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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품목별·소득분위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전공

박형호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

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농가 간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의 격차가

심해지며 농가 간 소득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도·농간 그리

고 농가 간 소득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농가의

소득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소득증대의

방안으로 학교교육, 직업교육, 이주, 건강, 정보 등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교육투자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교

육투자는 경제성장의 효율성과 함께 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는 실증

분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가별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연

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소득증대효과가 선진국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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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소득분위별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에의 교육투자는 경제성장

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의하다고 나타난 바 있

다.

이처럼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Welch(1970)가 밝힌 노동자효

과와 자원배분효과를 고려 시 대다수의 연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소득증

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소득분위별

소득증대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

한 소득원별·소득분위별·품목별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특

히, 농가 내 최고 교육수준을 가진 구성원의 교육수준이 학교교육의

자원배분효과를 나타낸다(Yang, 1997)는 설명에 따라 최고 교육년수

를 교육변수로 사용하여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 농가 및 품목군별 농가의 소득원별 결정요인을 분석하

였다. 통합최소자승추정법(통합OLS)을 사용하여 일차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학교교육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IV)

2SLS분석을 병행하였다.

둘째, 학교교육이 각 소득분위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증대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위회귀분석법(Quanti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일차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학교교육 변수의 내생성을 통

제하기 위해 도구변수 분위회귀분석(IVQR)을 병행하였다.

각 소득원별 통합OLS 및 분위회귀분석의 교육투자수익률 추정치

는 Hausman test 결과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변수에 내생성이 존재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SLS 및 IVQR 분석에서는 농가의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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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F-test 결과 농가의 가구원수는 유효한 도구

변수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의 소득증대효과가 농가

소득 및 농업·농외소득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으며,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의 소득증대효과는 훨씬 크

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학교교

육의 소득증대효과는 심각한 하향편의를 가짐을 나타낸다. 또한, 농

외소득에 대한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가 농업소득에서보다 더 크

게 나타나 농가의 소득증대효과는 주로 자원배분효과에서 기인한다

는 연구 가설을 확인시켜준다.

일반 분위회귀분석 결과, 학교교육의 소득분위별 소득증대효과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더 크게 나타났으나,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경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득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기회비용은 한편으로는 능력이 높을수록 높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교육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다. 위의 결과는 저

소득층일수록 교육비용 부담이 어려우나 한계소득증대효과가 크며,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인 교육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영농형태별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 역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통합OLS 분석과 일반분위회귀분석에서는 미곡·전작 농가

의 소득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학교교육의 내생성을 통

제할 경우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소득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 구성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농가의 소

득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농

가의 구성원에 대한 학교교육의 투자는 농가 간 소득불평등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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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증대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주요어: 교육투자수익률, 농가소득, 학교교육, 자원배분효과, 도구변

수 분위회귀분석(Instrumental Variable Quantile Regression)

학 번: 2013-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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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사회의 건강한 통합은 사회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할 문

제이다. 사회의 분열·갈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며 후대에 전가하게 될 부채이다. 1970년

대 급격한 성장 속에서도 비교적 소득불평등도가 낮았던 우리나라

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은 도시근로자가구와 농가 간의 소득을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에 따르

면, 2013년 기준 국내 농가의 평균소득은 3,452만원이며, 이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5,527만원) 대비 약 62.5% 수준에 불

과하다(통계청,「가계동향조사」). 농가의 평균소득은 2003년부터 연

평균 약 2.5%씩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연평균소득 증가율

은 약 4.6%로 나타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도·농간 소득격차

는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최근 논의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TPP)1) 가입 등 시장개방의 가속화는 우리 농업의 전면적 개혁

을 요구한다. 그러나 고령자와 저학력자 위주의 농업인력 구조 및

영세농 중심의 농업구조 속에서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 농가

스스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

2013년 우리나라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37.3%로서,

1)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5년
까지 회원국간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기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를 포함하여 총 12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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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고령인구 비율 12.2%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다(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주요통계」;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 또한,

2010년 기준 농림어업 종사자의 76%가 중졸 이하 학력소지자로 제

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중졸 이하 학력 소지자가 20% 미만인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최근에 와서는 농가와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 확대를 넘어 농가

간 소득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에 따르면, 2012년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963만원으로 상위

20%의 평균소득(8,469만원) 대비 11.4%에 불과했으며, 이는 2008년

의 소득 비중인 13.9%보다도 더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농가소득의

양극화 추세는 농가의 주 소득원인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의 양극화

가 심화된 데에서 기인한다. 농업소득의 양극화는 개별 농가의 생산

성 차이가 확대됨을 나타내며(정진화 외, 2011), 농외소득의 양극화

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한 농외소득 지원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정진화·조현정, 2012). 일부에

서는 이러한 현상이 FTA 등으로 인한 농업의 개방화와 농업구조조

정의 결과로 산업적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그러나 농가 간 소득 양극화

는 계층간·지역간 갈등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농가소득을 높이고, 양극화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원별

소득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각 요인들

이 각 소득분위별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

리 농가의 경우, 저소득층을 주로 이루는 고령·저학력·영세농의 인

력구조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농가가 갖고 있는 인력구

조가 농가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가소

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교육이 농가소득 총액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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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의 불평등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

