더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지 

역을 과소 농촌지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과소화를 나타내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근교의 일부 농촌을 제외하고는 한국 

농촌이 전반적으로 과소화의 경향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 심각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지난 

10년간 전국 농촌인구의 평균 감소율이 30.5%인 바， 이를 거준으로 그 보다 

더 높은 인구 감소율을 보이는 지역을 과소 농촌지역으로 설정하였다. 

2. 과소 농촌지 역의 분포확 휴-뭘 ^I 

앞에서 말한 기준에 따라 1980~1990년 군 지역의 인구 감소율을 보면 전 

국적으로 모두 447TI 의 군이 인구 감소현상이 심각한 과소 농촌지역으로 설정 

된다. 도별로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제주도에는 하나도 없고， 강원도에 4개 군， 

경남에 5개 군， 경북에 12개 군， 전남에 8개 군， 전북에 107TI 군， 충북에 5 개 

군이 있다(<표 3-1> 참조). 이들 지역의 특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논 · 밭의 1ha 미만 小筆地率과 경영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비율， 수리 

불안전답율， 단독가구 비율 등이 높은 반면 겸업율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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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농림수산부，1990，농업총조사 

<그림 3-1> 과소 농촌지역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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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과소 농촌지역 현황 (단위0/0) 

구 τ 닙r 인구 감소율 논(1ha미만) 밭(1ha미만) 겸업율 

영월군 -32.36 0.70 0.22 27.60 
강원 정선군 -33.97 0.81 0.13 25.41 

평창군 -32.33 0.21 0.18 35.μ 

횡성군 -32.17 0.13 0.74 28.69 
남해군 -30.67 1.22 6.00 45.94 

경남 산청군 -31.16 0.13 9.80 27.82 
하동군 -32.52 0.21 16.22 41.94 
함양군 -33.54 0.17 8.85 26.13 
합천군 -37.19 0.23 11.83 22 .18 
군위군 -31.02 0.27 0.82 21.03 

7â* 二n그 τEr 二1그L -33.19 0.16 1.68 34.17 
봉화군 -40.35 0.23 0.30 20.04 
상주군 -32.52 0.07 3.02 28.05 
성주군 -31.38 0.06 3.99 13.90 
안동군 -40.83 0.91 0.51 14.86 
영양군 -40.89 0.60 0.14 21.08 
영천군 -30.87 0.24 1.19 30.73 
영풍군 -33.92 0.12 0.59 19.02 
예천군 -34.14 0.12 1.31 18.96 
의성군 -33.66 0.24 1.86 19.82 
청송군 -32.18 0.58 0.17 18.34 
곡성군 -33.81 0.09 5.95 34.45 

전남 여천군 -32.43 0.89 1.37 66.91 
영암군 -31 .19 0.06 3.00 25.77 
완도군 -32.35 1.64 0.86 86.98 
장성군 -34.82 0.09 7.25 32.13 
장흥군 -39.55 0.08 5.41 39.11 
진도군 -34.54 0.21 0.86 45.75 
함평군 -34.52 0.09 2.95 29.04 
고창군 -33.96 0.06 1.64 16.54 

전북 김제군 -35.82 0.05 6.87 35.53 
남원군 -37.14 0.05 8.61 32.74 
무주군 -34.37 0.29 1.13 35.58 
순창군 -38.25 0.08 4.50 30.54 
완주군 -32.96 0.13 5.09 37.66 
임실군 -42.44 0.14 3.14 24.20 
장수군 -40.9 0.11 2.98 21.12 

정읍군 -31.52 0.07 3.62 24.41 
진안군 -42.98 0.24 1.99 19.52 
단양군 -31.92 0.75 0.25 26.57 

충북 보은군 -35.41 0.14 1.67 23 .13 
제천군 -50.44 0.31 0.33 27.74 
중원군 -37.36 0.10 0.62 30.77 
청원군 -33.9 0.08 2.24 46.90 

자료: 농림수산부농업총조사JJ.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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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과소 농촌지역의 현황 (단위 O/o} 

구 τ 님r 가구원(1) 65세 이상 종사자 불안전답율 

영월군 6.85 18.78 10.10 19.86 
강원 정선군 5.98 15.58 10.88 3.53 

평창군 4.21 13.98 9.91 11.51 
횡성군 5.72 16.96 12.19 23.48 
남해군 12.07 25.56 15.41 32.39 

경남 산청군 10.84 18.27 15.08 28.68 
하동군 8.64 19.60 15.01 22.70 
함양군 10.40 22 .11 16.73 26.93 
합천군 11.29 21.01 16.54 29.20 
군위군 8.46 20.68 13.19 20.26 

경북 二n11 E5「 二1그L 7.60 20.87 12.76 23.38 
봉화군 6.14 18.76 9.93 42.17 
상주군 8.51 21.20 14.92 22.50 
성주군 7.61 20.14 11.04 26.03 
안동군 7.55 21.41 13.16 28.78 
영양군 5.71 17.84 8.64 25.00 
영천군 7.28 18.28 12.47 14.73 
영풍군 5.11 18.04 10.70 25.96 
예천군 8.06 21 .16 16.25 21.28 
의성군 9.77 21.20 14.88 12.33 
청송군 10.05 17.68 10.48 17.86 
곡성군 8.63 34.01 12.49 13.83 

전남 여천군 7.73 18.11 12.43 32.06 
영암군 10.84 18.80 16.30 13.05 
완도군 6.43 13.26 9.61 44.91 
장성군 9.68 21.78 15.88 32.48 
장홍군 9.48 20.03 14.15 21.76 
진도군 13.64 17.93 19.25 21.07 
함평군 10.09 20.46 14.21 21.71 
고창군 8.35 16.38 12.09 26.26 

전북 김제군 6.79 10.56 10.79 12.54 
남원군 8.83 20.15 11.69 13.60 
무주군 6.17 17.88 9.90 21.63 
순창군 10.94 22.61 16.16 14.83 
완주군 5.69 18.24 11.48 25.66 
임실군 8.38 21.84 12.79 25.63 
장수군 7.96 18.65 13.30 18.76 
정읍군 8.52 19.48 13.48 16.88 
진안군 8.79 20.31 13.41 25.96 
단양군 7.10 20.35 13.74 16.66 

충북 보은군 7.73 20.36 13.76 19.13 
제천군 5.89 17.33 11.45 14.93 
중원군 5.45 16.01 14.51 23.00 
청원군 5.03 24.03 13.32 21.60 

자료 : 농림수산부Iï'농업총조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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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경화율과 휴경지의 발생 뭘입 

사례 과소농촌지역은 평균 휴경지율이 5.2%로 전국 평균 약 3%를 상회한 

다. 특히 산간 오지인 진안군은 12.9% 휴경지의 발생이 전 농지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었다. 휴경지의 발생원인은 전국적인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의 부족이 휴경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 

는 것은 전국 자료에 비해 노동력의 부족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사례지역이 인구유출이 극심한 과소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반 

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농지 휴경화의 근본적 원인인 인구감소 

와 그에 따른 노동력의 量質的 저하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해준다. 

2) 휴경지의 자엽적 특성 

(1) 경사도 

경사도가 높은 농지의 휴경화율이 확연히 높다. 특히 산간오지가 많은 진 

안군과 예천군， 산청군 등지에서는 80-90%가 넘는 휴경지가 경사도 15% 이 

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사도가 높을수록 인구유출로 인한 노 

동력 부족으로 기계화가 어려워서 농지 방기의 일차적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준다. 

(2) 11목 

전체 휴경지에서 논 · 밭 3 : 7의 비율로 대체로 밭에서 휴경화의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밭의 휴경화는 일단 밭이 논보다는 경 

사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영농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밭은 김매기 등 논보다는 상시적인 노동력 투하가 있어야 하 

는 반면 벼를 재배하는 논은 이앙기와 수확기에 집중적인 노동력의 투하가 있 

으면 되고 또 기계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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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3-3> 사례 과소 농촌지역의 휴경농지 현황 

휴 경 농 지 현 황( % ) 
시· 휴경 지목별 경사도별 휴경 원인별 

군 면적 7% 7-15 15% 부재 노동력 기계화 기 
답 전 

이하 % 이상 지주 호，￡ 표 --，느 불가 타 

계 3144.1 1066.9 1077.2 78.4 77.9 2293.8 246.1 1572.1 1257.7 105.2 
비율 

100 33.9 66.1 2.5 24.5 73.0 7.8 50.0 38.8 3.4 
(%) 
보은 417.6 22.7 77.3 2.3 78.0 19.7 5.0 75.6 17.9 1.5 

진안 750.0 20.7 79.3 0.3 7.6 92.1 15.3 18.8 65.5 0.4 

장성 218.9 35.2 64.8 10.7 27.2 62 .1 3.3 11.6 61.4 23.7 

예천 695.9 36.7 63.3 0.2 6.9 92.9 3.5 70.8 22.4 3.3 

사~ 2.ξ「 170.6 59.8 40.2 1.6 24.1 74.3 4.7 56.0 39.3 

선산 150.5 26.4 73.6 4.4 21.0 76.1 24.7 74.6 0.7 

군위 276.5 31.7 68.3 6.7 40.8 52.5 71.5 26.5 2.0 

영 천 199.3 33.9 66.1 3.3 32.1 64.6 2.8 58.0 34.7 4.5 

산청 264.8 70.8 29.2 3.9 12.1 84.0 10.6 28.7 58.2 2.6 
자 료 : 농어촌진흥공사， 1994, 各那 농업진홍지역 밖 농지자원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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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2절. 놓^I휴정확 실태확 지역적 분포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더불어 농산물의 수익성 저하에 따라 농업노 

동력이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유휴 

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지역과 생산력이 낮 

은 농지의 경작포기가 급진전되고 있다. 휴경화는 경사도와 고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밭에서 시작되어 논으로 확산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경면적은 1986년의 17，400ha에서 1992년의 68，900ha로 급증 

하였으며， 1993년 이후에는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다. 휴경률은 1986년의 0.8% 

에서 1992년의 3.3%로 급상승하였으나 1995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1996년부터 

휴경면적과 휴경율이 급감하였다. 이것은 1996년부터 시작된 휴경논의 생산화 

대책과 조사방법의 상이성，귀농인구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한다. 

<표 3-4> 연도별 휴경농지의 추이 

단우I : 천 ha 

구분 1985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경지 
계 2,144.4 2,126.7 2,108.8 2,090.9 2,069.9 2,054.8 2,032.7 1985.3 1945.5 1923.5 

면적 
뇨'-二- 1,324.9 1,352.7 1,345.3 1,335.2 1,314.7 1,298.3 1,267.1 1205.9 1176.2 1162.8 
밭 819.5 774.0 763.5 755.7 755.2 756.5 765.6 779.4 769.3 7ffJ .7 

휴경 
계 20.2 26.2 40.4 67.5 68.9 66.5 62.5 64.6 34.3 29.5 

면적 
뇨c- 4.1 7.3 12.4 24.0 31.0 30.3 31.4 33.5 14.5 10.3 
밭 16.1 18.9 28.0 43.5 37.9 36.2 31.1 31 .1 19.8 19.2 

휴경 계 0.9 1.2 1.9 3.2 3.3 3.2 3.0 3.2 1.7 1.5 
률 즈1-c- 0.3 0.5 0.9 1.8 2.4 2.3 2.5 2.6 1.2 0.9 
(%) 밭 2.0 2.4 3.7 5.8 5.0 4.8 4.1 4.1 2.5 2.5 

자 료 : 농림부， 1998, 농림업주요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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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의 이용상황을 나타내는 일차적 지표인 경지이용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농지의 휴경화 내지는 조방화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까지 

일반적이었던 보리와 밀을 이모작하던 것이 급감하면서 경지이용율은 급감하 

였다. 경지이용율의 변동 추이를 보면， 1965년의 158%에서 1980년의 125%, 

1997년의 107%로 급속히 하락한다.(<표 3-5> 참조). 

<표 3-5> 연도별 경지이용율 추이 

단우I : 0/0 

연도 

경지이용율 

이러한 경지이용율의 변동추이를 시기별 · 지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본 것 

이 <표 3-6> 이다. 시기별로 보변 경지이용율은 1970년대 후반 부터 급락하지 

만，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은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 

모두가 논밭 구별없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경지이용율이 하 

락하고 있다. 특히 호남과 영남지방은 1970년대 후반의 경지이용율이 도시 지 

역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중부지방을 상회하였으나， 그 이후의 하락의 정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크다. 

〈표 3-6> 경지이용율의 시기별 지역별 변동 추이 
단 위 : 0/0 

지 역 별 
즈c 밭 

’76- ’78년 평균 ’86- ’88년 평균 ’76- ’78년 평균 ’86- ’88년 평균 

도시 지역 105 111 133 146 
중부농촌지역 106 101 140 126 
남부농촌지역 137 126 158 136 

주 : 도시지역은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을， 남부 농촌지역은 전남북과 경남북지역을， 중부 

농촌지역은 경기， 강원， 충남북 지역을 가리킴. 

자 료 : 농림수산부，1990， 농림수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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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부지역의 1970년대 후반의 경지이용율을 보면， 논은 137%에서 

1980년대 후반의 126%로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밭은 더욱 큰 폭으로 감 

소하여 158%에서 136%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의 근교농업지 

대에서는 경지이용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밭은 1970년 

대 후반의 133%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146%로 현저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 

는 대도시 근교지역의 경우 대규모 소비시장을 배경으로 露地 및 시설채소 등 

을 집약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이다.( <표 3-6> 참조) 

<표 3-7> 주요 작목의 농가당 재배 면적 변화 

단 위 : 평， 0/0 

미곡 맥류 잡곡 π c:-T E「 서류 채소 특작 과 수 

1990 2,130.2 273.2 63.4 321.3 68.9 473.5 222.7 225.1 
1985 1,942.5 380.1 63.1 307.8 101.4 529.7 208.7 170.8 
1980 1,730.8 505.9 73.9 358.7 129.7 504.3 148.5 140.5 
1975 1,548.8 967.5 93.3 423 .1 186.1 351.5 127.3 112.5 
1970 1,465.9 1,015.3 150.3 444.9 219.8 309.9 108.7 73.3 

1990/70 145.3 26.9 42.2 72.2 31.3 152.8 204.9 307.1 

자 료 : 농림수산부 r 농림수산 통계연보 -.1. 각 연도 

경지이용율의 하락은 근본적으로 작부체계의 변화에 기인한다. 그동안 경 

지이용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한편으로는 쌀 증산 우선 정책에 따라 작 

부체계가 쌀 위주로 단순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집약적인 성격의 

밭 작물이 크게 쇠퇴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경지이용율의 감소폭이 작 

아진 것은 전통적인 밭 작물(맥류，잡곡，서류 등) 대신 과수，채소，특작 등의 시 

설형 농업의 생산 확대로 인해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농지이용율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965--1990년 사이에 수도작과 맥류 및 기타 곡물에 대한 노 

동력 투입 량은 계속 감소하였다. 

수도작의 경우 1970--1990년 사이에 농가당 재배면적이 145.3%로 증가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투입량은 62.5%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미곡 생산을 

위한 노동 투입량이 감소한 것은 수도작의 기계화와 生化學的 재배기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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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농약，제초제)의 진보로 省力化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채소와 과 

일 등의 작목에 대한 노동력 투입량은 농가당 재배면적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 

으로 증가했다. 채소류에 대한 노동 투입량은 1970--1990년 사이에 253.1% 증 

가하여 재배면적 증가율을 초과했다(정기환， 1993; 97-98) 

<표 3-8 > 道別 휴경농지 현황(1 994년) 

단 우I : ha, 0/0 

도별 경지 면 적 (A) 휴경 농지 면적 (B) ‘ 휴경률(B/A) 

전국 2,054,814 62,468 3.0 

경 기 273,987 12,680 4.6 

강원 135,639 10,383 7.7 

충북 148,380 4,705 3.2 

충남 283,142 8,360 3.0 

전북 235,798 2,937 1.2 

전남 349,546 3,899 1.1 

7à * 338,790 9,339 2.8 

경남 235,277 9,759 4.1 

제주 54,255 406 0.7 

주 :1) 서울과 인천은 경기， 대전은 충남， 광주는 전남， 대구는 경북， 부산은 경남에 
각각 포함됨. 

2) 경지면적은 1993년말 기준임 

자 료 : 농림수산부， 1994, 농림수산주요통계 

1970년대 이후의 경지이용율 하락과 함께 1990년대에 접어 들면서 농지의 

유휴화가 급증하고 있다. 농지 유휴화의 정도는 대도시 주변과 산간 벽지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1994년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도와 대도시 및 공단지 

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전체 농지면적에 대한 휴경농지 비율은 전국 

평균(3.0%)보다 높은 4%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전용예상지와 지가상승 

을 기대하는 농업외적 요인에 의한 휴경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간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전체 농지 의 7.7%가 유휴화되 고 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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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 농촌에서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경작조건불리지의 휴경이 많 

기 때문이다.( <표3-8> 참조) 

< 표 3-9 > 道別 휴경율 현황(1997년) 

단 우I : 천 ha， 0/0 

도별 1996년 경지 면적 (A) 1997년 휴경 농지 면 적 (B) ‘ 휴경률(B/A) 

전국 1,945.5 29.5 1.5 

경 기 247.4 6.0 2.4 

강원 121.6 4.9 4.0 

걷~ 그 5t 140.3 1.7 1.2 

충남 273.7 3.8 1.4 

전북 226.9 1.7 0.7 

전남 346.3 0.9 0.3 

7cl 5} 320.2 5 .1 1.6 

경남 212.8 5.3 2.5 

제주 56.3 0.1 0.2 

주 :1) 서울과 인천은 경기， 대전은 충남， 광주는 전남， 대구는 경북， 부산은 경남에 
각각 포함됨. 