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소득분위별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비농업 부문의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는 대체로 일관되게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달

리 농업 부문에서는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가 정(+)과 부(-)의 관

계를 모두 나타내며 유효성 논란이 있었다(Jamison & Lau, 1982;

Jung, 2008). 이러한 차이는 학교교육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만을 고려한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Taylor &

Yunez-Naude(2000)가 지적한 농가에서의 학교교육의 자원배분효과

(allocative effect)를 중심으로 소득원별 소득증대효과를 소득분위별

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농가의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incer의 소득함수에

대해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여 소득원별 결정요인을 추정한

다. 선행 연구들은 교육변수의 내생성으로 인해 OLS 추정치는 하향

편의(downward bias)를 갖는다고 지적한다(Griliches, 1979; Card,

1993; Lang,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각 교육지표의 내생성을 검

증한 후,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학교교

육의 소득증대효과를 추정한다.

둘째, 개개인의 능력(ability)과 교육에의 접근성이 이질적임을 고

려하여 각 소득원의 소득분위별 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추정한다.

소득분위별 분석은 소득 분포의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료에

대한 임의의 가공이 필요 없는 분위회귀 분석을 사용한다. 단, 일반

적인 분위회귀 분석은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할 수 없어 도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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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위회귀 분석을 병행한다.

셋째, 농가의 농업소득은 영농형태별로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대

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가축을 재배하는 축산 농가는 매

우 이질적인 특성을 보이며, 작물 농가들 사이에서도 논벼 농가와

특작 농가는 노동 투입 및 농지 활용 등 농업 투입요소 뿐만 아니

라 소득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농형태별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농가의 소득과 학교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가의 교육수준

이 농업활동과 농외활동으로의 자원배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교육수준의 소득증대효과가 고소득

농가와 저소득 농가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기

존의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던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Schultz(1961)와 Becker(1964)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경제성장 모형 분석에 중요한 요소로 도입한 후,

Welch(1970)와 Mincer(1974) 등이 계량경제학적 분석 모형을 발전

시켰다. 특히, Welch는 교육의 소득효과를 근로자효과(worker

effect)와 자원배분효과(allocative effect)로 나누어 교육의 직접적인

한계효과(worker effect)를 넘어, 교육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소득증대효과(allocative effect)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

다. 또한 Mincer는 소득과 잠재 경력, 그리고 교육수준 간의 간단한

로그-선형 모형을 도출하여 교육투자수익률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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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교육과 훈련이 시대별, 지역별

로 생산성 및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분석 자료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

에서 교육의 소득증대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

타내고 있다(Pudasaini, 1976; Wu, 1977; Psacharopoulos &

Patrinos, 2002; Trostel, Walker & Woolley, 2002).

그러나, 생산성이나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과 경력 이외에

관측되지 않은 능력(ability) 변수가 누락되어 OLS 추정치는 상향편

의(upward bias)를 갖는다. 이러한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수준

의 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만, 소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

는 도구변수를 도입한 분석(Angriest & Krueger, 1991; Card, 1993)

과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잔차항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에 특

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고정효과모형을 분석(Griliches, 1979;

Angriest & Newey, 1991; Ashenfelter & Krueger, 1994)한 연구들

이 있다.

이들 분석의 OLS 추정치는 이론적 배경과 반대로 하나같이 하향

편의(downward bias)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설문조사를 통

해 계측되는 교육수준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로 인한 하향

편의(downward bias)2)를 고려한다고 해도 도구변수분석 및 고정효

과분석의 추정치는 OLS 추정치의 하향편의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Griliches(1979)는 능력변수의 누락 문제와 더불어 교육수준이 외생

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생기는 내생성

(endogeneity) 문제3)에서 OLS 추정치의 하향편의가 기인한다고 설

명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소득증대효과 분석도 다양하게 이루

2) Bound et al.(1994)은 교육변수의 측정오차로 인한 하향편의는 평균 10% 수준으
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3) Card(1993)와 Lang(1993)은 이를 할인율 편의(discount rate bias)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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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Jamison & Lau(1982)가 조사한 총 37개의 연구 중 31개는

교육과 농가소득 간 양(+)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6개의 연구는 음(-)

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Taylor & Yunez-Naude(2000)는 학

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자원배분효과(allocative effect)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소득지표는 가구 단위로

집계되는 반면, 교육지표는 개인 단위로 관측되므로 각 교육지표가

나타내는 의미가 중요하다. Jamison & Lau(1982)의 조사에 의하면

14개의 연구는 가구원의 평균 교육년수, 20개는 경영주의 교육년수

를 사용하여 교육과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1개의 연구

에서만 농가 경영주 부인의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Yang(1997)은

최고 교육수준을 지닌 가구원은 보통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면서

농업활동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는 농가의 자원배분효과를, 가구원의

평균 교육년수는 농가의 근로자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더하여 Jolliffe(2002)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경영주 교육

년수와 가구원 최저 교육수준이 농가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약점-연

결(weak-link)이론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각 교육지표별 분석 결과

경영주의 교육년수와 최저 교육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농가소득은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에,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은 가구원 평균 교육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육의 자원배분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유의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더 낮은 소득증대효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높다(Hong, 1975; Jamison & Lau, 1978; 최재

혁·고석남, 2005; 남수연 외, 2007; 강혜정 외, 2011). Jung(200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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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신기술

을 채택할 확률이 높고 신기술을 채택한 농가에서 교육의 소득증대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정진화·조현정(2012)은 교육의

4 개 지표들이 – 경영주 교육년수,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가구원

평균 교육년수, 가구원 최저 교육년수 – 내생성이 존재함을 확인했

고, 내생성을 통제한 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와 평균 교육년수의 소득증대효과가 OLS 추정치보다

큰 양(+)의 효과를 보임을 확인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간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분위별

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생겨났다. 다수의 연구에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 높은 교육수준을 획득하며, 소득분위

가 높아질수록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분

석 했다(Buchinsky, 1994; Arias et al., 2002; Fraja, 2002; Martins

& Pereira, 2004; Arulampalam et al., 2008).

그러나, Brunello et al.(2009)은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소득

분위별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한 단위의 교

육년수 증가는 남성의 임금격차를 0.99%p 감소시킴을 보였다(여성

의 경우 1.34%p 감소). 이들은 개인이 최적 교육수준을 결정함에 있

어 교육수준 획득을 위한 기회비용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이며, 소

득분위가 올라갈수록 교육의 한계소득증대효과는 작아진다고 밝혔

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부족했던 내생성을 통제한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확인하고,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농가

의 소득분위별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점점 커져

가는 농가 내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에 시사점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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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총 5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연구의 배경, 목적,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의 간략한 소

개로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론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즉, 소득에 대한 교육의 효과

가 어떻게 구성되며, 각각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건한(robust)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능력변수의 누락과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어떻게 통

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한다.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자료, 국내 농가소득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실증분석 모형과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제 4장은 실증

분석 결과를 서술한다. 전통적인 Mincer 소득함수를 응용하여, OLS

추정과 2SLS 분석을 이용해 교육의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를 살펴본

후, 각 품목군별 교육투자수익률을 살펴본다. 그 뒤, 분위회귀 분석

을 시행하여 각 소득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및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경우 학교교육은 소득분위별 농가

소득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본 논문의 한계와

시사점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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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교육투자의 소득효과: 이론적 배경

제 1 절 교육효과 분석 모형

국부론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체득한 유용한 능력을 자본으로 인

식한 Adam Smith(1776)로부터 인적자본은 사회의 부(富)를 구성하

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인적자본은 분석기법의 부

재로 경제 분석에 있어 단순 노동력으로서만 인식되다가, 1960년대

들어 Schultz(1961)와 Becker(1964) 등에 의해 경제성장 모형 분석

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들은 개인이 교육 등을 통해

체득한 지식·기술 등의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는 결국 노동소득의 향상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투자적 효과를 강조 했다. 교육이 생산성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주로 Welch(1970)에 의해 정립된 모형을 기반

으로 한다.

Welch(1970)는 교육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근로자효과

(worker effect)와 자원배분효과(allocative effect)로 나누어 설명한

다. 근로자효과는 일반적인 한계생산과 같은 개념으로 다른 투입요

소가 일정할 때 교육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산출물의 증가를 의미한

다. 자원배분효과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소득 증대를 의미하

며, 교육수준의 증가는 자원배분 능력을 향상시켜, 경제적·기술적 외

부충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Shultz, 1975; Huffman,

1974).

Welch는 각각의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생산함수, 총

매출액 생산함수,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이론적 모

형을 도출하였다. 이 중, 모든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가가치 생산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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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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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1, p2는 각각 재화 q1, q2의 가격이며, px는 투입요소 X의

가격이다. 이 때, 재화 q1, q2는 각각 구입한 투입재 X와 가정생산을

통해 공급된 Z , 및 교육(E)의 함수이다. 만약 부가가치가 총 교육량

(E)과 가정생산을 통해 공급된 투입재(Z)의 함수로 주어진다면, 즉

    , 교육의 한계 생산은 다음과 같다.

(2) 


 


 


 





 


 






 


 





 


 



식 (2) 우변의 초항은 교육의 근로자효과를 나타낸다. 그 다음 세

개의 항은 각각 교육, 가정생산 투입재, 및 시장 투입재의 자원배분

효과를 나타내며, 마지막 항은 ‘적절한’ 양의 시장 투입재를 선택하

는 자원배분효과를 의미한다. 이렇듯 교육 투자의 소득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직접 효과인 근로자효과에 그치지 않고, 경합적 투입

요소 사이의 자원배분효과와 시장 투입재의 적절한 구입량을 선택

하는 능력까지 총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Taylor & Yunez-Naude(2000)는 소득활동이 다각화된(농업활동,

농외활동) 농가의 소득 극대화 모형을 도출하였다. 농업활동과 농외

활동의 순 소득함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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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는 각 활동으로부터의 순 소득을 나타내며, 상첨자 i의 c,

nc는 각각 농업활동과 농외활동을 의미한다. S는 학교교육을 의미하

고, Z는 가구특성(고정 자산 등) 변수, P는 투입·산출물 가격 벡터,

L은 각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의미한다. 각 활동에의 투입되

는 자원량의 합은 총 보유 자원량(L)을 초과하지 못한다. 순 소득함

수는 오목함수를 가정한다.