자 료 : 농업정보통계관실 농업통계담당관실 

1991년에 급증하여 1995년 까지 65,OOOha 

도달하였다가 휴경화논의 생산화대책과 IMF사 

변화로 1996년 부터 감소하기 시 작하여 1995년 

감소하였다. 도별 휴경농지 현황은 1994년에 비해 

1997년의 감소경향은 대동소이하여 강원도，경기도，경남의 휴경율이 다 

른 지 역 에 비 해 높다. (<표3-9> 참조) 

(휴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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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3절 놓^I 휴정확외 샤회명져l적 요인 

일반적으로 휴경화는 영농조건이 불량한 한계농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한계농지가 아니라도 휴경화를 가져오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 외적 요인으로는 도시나 공단 개발 또는 공공 

목적에 따라 비농업적 용도로의 轉用이 예상되거나 영농 의욕을 상실할 만큼 

농지의 자산적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와， 농가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농업노 

동력의 量的·質的 저하에도 불구하고 借地農을 찾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우량농지도 유휴상태로 방치될 수 있다. 산간지역 농지의 유휴화 

는 한계농지로서 농업 내적인 요인에 따라 진전되는 측면이 강하지만， 대도시 

근교의 경우에는 농업 내적인 요인보다도 비농업적 요인이 농지 유휴화에 보 

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영일，1995， 39-46) 

<표 3-10> 발생 사유별 휴경농지 면적 및 비율 

단우1: 천 ha， 0/0 

연도 계 노동력 부족 
영농조건 

달 ~ 그 ‘f1T-

부재지주 

소유 
기타 

68.9 29.6 14.8 18.4 6.1 
199 2 

(100.0) (42.9) (21.5) (26.7) (8.9) 

66.5 30.6 14.8 18.2 2.9 
199 3 

(100.0) (46.0) (22.3) (27.4) (4.3) 

62.5 27.7 15.4 17.4 2.0 
1 994 

(100.0) (44.3) (24.6) (27.8) (3.3) 

자료 : 농림수산부， 1994, 농림수산주요통계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현재 한국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휴경화의 

요인으로는 일차적으로 노동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1994 

년의 경우 휴경농지의 발생요인을 조사한 <표3-10>을 보면 노동력 부족이 

4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재지주 소유와 영농조건 불량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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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5%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유휴농지는 농업진홍지역보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업진흥지역밖의 한계농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그러나 한계농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휴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한계농지일지라도 그것을 휴경화하는냐 마느냐의 문제는 앞 

에서와 같은 요인들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휴경화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촌인구의 유출과 농업노똥력의 부족 

공업화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60년대 이후 한국 농 

촌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촌향도의 인구유출에 의한 급격한 인구 

감소이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30년 동안 농촌인구의 변화를 보면， 전국 

인구는 1960년 2，099만명에서 매년 1.51%씩 증가하여 1990년 4，352만명에 이 

르렀으나 농촌인구(那部 인구)는 해마다 2.75%씩 감소하여 1990년에는 1,111 

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감소를 전국 인구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1960년만 하여도 전국 인구의 약 72%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였으나 1980 

년 42.7% , 1990년에는 25.6%만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표 3-11> 농촌 인구의 감소 추이( 1960-1990) 

1960 1970 

전국인구 20,989 31 ,465 

(100.0) (100.0) 

도시인구 6,997 12,929 

(28.0) (40.1) 

농촌인구 17,992 19,312 

(72.0) (59.9) 

주 1) 농촌인구는 군부 인구 
2) ( )은 전국 대비 비중 

1980 

37,449 

(100.0) 

21 ,441 

(57.3) 

16,008 

(42.7)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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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5 

43,520 44,609 

(100.0) (100.0) 

32,397 35,037 

(74.4) (78.5) 

11,123 9,572 

(25.6) (21.5) 

연평균증감율 1 

1.51 

4.70 

-2.72 



농업 노동력을 구성하는 농가 인구의 감소 추세는 이러한 농촌인구의 감소 

보다 더욱 가속적이다. 농가인구는 1968-1969년부터 1 ，590만명을 정점으로 감 

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에는 전국 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9.9%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약 50만명이 

넘는 농가인구가 이농을 하여 1994년 현재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6%에 불과하다 10) 

이러한 농촌인구와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다른 부문에서도 농촌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인구는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그 지역의 설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거의 모든 농촌지역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2> 농가인구 및 가구수 변화추이 

전국인구 농가인구 농가구수 가구당 농가 농가인구 유출량(예상) 

(千 名) (千 名) (千 名) 인구(千 名) 기 간 인구수(千 名)

1960년 24,989 14,559 2,350 6.20 

1965년 29,193 15,812 2,507 6.31 

1970년 31,466 14,422 2,438 5.81 ‘61-65 

1975년 34,707 13,244 2,379 5.57 ‘ 66-70 

1980년 37,436 10,827 2,155 5.02 ‘ 71-75 

1985년 40,448 8,521 1,926 4.42 ‘ 76-80 

1990년 43,411 6,661 1,767 3.77 ‘ 81-85 

1995년 44,609 4,851 1,501 3.23 ‘86-90 

1997년 45.991 4,468 1.440 3.10 

주 :1. 농가 인구 유출량 = 예상 농가 인구 - 실제 농가 인구. 
2. 예상 농가 인구(P2) = 전년도 농가 인구(Pl) X 인구 증가율(rl) 

자 료 : 경제기획원인구 및 주택센서스J / r 한국 통계연보J ， 각년도. 

농림수산부농림수산 통계연보J ， 각년도. 

* 대학원 답사반，1992， p.52에서 인용 

1,206 

3,309 

2,561 

3,384 

2,911 

2,279 

10)대학원 답사반，1992，“농촌의 휴경현상에 관한 사례조사: 전북 장수군 한 촌락을 대상으 

로 지 리 학논총 제20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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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촌인구가 농촌지역에 미친 효과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시 

기로 구분된다. 특히 인구의 급격한 유출은 곧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옴으 

로써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동력의 부족은 자연히 농촌노임의 

상승을 가져와 자가노동력만으로 농업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적인 생산 

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더 많은 노임의 부담과 농업노동력의 부족에 따 

른 더 많은 기계화의 요구로 자본 투하량을 높힐 수 밖에 없다.<표 3-13>는 

’80년대 이후 논 10ha당 쌀 생산비의 변동 추이로 이와 같은 생산비의 증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농지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는 토지 용역비(지대)의 증가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노임 지불분을 포함하는 자본 용역비 역시 2.9배에 가까 

운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앞에서 말한 휴경화의 발생 요인으로 노동력의 부 

족은 대두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생산비의 증대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3> 10ha당 쌀 생산비의 변동 추이 

기초 생산비 토지 용역비 자본 생산비 총 생산비 

198 0 74,795 52,874 6,643 134,312 
1 985 109,672 115.594 12,034 237,300 
198 8 120,412 176,501 14,018 310,931 
1 990 166,222 193,572 16.384 376,178 
1 992 196,575 171 ,396 19.224 387.195 
1 995 206.687 171,967 21.295 399,949 
1 996 244.857 199,522 22.131 446,510 

1992/ 1980 2.76 3.24 2.89 ‘ 2.82 
자 료: 농림부， 1997, 농산물생산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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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인구의 선택적 유출과 농업 노똥력의 질적 적학 

이농은 가구원 전체가 이동하는 ‘全家口 離農’과 가구원의 일부만 이농하 

는 ‘部分 家口 離農’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양자는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 

개되어 왔을 뿐 아니라 농업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다르다. 즉 농업 노동력 

문제와 관련하여 전가구 이동은 주로 농업 노동력의 총량적 감소라는 측면에 

서 영향을 미쳤으나， 부분 가구 이동은 그 選別性으로 인해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영농 후계자 부족 등 質的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離村向都의 인 

구이동은 영농 종사자 수의 감소， 60세 이상의 가구원 수 증가， 55세 이상의 

노령층 농가 경영주의 증가， 부녀자의 농업 노동 참여율 확대를 초래했다. 

노동력이 양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인구의 선택적 유출로 노동력의 질적 저 

하가 덧붙여지는 것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농촌지역의 인구유출은 연령구조 

면에서 경제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청장년층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농촌인구의 유출을 연령별로 보면 농업을 담당하여야 할 15세에서 59세에 이 

르는 청년층 내지는 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히 15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청년층은 지난 20년간 농촌인구의 총유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에 60세 이상의 노년층은 불과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 

구유출의 연령별 구조는 농촌노동력이 질적으로 열마만큼 낮아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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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농촌 인구 유출의 연령별 구조 

순 전출 연구 
71-75 76-80 81-85 86-90 계 

*~ 까、:1; τ;그j 같 。늪 781 ,163 658,215 328,249 673,006 2,440,633 

(0-14세) (31.90) (24.23) 03.82) (20.10) (22.43) 

청년층 1,177,129 1,501,182 1,478,135 1,374,294 5,530,740 

05-29세) (48.06) (55.27) (62.22) (41.10) (50.83) 

청장년층 248,515 365,172 318,338 637,498 1,569,523 

(30-44세) (10.15) 03.45) 03,40) 09.10) 04.42) 

장년층 
163,168 141,435 183,352 299,327 788,282 

(45-59세) 
(6.66) (5.21) (7.76) (9.00) (7.24) 

노년층 78,994 49,887 66,477 퍼6，167 551,525 

(60세 이상) (3.23) 0.84) (2.80) 00.7) (5.07) 

계 
2,448,969 2,715,891 2,375,551 3,341,292 10,880,703 

000.0) 000.0) 000.0) 000.0) 000.0) 

연평균 
489,764 543,178 475,110 668,452 544,035 

전출인구 
」

자료 : 성진근， 1994, “한국의 이농 현상에 대한 이해와 대책 농업과학연구 12-1, 
충북대학교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구의 선택적 유출과 그에 따른 농업 노동력의 노령 

화， 부녀화 등은 한 농가가 농업에 투하할 수 있는 노동량의 감소로 나타난다. 

<표3-15>에서 볼 수 있듯이 1965년도의 농가의 총 농업노동 투하량을 기준으 

로 할 때 1970년도의 투입량은 83.4%, 1980년도에는 70.2%, 1990년도에는 

61.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남성노동력의 투하량 감소와 상대적인 여성 

노동력의 증대를 보여준다. 즉 1965년도 노동력 투입량을 100으로 할 때 1990 

년도의 남성 농업노동력 투입량은 44.8%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농업노동력 

투입량은 오히려 105.8%로 증가하여 농가의 농업노동력 투입총량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1965년의 27.5%에서 1992년에는 48.1%로 상승하여 농업노동 

력의 부녀화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농업노동력 투입량 중 

남성 농업노동력 투입량이 줄고 여성 노동력이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 

노동력이 부족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외 앞절에 살펴 본 바 

- 72 -



와 같이 남성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였던 수도작 재배가 상당 부분 기계화 

되었고 맥류 등 기타 곡물 재배 면적이 감소한 반면 채소·과일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65-1992년의 농가 농업노동 투입총량의 변화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단계는 1965-1974년 사이에는 농가의 농업노동력 투입량이 급속히 감소하 

는 시기이다.1965년 부터의 식량증산정책에 의하여 화학비료，제초제，농약 등 

화학농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농업노동력 투입이 감소하였다. 즉 생화학 

기술의 보급에 의한 것이다. 

제2단계는 1974-1985년 사이에는 농업노동력 투입이 감소하지 않고，점증하 

는 시기이다.제초제，농약，비료 등 생화학기술의 보편화와 농업기계화의 확대에 

도 불구하고 노동력투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수확 벼 신품종 통일벼의 보급 

으로 多ÐE性 품종이며， 못자리 관리，물관리，병충해 방제，수확 탈곡 등 재배과정 

에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시기이다. 

제3단계는 1985년 이후로 농업노동력 투입이 급속히 감소하는 시기이 

다.1975년까지 증가하던 농업노동력은 1980-1985년에는 연평균 4.3%씩 감소하 

였다. 농가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경영주의 고령화로 농업노동력은 절대적으 

로 부족했지만 대형농기계의 보급으로 수도작 작업의 일관 기계화가 가능해지 

고， 위탁영농작업이 확산되며 농업노동력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되는 단계이 

다.(정 기 환，1993，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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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농가 농업 노동력 총 투하량의 변 화 
단우1: 시간 (0/0) 

남 여 계 

1 965 1,873.1 (82.5) 711.6 (27.5) 2,584.7 (100.0) 

1 970 1,452.6 (67.4) 702.2 (32.6) 2,154.8 000.0) 

1 975 1,139.4 (66.7) 569.1 (33.3) 1,708.5 000.0) 

1 980 1,040.9 (57.4) 773.1 (42.6) 1,814.0 (100.0) 

1 985 1,153.3 (57.2) 863.7 (42.8) 2,016.9 (100.0) 

1 990 839.6 (52.8) 753.1 (47.2) 1,592.7 (100.0) 

1 992 732.5 (51.9) 679.1 (48.1) 1,411.6 (100.0) 

1 995 731.7 (52.3) 681.9 (47.7) 1,497.0 (100.0) 

1 997 567.5 (52.8) 469.4 (47.2) 1,439.2 (100.0) 

1970 / 1965 
77.5 98.7 83.4 

1980 / 1965 
55.6 108.6 70.2 

1990 / 1965 
44.8 105.8 61.6 

1992 / 1965 
39.1 95.4 54.6 

1995 / 1965 
자 료 : 농림수산부 r 농가경제통계 --1, 각 연도. 

이와 같은 인구의 선택적 유출에 의해 유도되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의 중 

요한 문제는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현상이다.<표 3-16>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가 경영주의 연령을 5세 단위로 나누어 보면 1970년도에는 농가 경영주 중 

에서 35-39세의 연령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가 경 

영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매 5년마다 5세씩 높아져 

왔다. 즉 1975년도에는 40-44세의 연령층이， 그리고 1980, 1985, 1990년도에는 

각각 45-49, 50-54, 55-59세의 연령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이러 

한 추세대로 간다면 1995년도에는 60-64세의 연령층이， 2000년도에는 65-69세 

의 연령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기환， 1993: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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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농가 경영주의 연령구조 변화 

단 위: 0/0 

1970 1975 1980 1985 1990 

‘ 20세 미만 0.9 0.6 

20 - 24 2.2 2.5 1.9 0.9 0.2 

25 - 29 5.6 5.7 4.1 3.5 1.2 

30 - 34 12.0 9.4 7.1 6.0 4.5 

35 - 39 14.5 14.4 10.0 8.4 7.2 

40 - 44 13.2 15.3 15.1 10.8 8.4 

45 - 49 13.5 13.2 15.8 15.7 11.0 

50 - 54 12.3 12.8 13.3 16.6 16.8 

55 - 59 10.6 11 .1 12.4 13.6 17.8 

60 - 64 7.8 8.0 10.0 13.1 13.5 

65 - 69 4.2 4.6 6.2 7.5 10.0 

70세 이상 3.2 2.4 3.3 3.9 9.4 

자 료 : 농림수산부 í 농업 총조사 -1, 각 연도. 

한편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부족 및 질적 저하 등과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영농후계자의 부족 현상이다. 대체로 신규 창출 농 

가로 간주할 수 있는 30세 미만의 농가는 1970-1980년 기간 동안에 40% 

정도 감소하였다. 이런 추세는 1980-1990년 사이에는 더욱 확대되어 30 

세 미만의 농가가 71.7%가 감소하였다. 신규 창출 농가의 감소는 농가의 

자녀들이 분가하여 대부분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의 농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농후계자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는 

43.3%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의 농업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농가 

1 ，767천 가구 중 83.6%인 1，477천 가구가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후계 결정 가구의 25%가 비동거 후계자로 나타났다. 향후 농가의 영농 

후계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이런 현상은 농업노동력 부족 및 질 

적 저하와 함께 작용하여 농가 消滅 및 非農家化， 그리고 이들 가구의 경 

지 처리문제， 특히 휴경화의 광범위한 진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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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벼농민 소유 농지외 증대 

농촌 인구의 유출， 영농 후계자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비농민 소유농지의 

증대를 낳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농민 소유농지의 증대는 농지의 휴경화를 촉 

진하는 한 요인이 된다. 비농민 소유농지라 하여 모두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 

만 적절한 임차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휴경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의 소작지의 발생원인과 임차료율의 변화를 살펴 보면 앞절에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농민 혹은 부재지주의 농지소유가 휴경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표3-17>은 1983년에서 1990년 사이의 소작지 발생 원인으로 비농민 소유 

의 농지가 발생 원인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3년만 

하여도 농민소유의 소작지가 37.0%, 비농민 소유 소작지가 60.2%이지만， 1990 

년에는 농민소유 소작지는 30.7%로 줄고， 비농민 소유 소작지는 65.1%로 증가 

였다. 이같은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그 소유 목적이 소작료 수입이라기 보다는 

설물 자산의 유지와 대도시 근교에서의 자본 이득 취득，고향과 조상 전래의 

농경지에 대한 애착농경지 매각의 어려움，매입자 不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 

용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농민 소유 소작지 중에서도 매입 

에 의한 경우는 줄어들고 영농후계자가 없어 이촌한 자녀가 농지를 물려받게 

되는， 즉 상속이농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농지의 소 

유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농촌에 귀환하는 영농의지 

를 찾기 힘들지만 고향과의 심리적，문화적 끈을 유지하려는 한국적인 현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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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소작지의 발생 원인별 소유 현황 

소작지 

연도 농경지 
합 계 국유지 농민소유 

581 16 215 
1983 2,167 

(100.0) (2.8) (37.0) 

654 15 226 
1985 2,144 

(100.0) (2.3) (34.6) 

788 33 242 
1990 2,109 

(100.0) (4.2) (30.7) 

자 료 : 김성호， 1992, 한국 농업구조의 현상과 과제， 인용 
기초 자료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 조사결과 

소계 

350 

(60.2) 

413 

(63.1) 

513 

(65.1) 

단 우1: 천 ha 

벼농민 소유 

상속이농 매 입 

224 126 

(38.2) (21.7) 

272 141 

(41.3) (21.6) 

374 139 

(47.4) (17.7)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농지를 임대차하려고 하여도 임대차료율이 과거와 

달리 매우 낮다는 것이다.<표 3-18>에서 볼 수 있듯이 1993년 현재 논의 임 

대차료율은 평균 12.6-24.5%에 불과하며， 밭의 경우는 더 낮아 7.7%밖에 되 

지 않는다. 밭은 無慣 임차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이러한 임대차료 

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1988년에만 하여도 30-40%대가 가장 많았으나 

1-20%대가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생산비 

가 갈수록 증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차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촌가구의 농지상속은 잠재적 임대농지의 규모를 확대시켜 

임대차료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였다. 결과적으로 임차의 기회를 갖기 힘든 

부재지주의 농지가 휴경화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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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임차료 및 임차료율 분포 

단 우1; 0/0 

임대차 임대차 료율(%) 분 포 
구 1 Hr 

료율 무상 1-19 20-29 30-39 40-49 50-59 60-

논(일모작) 35.7 2.4 10.4 18.9 24.8 35.0 7.5 1.0 

1988 논(이모작) 27.8 3.1 19.5 17.9 31.3 24.5 3.9 0.0 

밭 13.4 16.2 55.2 15.6 5.8 4.2 1.7 1.4 

논(일모작) 33.1 3.2 13.0 20.3 27 .1 29.5 5.9 1.0 

1990 논(이모작) 25.9 1.1 23 .1 22.3 25.4 23.1 24.2 0.8 

받 11.0 16.7 56.2 13.8 5.9 3.4 1.4 2.6 

논(일모작) 24.5 3.2 21.5 36.7 27.5 7.8 1.9 1.4 

1993 논(이모작) 12.6 3.0 34.8 34.8 20.1 6.1 0.6 0.6 

받 7.7 22.3 60.7 7.0 5.1 1.9 1.4 1.6 

자 료 : 농가 경제조사 표본농가에 대한 조사 결과 

농림수산부， 농지법안 해설 자료， 1994.11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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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4짱 과소 놓촌^I 역 휴-청 ^I 의 샤력!분석 

4장에서는 이러한 과소화의 한 과정으로서 휴경화의 원인과 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인구가 전반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한 농촌지역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져I 1절 샤력!지역 깨관 

1. 어l천군 지역 깨관 

예천군은 경상북도 북단에 위치하여 군의 동쪽에는 영주시와 안동시， 서쪽 

에는 문경시， 남쪽에는 의성군， 북쪽에는 충청북도 단양군과 접경하고 있으며 

동북쪽에는 소백산맥의 급맥을 받아 대부분 산악이 중첩하고， 구릉이 기복하 

여 넓은 평야가 적으며， 서남쪽에는 화강암의 침식으로 형성된 분지 및 저지 

가 발달하여 낙동강 및 내성천， 漢川 11)邊에 일부 평야를 이루어 대체로 비옥 

하며 농경에 적당하다. 1991년 현재 농가인구는 64.9%이고 경지율은 31.4%이 

다. 고추， 담배， 轉網， 사과， 감， 참깨， 고구마， 種마늘의 산출이 많다. 남부내륙 

지역에 위치하여 내륙성 기후이다. 연평균기온 11.7 oC. 1월 평균기온 -4.0 。

C, 8월 평균 기온 25.4 oC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955mm이다 (한국지명요람， 

1983, 624-625 ). 