(4) 
   

  

yiL(y
i
LL)은 각 활동별 순소득의 투입 자원에 대한 1계(2계) 도함수

를 나타낸다. 이 때, 총 농가소득은 다음과 같다.

(5)  
  

     

자원 투입 제약조건이 등식을 만족한다고 가정하면, 최적의 자원

배분은 1계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6) 
 


 
    

     

즉, 농업활동과 농외활동에의 자원 투입의 한계 효과가 동일할 때

균형에 도달하며, 이 지점이 극대화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계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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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배분에 따른 교육 효과의 비교 정태 분석은 (4)식을 교육에

대해 전미분하여 얻을 수 있다. 농업활동에 자원을 투자한 것에 대

한 교육의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8) 
 



 




 



그리고 자원 투입의 제약 조건을 이용하여 농외활동에 자원을 투

자한 것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9)
 



 




 



각 생산 활동에 자원 투자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는 - (8)식과

(9)식 - 분자의 부호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된다.4) 농업활동의 자

원 투입 생산성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ycLS)가 상대적으로 농외활

동의 자원 투입 생산성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yncLS)보다 더 크다

면 (8)식의 분자는 음(-)의 값을, 
 
의 전체 값은 양(+)의 값을

갖게 되어 교육의 증가는 농업생산 활동으로의 자원 투입을 늘릴

것이다.

교육수준의 변화가 가져오는 각 생산 활동의 순소득의 변화는 각

각 다음과 같다.

(10) 


 


 

 


4) 분모의 경우 2계 조건에 의해 항상 음(-)의 부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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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 활동의 교육의 근로자효과가 양(+)의 값(ycs, y
nc
s > 0)을 갖는

다고 가정하면, 자원 배분 효과로 인해 자원 투입이 늘어나는 활동

에 대한 교육의 총 소득효과는 양(+)의 값을 갖지만, 자원 투입이

줄어드는 활동에 대한 교육의 총 소득효과는 그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다.

제 2 절 교육투자수익률의 추정5) : 내생성 문제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기존의 많은 문헌연구들은 분석자료(지

역과 시대)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

은 소득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Pudasaini, 1976; Wu,

1977; Psacharopoulos & Patrinos, 2002; Trostel, Walker &

Woolley, 2002). 이들의 분석 방법에 대한 핵심은 교육투자의 내생

성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의 내생성 문제는 크게 관측할 수 없는 ‘능력(ability)’변수의

문제와 ‘교육’변수의 내생성 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Griliches, 1977; Card, 1995). 다음과 같은 교육과 소득의 함수를 바

탕으로 내생성 문제를 설명한다.

(12a)    

(12b) ln    

여기서 Si는 개인의 교육년수이고, yi는 소득, Xi는 기타 독립변수

5) Griliches(1977) 등은 교육년수 한 단위의 증가가 소득의 자연대수값의 증가로 이
어지는 것을 교육투자수익률이라고 정의했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교육년수의 소
득에 대한 한계효과를 ‘교육투자수익률’이라고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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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성별, 지역 등)를 나타내며, vi와 ui는 각각의 잔차항이다. 우

선, ‘능력’변수의 누락은 교육투자수익률의 상향편의를 유발6)하고,

‘교육년수’변수의 측정오차는 하향편의를 유발한다. 초기의 연구들은

이러한 누락변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Q 등의 시험 성적이 개

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하고, 이를 개인의 선천적 능력

의 대리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Welch, 1973; Chamberlain,

1978; Chamberlain & Griliches, 1977).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시험

성적이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교육의 효과로 나

타난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후, 소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교육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도구변수(IV)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잔차항 ui,

vi의 특정한 형태를 가정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으로 분석

하는 방법이 대두되었다.

Angrist & Krueger(1991)은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사용한 자연

실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생일이 속한 4사분기를 교

육수준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생일이 빠른 학생일수록

의무교육 기간을 더 일찍 채우게 되어7) 평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이 더 낮게 관측된다. Card(1993)는 대학교와 거주지 간의 물리적

접근성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4년제 대학교 근처에서 자란 개인

은 다른 이들보다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을 나타냈다. 대학교와의 접

근성은 소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를 도구변수로 사용

하여 추정한 2SLS 분석결과는 OLS 분석결과에 비해 30% 높은 교

육투자수익률을 나타냈다.

6) 이러한 결론에는 i) 개인의 ‘능력’은 정확하게 계측된 교육투자수익률에 더하여 소
득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며, ii) 누락된 ‘능력’은 교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
고, iii) ‘능력’변수를 제외한 누락변수는 없으며, 통상최소자승법의 가정들이 성립
한다는 세 가지 가정을 필요로 한다(Griliches, 1977).

7) 가을(9월)학기에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지만 신입생들은 모두 같은 해에 태어난 학
생들이다. 예를 들어 의무 교육 연령이 12세이면, 9월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은 9
월 이후 태어난 학생들보다 한 학년 일찍 학교를 떠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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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ngriest & Newey(1991)는 식 (12a)와 (12b)의 잔차항 vi와

ui를 시간에 따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가

정 하에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행했다. 이들은 추가적

으로 두 잔차항의 상관은 시간에 관계없는 부분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개인별로 시간에 따라 교육을 추가로 획득하기도 함으로

표준 고정효과모형으로 교육투자의 소득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추

정 결과, OLS 분석결과보다 교육투자의 소득효과가 더 크게 추정되

어 OLS 분석에 하향편의가 있음을 나타냈다.