상리면은 1450년부터 豊基那의 한 지역이었으며 1895년에 股豊縣의 위쪽이 

어서 풍기군 西面 上里라 하였고，1914년에 那面 廢合 때 榮州那으로 병합되었 

11) 한천은 상리면 고항리 묘적봉에서 발원하여 하리면 용문면 예천읍을 거쳐 호명면 담암 

리에서 내성천과 합류하는 하천이다. 내성천은 義城浦(回龍마을)을 지나 三江에서 닥 

동강 본류，銷川과 합류한다. 한천의 길이는 32.6Km인데 하천유로는 거의 남쪽으로 直

流하고，하류에 평야지대가 발달하여 F流 西뿜에 體횡읍 시가지가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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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1923년에 예천군으로 편입되었다12)(경상북도 교육위원회，1984， 967-968). 

예천군의 북단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소백산맥 13)을 경계로 단양군， 서쪽 

으로는 문경시 동로면， 남쪽으로는 하리면， 남서쪽은 매봉(865m)을 경계로 용 

문면， 동쪽으로는 玉女峰(890m) ， 子求山(781m) ， 달밭고개 (973m) 등의 英촬~逢 

줄기를 경계로 영주시 봉현면과 접경하고 있다. 북서부는 표고 1,Ooom 이상의 

산지이고， 200m 이하의 평탄지는 없다. 북서쪽으로 저수재를 경계로 충북 단 

양군 대강면과 연결되고 북동쪽으로는 고항리 모래재를 지나 고항치를 경계로 

영주시 봉현면.풍기읍과 연결된다. 佳歲峰(851m)14)이 面 中央部를 차지하여 

동쪽은 鎭東，서쪽은 鎭西로 구분된다. 양쪽에서 흘러내린 물(한천)이 下里面

r우곡리에서 합수된다. 전체면적 67.14k따중에서 林野가 약 80%，밭이 약 12%, 

논이 약 8%를 차지하여 밭농사를 중심으로 담배， 마늘， 과수， 고냉지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624-625) 

12)상리면 지역은 신라 무열왕 5년(658년)에 하리면과 함께 未牙縣이라고 처음 기록에 나 

타나고 있다. 그 당시 이 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대였다. 신라 경덕왕 때 예천 

군 股正縣이 되었고， 고려 현종 9년(1018년)부터는 安東짧知府事 관할의 股豊縣이 되 

었다. 1450년 조선 문종 服室을 嗚鳳놓에 모시 고 基州와 통합하여 豊基那으로 승격 했 

다. 1895년 풍기군 西面 上里라 하여 그 관할에 18개 마을을 두었다. 1914년 那面 폐 

합 때 榮州郵 上里面이 되었다가，1923년에 예천군 상리면이 되었다. 

13) 전통적인 산줄기 개념인 백두대간은 道先의 玉龍記， 李灌의 星湖塵說， 李重煥의 擇里

志， 申景灌의 山經表，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백산맥이 시작되 

는 소백산을 기점으로 해서 백두대간 부분을 살펴 보면 소백산，죽령，도솔봉，묘적령，저 

수재，별재，하늘재，조령，이화령，희양산，청화산，문장대，속리산 천황봉，추풍령으로 이어진다. 

상리면은 백두대간의 묘적령-저수재 구간의 남쪽，남동쪽 사면에 300-500m 고도에 마 
을과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는 산간마을이 많다. 

14) 상리면 중앙에 위치하고산이 매우 秀麗하므로 고려시대 때 易東선생 禹f卓이 명명하였 

다. 산 남쪽에 道村里가 있는데 우탁선생이 經史와 易學 rÆ 등의 道를 닦았다하여 
도촌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외에도 斗星里에는 새별(沙星，師別)， 陰亨，雲훔，狂各，求道갑 

등 우탁선생에서 유래한 지명이 많이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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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읍·면별 인구변화추이 

(단위 : 명， %) 

1981 1991 증(6)감 년평 ’이인구 

읍·면 균증 밀도 
계 LIl1p 여 계 남 여 겨1 LnL 여 

감율 l명/1셰 

계 120,231 60,793 59,438 79,167 39.105 40,062 41 ,064 21 ,688 19,376 63.7 ‘120 

예천읍 26,511 13,405 13,106 22,694 11 ,236 11 ,458 3,817 2.169 1，없8 6 1.4 492 

용문면 9,501 4,715 4,786 5,732 2,833 2,899 3,769 1.882 1,887 64.5 80 

상리면 3,968 1,989 1,979 2,164 1,051 1,113 1,804 938 866 65.4 32 

하리면 4,964 2,447 2,517 2,939 1,501 1,438 2,025 946 1,079 64.6 84 

감천면 10,065 5,167 4,898 6,231 3,067 3,164 3,834 2,100 1,734 64.3 95 

보문면 8.353 4,355 3,998 4,652 2,388 2,264 3,701 1,967 1,734 65.2 71 

호명면 8,621 4,404 4,217 5,154 2,550 2.604 3,467 1,854 1,613 64.6 82 

유천면 9,109 4,598 4,511 5,762 2,841 2,291 3,347 1,757 1,590 64.1 148 

용궁면 9.107 4,624 4，않6 6,162 2,991 3.171 3,008 1,633 1,375 63.5 192 

개포면 6.545 3,303 3,242 3,972 1,909 2,063 2.573 1,394 1,179 64.4 109 

지보면 11,837 5,999 5 잃8 6.783 3,335 3.448 5,054 2.664 2,390 64.9 86 

풍양면 11,587 5.787 5,800 6.922 3,403 3,519 4,665 2,384 2,281 64.6 110 

자 료 : 예천군 통계연보(’82， ’92) 

예천군은 1981년 ~1991년 사이에 연평균 감소율이 3.7%로 군지역의 전국 

평균 3.05%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상리면은 연평균 감소율이 5.4%로 예천군 

에서 제일 크며 인구밀도가 32명 밖에 되지 않아 다른 107~ 의 면에 비하여 

50%도 되 지 않는 과소 산간지 역 이 다.(<표4-1> 참조) 

그리고 상리면은 경지율이 15.8%로 예천군에서 가장 낮은 산간지대이고， 

밭의 비율이 48.3%로 다른 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전작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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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농가인구 변화추이 

(단위 : 명， 0/0) 

1981 1991 증(1:'-. )감 
년평균 

읍·면 

겨l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증감율 

계 94,929 47,652 47,277 51,376 25,052 26,324 43,553 
1:'-. 22,60 1:'-.20,95 

1:'-.4.58 
0 3 

예천읍 15,509 7,739 7,770 7,707 3,744 3,963 7,802 1:'-.3,995 1:'-.3,807 1:'-.4.58 

용문면 8,276 4,093 4,183 4,409 2.1 18 2,291 3,867 1:'-. 1,975 1:'-. 1,892 1:'-.2.76 

상리면 3,658 1,834 1,824 1,827 852 975 1,831 1:'-.982 1:'-.849 1:'-.5.00 

하리면 5,175 2,546 2,629 1,969 954 1,015 3,206 1:'-. 1,592 1:'-. 1,614 1:'-.6 .19 

감천면 7,264 3,722 3,542 5,006 2,458 2,548 2,258 1:'-. 1,264 994 1:'-.3.10 

보문면 6,798 3,573 3.225 3,742 1,888 1,854 3,056 1:'-. 1,685 1:'-. 1,371 1:'-.4.49 

호명면 7,753 3,961 3,792 3,817 1,886 1,931 3,936 1:'-. 2,075 1:'-. 1,861 1:'-.5.07 

유천면 6,761 3,329 3,432 4,139 2,038 2,101 2,622 1:'-. 1,291 1:'-. 1,331 1:'-.3.87 

용궁면 6,461 3,206 3,255 4,153 2,064 2,089 2,306 1:'-. 1,142 1:'-. 1,166 1:'-.3.56 

개포면 7,099 3.573 3,562 3,418 1,614 1,804 3,681 1:'-. 1,923 1:'-. 1,758 1:'-.5 .18 

지보면 10,430 5,283 5,147 5,722 2,804 2,918 4,706 1:'-.2,479 1:'-.2,229 1:'-.4.51 

풍양면 9,745 4,829 4,916 5,467 2,632 2,835 4,276 1:'-. 2,197 1:'-. 2,081 1:'-.4.38 

자 료: 농엽총조사，1990 ; 예천군통계연보，1982，1990. 

- 82 -



2. 고향리 마을 깨판 

고항리는 예천읍에서 28번 국도를 따라 3Km 정도 영주쪽으로 가다가， 북 

서쪽으로 973번 지방도를 경유하여 하리면에서 1번 군도를 따라 9Km 북동쪽 

으로 위치하고 있다. 1995년 4월에 973지방도가 확장 포장되어 교통이 편리 

해졌으나， 이전에는 예천군의 산간오지에 속한 곳이었다. 

고항리는 소백산맥 도솔봉(1314m)에서 내려온 妙積l峰(1148m)，솔봉(1103m) ， 

玉女峰 등 1000m가 넘는 산지가 둘러 있고 경지와 촌락은 좁은 계곡의 양쪽 

으로 형성된 좁은 평지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9개 되然마을로 형성된 고 

항리는 도로 오른쪽으로 새마(新基) ，龍핍，큰마(고리목，古項)，魚尾갑(魚洞)，文갑이 

있고 도로 왼쪽으로는 모시골15) 솔밭모래이(松田) 고약골(塊洞) 모래재(沙뼈) 마 

을이 위치하고 있다( 예천향토문화연구회，1992 ， 155-156). 

총경지면적 192.8ha 중에서 밭이 138.8ha이고 논이 54ha로서 밭농사를 위주 

로 하여 담배，고추，씨(種)마늘16) 생산이 많고，최근에는 사과의 재배면적이 증가 

하고 있다. 사과 재배는 연평균기온 7 C-12 C의 冷Y京한 기후에 적합하다.연강 

우량은 1,000-1 ,400mm 정도가 양호하고 토질은 쩨;質壞土가 적합하나 排水만 

잘 되면 지나친 妙土나 傑土가 아니면 사과 재배가 가능하다. 특히 사과는 成

熟期는 낮에 高溫이고 밤에는 低溫인 지대에서 우수한 품질의 사과가 생산된 

다(韓國地誌、 總論 1980. 302). 고항리는 위 조건에 부합되어 카나다 수출용 사 

과를 ‘상리 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림 4-1> 참조) . 

급경사지를 개간하여 산림이 훼손된 고항리는 여름철 집중호우 때 토사유 

출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괴되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를 주기적으로 

15) 마을 터가 모시광우리 같다고 모시골이라 한다. 풍기군수 讓薰 柳雲龍선생이 임진왜란 

때 어머니를 모시고 피란했다는 課華짧이 마을 북쪽에 있어 모신골，모시골이라고도 

한다. 송전마을 앞에 유허비가 겸암선생의 16代孫인 柳相願에 의하여 1994년에 세워 

졌다. 

16) 고항리에서는 마늘생산이 적어 자급할 정도였는데， 領西지방의 농협조합장이 
씨마늘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용문면에서 많이하던 씨마늘을 석묘리 이북의 

고랭지에서 생산하여 ‘마늘의 고장’ 의성군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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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 內子年(1936년) 홍수 때는 모래재 마을에서 산사태로 14명이 사망하여 

음력 6월 11일은 떼제사를 지내왔다. 1961년의 홍수로 신기 마을에서 가옥 9채 

가 파괴되고 16명이 실종되어 마을이 도로변으로 이전하여 재건되었다. 1973 

년의 홍수로 모시골마을이 파괴되어 인구가 이출하였고， 연이어서 화전정리사 

업으로 고항리는 250-3007r구에서 80가구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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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고항리의 인구구조 | ...... 10 ..... } 고항리 ............ 

농가인구도 같은 기간에 5% 감소하였으나， 35 ~ 39세의 젊은 연령층이 상 

리면은 6.3%로 예천군 평균 4.8% 보다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고항리는 35-39 

세 인구가 10.1%로 예천군과 상리면에 비하여 많다.이것은 고항리가 사과， 種

마늘， 담배 등의 소득작목 생산을 위하여 귀농한 젊은층이 있었기 때문이다C< 

그림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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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2절 휴정 ^I외 특성 

1. 휴정지 분포확 휴-멍윷 

1995년 10월 예천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예천군의 휴경농지는 총 

6，132펼지에 1 ，003.6ha로 면적 대비 휴경율이 5.04%에 이른다. 평야지인 용궁 

면， 풍양면 등은 휴경 율이 낮아서 각각 0.2%, 0.3%정 도이 나 산간지 역 인 상리 

면은 예천군에서 가장 높아 무려 32.8%의 휴경율을 보인다. 따라서 상리면은 

예천군의 전체 휴경면적의 34.7%를 차지하고 필지수 면에서도 예천군내의 총 

휴경지의 30.3%가 상리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리면 다음으로 휴경지가 많은 

용문면의 휴경율이 면적대비 17.39'6으로 상리면 휴경율의 절반 수준 밖에 되 

지 않을 정도로 상리면의 휴경지가 많다. 

<표 4-3>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의 휴경율 

(단위 ha, 0/0) 

경지면적 (A) 휴경지면적 (B) 휴경화율(B/A) 

처l.C. 국 2,032,700 62,500 3.0 

예천군 20,026 1,003.6 5.0 

상리면 1,095.6 348 32.8 

고항리 163.6 73.91 39.4 

자료 : 예천군 업무자료， 1995. 

상리면 업무자료， 1995. 

상리면에서도 사례지역인 고항리는 휴경지가 가장 많아 전 경지의 절반에 

가까운 경지가 휴경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총경지면적 187.6ha에 

휴경지 73.9ha로 휴경율이 39.4%에 달한다. 고항리의 휴경지가 상리면 전체 

휴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20.9% , 면적 기준으로는 

25.6%로 1/4 이상이 고항리에서 발생하고 있다.(<그림 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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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 고항리의 경지현황 

단위 : m2 

면적 필지수 평균면적 휴경율(면적) 휴경율(필지) 

총필지수 1,635,976 891 1,836.1 

처1...:. 1,146,113 643 1,782.5 

답 489,863 248 1,975.3 

휴경지총필지수 739,085 387 1,910 45.2% 43.4% 

전(휴경지) 619,556 313 1,979 54.1% 48.7% 

답(휴경지) 119,529 74 1,615 24.4% 29.8% 
」

자 료: 지가(地價)조사부， 1996 ; 현지 설문지조사， 1995, 1999 

1않)6년에 나온 지가조사부 자료에 의하면 휴경율이 45.2%로 상리면에서 조사한 

자료보다 벼율이 높다. 이것은 면에서 조사할 때는 휴경한 지가 오래되어 사잘상의 

농지가 아넌 지목상의 경지를 제외하고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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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의 휴경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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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정 ^I외 -명작조건 

농지가 휴경화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작되는 

농지와 휴경되는 농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작되는 농지에 

비하여 휴경지화되는 농지는 토지 자체의 경작 조건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 

다. 즉，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과 부재지주 등이 휴경의 사회경제 

적 요인을 구성한다 하여도 휴경화는 토지 자체의 경작 조건이 불리한 농지가 

먼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 휴경지의 발생 원인을 객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사례지역에서 휴경지의 자연적 조건(경사도， 

고도)， 지목， 통작거리 등 휴경지가 토지 자체가 지난 경작조건을 살펴 보고자 

한다. 

로
 

으
 
로
 

적
，
 으
 

차
 
적
 

일
 
관
 

1) 경사도 및 고도 

경작에 있어서 경지의 자연적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자연적 조건이 불리 

하다면 그 경지는 휴경의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에 

서 특히 경사도는 그것의 有·不利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리면의 

휴경율이 예천군의 다른 지역에 비해 탁월하게 높은 것도 기실은 경사도가 크 

고 고도가 높은 산간오지이기 때문이다. 비농업진흥지역에 한정되었기는 하나 

1993년 농업진흥공사가 예천군의 휴경지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휴경지의 총 

면적이 695.9ha인데， 경사도 7% 이하가 1.2ha, 7 -15%가 47.9ha, 15% 이상이 

646.8ha로 전 휴경지의 92.9%가 경사도 15% 이상의 급경사지이다. 즉， 경사 

급경사지에서 휴 높고 대체로 15% 이상의 가 급해질수록 휴경지의 발생율이 

경화 경향이 절대적으로 높다. 

자연적 조건에 한정한다면 경사도가 휴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òl~二
λA'--

있다. 

경사가 급한 만큼 휴경지가 분포하는 고도도 매우 높다. 

경지들은 거의 대부분 고도 450m이상에 위치하고 해발 600m가 넘는 휴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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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수 있다(<그림 4-3> 참조). 

2) 필11 파모 

휴경은 그것의 원인이 노동력 부족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다 하여도 휴 

경되는 농지는 자연적 조건이 경작하기 불리한 농지에서 부터 우선적으로 시 

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필지 규모 역시 경작의 중요한 자연적 조건이 된다. 필 

지 규모가 작다고 하면 대형 농기계의 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소 농기 

계의 작업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소필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필지의 분할은 제도적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지의 규모는 그 토지가 

갖는 자연적 조건이며， 필지의 분할 역시 지형적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일반 

적으로 필지 규모가 작을수록 기계화 영농에 불리하여 휴경의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고항리 휴경지의 필지 규모는 평균 689.9평으로 200평을 1마지 

기로 했을 때 3마지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논·밭으로 보면 휴경하고 있는 

밭의 규모가 논보다는 훨씬 크다. 이것은 고항리가 산간오지로 본래 밭이 많 

고 논이 적은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예천군이나 상리면 전체 평균에 비해 휴경하는 경지의 펼지 규모가 크다는 것 

이다. 특히 밭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상리면의 경우도 예천군 전체에 

대하여 그러한 경향성을 갖는다. 필지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큰 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휴경되고 있는 것은 상리면과 그 중에서도 고항리 경지들의 경작조 

건이 또 다른 측면에서 한층 불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농업노동력이 절 

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경사가 너무 급한 것이 펼지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휴경화를 유도하는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표4-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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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의 휴경지 평균 필지 규모 

처L:. 

예천군 482.1 

상리면 615.3 

고항리 738.0 

자 료 : 예천군 업무자료， 1995 

상리면 업무자료. 1995. 

단위 : 평 

답 계 

504.3 491.0 

452.7 562.5 

491.4 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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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고항리의 휴경지 분포(용소，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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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놓로 접근성 

농로 접근성 역시 토지가 갖는 중요한 경작조건이다. 농기계의 작업가능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농로에의 접근성은 크게 국도와 같은 도로에 

인접하여 대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이 가능한 농 

로에 인접한 경우， 농로에 인접하지 않더라도 경운기 등 중소형 농기계의 접 

근이 가능한 경우， 경운기의 운행 조차 힘든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앞에서부터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라 하였을 때， 

예천군 전체적으로 A급지나 B급지에 해당하는 경지가 휴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90% 이상이 D급지의 경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리면이나 고항리에서 

도 마찬가지로 특히 고항리는 전 휴경지가 D급지에 해당한다. 

<표 4-6>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휴경지의 농로 접근성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 

예천군 1.8 6.1 61.7 934.0 

상리면 1.0 2.0 345.0 

고항리 73.9 

주) A급지: 국도 인접 경지， B급지: 농로 인접 경지 

C급지: 경운기 통행가능 경지， D급지: 경운기 통행불가능 경지 

자료: 예천군 업무자료， 1ffi5. 

상리면 업무자료， 1앉)5. 

4) 통작거리 

계 

1003.6 

348.0 

73.9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거리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적 제약요인이 된다. 이 

것은 영농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통작거리가 멀어질수록 영농활동의 

강도가 약화된다. 이런 점에서 휴경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통작거리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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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다. 

농가는 경작하는 농지가 멀리 떨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진 만큼 더 많은 노 

동력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른 경작 조건이 같다고 하면 가까이 있는 토지에 

비해 경작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 즉， 경지가 농가로 부터 멀어지면 멀어 

질수록 기회비용이 늘어난다. 따라서 경작을 할 여건이 못되어 휴경을 한다고 

하면 통작거리가 먼 경지를 휴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휴경율은 통작거리가 먼 경지일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휴경지의 필지별 통작거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lkm 이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0-300m 사이의 경지가 40.9%인 것은 단순히 멀다고 휴경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준다.1km 이상 되는 휴경지가 27.3%에 이르고 있다. 이들 

휴경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산지에 있어 경운기 등의 농기계 접근이 어 

렵다는 점이 휴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앞의 거리는 직선거리 

인 바 경작을 위하여 실제 이동하여야 하는 실제 거리는 이보다 훨씬 멀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휴경지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데， 3km 이상을 벗어나면 국도변에 인접하지 않은 거의 모든 경지가 휴경되고 

있다. 

<표 4-7> 휴경지의 필지별 통작거리 

단위:가구 

0-300m 301-500m 501-800m 801-1000m l000m이 상 계 

9 4 2 
40.9% 18.2% 9.1 % 

자 료 : 설문조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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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경지외 지목별 분포와 토지소유 관꺼! 

1) 휴경지의 11목별 분포 

전국의 전·답의 비율은 약 37.7 : 62.3로 논이 훨씬 많지만 휴경지에 있어서 

는 전·답의 비율은 약 49.8 : 50.2로 논 밭이 거의 비슷해진다. 이는 밭이 휴경 

되는 경향이 더 높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전·답별 각각의 면적 대비 휴경율을 

보면 밭의 휴경율이 논에 비하여 거의 2배 가량된다. 예천군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여 밭의 휴경율이 논의 2배를 넘는다. 상리면이 다소 약하기는 하지 

만 고항리의 경우는 휴경지의 논·밭 비율이 예천군 전체 평균과 비슷하다. 

어떠한 경우든 밭의 휴경율이 논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은 일반적으로 벼재배 보다 밭의 노동력 투하 요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계 

화 영농에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영농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밭 작물이 벼보다 항시적인 노동력 투하를 요구 

한다. 벼 재배는 이앙기와 수확기에 집중적인 노동력을 요구하는 대신 기타 

시기에는 큰 노동력의 투하가 필요 없다. 따라서 흔히 벼 재배의 과정을 노동 

력의 시기적 집중도에 따라 F-Cycle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밭작물은 파종기에 

서부터 수확기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인 노동력 투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벼 

를 재배하는 논은 설사 계단식일지라도 각각의 필지는 평지이어야 한다. 그러 

나 밭은 경사지인 경우가 많아 논에 비하여 밭은 영농의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항시적으로 투하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이 부족하므로 밭은 경작 

에 불리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농지의 휴경화 역시 논보다 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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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의 논·밭 휴경율 

단위: ha, 0/0 

경지면적 휴경면적 휴경율 

처'-'- 답 처L: 답 전 답 

전국 765,600 1,267 ,100 31 ,100 31 ,400 4.1 2.5 

예천군 8,130 11 ,896 591 .4 412.2 7.27 3.47 

상리면 700.4 395.2 257 91 36.7 23.0 

고항리 140.3 47.3 61.96 11.95 44.2 25.3 

자 료: 예천군 업무자료， 1995. 

상리 면 업 무자료， 1995. 

2) 휴경지의 토지소휴 관계 

상리면 산업계에서 1995년 10월에 조사한 휴경지 현황과 설문자료를 종합 

하면， 고항리는 387필지에 739，085m2가 휴경하여， 총경지면적 187.6ha와 비교 

하면， 휴경율이 39.5%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전국 휴경율 3.0%, 예천군 휴경 

율 5%, 상리면 휴경율 31.8%보다도 높은 것이다. 산간 경사지의 심각한 휴경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특히 농촌의 인구유출로 인한 부재지주 농지 

의 증가는 휴경 현상을 가속화시켜 전체 휴경면적의 83%가 부재지주 소유 농 

지이다. 

부재지주의 소유 비율이 유난허 높은 것은 일부 예외적인 측면도 없지 않 

으나 우리나라 농지 휴경화의 주요한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재지주의 토지는 일단 휴경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농지 휴경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첫째는 왜? 부재지주 

가 발생하고， 둘째는 부재지주의 토지는 휴경화의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설명의 매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덕가리의 부재지 

주들을 보면 크게 두 유형을 구분된다. 첫째， 한 유형은 이농·이촌하였으나 과 

거 경작하던 토지를 그대로 소유함으로써 혹은 이농·이촌한 자녀가 토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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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받음으로써 부재지주가 되는 경우이다. 즉 離村·離農型 不在地主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門中짧 또는 位土 형태로 소유되는 토지로 이 역시 소유자는 이 

농·이촌한 경우가 많지만 앞의 유형과는 구분되는 부재지주이다. 이러한 유형 

이외에 자산의 투자가치로서 혹은 은퇴한 이후 전원생활의 준비로서 토지를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부재지주가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나 사례지역인 

고항리에서는 이 같은 유형은 2 건 뿐이다. 

전체적으로 이촌·이농형의 부재지주 소유 휴경지가 약 80% 내외를 차지하 

는데， 전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 그러나 문중답·위토형의 부재지주 소유의 휴 

경지 비율도 20% 안팎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든 이 

러한 부재지주는 소극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이동 및 전통적 의식 구조와 관련된다. 즉， 

도시로 이동하였으나 그것이 과거에 살던 고향과의 단절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개로 계속 그 관계가 이 

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농업의 쇠퇴 등으로 농지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지속시키는 한 요인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진행된 압축적 도시화와 산 

업화가 부재지주를 양산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부재지주의 토지가 휴경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 면담을 통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상호 관련을 맺는 두 가지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하나 

는 이촌·이농하는 가구의 증가로 토지의 공급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의 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그것을 경작할 노동력은 오히려 양 

적·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촌·이농에 의해 확대공급 

된 토지는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 않는 한 휴경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문중답 또는 위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 주민의 말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요즈음 사람들은 위토같은 것을 소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해 보 
았자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귀찮기만 하다. 그리고 산지지 같은 인상 
을 주는데 누가 할려고 하겠는가? 나도 얼마 전에는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 땅은 지금 묵히고 있다. 우리 아들이 구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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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집도 있다. 다 늙어서 도시에 나갈 생각은 없다. 
공기 좋은 여기서 살다가 묻힐 것이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지금 하 
고 -있는 농사일을 그만 둘 생각이다" 

<표 4-9> 소유자 거주지별 휴경면적 

단위 mι 

구 1 Hr 휴경 면적 펼지수 i명균 면적 

전 119,59009.3%) 52 2300 

재촌지주 답 4985(4.2%) 5 997 

계 124,57506.9%) 57 2186 

전 499,966(80.9%) 261 1916 

부째 지주 답 114,544(95.8%) 69 1660 

계 614,510(83.1%) 330 1862 

전 619,556 313 1979 

계 답 119,529 74 1615 

계 739,085 387 1910 

자 료 : 설문 조사， 상리면 산업계 휴경지 조사 자료.1995 

부재지주의 휴경 시기별 휴경면적을 보면 논，밭 모두 1986년 - 1990년 사 

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여 1986년 이후에 전국적인 휴경화 현상이 샘해지는 경 

향과 일치하고 있다. 시기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필지별 평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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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부재지주의 휴경시기별 휴경면적(밭) 

단위 ;(mι) 

휴경시기 휴경면적 필지수 평균면적 

1980년 이전 15,613 (3.1%) 23 679 

1981 - 1985 128,099 (25.6%) 107 1197 

1986 - 1990 258,741 (51.8%) 109 2374 

1991년 이후 97,513 09.5%) 22 4432 

계 499,966 261 1916 

자료: 면 휴경지 현황， 설문지 조사. 1995 

<표 4-11> 부재지주의 휴경시기별 휴경면적(논) 

단우I(mι) 

휴경시기 휴경면적 필지수 평균면적 

1980년 이전 

1981 - 1985 13214 0 1.5%) 22 601 

1986 - 19앤j 50968 (44.5%) 30 1699 

1991년 이후 50632 (44.0%) 17 2962 

계 114,544 69 1660 

자료: 변 휴경지 현황， 설문지 조사. 1995 

부재지주의 이출 시기에 따른 휴경면적은 1981 - 1990년이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필지별 평균면적이 시간이 흐를수록 넓어지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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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농촌노동력의 부족 심화로 넓은 필지의 경사도가 높 

거나 경작 조건이 불리한 것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인구이출 초기에는 밭이 먼저 휴 

경되기 시작하였는데， 주곡 자급을 중시하던 시대상황과 관련이 있다. 

<표 4-12> 부재지주의 이출시기별 휴경 면적(밭) 

단 우1mι 

이출 시기 휴경 면적 필지수 평균 면적 

1970년 이전 118,087(23.5%) 88 1342 

1971 - 1980 169,489(33.9%) 97 1747 

1981 - 1990 206,083(41.2%) 75 2748 

1991년 이후 6307(1 .3%) 1 6307 

계 499,966 261 1916 
」

자료 : 설문조사， 1995 

<표 4-13> 부재지주의 이출시기별 휴경면적(논) 

단위 mι 

이출시기 휴경면적 필지수 평균면적 

1970년 이전 7,580( 6.6%) 15 505 

1971 - 1980 55,921<48.8%) 29 1928 

1981 - 1990 39,800(34.8% ) 22 1809 

1991년 이후 11 ,243( 9.8%) 3 3748 

계 114,544 69 1660 

자 료 : 상리면 산업계 ，설문지 자료， 1995 

져13절 채촌 휴-영농기f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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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주외 연령 및 가구구성 상EH 

재촌 휴경농가 가구주의 60%가 

50대 1명， 60대 1명으로 나타났다. 

갖는다는 점을 말해준다. 40대에서 

재배로 노동력이 집중함에 따른 

50세 이상이다. 여성 독신가구가 6.2%로， 

이것은 휴경이 노동력의 노령화와 관계를 

휴경농가 가구주 비율이 높은 것은 사과 

경작불리농지의 휴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이 향후 10년 내지는 15년 내로 농 50세 이상이 60%에 이른다는 사실은 

업경영에서 은퇴할 것을 

것을 말해준다. 

01-7;1]드즈느二 
E코 ‘ JI’ I "L一 것으로 노동력의 노령화가 보다 심각해질 

〈표 4-14> 재촌 휴경농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분포 

단위 

20 - 30 세 

31 - 40 세 

41 - 50 세 

51 - 60 세 

61 - 70 세 

70 세 이상 

계 

3 

3 

7 

5 

9 

3 

30 

남 

9.4% 

9.4% 

21.9% 

15.6% 

28.1% 

9.4% 

93.8% 

자 료 : 설문조사. 1995 

1 

2 

여 계 

3 9.4% 

3 9.4% 

7 21.9% 

3.1% 6 18.8% 

3.1% 10 31.3% 

0.0% 3 9.4% 

6.2%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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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재촌 휴경농가의 가구 구성 

단위:가구 

1 인 3.2% 

2 인 4 12.9% 

3 인 4 12.9% 

4 인 4 12.9% 

5 인 10 32.3% 

6 이상 8 25.8% 

계 31 100.0% 

자 료 : 설문조사. 1995 

가구주의 연령이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말해준다면 가구원수는 노동력의 

양적 수준을 시사한다. 휴경원인이 노동력의 부족에 있다고 하면 이는 기본적 

으로 가구원수가 적은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원수가 예상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항리의 경우는 사과가 특화되어 있어서 40대 

의 젊은 층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포함된 데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었다. 따라서 이들 가구원은 농업에 常時的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 실 

제 사례 조사에서도 가구 구성원이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2. 소유명지 및 임차농지 현황 

2000평 미만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20.7%이다. 또 10，000평 이상의 

많은 토지를 가진 경우도 31%를 보이고 있어 휴경현상과 토지보유량도 직접 

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휴경농가에서 

토지를 임차해 짓고 있는 경우는 33사례 중 107}구나 되고 1 ，200평 이상의 

임차농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40%에 이르고 있어서 단순히 노동력의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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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지 발생의 원인이 아님을 말해준다. 즉， 경작조건이 나쁜 자기소유 토지는 

휴경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작조건(경사도， 비옥도)이 좋은 토지를 임차해 노동 

력을 집중 투하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6> 재촌 휴경농가 소유토지의 면적별 분포 

단우1: 가구 

o - 2000 평 6 20.7% 

2001 - 4000 평 4 13.8% 

4001 - 6000 평 4 13.8% 

6001 - 8000 평 4 13.8% 

8001 - 10000 평 2 6.9% 

10001평 이상 9 31.0% 

계 29 100.0% 

자 료 : 설문조사， 1995 

<표 4-17> 재촌휴경농가 임차농지 규모 

단우1: 가구 

o - 400평 2 20.0% 

401 - 800평 2 20.0% 

801 - 1200평 2 20.0% 

1200평 이상 4 40.0% 

겨l 10 100.0% 

자료 설문조사. 

휴경농가는 자작할 능력이 모자라므로，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향을 갖 

는다.6가구가 토지를 임대해주고 있었으며， 4가구가 1200평 이상 임대하고 있 

었다. 그러나 노동력이 점차 고령화되고 숫자가 줄어들면서 임대하는 것 조 

차 여의치 않아 임대하던 농지가 휴경화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임 

대 결과 지주가 받는 지대도 점차 줄어들어 전， 답 4-5마지기 (800-1000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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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쌀 두가마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주가 경작능력이 전 

혀 없어지고， 생계 대책도 막연해진 경우， 사정을 해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 

었다. 이러한 경우는 그 토지를 임차한 농가가 임차를 포기하게 되면 휴경화 

될 가능성이 있다. 

<표 4-18> 임대농지 규모 

단위:가구 

801 - 1200평 2 

1200평 이상 4 

계 6 

자 료 : 설문조사. 

3. 휴경샤유와 휴-성지 발생 원인 

고항리 전체 휴경지중 부재지주 소유의 토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부재지주가 휴경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촌휴경 농가증 

에도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가가 있음을 보면 부재지주만으로 휴경지의 

발생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부재지주 소유 토지라 하여도 임대차를 통해 

경작될 수 있다. 즉， 부재지주는 휴경화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 주는 간접적 

요인이다. 부재지주 소유토지의 증가가 휴경지 발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겠지 

만 보다 심층적인 휴경지 발생원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촌휴경 농가가 왜 

휴경을 하는냐는 휴경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37B 의 설문지 중 휴경지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27가구이다. 이들 

농가의 휴경사유는 노동력부족이 22.2%, 경지조건 불량이 59.3%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양자가 결합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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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대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농가는 3 가구가 있는 데， 이들 농가는 소유토 

지 전체를 휴경한다. 한 가구는 총 토지 15.000평 중 13.000평을 휴경한다. 

1 ，000평만 경작하고 나머지 1000평은 남에게 빌려 주었다. 가구주가 건설사업 

을 시작한 관계로 많은 땅을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가구는 72 

세의 여성 독신가구로 노동능력을 상실한데다 경지조건도 나빠 대리경작이 불 

가능한 상태이다. 또 한 가구도 마찬가지로 여성 단독가구로 가구주가 63세로 

노동능력이 떨어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최근까지 경작 

이 이루어지다가 노쇠， 혹은 이출로 경작할 사람이 없어 한계농지 부터 휴경 

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표 4-19> 휴경 사유 

단위:가구 

노동력부족 6 22.2% 

경지조건불량 16 59.3% 

기타 5 18.5% 

계 27 100.0% 

자 료 : 설문조사. 

경지조건 불량을 가장 많이 휴경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과소농촌지역이라 

하여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이긴 하지만 경지조건이 휴경발생의 일차적 원인임 

을 말해준다. 휴경지의 65%가 경운기의 진입이 어려운 상태로서， 이 지역의 

경지조건이 열악함을 말해준다.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경지인 경우에도 마 

을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억지로 들어간다”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반대 

로 경운기만 잘 들어간다면 휴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108 -



<표 4-20> 경운기 진입 여부 

진입가 

진입불가 

계 

자 료 : 설문조사. 

단위:필지 

9 34.6% 

17 65.4% 

26 100.0% 

향후 휴경지 처리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사과， 감 등의 유실 

수를 식부하기를 희망했다. 매각하려 해도 값이 나가지 않아 그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유실수 식수계획이 가장 많은 

데 이는 이 지역의 조건이 논농사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과 상업작물， 과수 등 

의 소비 증가를 반영한다. 특히 이 지역의 사과는 전국에서 품질이 좋기로 유 

명하여，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 비탈진 고지와 서늘한 기후， 토양조건에서 더 

잘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가나다로 수출하는 작목 

반이 운영되고 있다. 

〈표 4-21> 향후 휴경지 처리 계획 

계속휴경 유실수 식부 

1 12 
67% 80.0% 

자 료 : 설문조사. 