능력변수 누락으로 인한 OLS 분석결과의 추정치는 상향편의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 OLS는 하향편의를

갖는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변수가 외

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교육투자수익률과 그 기회비

용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로써 내생성의 문제를 갖기 때

문으로 해석 된다8)(Card, 1993; Lang, 1993). Card(1993)는

Becker(1967)의 고전적인 인적자본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교

육변수의 내생성을 설명한다. 개인은 최적의 교육수준을 선택함에

있어 한계 교육투자수익률(marginal rate of return to schooling)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일치하는 지점을 선택한다. 따라서 각 개

인은 서로 다른 교육투자수익률과 교육과 미래소득 간 한계대체율

(marginal rates of substitution between schooling and future

earnings)을 가짐으로써 교육수준 선택에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개

인간 능력의 차이가 없을 시, 개인은 자신의 교육비용에 대한 할인

율(discount rate)이 낮을수록 더 많은 교육년수를 선택하게 된다.

제 3 절 농업과 교육효과

Lockheed et al.(1980)은 학교교육 및 영농교육과 농업생산성에 관

8) Lang(1993)은 이를 할인율편의(discount rate bias)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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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 18개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조사연구는 학교교육과 영농교육

은 각각 농민의 효율성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전통적인 환경보다

는 현대 농업환경에서 교육의 한계효과가 더 크다9)는 가정들을 확

인하고자 했다. 이들 연구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남미의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37개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31개의 자료에서 학교교육은 농업생산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대부분 유의한 추정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6개의 자료

는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들 자료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4년간

의 교육에 대한 농업생산성 증대효과는 평균 8.7%로 나타났으며, 개

별 연구의 표준오차를 고려하여 가중평균을 한 농업생산성의 증가

는 약 7.4%를 나타냈다.

Taylor & Yunez-Naude(2000)은 앞서 소개한 자원배분효과를 고

려한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농업에서의 학교

교육의 소득증대효과가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소득효과가 나타나

는 원인을 농가의 자원배분효과를 포함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했

다. 이들은 교육수준에 따라 서로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생산가능

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PPF)을 이용하여 교육이 증가

하면 농가의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극명하게 설명했다.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주어진 상대가격 pnc/pc에 의해 농업활동에 모

든 자원을 배분하지만, 농가의 교육수준이 증가하면 농업활동으로

투입하던 모든 자원을 농외활동으로 배분하게 된다. 교육의 증가에

따른 농업활동의 근로자효과는 양(+)의 값을 갖지만, 자원배분효과

에 의해 농업생산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Taylor &

Yunez-Naude는 이렇듯 농가의 자원배분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앞

서 언급된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처럼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효

9) Schultz(1975)에 의하면, 경제적 환경의 변화, 즉, 외부충격에 대해 불균형을 해소
하는 능력의 차이는 개인의 자원배분능력에 기인하며, 이는 빠른 기술진보 환경에
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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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할 경우

농가소득은 가구 단위로 측정되지만, 교육수준은 개인 단위로 측정

되기 때문에 교육지표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Jamison &

Lau(1982)는 학교교육이 농업생산성(농가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

을 다룬 총 37개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 14개의 연구는 농가

의 평균 교육년수를, 20개는 농가 경영주의 교육년수를, 그리고 한

개의 연구는 농가 경영주 배우자의 교육년수를 교육지표로 사용하

였다10). 이 외에도 Huffman(1974)은 농가 경영주 부부의 교육년수

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Lin(1991)과 Taylor & Yunez-Naude(2000)은

농가 경영주의 교육년수와 평균 교육년수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

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분석에 있어 각 교육지표 선정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Yang(1997)은 농가 내 최고 교육년수를 가진 가구원의 지식이 다

른 가구원들에게도 양(+)의 영향을 주어 농가소득증대에 영향을 준

다는 가정 하에 중국 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농가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그는 농가 가구원 개개인의 교육수준

을 투입변수로 사용하여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는 자원배분

효과를 나타내고 평균 교육년수는 근로자효과를 나타냄을 시사했다.

Jolliffe(2002)는 경영주의 교육년수 및 최고 교육년수, 평균 교육

년수에 더하여 최저 교육년수11)의 분석을 통해 소득증대효과에 가

장 큰 영향을 끼치는 교육지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영주의

교육년수 및 최저 교육년수의 사용은 교육지표로의 사용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소득 총액에 대하여 농가 가구원

10) 2개의 연구는 교육지표를 특정하지 않았다.
11) Kremer(1993)는 생산함수에 투입되는 노동의 질이 이질적임을 반영하여 질이 

가장 낮은 노동력이 생산을 결정한다는 약점 연결(weak-link) 생산함수 이론을 
주장했다.