매각 

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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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r4절 착연마을별 휴-성지유형과 휴-껑가구외 특성 

1. 자연마을의 구분 

고항리는 총 78 가구이고 농가는 70 가구 비농가는 8 가구이다. 비농가는 

여성 단독가구， 생활보호대상자， 병자로 구성되어 있다. 65세 이상의 가구가 

36.4%이고， 60세 이상의 가구는 48.1%, 부녀자 단독가구는 1 1.7%나 차지하여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부녀화 현상을 웅변하고 있다.( <표 4-22>참조) 

고항리는 과거에 고항1동 지역이었던 모래재，문곡，괴동，모시골은 25-40 가구 

가 거주하다가， 지금은 2-4 가구 남아 있어 폐동 단계에 있는 네개의 자연마 

을 지역과 상대적으로 인구유출이 적고 사과농사를 하는 40대들이 거주하는 

다섯개의 자연마을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두 지역의 차이는 교통로，생활권의 

변화와 교통수단과 생엽의 변화와 인구유출 정도와 관련이 있다. 위의 네마 

을은 고도가 470-57Orn로 아래 다섯마을의 320-450m보다 높고， 교통로로 부터 

도 더 많이 격리되어 있다. 30년 전까지는 걸어서 풍기장을 이용하다가 예천 

으로 버스가 통행하면서 위쪽 다섯 자연마을은 교통수단의 변화와 높은 고도 

로 인하여 연구유출이 더욱 섬해졌다. 

고항리의 두 지역 중에서 위쪽의 문곡마을과 아랫쪽의 어동마을의 휴경 

율，경지의 이용，농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인구유출이 극심하여 70대 노 

인 2가구와 50대 1가구가 거주하는 문곡마을과 127}구가 거주하는 아래쪽의 

어동 자연마을을 선정하여 총경지면적에 대한 전수조사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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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고항리 농가의 자연촌락별 현황 

종 
농 

비 
겸 

65세 부녀자 
95년 이후 사 마 최다 

구분 가 
가 

즈。드 
업 

이상 60-64세 단독 
전입 과 1E- 가구 

구 가 농가 가구 

모래재 3 3 2 2 2 20-25 
긴nr ;=1f 3 3 2 1 1 30-35 
괴동 4 4 4 2 1 25-30 
모시골 2 2 1 2( 퇴직) 1 30-40 
송전 12 12 2 3 1 2( 과수.염소) 8 7 15-20 
어동 12 11 1 1 3 2 1 2( 염소， 병자) 6 3 30-40 
큰마 19 16 3 4 1 3 1(구|농) 9 5 40-50 
용소 14 10 4 9 2 3 

3( 은퇴，실직) 
5 7 30-40 

신기 9 9 2 2 1 4 7 20-30 

합계 78 70 8 3 
28 9 9 

10 38 300/~구 
(36.4") li11.7깐 (11.7") 

33 

자 료: 설문지조사， 1995， 1얽9 

1) 문곡 자엽마올 휴경지 휴명과 휴경가구의 특성 

문곡 마을은 고항리의 9개 자연마을 중에서 송전마을 버스종점에서 북동쪽 

계곡으로 올라가서 해발 490-540m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경지는 고도 

500-690m의 마을 주변 급경사지에 분포하고 있다. 가옥주변에 있는 재촌지주 

의 농지를 중심으로 소유면적의 80%만 경작되며 총경작면적의 90.3%를 차지 

하고 있다. 부재지주 소유면적의 92.9%가 휴경되어 총휴경면적의 84.8%를 점 

유하여，원격지 산간마을에서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부재지주 소유농 

지가 휴경지의 대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재촌지주는 경작조건과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할 때만 휴경한다. 조상 전 

래의 땅을 놀리지 않겠다는 윤리적인 관념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부 

재지주의 농지는 경작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땅도 노동력 부족과 임차료 문 

제로 휴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문곡마을은 6.25 때도 피해가 없었 

고 피란지로 인구가 유입되었다가 교통수단과 시장권의 변화로 지금은 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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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남아 있어 휴경화가 심각하다. 

〈표 4-23> 문곡마을의 소유자 거주지별 휴경현황 단위 m’, 0/0 

구분 부재 지주 재촌 지주 계 

경작면적 9, 223 (9.7x) 86 , 305 (90.3x) 95 , 528 
경작필지 5 (10.9x) 41 (89.1x) 46 
평균면적 1, 844.6 2105 2, 076.7 

휴경면적 120, 553 (84.8x) 21 , 541 (15.2x) 142, 094 
휴경필지 75 (84.3x) 14 (15.7x) 89 
평균면적 1607.4 1538.6 1, 596.6 

총면적 129, 776 (54.6x) 107, 848 (45.4x) 237 , 624 
총필지 80 (59.3x) 55 (40.7x) 135 
평균면적 1622.2 1960.8 1. 760.2 

휴경율(면적) 92.9x 19.97x 59.8x 
휴경율(필지) 93.8x 25.45x 65.9x 

자 료 : 현지조사， 1999 

문옥마을은 25가구가 거주하였으나 3가구로 줄어들었고， 3가구 

중 2가구는 70세가 넘은 고령농가로 상업작물의 도입이나 농업기계 

화를 하지 못하고 답습적 영농을 하고 있다. 그러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때문에 부재지주 농지는 90% 정도 휴경하고 었다. 마을 주변 

의 가까운 농지도 노동력 부족과 부재지주 소유농지여서 휴경되고 

있다.(사진 4-1 참조) 

문곡마을의 총경지면적의 54.6%를 이출한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어 3가구의 잔류농가는 노령화되어 있어 총경지면적의 59.8%，총 

펼지수의 65.9%나 휴경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농지는 93% 

나 휴경하고 있다.그러나 노령화한 재촌지주는 경지조건이 아주 열 

악한 경지의 20%정도만 휴경하고 있어 인간의 거주가 휴경방지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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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문곡마을의 휴경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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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1 > 문곡마을 가옥 주변의 휴경지 

가옥이 있는 마을에 남동쪽 하천변으로도 광범위하게 휴경지가 나타나고 있 

다. 25가구가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가 격심한 인구유출과 인끈 마을부터의 

원격성으로 인하여 휴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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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문곡마을 북쪽의 부재지주 휴경지 

과거의 집 터에만 마늘이 경작되고 있고 그 위쪽으로개울 건너편은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농지가 휴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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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 자엽마올 휴경지 휴명과 휴경가구의 륙성 

어동마을은 40-50가구에서 14가구로 감소하였으나， 5가구의 40-50대가 사과농 

사를 많이 하여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으로 경지말단부가 휴경하고 있다. 휴경 

지에 목초를 심어 방목하는 1가구가 전입하였다. 그리고 경지말단부의 휴경지 

역을 1999년에 개간하여 경작의 편리함은 증가했으나 환경파괴와 풍수해 때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재촌지주 휴경지 7필지는 1996년에 전입한 가구에서 

염소방목에 이용하고 있다. ( <사진4-3> 참조 ) 

재촌지주는 소유경지의 34.9%를 1995년에 휴경하여 총휴경면적의 34.2%를 차 

지하고 있다. 사과농사에 노동력을 집중투입하면서 농업부문간의 경쟁에 의하 

여 휴경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 휴경지 중에서 1999년에 휴경논생산화시책에 

의한 보조금으로 2지구 7필지를 개간하여 경작조건은 개선되었으나 풍수해로 

인한 산사태가 우려된다. (<사진4-4> 참조 ) 

부재지주는 소유면적의 64.5% 필지수는 71.35%를 휴경하여 재촌지주의 2배 

정도를 많이 휴경하고 있다. 부재지주 휴경지 8필지는 염소 방목가구가 산림 

과 함께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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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어동마을의 소유자 거주지별 휴경현황 단우 m' ， 0/0 

구분 부재지주 재촌지주 계 

경작면적 64 , 065 (36.2x) 112, 934 (63.8x) 176 , 999 
경작필지 31 (39.2x) 48 (60.8x) 79 
평균면적 2, 066.6 2, 352.8 2, 240.5 

휴경면적 116 , 549 (65.8X) 60 , 666 (34.2x) 177 , 215 
휴경필지 77 (69.4x) 34 (30.6x) 111 
평균면적 1513.6 1. 784. 3 1, 596.5 

총면적 180 , 614 (51x) 173 , 600 (49x) 354 , 214 
총필지 108 (56.8x) 82 (43.2x) 190 
평균면적 1. 672. 4 2, 117.1 1, 864.3 

휴경율(면적) 64.5x 34.9x 50.03x 
휴경율(필지) 71.3x 41. 5x 58.4x 

자 료 : 현지조사， 1999 

<사진4-3> 어동마을 경지말단부의 휴경지(개간후 목축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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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어동마을의 개간 현황(1999년 봄) 

사진 윗 부분의 휴경지 중에서 1999년에 휴경논생산화시책에 의한 보조금 

으로 2지구 7필지를 개간하여 경작조건은 개선되었으나 높은 뚝과 급경사로 

인해 풍수해에 따른 산사태가 우려된다. (<사진4-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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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èH 채 자연마을의 휴-정지 유형과 휴-성가구의 특성 

1) 모래재 마올의 변화과정 

모래재 마을은 고항리의 9개 자연마을 중에서 가장 높은 해발 550m에 마 

을이 위치하고 있고， 경지는 550-650m의 고도에 풍기로 통하는 도로 주변과 

좁은 계곡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1930년대 말기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 괴동 

에서 중석 17) 이 채굴되어 풍기역 까지 걸어서 운반하고 단양군 대강면과 예천 

군 상리면， 하리면 지역이 걸어서 풍기장을 보던 시기에는 교통의 요지로 

25-30호가 거주하였고， 주막도 6-8집이 있었다고 한다. 도보시대에는 풍기역 

까지 10Kmol 고， 예천읍까지는 22Km여서 상리면과 단양군 대강면 남부지역은 

가까운 풍기장을 보았다. 그래서 30년 전까지는 풍기생활권이었고， 풍기와 단 

양군 대강면에서 이주해온 가구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버스 

가 하리면(8Km)，은산(6Km)，석묘리 춘생 (4Km)까지 점차적으로 운행되면서 인 

구유출도 심화되고 예천읍으로 생활권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에는 2 

가구만 거주하여 많은 농경지가 휴경하였으나 서울에서 청과상을 하던 상인 

(가구 1)이 직접 생산하려고 전입하여 500-650m의 경사지에 도로 양옆으로 

사과밭을 조성하면서 휴경지가 다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그림4-9> 참조) . 

지난 15년 동안 4-14년생의 사과밭 16，000평(14필지)과 1-4년생의 복숭아밭 

1531평 (4필지)을 조성하여，황무지화가 될 뻔한 휴경지를 재생시킨 좋은 본보기 

이다. 앞으로 풍기로 가는 도로가 확장포장되면 도시-농촌교류형의 관광휴양 

지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1999년에 송전 마을에서 2,000m 중에서 

400m를 확장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예천군에서는 도로로 인한 상권 상실을 

우려하여 풍기로의 포장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영주시에서는 봉현면 두산리와 

고항리 경계에 있는 玉女峰(971m)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 

17) 중석은 전쟁에 중요한 군수물자여서 중석채굴에 종사하면 징병과 징용을 면 
제해 주어서，많은 사람이 유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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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그림4-9> 모래재 



고 있다. 고항리 중에서도 모래재 마을은 가장 고지대여서 병충해가 적고 과 

육이 단단하고 맛이 좋은 반면에， 5년 중에 2회 주기로 여름에 자주 오는 비 

와 습기 때문에 잎이 오그라들고 떨어지는 갈반병이 찾아와 실패할 확률이 높 

다 18) 이런 주기적인 갈반병과 가격불안정，높은 인건비，비료，농약，자재비 둥으 

로 대규모로 사과 농사를 하는 농민일수록 농협부채가 많은 실정이다. 사과의 

갈반병과 거름 조절의 어려움으로 복숭아밭으로 일부 전환하고 있으나，아직은 

사과밭이 압도적으로 많다. 

2) 모래재 마옳 휴경지의 .Q.명구분 

모래재 마을의 휴경율은 48.4%로 상리면과 고항리에 대한 면사무소의 공식 

적인 휴경지 조사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이것은 오래 전에 휴경되어 사실상 

산림으로 변해 버린 농경지는 농민들이 경지로 간주하지 않는데 일부 원인이 

있다. 모래재 마을의 인구가 많아 25호가 넘을 때는 인력으로 골짜기의 경지 

와 화전까지 하였지만， 3가구만 거주하는 현재는 도로에서 떨어진 경지는 대 

규모로 휴경되고 있다(<표4-25> 참조) . 

<표 4-25> 모래재 마을의 휴경율 (단위 ha， 0/0) 

구분 경지면적 (A) 휴경지면적 (B) 휴경화율(B/A) 

상리면 1,095.6 348 31.8 

고항리 187.6 73.91 39.4 

모래재 마을 22 .1 10.7 48.4 

자 료: 현지조사， 1999 

18) 잎이 떨어지는 갈반병은 여름에 ‘공짜 구름은 없다.예천읍에 구름만 끼어도 
상하리는 비가 온다.’는 향언처럼 비가 자주 오고，땅에 습기가 빠지기 전에 

비가 오기 때문이다. 사과는 거름의 양을 조절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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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의 거주지별 휴경면적을 보면 재촌지주의 휴경 필지와 면적이 

절대량에서는 부재지주 보다 조금 많으나， 부재지주는 소유경지 중에서 필지 

수는 87.5%，면적은 92.7%나 휴경하고 있다. 부재지주는 이 마을에서 거주하다 

가 이촌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산에 인접하거나 좁은 필지 뿐만 아니라，도로 

변의 큰 필지(1.666평 1272평)도 휴경하고 있다. 이것은 골짜기 땅이 매매도 잘 

되지 않고，경운기 진입도 어려워 휴경되고 있다. 재촌지주는 펼지수는 39%，면 

적은 32.8%가 휴경되어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과 사과농사에 

노동력 집중투입으로 인한 상대적 부족이 심각하다. 

휴경지의 평균면적은 재촌지주는 1,677m2 인데 비하여， 부재지주는 1,907m2 

로 더 넓은 필지면적을 휴경하고 있다. 부재지주의 농경지 중에서 4필지만 이 

용되는데 사과밭(327m2 )，복숭아밭(483m2 )，일반 밭작물(콩，1104m2 )，나머지 1필지 

는 영주에서 실내장식업을 하는 사람이 1998년에 풍기 통로의 휴경지를 구입 

하여 정지작업을 하여 닭，오리，송어를 기르고 항아리와 돌로써 탑을 쌓고 일이 

있을 때나 주말에 내왕하고 있다. 이상의 4필지 외에는 모든 경지가 휴경되고 

있다.(<표4-26> 참조) 

<표 4-26> 경지 소유자 거주지별 휴경면적 단위 m2 

구분 경작면적 필지수 평균면적 휴경면적 필지수 평균면적 

재촌지주 110,001 50 2,200 53,662 32 1,677 

부재지주 4,205 4 1,051 53,384 28 1,907 

계 114,206 54 2,115 107,046 60 1,784 

자 료: 현지조사， 1999 

모래재 마을의 휴경지 형태를 휴경원인(경작조건불리지，노동력 부족형，투기 

적 수요)과 휴경지의 현 상태에 따라 구분하면 4유형이 된다. 

A유형은 산림화된 휴경지로 좁은 골짜기를 들어가서 있는 좁고 긴 경지로 

휴경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나무가 많이 서고，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거의 

산림화되었다. 재촌휴경 20 필지，부재휴경 10 필지이며 산이 내려오는，즉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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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으로 환원하는 경지이다. 이 농경지는 인구가 많을 때는 화전과 山田형 

태로 인력과 좁力에 의하여 경작하였으나，인구유출로 인한 농경지 과잉상태로 

인하여 다시 원래의 산으로 돌아가는 경지이다. 

재촌휴경 가구 1은 토지매입과정에서 사과밭으로 조성한 경지와 같이 매입 

했으나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어서 휴경하고 있다. 큰 도로변은 사과밭으로 

조성하였으나，골짜기의 좁은 경지인 A형태의 6필지 (10，043m2 )를 휴경하고 있 

다. 

가구 2는 원주민으로 사과밭여필지，5000평)과 일반 밭작물(고추，콩，마늘) 

3000평을 경작한다. 과거에 노동력이 풍부하였을 때는 인력으로 경작하였으 

나，인구가 급감하면서 사과농사일로 일손이 부족하여 산림화한 경지 4필지 

(10，033m2 )를 휴경하고 있다. 

가구 3은 봉화군에서 1974년에 전입한 가구로 밭 3，000평에 전통적인 작물 

(감자，고추，마늘)을 경작하고 있다. 설문지조사에서는 휴경지가 없다고 하였으 

나 A유형(1필지，190평)， B유형 (1필지，117평)의 휴경지가 농지원부와 지가조사 

자료의 확인결과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필지규모가 작고 산림화한 골짜기에 

있는 밭으로， 20년 이상을 오래 휴경하였기 때문에 거의 버려둔 경지라는 관 

념이 있기 때문이다 .. 

가구 4는 괴동 마을이 고향으로 A유형의 휴경지 1필지 (764m2 )를 제외하고 

는 7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는 바로 도로 옆의 큰 경지 (5498 

mZ，4198m2 )를 휴경하는데 비해， 좁은 경지 (836m2 ，962m2 )를 경작하고 있다.경작 

에 있어서 재촌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B유형은 경작조건불리형으로 가구1이 거주하는 주변의 좁고 긴 농경지(재 

촌휴경 6 필지，7269m2 평균면적 1212m2 ;부재휴경 5필지， 6695m2，평균면적 

1339m2 )와 사과밭에서 산쪽으로 붙은 농경지(재촌휴경 5 필지，4970m2，평균면적 

994m2 ;부재휴경 4 필지， 15537mZ，평균면적 3884m2 )는 돌이 많고 경지의 자연 

적 조건이 좋지 않아 휴경되고 있다. 재촌휴경이 사과농사로의 노동력 집중투 

입으로 휴경필지는 많으나，부재휴경이 필지당 평균면적이 월등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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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유형은 부재지주형으로 큰 도로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필지규모가 이 마 

을에서는 큼에도 불구하고 휴경하는 경우이다. 부재지주 6은 7필지(14，146m2 ) 

모두를 휴경하고 있는데，도로변에 3필지 (1 ，061 m2/5，498m2/4，198마)가 규모가 큰 

데도 부재지주여서 휴경하고 있다. 재촌지주 가구1의 경우는 사과농사에 노동 

력 투입이 집중되고，큰 필지 (3，018m2 )이지만 돌이 많고 물이 많이 나서 경작조 

건이 불리하여 휴경되고 있다. 

D유형은 투기적 휴경지로 모래재 고개 막바지의 해발고도 670m에 큰 도로 

왼쪽에 위치한 2펼지의 휴경지이다. 부재지주의 휴경지는 2，036m2 이며 도로의 

확장포장시의 기대수익을 겨냥한 휴경현상이다. 도시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는 

휴경지이다. 

3) 재촌휴경 놓가의 특성 

재촌휴경 농가의 유형은 노동력의 질과 양，노동력 배분 상태，경지조건，가구 

주의 연령에 따라 4형태로 구분된다. 

가구 1은 상업적 전업농으로 1985년 전입 이후에 토지매입과정에서，경운 

기도 들어갈 수 없는 경지도 끼워서 매입하여 큰 도로변은 사과밭으로 조성하 

였으나， 골짜기의 좁은 경지와 돌이 많거나 물이 나는 경지는 휴경하고 있다. 

이 농가는 토지이용형 전업농가로서 대규모 상업적 농업(사과 농사/18，000평) 

을 하면서 노동력 투입을 집중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여 고용노동력을 많 

이 투입한다. 1년에 인건비 19)만도 3，500만원 이상 소요된다. 70대 후반의 할아 

버지，할머니와 51세의 가구주가 외부의 고용노동력으로 대규모 과수원을 경영 

하나，가격불안과 영농비 앙등으로 농협 부채가 우려되고 있다. 

가구 2는 노동력 부족형으로 1950년에 풍기읍에서 전입하여，모래재 마을의 

19) 사과의 受親 비료주기 농약 觸果 봉지 씌우기 수확기에 1일에 4-20명을 고용하 

는데，일당 25000-30，어0원이며 교통비，식비，참 까지를 포함하면 10，000원이 추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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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구가 2가구로 줄어 들었을 때도 거주하던 원주민으로 사과밭(4필지，5000 

평)과 일반 밭작물(고추，콩，마늘) 3어0평을 경작한다. 가구 1처럼 대규모 상업 

적 영농은 아니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농가이다. 과거에 노동력이 

풍부하였을 때는 좁은 경지나 돌이 많은 조건불리경지도 인력으로 경작하였으 

나，인구가 급감하면서 일손이 부족하여 산림화한 경지를 휴경하고 있다. 

가구 3은 답습적 영농형으로 밭 3，000평에 일반적인 작물(감자，고추，마늘)을 

경작하고 있는 전통적 소규모 농가이다.A유형 (1필지，190평)， B유형 (1필지，117 

평)의 휴경지가 필지규모는 작고 산림화한 골짜기에 있는 밭으로 ，20년 이상 

을 오래 휴경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가구 4는 은퇴농(노령가구)으로 모래재 마을 남쪽의 괴동 마을이 고향으로 

A유형의 휴경지 1필지 (232평)를 제외하고는 7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부재 

지주는 바로 도로 옆의 큰 경지 (1 ，666평，1272평)를 휴경하는데 비해， 좁은 경지 

(253평，292평)를 경작하고 있다.경작에 있어서 재촌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가구 3과 가구 4는 답습적 소규모 농업을 하는 은퇴농에 가깝다. 농촌인구 

의 노령화로 일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가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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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주요 휴경가구 현황 면적단위 :m2 

가구 경작필지 휴경필지 경작면적 평균면적 휴경면적 평균면적 연령 과수면적 

1 26 12 63,811 2,454 18,547 1,546 51 53,219 

2 9 10 18,326 2,036 17,117 1,712 61 16,645 

3 4 2 7,395 1,849 1,012 506 62 400 

4 5 1 11 ,179 2,236 764 764 71 

평균 11 6.3 25,178 2,289 9,360 1,498 61 

5 1 7 327 327 11,730 1,676 53 327 

6 7 14,146 2,021 58 

7 1 8 483 483 12,840 1,605 48 483 

평균 0.7 7.3 405 12,905 1,760 53 

자 료 : 설문조사， 1999 

부재지주 5는 사과밭(327m2 ) 1필지만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7필지는 휴 

경하고 있다. 부재지주 6은 7필지(14，146m2 ) 모두를 휴경하고 있는데， 도로 

변에 3필지 (1 ，061 m2 /5,498 m2 /4,198 m2 )가 규모가 큰 데도 부재지주여서 휴경 

하고 있다. 평균 필지면적이 2，021m2로 재촌지주의 평균 필지면적 (1 ，498m2 ) 

보다 35% 정도가 크다. 부재지주 7은 복숭아밭(483m2 ) 1필지를 제외한 8필 

지 12 ，840m2를 휴경하고 있다. 경지조건의 不備와 농업기계화로 인력대체가 

어려운 원격지 산간지 농촌에서 인구유출로 인한 부재지주의 증가가 휴경 

화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4) 휴경지의 이용방암 

A유형의 휴경지는 휴경을 시작한지가 20년이 넘어서 숲이 우거지고， 경운 

기도 다니기 어려워서 경제림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거나，다시 산림으로 환원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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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의 집과 과수원 주변의 경작조건 불리경지는 선별적으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開짧과 合배미，농로개설，간이 용수시설，경지정리를 하여서 경작하기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천군에서는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1996년부터 시 

행하고 있다. 논생산화 현황은 1996년에 45.4ha(219 필지)，1997년에 30.9ha(132 

필지)， 1998년에 16ha이다. 

C유형의 도로 옆 휴경지도 B유형과 같이 소형 농기계 운용이 가능하게 농 

지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천군에서는 휴경논 생산화 지원사업으로 1999년에 15ha를 계획하여 ha 

당 5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50%는 那費로 보조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확대로 주콕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고，토지의 효율 

적 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D유형의 휴경지는 관광여가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도시 · 농촌 교류형 

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년 이후 이 마을에 전입하여 사과 과수 

원 • 염소 방목 • 은퇴농 • 실내장식업자의 주말 주태 등의 사례가 있다.2 Km 

의 풍기통로가 확장포장되고 중앙고속도로(안동~단양 구간)이 완성되면 서울 

에서 2시간 30분 대구에서 1시간 30분 거리로 단축되어 대도시의 여가휴양 수 

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연청정지구가 될 수 있다. 1998년에 지번 817(2,291 m2
) 

에 임시 가건물을 짓고 주변의 휴경지 5필지 (595m2 ， 483m2, 364m2 ,516m2 ,152m2
) 

를 정지작업을 하여 항아리와 돌로 탑을 쌓고 가축을 키우고，연못을 조성하여 

물고기를 기르고 있다. 과거의 경지로 개간되었다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휴경 

지로 다시 산림이 된 계콕 입구를 다시 활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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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5장 연구외 외외확 정책적 합외 

져11 절 연구결과 

대표적인 과소지역 중에 하나인 경북 북부지방의 한 마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양적 부족은 이 

촌 가구 소유지의 대량 임대와 노동력의 고령화， 數的 부족으로 인한 임차 능 

력의 제한에 의해 만성적인 농지 공급 과잉이 초래되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촌락내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는 조건불리농지의 우선적 휴경화가 진 

행되고 점차 확산된다. 고항리의 휴경지 387필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사 

도，고도가 높고 필지규모가 작은 경지 말단부의 농경지는 농가이출이 본격화 

되는 1975년 경부터 휴경되기 시작하였다. 고항리 휴경지의 평균규모는 690 

m2로 상리면(562.5m2 )，예천군(491m2 )보다도 크다. 고항리는 휴경율이 39.4%에 

달하고 휴경농지는 해발고도 450m 이상에서 집중 발생하고 해발 650m가 넘 

는 휴경지도 다수 있다. 마을 전성기 때 250-300 가구에서 현재 80 가구로 인 

구가 급감하면서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경지 말단부의 조건불리농지는 재 

촌，부재에 상관없이 전부 휴경되면서 20년이 지나 산림화된 지역이 되었다. 

둘째，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상태， 즉 환금작물(사과，담배)에 대한 집약적 

노동 투입 또는 노동력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서는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경 

작 조건이 나뿔 경우는 휴경하고 조건이 좋은 땅을 임차하여 경영 규모를 확 

대할 것이다. 상업적 특화가 심할수록 휴경 가능성이 높다. 고항리의 경우는 

사과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 30-40대의 젊은 전업농도 경작조건불리농 

지의 휴경이 일반적이다. 

셋째， 이농민의 토지 보유 성향과 상속 매매 부진으로 인한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증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다. 노령자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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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멸이나 非農家化， 촌락내 노동력의 부족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우선 

적 휴경화를 촉진시킨다. 부재지주 소유농지가 고항리 전체 휴경면적의 83% 

이고，고항리 전체 휴경필지의 85.3%로 부재지주 농지의 우선적 휴경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부재지주의 휴경 시기별 휴경 면적을 보면 시기가 최근에 가 

까울수록 필지별 평균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부재지주의 이출시기에 따른 휴 

경면적은 1981년-1990년이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펼 지별 평균면적은 

최근이 될수록 넓어지는 경향이다. 이것은 농촌노동력의 부족 섬화로 경사도 

가 높거나 경작조건이 불리한 경지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가구주 연령이 높고 가구원 수가 적고 자녀 이촌으로 自家노동력이 

취약한 농가이더라도 體輯的 영농을 하며， 노동력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 소유 

지를 제한적으로 경작하며 아주 골짜기의 산림화된 경지만을 휴경하고 있다. 

반면에 부재지주의 경지는 필지가 크고 큰 도로 옆이어도 휴경하는 경우가 4 

사례나 있다. 도로 옆 부재지주의 휴경지 바로 옆 필지도 在村高觀家口主는 

경작을 하고 있다. 在村이 휴경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경지를 방치하면 罪라고 생각하는 것이 노인들의 일반적인 윤리관념이다. 

재촌 휴경농가 33가구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재촌휴경농가 가구주의 

60%가 50세 이상이었다. 휴경농가 가구주의 21.9%가 40대인 것은 사과재배에 

노동력이 집중됨에 따른 경작불리농지의 휴경이다. 

재촌휴경농가의 휴경사유는 경지조건 불량이 59.3%，노동력 부족이 22.2%이 

다. 휴경지의 65%가 경운기의 진입이 어려워 경지조건이 열악하다. 

8개의 자연마을 중에서 인구유출이 극심한 문곡마을과 사과의 상업적 영농 

이 이루어지는 어동마을， 그리고 폐동 위기에서 사과영농으로 전환된 모래재 

마을 등 3개 자연마을을 전수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래재 마을의 휴경율은 48.4%로 상리면과 고항리에 대한 면사무소의 공식 

적인 휴경지 조사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이것은 오래 전에 휴경되어 사실상 

산림으로 변해 버린 농경지는 농민들이 경지로 간주하지 않는데 일부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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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래재 마을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별 휴경면적을 보면 재촌지주의 휴경 필 

지와 면적이 절대량에서는 부재지주 보다 조금 많으나，부재지주는 필지 수는 

87.5%，면적은 92.7%나 휴경하고 있다. 부재지주의 농경지 중에서 4필지만 이 

용되는데 사과밭(327m2 )，복숭아밭(483m2 )，노동력이 적게 드는 일반 밭작물 

(콩，l104m2 )，나머지 1펼지는 영주에서 실내장식업을 하는 사람이 1998년에 풍 

기 통로의 휴경지를 구입하여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상의 4필지 외에는 모든 

경지가 휴경되고 었다. 재촌지주는 필지수는 39%，면적은 32.8%가 휴경되어 인 

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노령화와 사과농사(16000평，5따4평)로 인 

한 상대적 부족이 심각하다. 휴경지의 평균면적은 재촌지주는 1,677m2 인데 비 

하여， 부재지주는 1,907m2 로 더 넓은 필지면적을 휴경하고 있다. 

모래재 마을의 휴경지는 4유형으로 구분된다. 

A유형은 산림화한 휴경지형으로 좁은 골짜기를 들어가서 있는 좁고 긴 경 

지로 휴경한 지가 20년이 넘는 나무가 많이 서고，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거 

의 산림화화한 휴경지이다.재촌휴경 20 필지，부재휴경 10 필지이며 산이 내려 

오는，즉 원래의 산으로 환원하는 경지이다. 이 농경지는 인구가 많을 때는 화 

전과 L1J 田 형태로 인력과 좁力에 의하여 경작하였으나，인구유출로 인한 농경 

지 과잉상태로 인하여 다시 원래의 산으로 돌아가는 경지이다. 

B유형은 경작조건불리농지형으로 가구1이 거주하는 주변의 좁고 긴 농경지 

와 사과밭에서 산쪽으로 붙은 농경지는 돌이 많고 경지의 자연적 조건이 좋지 

않고，과수농사에 노동력을 집중투하함에 따라 휴경되고 있다. 

C유형은 부재지주형으로 큰 도로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필지규모가 이 마 

을에서는 큼에도 불구하고 휴경하는 경우이다. 부재지주 6은 7필지(14，l46m2 ) 

모두를 휴경하고 있는데，도로변에 3필지(1，061m2/5，498m2/4 ， 198m2 )가 규모가 큰 

데도 부재지주여서 휴경하고 있다. 재촌지주의 경우는 사과농사에 노동력 투 

입이 집중되고，큰 펼지 (3，018m2 )이지만 돌이 많고 물이 많이 나서 경작조건이 

불리하여 휴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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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형은 투기적 휴경지형으로 모래재 고개 막바지의 해발고도 670m에 큰 

도로 왼쪽에 위치한 2필지의 휴경지이다. 부재지주의 휴경지는 2，036m2이며 도 

로의 확장포장시의 기대수익을 겨냥한 휴경현상이다. 이 마을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있지만 풍기통로의 포장이 본격화되면 우려되는 도시 주변 

에서 흔한 휴경지 형태이다. 

모래재 마을의 재촌휴경농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재촌휴경 농가의 경우는 가구 1은 상업적 전업농으로 1985년 전입 이후에 

토지매입과정에서，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경지도 끼워서 매입하여 큰 도로 

변은 사과밭으로 조성하였으나 골짜기의 좁은 경지와 돌이 많거나 물이 나는 

경지는 휴경하고 있다. 이 농가는 토지이용형 전업농가로서 대규모 상엽적 농 

업(사과 농사/18，000평)을 하면서， 1년에 인건비만도 3，500만원 이상 소요된 

다.70대 후반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51세의 가구주가 외부의 고용노동력으로 

대규모 과수원을 경영하나， 가격불안과 영농비 앙등으로 농협 부채가 우려되 

고 있다. 

가구 2는 노동력 부족형으로 1950년에 풍기읍에서 전입하여， 모래재 마을 

의 25가구가 2가구로 줄어 들었을 때도 거주하던 원주민으로 사과밭(4필 

^1 ，5000평)과 일반 밭작물(고추，콩，마늘) 3000평을 경작한다. 가구 1처럼 대규 

모 상업적 영농은 아니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농가이다. 과거에 노 

동력이 풍부하였을 때는 좁은 경지나 돌이 많은 조건불리경지도 인력으로 경 

작하였으나，인구가 급감하면서 일손이 부족하여 산림화한 경지를 휴경하고 었 

다. 

가구 3은 답습적영농형으로 밭 3，000평에 일반적인 작물(감자，고추，마늘)을 

경작하고 있는 전통적 소규모 농가이다.A유형(1필지，190평)， B유형(1필지，117 

평)의 휴경지가 필지규모는 작고 산림화한 골짜기에 있는 밭으로 ，20년 이상 

을 오래 휴경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가구 4는 은퇴농으로 모래재 마을 남쪽의 괴동 마을이 고향으로 A유형의 

휴경지 1필지 (232평)를 제외하고는 7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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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로 옆의 큰 경지(1.666평，1272평)를 휴경하는데 비해， 좁은 경지 (253 

평，292평)를 경작하고 있다.경작에 있어서 재촌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가구 3과 가구 4는 답습적 소규모 농업을 하는 은퇴농에 가깝다. 농촌인구 

의 노령화로 일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가유형이다. 

휴경지의 활용방안은 A유형의 휴경지는 휴경을 시작한지가 20년이 넘어서 

숲이 우거지고， 경운기도 다니기 어려워서 경제림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거나，다 

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B유형의 집과 과수원 주변의 경작조건 불리경지는 선별적으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開뽑과 合배미，농로개설，간이 용수시설，경지정리를 하여서 경작하기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C유형의 도로 옆 휴경지도 B유형과 같이 소형 농기계 운용이 가능하게 농 

지와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D유형의 휴경지는 관광여가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도시.농촌 교류형으 

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8년 이후 이 마을에 전입하여 사과 과수원， 

염소 방목， 70대 할아버지의 낙향 · 취미농 · 은퇴농， 실내장식업자의 주말휴양 

주택 등의 사례가 있다.2 Km의 풍기통로가 확장 · 포장되고 중앙고속도로(안 

동~단양 구간)이 완성되면 서울에서 2시간 30분，대구에서 1시간 30분 거리로 

단축되어 대도시의 여가휴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연청정지구가 될 수 있 

다. 과거에 경지로 개간되었다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휴경지로 다시 산림이 된 

계곡 입구를 다시 활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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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r2절 연구결과의 의외확 한꺼! 

휴경화는 고전적 지대이론에 의한 경작조건불리지역，농촌인구유출로 인한 

가족농의 붕괴와 노동력 부족， 대도시주변지역의 겸업과 자산가치 상승기대에 

의한 조방화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가 광범 

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격지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 

다. 따라서 대도시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투기적 휴경현상에 대한 분석 

이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휴경화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1967년에 농촌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시작된 이래， 1970년대에는 약 25%, 

1980년대는 약 35%의 면부 인구가 감소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의 

인구유출은 단기간 내에 이동성이 강한 청년층의 격렬한 인구유출도 계속 가 

속화되면서， 인구의 선택적 이동으로 농촌지역사회의 고령화 • 부녀화가 현저 

하게 나타나서 세대 소멸 및 자연 감소율 증가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되 

었다. 

한국의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 · 도시 

화로 인한 인구유출로 인한 변화에 농촌사회와 농민의 토지이용방식 및 이농 

민의 농지처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3%가 

넘는 격심한 인구유출이라는 상황에서 인구과잉상태에서 개간하였던 화전 · 山

田 · 경작불리지가 농지정비나 농지소유변동을 미처 하지 못하여 휴경화가 급 

격히 증가한 것이 1980년대 말에서 1995년까지의 한국농촌사회의 특징적인 현 

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휴경지의 발생은 부재지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항리의 

휴경지에서도 이와 같은 부재지주와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고항리의 경우， 1251필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유출이 격심했던 문곡 

마을은 부재지주소유 농지면적의 92.9%，필지의 93.8%가 휴경하고 있다. 인구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어동마을은 부재지주소유 농지면적의 64.5%，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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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가 휴경하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사는 것이 경지이용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고항리의 부재지주의 소유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일부 예외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 농지 휴경화의 주요한 특성을 단 

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재지주의 토지는 일단 휴경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농지 휴경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첫째는 왜? 부재지주 

가 발생하고， 둘째는 부재지주의 토지는 휴경화의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설명의 매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고항리의 부재지 

주들을 보면 크게 두 유형을 구분된다. 첫째 한 유형은 이농·이촌하였으나 과 

거 경작하던 토지를 그대로 소유함으로써 혹은 이농·이촌한 자녀가 토지를 상 

속받음으로써 부재지주가 되는 경우이다. 즉， 離村·離農型 不在地主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門中짧 또는 位土 형태로 소유되는 토지로 이 역시 소유자는 이 

농·이촌한 경우가 많지만 앞의 유형과는 구분되는 부재지주이다. 이러한 유형 

이외에 자산의 투자가치로서 혹은 은퇴한 이후 전원생활의 준비로서 토지를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부재지주가 되는 경우도 도시주변지역에서는 많이 나타 

나지만 사례지역인 고항리에서는 이같은 유형은 2 건이다. 