- 18 -

의 최고 교육년수의 소득증대효과가 자원배분효과를 나타내고, 농업

소득 및 농외소득에 대하여 농가의 평균 교육년수의 소득증대효과

는 근로자효과를 나타냄을 시사했다.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그

리 많지 않다. 초기의 연구는 주로 농업소득에 맞추어 소득결정요인

을 분석하였으며, 농가의 노동력을 단순 투입재로 인식하여 교육의

영향을 살펴보지 않았다. 최초로 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을 도입한

것은 Hong(1975)이 1961년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

이다. 그는 1,200농가를 논벼농가와 기타농가로 구분하여 학교교육

및 영농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학교교육 및

영농교육의 소득증대효과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Jamison &

Lau(1978) 역시 1973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매우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이정환 등(1987)은 농가소득분배의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토지, 노동, 자본을 설명변수로 농

가소득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농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경영주

연령, 가구원 교육수준)을 추가하여 분석을 시행했으나, 각 요인의

추정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최재혁·고석남(2005)은 농가 경영주의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농업

생산성 향상기술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농외취업기회 포착이 용

이해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에 양(+)의 효과를 나타낼 것을 가설로

하여 분석을 시행했다. 학위더미 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농업소득

은 중졸과 고졸의 경우 양(+)의 효과를 나타냈지만, 초대졸 및 초졸

의 경우는 음(-)의 효과를 보였다. 반면, 농외소득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수연 외(2007)는

친환경과 정보화요인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영주

가 대졸 혹은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중졸일 경우에 비해 소득증

대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졸인 경우에는 소득증대효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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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다. 강혜정 외(2011)의 연구에서는 영농교육의 농가소득

증대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규교육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앞서 Taylor & Yunez-Naude(2000)가 지적

한대로 농가의 자원배분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추정치의 하향편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Jung(2008)의 연구에서는 농가 경영주의 교육

년수가 높을수록 신기술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신기술을 채택

한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정진화·조현정

(2012)은 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자원배분효과를 통해 농가소득

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경영주 교육년수, 최고 교육년

수, 평균 교육년수, 및 최저 교육년수의 효과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모든 교육지표의 내생성이 확인되었으며, 가구원의 최고 및 평균 교

육년수가 농가소득 총액과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모두에서 유의한

소득증대효과를 나타냄을 보였다.

제 4 절 소득분위별 교육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과 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매

우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지역·시대·분석방법에 따라 다양한 교육투

자수익률을 나타냈으나, 대부분 양(+)의 효과를 보였다. 최근에 들어

와서는 소득의 분포에 따른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이 시행되었다. 완

전경쟁이론에 의하면 소득분위에 따른 교육투자수익률은 상이하게

나타날 이유가 없으나, 앞서 Card(1993) 등이 지적한대로 개개인의

능력은 상이하며, 교육에의 접근성 역시 동일하지 않다.

Buchinsky(1994)는 미국인의 임금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 일반적인 분위회귀 분석을 사용한 결

과,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나 교육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Arias et al.(2002)은 쌍둥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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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사용하여 교육투자수익률의 OLS 추정결과와 도구변수를 이용

한 분위회귀 분석결과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능력이

더 좋은 개인이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며,12) 그 결과 학교교육이 더

높은 소득증대효과를 가져 온다고 밝혔다.

또한, Harmon et al.(2003) 및 Martins & Pereira(2004)는 각각 영

국과 유럽 15개 국가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

을 추정하였다. 이들 역시 Buchinsky와 같은 결과를 보이며, 능력과

교육수준은 인적자본 및 소득의 생산요소로서 상호 보완관계에 있

다고 주장했다. Arulampalam et al.(2008)은 직업교육과 유럽 10개

국의 임금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 고등교육 이상을 수

료한 경우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을 나타냈으

나 직업교육은 소득분위에 따른 교육투자수익률의 증가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 Mwabu & Schultz(1996)은 남아프리카의 백인 남성은 선행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흑인 남성의 경우 소득분위가 올

라갈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감소함을 보였다. Brunello et al.(2009)

은 유럽의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소득의 연관성을 분석

하면서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학교교육의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은 남·여 최상

위 10%의 교육수준을 제외한 모든 분위의 학생들의 정규 교육년수

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고 분

석한 결과는 위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교

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층에서 더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을 나타내 교육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Brunello et al.은 능력과 소득이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은 일부 옳지만, Lang(1993)이 밝힌 할인율편의(discount rate

12) 능력이 더 좋은 개인은 교육에 대한 낮은 한계 비용 혹은 더 높은 교육투자수익
률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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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s)를 고려하면 소득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은 개인간 능력의 편차

와 교육에의 접근성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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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자료와 모형

제 1 절 분석자료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농가경

제조사」는 통계법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로(지정통

계 제 10142호)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 각종 농가경제지표를 생산하여 농업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13)

2008-2012년 조사 자료는 전국 560개 표본 조사구 내 2,800개 가

구의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의 수입과 지출, 농업노동시간, 자

산 및 부채 등 전반적인 농업경영실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조

사대상 농가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1,000m2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이 5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구이다. 1인 가구 및 외국인가구, 비혈연 가구원으

로 구성된 가구,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농업시험장,

학교, 종교단체 및 법인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최근에 공표된 2013년 자료의 경우 조사가구수가 이전보다

줄어 약 2,600여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연간 농축산물 판매

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인 가구(100개

농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농가경제조사」는 5년마다 표본

농가가 교체된다. 5년간은 표본농가가 유지되므로 패널자료 구축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표본농가가 전면 교체되어 이전 패널과 연계시