전체적으로 이촌·이농형의 부재지주 소유 휴경지가 약 80% 내외를 차지하 

는데， 전자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문중답·위토형의 부재지주 소유의 휴경지 

비율도 20% 안팎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든 이러한 

부재지주는 소극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 

라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이동 및 전통적 의식 구조와 관련된다. 즉， 도시로 

이동하였으나 노부모가 농촌에 잔류하거나 전부이촌하였어도 과거에 살던 고 

향과의 단절을 이루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개로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음력 시월에 시제를 

지내는 위토답이 묘직이를 꺼리는 관념과 농지의 과잉으로 경작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 휴경하게 된다. 다시 귀향할 가능성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는 없지만 조상전래의 농지를 팔기가 어려운 관념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 물 

론 농업의 쇠퇴，수익성 악화 등으로 농지의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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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도 없고 팔아도 경제적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지속시키는 한 요인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기 

간에 대규모로 진행된 압축적 도시화와 산업화가 부재지주를 양산해내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부재지주의 토지가 휴경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 면담을 통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상호 관련을 맺는 두 가지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하나 

는 이촌·이농하는 가구의 증가로 토지의 공급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의 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그것을 경작할 노동력은 오히려 양 

적·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촌·이농에 의해 확대공급 

된 토지는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 않는 한 휴경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문중답 또는 위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국농촌의 휴경화는 압축적 산업화로 인한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양 

· 질적 부족， 경작불리지의 방치，농업의 수지조건 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과 부재지주 농지의 옹존 · 증가와 같은 문화적 요언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한국적 현상인 대도시주변농지의 투기적 지가상승 기대에 의한 

휴경화현상을 연구하면 설명력이 증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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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13절. 정책적 합의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휴경화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휴경지는 경작에 불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 노동 
력의 부족 -> 경작 조건의 불리 -> 부재지주의 소유와 같이 먼저 인구의 감 
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이 휴경화의 일차적 조건을 제공하고， 이어서 경작조 

건의 불리가 휴경화의 이차적 조건이 되며， 부재지주의 소유라고 하는 토지소 

유 관계가 휴경화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조건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어느 하나의 조건이 일방적이지는 않으며 상호 복합되어 있다. 

이상에서， 휴경지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단지 농촌， 농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기회의 격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여 농촌인구의 격심한 이출이 유발되고 한계농촌부터 피폐화되기 시작하였 

다. 해결방안은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농민은 

그들과 어울어지면서 삶의 새로운 기회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항리지역 

이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은， 대도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도시와의 

연계 개발이 어렵다는데 었다. 일정한도 내에서 한계 농촌의 주택 혹은 텃밭 

을 도시민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휴경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 

이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로 농엽 

을 영위해 나갈 젊은 농민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작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선 

별하여 정비하는 것이 펼요하다. 또한 이촌한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전업농이 매입하여 경지의 규모화，집단화로 기계화가 용이하게 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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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6장 긴켠 료르 c L-

휴경화는 지대이론에 의하여 경지조건불리지역의 휴경을 설명할 수 있고 

인구유출로 인한 부재지주의 양산과 노동력부족은 가족농의 경제원리로 설명 

하였다. 도시주변의 휴경은 겸업기회의 증대에 따른 사회적휴경지 개념과 지 

가상승 기대에 의한 경지의 조방화 • 휴경화로 설명하였다. 

휴경화는 농업내부적인 요인으로 인구유출에 따라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는 것이 휴경화의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휴경지는 경작에 불리 

한 조건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 -> 노동력의 부족 -> 경작 조건의 
불리 -> 부재지주의 소유와 같이 먼저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이 
휴경화의 일차적 조건을 제공하고， 이어서 경작조건의 불리가 휴경화의 이차 

적 조건이 되며， 부재지주의 소유라고 하는 토지소유 관계가 휴경화를 유도하 

는 또 하나의 조건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조건이 일 

방적이지는 않으며 상호 복합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과소 농촌내 동일한 조건의 경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휴경지가 되는데는 농가의 내부적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기서 농가내부 

조건이라 함은 일차적으로 가족 노동력의 규모에 의해 지배되는 가운데 농가 

의 경영 부문간 경쟁을 말한다. 즉 농가가 소득 확대를 추구하는 가운데 보다 

수익성이 높은 경영 부문에 주력함으로써 경지조건이 불량한 경지를 선별적으 

로 휴경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휴경지는 농업 내부에서 노동 기회비 

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따른 휴경지 

는 외부 노동력의 활용이 어려운 과소 농촌지역일수록 그리고 경지조건이 불 

량할수록 발생빈도가 크겠지만 순수 한계 농지에 비해 촌락내 노동력 조건이 

나 경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농업외부적인 요인으로 대도시주변농지의 지가상승 기대에 의한 경지의 조 

방화，휴경화현상이 있고， 농외소득 기회의 증가로 인한 탈농지향의 겸업농가에 

의한 휴경이 나타난다. 

- 138 -



3장에서는 과소농촌지역을 분류하고，농지휴경화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선별적 유출과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벼농민소유농 

지의 증가에 따른 휴경현상을 설명하였다. 

대표적인 과소지역 중의 하나인 경북 북부지방의 한 마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양적 부족은 이 

촌 가구 소유지의 대량 임대와 노동력의 고령화， 數的 부족으로 인한 임차 능 

력의 제한에 의해 만성적인 농지 공급 과잉이 초래되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촌락내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는 조건불리농지의 우선적 휴경화가 진 

행되고 점차 확산된다. 마을 전성기 때 250-300 가구에서 현재 80 가구로 인 

구가 급감하면서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경지 말단부의 조건불리농지는 재 

촌，부재에 상관없이 휴경되면서 20년이 지나 산림화된 지역이 되었다. 

둘째，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상태， 즉 환금작물(사과，담배)에 대한 집약적 

노동 투입 또는 노동력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서는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경 

작 조건이 나뿔 경우는 휴경하고 조건이 좋은 땅을 엄차하여 경영 규모를 확 

대한다. 상업적 특화가 심할수록 휴경 가능성이 높다. 고항리의 경우는 사과재 

배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 30-40대의 젊은 전업농도 경작조건불리농지의 

휴경이 일반적이다. 

셋째， 이농민의 토지 보유 성향과 상속， 매매 부진으로 인한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증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다. 노령자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농가 소멸이나 非農家化 촌락내 노동력의 부족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우선 

적 휴경화를 촉진시킨다. 부재지주 소유농지가 고항리 전체 휴경면적의 83% 

이고，고항리 전체 휴경필지의 85.3%로 부재지주 농지의 우선적 휴경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농촌노동력의 부족 섬화로 경사도가 높거나 경작조건 

이 불리한 경지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넷째， 가구주 연령이 높고 가구원 수가 적고 자녀 이촌으로 힘家노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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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노령농가이더라도 路聲的 영농을 하며， 노동력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 

소유지를 제한적으로 경작하며 아주 골짜기의 산림화된 경지만을 휴경하고 있 

다. 반면에 부재지주의 경지는 필지가 크고 큰 도로 옆이어도 휴경하는 경우 

가 4 사례나 있다. 도로 옆 부재지주의 휴경지 바로 옆 필지도 在村高觀家口

主는 경작을 하고 있다. 在村이 휴경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이다.경지를 방치하면 罪라고 생각하는 것이 노인들의 일반적인 윤리관념이다. 

재촌 휴경농가 33가구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재촌휴경농가 가구주의 

60%가 50세 이상이었다. 휴경농가 가구주의 21.9%가 40대인 것은 사과재배에 

노동력이 집중됨에 따른 경작불리농지의 휴경이다. 

재촌휴경농가의 휴경사유는 경지조건 불량이 59.3%，노동력 부족이 22.2%이 

다. 휴경지의 65%가 경운기의 진입이 어려워 경지조건이 열악하다. 

모래재 마을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별 휴경면적을 보면 재촌지주의 휴경 필 

지와 면적이 절대량에서는 부재지주 보다 조금 많으나，부재지주는 필지 수는 

87.5%，면적은 92.7%나 휴경하고 있다. 

모래재 마을의 휴경지는 산림화한 휴경지형，경지조건 불량형，부재지주， 투기 

적 휴경의 4유형으로 구분된다. 

모래재 마을의 재촌휴경농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전업농가의 집약화에 의한 휴경형으로 토지이용형 전업농가로서 대규모 상 

업적 농업을 하면서 노동력의 집중투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하고 

있다. 

전통적 영농을 하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형태의 휴경형으로 가구 1처럼 대 

규모 상업적 영농은 아니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농가이다. 과거에 

노동력이 풍부하였을 때는 좁은 경지나 돌이 많은 조건불리경지도 인력으로 

경작하였으나，인구가 급감하면서 일손이 부족하여 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휴경 

하고 있다. 

셋째 답습적 영농을 하는 노령농가형으로 밭 3，000평에 일반적인 작물(감 

자，고추，마늘)을 경작하고 있는 전통적 소규모 농가이다. 휴경지가 필지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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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산림화한 골짜기에 있는 밭으로 ，20년 이상을 오래 휴경하였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은퇴형 노령농가형으로 71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부재지주는 바로 도로 

옆의 큰 경지 (1 ，666평，1272평)를 휴경하는데 비해， 좁은 경지 (253평，292평)를 경 

작하고 있다.경작에 있어서 재촌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웅변하 

고 있다. 

가구 3과 가구 4는 답습적 소규모 농업을 하는 은퇴농에 가깝다. 농촌인구 

의 노령화로 일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가유형이다. 

이상에서， 휴경지 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단지 농촌， 농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기회의 격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여 농촌인구의 격심한 이출이 유발되고 한계농촌부터 피폐화되기 시작하였 

다. 해결방안은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민의 공동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농민은 

그들과 어울어지면서 삶의 새로운 기회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농지정 

비사업은 농촌과 도시와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개발중이고， 휴경논 생산화대책 

이 시행되고 있으나 휴경지 자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대책수립이 시급하다.일 

정한도 내에서 한계 농촌의 주택 혹은 텃밭을 도시민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 

는 것도 휴경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로 농업을 영위해 

나갈 젊은 농민의 유출을 방지하고， 경작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선별하여 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촌한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전 

업농이 매입하여 경지의 규모화집단화로 기계화가 용이하게 하여 노동력 부 

족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농촌의 휴경화는 압축적 산업화로 인한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양 

질적 부족， 경작불리지의 방치，농업의 수지조건 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재지주 농지의 온존 · 증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 141 -



〈참교 푼현〉 

1. 국LH문펀 

農林水塵部， 農林水塵統計年報 各年度.

農林水옳部， 1980, 1뽀0， 1995, 農業總、調흉. 

농림수산부， 1996,1998, 농가경제통계. 

농림수산부， 1996,1998, 농산물생산비통계. 

體果統計年諸 각년도. 體果那

강봉순， 1995, “유럽의 유휴 및 한계농지 활용 방식-유럽연합(EU)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휴 · 한계농지의 다목적 활용방안， 농어촌진흥공사. 

강정일， 1997, “농정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농촌경제 제20권 제4호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韓國地名要寶

경 상북도， 慶北獅士史맑究協議會， 1992, 慶北마을誌(下卷)， 603-651.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4, 경상북도 地名由來總寶， 955-968. 

권광식 외， 1995, 한국의 농업정책， 민교협 편，미래사. 

김기혁， 1982, 농촌인구이출과 그에 따른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기혁， 1986, “농업노동력의 변화가 농작물 作付體系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논종 5(2) , 331-346. 

김기혁， 1991 , 한국 농업지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기혁， 1992, “농촌에서의 농업형태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김해 대저지역을 

사례로 문화역사지리 4, 221-242. 

김기혁， 1993, “치솜의 촌락이론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225-240, 

- 142 -



한국지리연구회，민음사. 

김기혁， 1999a, 영국의 환경농업정책과 농민의 태도 연구， 1996년도 한국학술진 

흥재단지원 대학해외파견교수 연구보고논문. 

김기혁 역， 1999b, 서유럽의 농업변화 ( Bowler,lan.R. ,1996, Agricultural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Carnbridge University Press) 

김동필 譯， 拍雅之 著， 1991, 일본의 過趣化地域 士地利用對策， 海外農業資料 3. 

김동희 외， 1994, 국제화 시대의 농업정책， 한울 아카데미. 

김두철， 1994, “농산촌지역의 과소화 문제와 전망-일본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약집， 71-82. 

김부성， 1993, “보벡의 사회지리학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53-70, 

한국지리연구회，민음사. 

김선기， 임석회， 1991 , 짧地落後地域의 개발모형설정 및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김수석， 1994, “차야노프의 ‘농촌가족경제’이론에 대한 한 연구 농촌사회 제4집， 

271-294, 한국농촌사회 학회 . 

金仁 외 8인， 1994, 國士問題該斷， 국토문제연구총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 국토문제연구소. 

김일기 외 3인， 1999, “한국 산지촌의 실태와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1)"， 대한지 

리학회지 제34권 제 1호(통권 73호)， 27-46. 

김재광 외，1979， “충남의 지역별 人口增減에 관한 연구 公州師大 논문집 17, 

217-247. 

김정호， 1993,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78. 

김정호， 1997,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와 과제 농촌경제 제20권 제4호. 

김정호 & 권택진， 1992, “경지 유휴화의 실태와 전망” 농촌경제 제 15권 제3호. 

김정호 · 김태곤 · 김홍상， 1998, 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 382. 

김종무， 1999, 국제농업정책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143 -



김태곤， 1998, 일본의 新農業基本法 答申과 農政改華의 방향， 농정연구포럼 

제64회 정기월례세미나 결과보고서. 

남기포， 1994, “농가 경영분화의 유형과 특성-화순군 능주면 천덕리 사례연구 

지 리 학논총 24, 69-81.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개발처， 1992 限界農地開發 調흉要領.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6, 體果那 長期總合開發計劃 1996-2005, 예천군. 

대학원 답사반， 1992, “농촌의 휴경 현상에 관한 사례조사: 전북 장수군 

한 촌락을 대상으로，" 49-62. 

柳佑益， 1978, “지리학에 있어서 空間擺念의 問題에 대하여" 지리학논총 제5호， 

55-65. 

柳佑益， 1981 , “농촌 인구의 도시지향 행동이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 

논총 제8호， p.39. 

柳佑益， 1983, “한국지리학에서의 지역정책의 쟁점 지리학논총 제 10호， 87-106,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柳佑益， 1984, “국토개발에 있어서 농촌개발의 의의 지리학 30, 28-40. 

柳佑益， 1985, “농촌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개발전략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연구 

의 과제， 69-1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柳佑益， 1988a, 산촌지역 정주체계의 정비방안 연구， 농업진흥공사. 

柳佑益， 1988b, “농어촌지역 하위중심체계의 개선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6차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워크삼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 

책과제， 99-116. 

柳佑益， 1995a, “농어촌지역개발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지방화시대의 농어촌 

종합개발전략， 89-138, 농어촌진흥공사. 

柳佑益， 1995b,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지방자치 지방화와 농촌개발의 

과제，3-24， 사단법인 농정연구포럼 심포지염 시리즈 II. 

민말순， 1991, 定住生活園開發指標設定에 관한 연구-面單位 農演、村定住生活圖을 

중심으로， 농어촌진흥공사. 

- 144 -



민상기， 정명채， 1990, 이농 · 탈농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228. 

朴基麻，羅續洙， 1995, 현대농업경제학-이론과 정책 박영사184，293 

박명규 외， 1993, 우리의 산촌-산속마을의 새로운 진로， 일신사. 

박영한， 1984, “교육기회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 11호， p.l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영한， 1995, “대학의 위치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리학논총 

제 25호， p. 15，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진도， 1998, “새 정부의 농정과제: 구조농정을 넘어서 정영일.황수철 편，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 정부의 농정과제， 농정연구포럼 심포지염 시리즈 5. 

서종혁 외， 1996， WTO체제하의 농업지원제도 조사 연구-직접지불제를 

중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찬기.이중우， 1978, 한국의 농업지대구분， 1977년도 문교부정책과제연구보고. 

서찬기， 1981, “한국의 농작물 분포와 그 지역구조" 지리학 제30호， 1-18. 

서찬기， 1992, “겸업농업의 지역분화: 1960-1980", 지리학 27-1 , 1-20. 

서찬기， 1993, 한국농업의 지리학적 연구， 서찬기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서찬기， 1995, “한국 농업지리학의 연구동향 II: 농업 입지연구의 성과와 비판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 1권 제 1호， 69-80. 

성진근， 1992, 農 사람，일，터의 가치와 역할-개방 경제와 한국 농업 을유문화사 

90 

성진근， 1994, 한국농업의 국제화-이론，현실 그리고 전략 농민신문사 

성진근， 1995, 국민경제와 한국 농업， 을유문화사. 

성진근 외 8인， 1998, IMF위기와 한국농업의 도전， 농민신문사. 

심완섭， 1995, “都農交流型 小規模 團地개발을 통한 條件不利地域(Less Favored 

Areas)의 경제활성화 方案(上)， " 士地冊究 6권 1호， 한국토지개발 

공사. 

- 145 -



안영진， 1988, “농촌의 인구유출과 지역의 구조변화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3개 부락의 사례연구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인찬， 1994, 농업정책론， 선진문화사 214 

體果鄭土文化짧究會， 1992, 體果村落史， 예천군. 

오호성， 1995, “유휴 ·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방향” 유휴.한계농지 

의 다목적 활용방안 241-257 농어촌진흥공사. 

오홍석， 1980a, “한국 촌락의 과소 실태와 진홍 방안 지리학 22호， 59-86. 

오홍석， 1980b, “호남지방의 인구 急減 村落 지리학연구 5호， 83-95. 

오홍석， 1983, “한국의 취락에 관한 연구과제와 그 동향" 지리학의 과제와 접 

근방법- 석천 이찬 박사 화갑기념논집-， 20-41. 

오홍석， 1984, “태백산지의 산촌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9호， 141-163 

오홍석， 1987, “過節지역의 교육환경과 정책적 대웅" 지역환경 5호， 5-72. 

오홍석， 1989, 취락지리학(농어촌의 지역성격과 재편성)， 교육연구사. 

오홍석， 1992, “벽지촌락의 인구감소에 따른 廢村현상과 정책대웅 지역환경 5, 

동국대학교 지역환경연구소， p. 7. 

윤근섭 · 송정기， 1994, “과소지역의 형성과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1980-1없0년 

의 전북지역의 사례 농촌사회 제4집 21-48 한국농촌사회학회 .. 

윤여덕 외，1983， 농촌인구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광원， 1986, “山村의 문제상황과 국토공간상의 위치 농촌경제 제9권 제4호. 

이광원 외 2인， 1991, 산촌 휴양지 개발방향과 휴양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보고 231. 

이무용 • 백선혜，1997，“전북 무주 · 장수군의 토지이용 변화와 지역발전의 전망 

Terra Incognita, vo1.2 ，39-44，서 울대 학교 대 학원 지 리 학과. 

이문종， 1984, “同族村의 인구이동과 촌락의 변모-청양군 木面 新興里를 사례 

로" 지 리 학 제30호， 77-89. 

이문종， 1996, “촌락지리학 50년 (1945-1995)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제 

31권 제2호， 213-254. 

- 146 -



이영기， 1998, 한국의 농업경제 -농업위기의 구조와 과제 동아대학교 출판부50 

이재덕， 1989, “농촌인구 이출과 농촌지역의 변화-경험적 연구사례의 검토 

서원대학 논문집 23, 213-231. 

이재덕， 1996,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변화유형과 농엽형태 분화-청주시 주변 

농촌의경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만 1993， “사우어의 문화경관론"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71-83, 

한국지리연구회， 민음사. 

이정환， 1987, 한국농업지역의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정훈， 1994, “서울시 인접 농업지역의 ‘비닐하우스촌’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 

총， 제23호， pp. 49-73. 

이중우， 1974a,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의 변화 경대논문집 18, 33-61. 

이중우， 1974b, “농촌의 인구이동-청도군 梅田面의 사례연구" 경북대학교 교육 

대학원 논문집 5, 93-200. 

이지호， 1975, “한국의 지역별 인구증감에 관한 연구- 1960년대의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지리학과 지리교육 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 

과， pp.48-74. 

이철우.김명희， 1996, “농업노동력 감소에 따른 농업경영의 특성-밀양시 부북면 

을 사례로 지역과 문화의 공간적 전개， 379-402. 

李후쳤웹， 1991 , 農業振興地域 指定에 따른 農地管理 및 利用에 관한 연구， 

269-390, 농어촌진흥공사. 

이한순， 1984, “實輝.過陳지역의 제문제와 대책- 강원지역을 사례로 지리학논 

총， 제 11호， pp. 39-55. 

이호철， 1991, 산업화와 농업경제， 한길사. 

이호철 외 5인， 지역농업의 심층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任錫會， 1988, 공업단지 周邊農村의 주민구성과 특성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문학석사 학위논문. 

- 147 -



임재환， 1995, “한계농지의 농업적 이용방안" 유휴.한계농지의 다목적 활용방안， 

200-213, 농어촌진흥공사. 

장우환 외， 1989, “산촌지역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12-4, 121-13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 296. 

정명채， 1998, “가족농의 강화-세계화 농업에 맞서는 길 녹색평론， 13-21. 

정승일， 1982, “농촌의 인구이동-합천군 봉산면을 사례로 지역개발논문집 11, 

17-23, 경희대학교 국토종합개발연구소. 

정영일， 1995,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용의 효율화 방안 유휴.한계농지의 다목 

적 활용방안， 39-46, 농어촌진흥공사. 

정옥주， 1994, “농촌지역 국민학교 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23호， 

pp. 73-95 

조영국， 1991 , “농촌지역의 성격 변화와 농가의 家口형태에 따른 농업경영의 성 

격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주경로， 1993, 진흥지역 밖 농지의 활용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農좁大學院 

석사학위논문. 

주봉규， 1988, 현대 토지경제론， 박영사. 

채순하， 1994, “충청북도의 국민학교 廢校類型과 그 지역적 특성 

대 한지 리 학회 지 29-1 , 84-104. 

천규석， 1999, “소농정책의 행방을 묻는다" 녹색평론 5.6월호， 5-25. 

최병두， 1996, “한국의 사회 · 인구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제31권 제2호， 268-294. 

최양부，이정환， 1987，산업사회의 농촌발전전략， 연구총서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정섭 외 4인， 1994, 세계의 농정전환과 우리의 선택， 농정연구포럼 

환돼현， 1981 , “이촌농민과 그 환류인구에 관한 지역적 분석-평창군을 사례로 

지역개발논문집 10， 15-28, 경희대학교 국토종합개발연구소. 

허우긍， 1974, “김해평야의 원예농업의 특성과 지역분화 지리학 9, 43-53. 

- 148 -



형 기 주， 1993, 농 업 지 리 학， 법 문사.430，435，499，513 

홍경희， 1993, 촌락지리학， 법문사. 

황병렬， 1984, “강원도 지역별 인구증감형태에 관한 연구" 강원지리 2, 74-84. 

今村奈良많， 1995, “일본의 유휴 및 한계농지 활용방식 유휴·한계농지의 다목 

적 활용방안， 81-87, 농어촌진흥공사. 

훌Z作奎， 1995, “대만의 유휴·한계농지 활용방식 유휴·한계농지의 다목적 활용 

방안， 127-148, 농어촌진홍공사. 

2. 日本文敵

水律一期， 1969, 社會集團σ)生活空間-社會地理學的昭究 大明堂.

伊購獅平， 高野史男(共編)， 1971, ü'社會η發展 k 地理學.!I， 大明堂.

갑間武雄， 1971, “京 · 版間 t:. 힘，t~社會的休閔地σ)昭究 史學짧究 113號， 64-72. 

織邊俊彦， 1984, 大規模複合經營， 農政調훌委員會. 

흉짧遭俊彦，1985， 日 本農業σ)士地問題-士地經濟學η構成 東京大學出版會， 514-522. 

野田公夫， 1985, 限界地U 힘 't~ 高借地率σ)現象， 農政調훌委員會. 

森本健弘，1991，“횟城縣波ú倚메 t:. 칩 ，t~ 集約的農業σ)發展 t:. 伴 f 不執作農地η形成

地理學評論 64A, 613-636. 

經濟地理學會編 1992 經濟地理學σ)成果 ε 課題第W集-構造쫓化才 & 時代σ)地域

視座-. 57-76 大明堂

흙木-視， 1992, “高顧化農村 · 廣島縣高宮메 t:. 침，t~ 農村維持σ) ，1 方二치L ，" 地

理學評論65A-6, 460-475 

池永正人， 1992, “ Ã1Ã'ι7
0

Ã 山村社會的休閔地問題 人文地理 第44卷 第3뭉， 

93-112 

森本健弘，1993，“千葉縣市川市白井메四T 目 t:. 힘 't~ 不排作農地σ)形成 ε 農業經營

地理學評論 66A, 515-539. 

森本健弘， 1995, “關東地方 1:. 침너&不藉作農地σ)分布 ε 形成要因 ” 人文地理學昭

究， 173-186. 

- 149 -



金科哲， 1997, 過輔地域η變鏡 ε 地域σ) 內發的쳐Jõ':::關才 & 日 韓比較짧究-住民組 

織σ)變容 ε 地方行政σ) 投웹，:::注目 Lτ- 名古屋大學文學짧究科博士論文 

間橋秀典， 1997, 周낄地域σ)存立構造-現代山村 ε 形成 展開 大明堂

團井一뼈， 1999, “中國地方η過願山村，:::쉰 't~-地域振興σ)實態分析 Á文地理 

第51卷 第1뭉， 87-103 

3. 서양문휩 

Bowler,I.R. et.al. eds, 1992, Contemporary Rural Systems in Transition Vol 

1 , n, WCB International. 

Bryant, C.R. et.al.,l982, The City' s countryside: Land and its management in 

the rural-urban fringe, Longman. 

Bunce,M. , 1982, Rura1 settlement in an urban world. 

Cloke,Paul j., 1979, Key sett1ements in rural areas, Methuen. 

Clout,H.D., 1972, Rural Geography: an Introductory Survey, Pergamon Press. 

Commins,P., 1978, "Socio-economic adjustment to rural depopulation", 

Regional Studies 12, 79-94. 

Coppock,j.T.,1977, "The challenge of changes: problems of rural land use in 

Great Britain", Geography 62, 75-86. 

Freund,Bodo, 1993, "Sozialbrache- Zur Wirkungsgeschichte eines Begriffs", 

Erdkunde 47, 12-24. 

Gasson,R. , 1986, "Part-time farming: strategy for survival?", Sociologia 

Ruralis 26, 364-384. 

Gilg,A. , 1985, An introduction to rural geography, Edward Arnord. 

Gilg,A. , 1996, Countryside Planning, Rout1edge. 

Hartke,W. ,l953, "Die soziale Differenzierung der Agrar-Landschaft in 

Rhein-Main-Gebiet," Erdkunde 7, 11-27. 

Hartke,W.,l956, "Die Sozialbrache als Ph삼nomen der geographischen 

- 150 -



Differnzierung der Landschaft,"Erdkunde 10, sS.257-269. 

(대학원 답사반 1992 농촌의 휴경 현상에 관한 사례조사: 

전북 장수군 한 촌락을 대상으로. p.54, 재인용) 

Homby,W.F. , and ]ones,M. , 1991, An introduction to sett1ement geography. 

Ilbeη，B.W. ， 1985, Agricultural geography, Oxford Univ. Press. 

Kim Doo-Chul, 1997,"Economic Growth, Migration, and Rural Depopul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mparison with ]apan ’ s Experiences,"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Vo1.3, 239-259. 

Maier,1. et al., 1977, Sozialgeographie, pp.81- 93(j，마이어. R，페슬러. K，루퍼트. 

F，샤퍼 지음; 박영한.안영진 옮김，1998， 사회지리학-사회공 

간이론과 지역계획의 기초 법문사.) 

Pacione, M.ed, 1983, Progress in rural geography, Bames and Noble. 

Pacione, M.ed, 1986, Progress in Agricultural geography, Croom and Helm. 

Roberts, B., 1987, Rural settlement, Houndmills. 

Ruppert, K. , 1958, "Zur Definition des Begriffes ’Sozialbrache’,"Erdkunde 12, 

226-231. 

Scott,1ames C., 1976, The Moral Economy of the Peasant: Rebellion and 

Subsistence in Southeast Asia,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Sinclair, R. , 1967, "Von Thünen and Urban Sprawl," Annals of AAG, vol. 

57,72-87. 

Trevor Wild, 1983, "Social fallow and its impact on the rural landscape," in 

Trevor Wild(edJ, Rural and Urban Change in West 

Germany, pp.202-205. 

Zurek,E.C. , 1986, "Part-time farmin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ociologia Ruralis 26, 377-384. 

- 151 -



<부 록 1> 

마을 현황 조사표 

l. 마을 전체 상주인구수 : 총 명 

성 별 : 남 명 

여 명 

연령별 :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세 이상 - 30세 이하(대학생 포함) 

31-40 

학력별 : 중졸 이하 

41-50, 51-60, 

고
 
대졸이상 

직업별 : 농업 

회사원(공장 근로자 포함) 

상업(자영업) 

II U 01 
굿>1τ2 

2. 마을 전체의 상주가구수 총 

전업농가: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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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이상 



겸업농가: 

비농가 

3. 가구원수 

단독가구: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 

4. 겸업농가， 비농가의 비농업 경제활동의 내용 

5. 마을사회조직 공동생산조직의 성립여부 및 활성화 정도 

청 년회 있다( ) 없다( ): 상 중 하 

부녀회 있다( ) 없다( ): 상 중 하 

작목반 있다( ) 없다( ): 상 중 하 

기계화 영농단 있다( ) 없다( ): 상 중 하 

농기계 연간 사용 일수， 자가 일， 임차 일 

기타 

6. 마을의 총 경지면적 

논
 
밭 

기타 

7. 1년 이상 휴경하고 있는 경지 

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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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면 적 

8. 위탁영농회사 

위탁영농하는 농지 

해당 농지의 소유자 

위탁영농의 사유 

9.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부재지주) 

1) 거주지 : 직업 : 

2) 거주지 : 직업: 

3) 거주지 : 직업: 

10.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접 농사일을 하지 않는 상주가구 

1) 가구수 

2)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 

3) 주요 소득원(직업) 

11. 마을의 영농후계자 

연령 

학력 

영농내용 

12. 마을지도 

13. 농촌의 인구감소와 휴경화에 대한 이장의 의견 

- 154 -



14. 마을내 노동력 교환 여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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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지 조사표 

1. 소유자(마을 거주일 경우) 

성별: 연령 : 학력: 

거주기간 : 원주민 혹은 년부터 

겸업여부: 겸업할 경우 직업 

겸업할 경우 비농업부문에 투여하는 시간 연중 일 

혹은 한달일 혹은 한주 일 

2. 휴경사유 

노동력 부족(인구 감소，고령화)， 영농 조건 불량(경사도，경운기 

진입，멀고)， 부재 지주， 기타 

드
「
 

목
 
소
 

작
 
E 

배
”
 
처
。
 

재
 

출
 

전
 

산
 

경
 

간
 

휴
 
연
 

qJ 

휴경 규모: 논 

휴경 시작시기 

평/밭 평 , 

4. 휴경지까지의 통작거리 

경운기 진입 여부 

경지의 분산 정도 

경사도 

비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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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구원수 총 명 

연령 

학력 

직업 

영농의 참여여부 및 투여시간 

가구원중 영농후계자의 존재여부 

6. 토지 소유 규모(자경 평 / 휴경 

경작 규모(자경 평 / 임차 평 / 필지수 

평 / 필지수 

필지 / 거리 

작목 /식부면적 평 / 판매 

펼지별 작부체계(작목별 면적 평 ) 

작목 변화(신규도입 작목 / 규모축소 작목 

구입이유: 식량확보/재산형성/친척보조/유산보존/부동산 보유 

필지) 

m/ 

판매이유: 노동력 부족/노령화/이농 예정/빚 청산/멀어서/농지 교환 

7. 휴경지가 과거 임대차(소작)관계에 있었을 경우 

임차인의 거주지 

임차인의 연령 

임차인의 재배작목 

임대차료율 

지불 방법: 현금， 현물， 선불， 후불 

임차이유: 경작규모 확대 / 경작조건 유리 / 이촌농가농지 / 

경제작물 재배 / 남는 노동력 활용 / 교육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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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이유: 노동력 부족 / 노령화 / 이농 / 농지가 많아 / 수지 적자 / 

후계자 없어/멀어서) 

임대차하지 않게 된 사유 

임대인: 

관계: 종중/마을단체/친척/동네 사람， 형제， 

거 주지 : 같은 마을/이 웃 마을/ 읍면 / 중소도시 

직업: 

8. 향후 휴경농지의 활용 방안 

매각할 계획임 

직접 다시 경작할 것임 -> 어떤 작목으로 

소작을 줄 계획임 

휴경상태로 둘 것임 -> 계속 휴경상태로 두는 이유는? 

유실수 재배， 

가축 방목지 

9. 소유자(마을 비거주일 경우) 

거주지 : 

성 별: 

연 령 · 

직 업 : 

부재 사유 : 이농， 상속 

소유하게 된 원인 : 매입， 상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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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항리의 휴경지 실태 (밭) 

김재광 l신석율경작 

권중섭 l권병찬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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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420 3 3 
82.1 979 3 3 
83.0 5712 3 3 
84.0 886 3 3 
87.0 552 3 3 
89.0 810 
90 2063 2 신석율 전광열 

92.0 2793 2 
97.0 1448 3 3 
98.0 2489 3 3 
99 2112 2 박승철 개간 

103.1 1428 2 3 
104 2572 2 한경환 개간 

105 1891 2 남병익 개간 

107.0 3732 
108 3617 2 이규현 건설 

111 .0 3008 3 3 
112.0 1676 3 개간 

113.0 6569 3 
113.1 893 2 
113.2 3306 3 3 
114.0 3144 3 
115.0 2932 3 

116.0 2840 3 
126.0 731 2 
131 291 2 이경열 70 

134.2 932 3 3 
135.0 823 3 3 
175.0 2734 2 
178.0 27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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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llow of Over-Depopulation Area in Rural Korea 

Lee Han Bang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apid rural-urban migration has generated an over-depopulation 

problems in remote rural areas since the 1980s. Serious depopulation has 

occured since the rapid economic growth after 1965-1995. As a 

result,nowadays, most of mountain villages face difficulty in maintaining 

and managing their settlement,becau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extremly small size of the sett1ement. Population change is understood as 

the origin of depopulation problems and the criterion for the of 

depopulation. 

This dissertation examine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fallow in Korea 

and its changes from 1980 to 1999. With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labor, 
Korean villages have been hurt by the problems of an aging labor force 

and fallow lan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over-depopulation in rural Korea and to c1assify the pattens and process of 

fallow and to provide policy altematives. It consists with the three parts 

:identifying the problems of over-depopulation, c1assifying the 

socio-economic fators of fallow land, analyzing a detailed case study of 

fallow land in over-depopulation rural area - Ye Cheon Gun and to provide 

policy altematives. 

The results are summarizes as follows: 

1) In the study area,the amount of fallow and abandoned cultivat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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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increased since 1975. With the increased urbanization,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fallow and abandoned cu1tivated land is the labor shortage of 

quantity and quality. The under1ying reasons for the abandonment of 

farmland are poor field conditions and the lack of rented farmland. 

2) The secondary cause is a relative labor shortage through 

specialization into intensive horticulture. In the study area, specialization 

into apple requires intensive labor input. It has caused a relative labor 

shortage. 

3) The third causes are landowner and the lack of rented farmland due 

to labor shortage. The declining of agricu1ture and forestry have caused 
out-migration and increased non-residents' landowner. 

4) The fallow pattems are devided into four types: the afforested 

fallow type, the less favored farmland fallow type, 
non-residents ’landowner(out-migrator) fallow type, purchase of farmland by 

non -residents for properties fallow type, 

5) The fallow pattems of residents' landowners are devided into four 

types: the commercial full-time farmer ’s fallow type, the labor shortage 

fallow type, aged farmers' fallow type, the retired farmers ’ fallow type, 

Many of the people who owned the fallow in the study area lived 

outside Ye Cheon. In parallel with the labor shortage,the amount of fallow 
and abandoned cu1tivated land has increased. If the trend of depopulation 

continues,rural communities will face difficulties for maintaining public 
service facilities. The over-depopulation will make agricultural resources 

idle. The most urgent task is to induce people to sett1e down in the 

over-depopulation rural areas. 

As mentioned above, the significant causes of the increase in fallow and 

abandoned cultivated land are the labor shortage, intensive farming , less 

favored farmland conditions, non-residents ’landowner. The factors which 

caused the fallow processes in Korea are socio-economic factorsOabor 

shortage, intensive farming , less favored farmland conditions) and cultural 

factor(non -residents ’landowner,psychological ties between rural areas and 

urban areas) 
The resu1ts obtained above suggested the redevelopment poli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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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settlements in remote rural regions and the new policies for 

supporting periperal, less favored settlements. Integrated settlement policy 

wiU be needed to secure the future population in remote rural regions. 

Key words: rural-urban migration, over-depopulation problems in 

remote rural areas, fallow, abandoned cultivated land, intensive farming, 

labor shortage, less favored farmland, non-residents’landowner, 

psychological ties between rural areas and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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