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의 일관

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8-2012년 조사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13)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설명(http://meta.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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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농가소득 현황14)

1. 농가당 평균 농가소득 및 소득원별 구성비 변화추이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

사」를 살펴보면, 2013년 평균 농가소득은 3,450만 원으로 2003년의

2,690만 원으로부터 연평균 약 2.54%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가계소득은 2003년 3,520만 원에서

2013년 5,530 만원으로 약 4.63%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가

의 소득 증가율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의 약 55% 수준

에 그치며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2003년

76.4%에서 2013년 62.5%까지 줄어들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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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가소득의 소득원별 구성 비율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03-2013년 자료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농가소득은 크게 경상소득(농업소득,

14)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재가공
15)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 년도인 2012년까지의 소득을 비교 시, 농가소득은 3,100

만 원으로 연평균 약 1.61% 증가,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계소득은 5,390만 원으
로 연평균 약 4.86% 증가하였다. 2012년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소득 대비 농가소
득의 비율은 57.6%까지 하락한다.



- 24 -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의 경

상소득을 소득 구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던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2003년 1,060만 원(39.3%)에

서 2006년 1,210만 원(37.4%)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등락을 거듭하

다 2013년 1,000만 원(29.1%)으로 회귀했다. 반면, 농가당 평균 농외

소득의 경우, 2003년 940만 원(35.0%)에서 2013년 1,570만 원(45.5%)

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부터 농가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소득은 2003년 200만 원(7.6%)에서 2006년 490

만 원(15.1%)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경상소득은 2003년 490만 원(18.1%) 수준에서 2013년 290

만 원(8.5%)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 농가 간 소득 격차

한국 사회에서 소득 양극화 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

었다.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근로소득보다는 부동산 소득과 이

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비근로소득으로부터 연유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도시근로자들도 수입 다변화를 꾀하며

비근로소득의 비중을 높여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신동균, 200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농간 소득 격차는 매우 크며 그 정도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농가 간의 소

득 격차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성용, 2004; 안동환,

2004). 기존의 문헌연구들은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원인을 주로 농업

소득의 양극화에서 찾으며 농외소득 지원을 통한 불평등도 해결을

주장하였다(박준기·문한필·김용택, 2004; 전장수·김정호, 2008).

한편, 강혜정·권오상(2008)은 확률밀도함수를 추정을 통해 농가소

득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여 농외소득 지원정책이 늘어남에 따라

농외소득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였다. 정진화·조현정

(2012)은 2003-2009년 「농가경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003-2006

년의 양극화는 농업소득 양극화에서, 2006년 이후는 농외소득의 양

극화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농외소득이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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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보완기능이 제대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 증대방안이 추진되어

야 함을 주장했다.

이은우(2006)는 농가를 논벼·과수·채소·기타농가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영농형태간 소득격차를 분석했다. 그는 영농형태간 소득격

차의 요인을 ‘속성에 의한 차이’와 ‘수익성에 의한 차이’로 분해하여

설명하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이 계측된 기타(축산, 화훼, 특작

등) 영농형태로의 품목전환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단위:       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위 20% 75,067 79,615 82,487 87,875 84,693 
하위 20% 10,442 10,148 10,144 9,353 9,634 

64,625 69,467 72,343 78,521 75,059 

0.39 0.40 0.41 0.43 0.42

상위 20% 40,763 47,176 49,799 54,431 51,265 
하위 20% 998 992 980 1,036 1,097 

39,765 46,184 48,820 53,396 50,168 

0.61 0.63 0.64 0.65 0.63

상위 20% 36,221 35,998 37,715 39,727 41,314 
하위 20% 224 257 211 164 158 

35,997 35,740 37,504 39,563 41,156 

0.64 0.63 0.65 0.67 0.67

소득 격차

Gini 계수

평균
농외소득

소득 격차

Gini 계수

평균
농가소득

소득 격차

Gini 계수

평균
농업소득

[표 1] 농가소득원별 소득 격차 지표: 상·하위 20% 소득 격차 및 Gini 계수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2008-2012년 자료

[표 1]은 「농가경제조사」의 2008-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

소득,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의 Gini 계수16) 및 상위 20%의 평균소

득과 하위 20%의 평균소득 간의 소득격차를 도출한 결과이다. 농가

소득과 농업소득은 2008년부터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 2011년 최고

16) Gini 계수는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차이를 계수와 한 것
으로 0은 평등 분배,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Gini 계수가 0.4 
이상의 값을 가질 때,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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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이르렀다가 2012년에는 다소 완화된 양상을 나타낸다. 다만,

2012년도의 농가소득의 Gini계수(0.42) 농업소득의 Gini계수(0.63) 모

두 0.4 이상의 값을 나타내 불평등도는 여전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외소득은 2008년에서 2009년 불평등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

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상위 20%의

농가소득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감소 추세

에 있어 소득분위간 이질적(heterogeneity)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분석 모형

1. 소득 결정요인 분석 모형

학교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은 Mincer(1974)의 소득함수를 바탕으

로 한 다음의 (13)식과 같은 소득함수의 추정을 통해 측정한다.

(13) ln     
    

            

종속변수 Y는 농가의 소득변수로 분석 시에는 자연로그를 취한

다.17) 본 논문에서는 소득변수로 농가소득 총액과 함께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주요 소득원인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분석한다. S는 교육

변수로 성인 농가 구성원의 최고 교육년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A

는 경영주의 연령으로 개인의 평생소득은 연령에 대해 오목함수 형

태를 가지므로 연령의 제곱항을 포함한 2차식의 형태를 갖는다. X

는 교육년수와 연령을 제외한 기타 설명변수로 농가의 고정자산(농

지면적, 가축, 및 기계 평가액), 지역, 영농형태, 농가유형 등을 포함

한다. 하첨자 i와 j는 각각 개별농가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β1

은 학교교육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율로 학교교육의 한계투

17) Mincer(1958)에 의하면 교육은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며, 개인은 교육의 소득효과
의 절대값이 아닌 수익률이 할인율을 상회할 때, 교육에 투자한다. 이러한 소득과 
교육년수의 로그-선형 함수의 적합성은 Heckman and Polachek(1974), Fortin 
and Lemieux(1998) 등에 의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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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익률(marginal rate of return)18)을 의미한다.

실제 추정에서는 통합최소자승추정법(Pooled OLS)과 함께 도구변

수(IV)를 이용한 2SLS 분석을 시행한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일반회귀분석(OLS)의 교육투자수익률 추정치는 교육변수

의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해 편의(bias)를 갖는다(Griliches,

1977). 개인의 교육수준은 미래소득을 예측하여 결정하는 내생변수

이기 때문에 OLS 추정에서는 편의를 갖게 되고, 또한 누락된 능력

(ability)변수나 교육수준의 측정오차로 인한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

로 인해서도 편의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변수의 내

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IV 2SLS 분석을 병행한다.

2.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 모형

본 연구의 후반부는 소득분위별 성인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

수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의 소득분포는 소득분위별로 이질적이며, 조건부 평균

(conditional mean)을 기준으로 하는 OLS의 추정치는 농가의 교육

투자수익률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enker and Bassett(1978)에 의해 소개한 분위회귀 분석을 시행한

다. 분위회귀 분석은 종속변수의 조건부 τ-분위(conditional τ

-quantile)를 중심으로 선형모형을 분석하여 OLS에 비해 이상치

(outlier)에 더 강건한(robust) 추정치를 제공하며, 임의적인 표본의

선택 없이 원하는 분위별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분위회귀 분석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14) ln         

(15) ln   

여기서 (14)식은 (13)식을 간소화한 것이다. 종속변수 Y는 농가소

18) 본 연구에서 교육투자수익률은 교육의 직접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회비용만을 
포함한 사적 투자수익률(private rate of retur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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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변수의 자연로그값이고, Z는 설명변수의 (k*1)벡터, βτ는 (k*1) 계

수벡터를 나타낸다. u는 오차항으로 모든 I에 대해    

이 성립한다. 자연로그를 취한 농가소득의 조건부 τ-분위는 설명변

수 Z의 선형함수로 표시된다. 여기서 βτ는 다음 주어진 분위(τ)하에

서 다음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값을 추정함으로써 구해진다.

(16) 
 

 
ln ≥

ln 
ln 

ln



그러나 분위회귀 분석은 분포의 이질성은 통제할 수 있지만, 여전

히 교육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편의를 갖는다

(Koenker and Bassett, 1978; Koenker and Portnoy, 1987). 따라서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Chernozhukov and

Hansen(2006, 2008)이 제시한 도구변수 분위회귀 분석(IV quantile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한다. (13)식과 (14)식을 조금 변형하여 다음

의 (17)식을 도출한다.

(17) ln   
(18)    

(19) ln     

소득(Y)의 자연로그값은 교육(S)과 그 외 설명변수(X)의 함수로

정의하고, 교육(S)은 설명변수(X)와 도구변수(Z), 그리고 오차항(V)

에 의해 결정된다. 내생성은 교육 생성의 오차항(V)과 소득의 오차

항(u)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S)의 생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오차항 u와는 독립인 도구변수(Z)를 도입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도구변수의 도입은 ατ와 βτ를 추정

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다음 최소화 문제의 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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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rg

 

 ln     

     

제 4 절 기초통계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기초통계량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농가소득 총액과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소득원인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사용하였다. Mincer

의 소득함수 분석을 위해 소득은 각각 자연대수를 취한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008-2012년 「농가경제조사」의 총 표본농가

수는 13,092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음(-)의 소득을 가지는 농가를

제외한 10,634호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학교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할 때,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경영주의 교육년수를 사용한다. 이는 농가 단

위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경영주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농가 의사결정의 주체는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성인 가구원일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학교

교육의 자원배분효과를 고려하고자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를

사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19)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는 평균

9.5년이다. IV 2SLS 분석의 첫 단계인 교육함수 추정에 필요한 도

구변수로는 농가의 가구원수를 사용하였는데, 농가당 평균 가구원수

는 2.7명이다.

농가 경영주는 약 94%가 남성으로, 평균 연령은 65.1세이다. 자가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60%이고, 2종겸업 농가는 전체 농

가의 25% 수준이다. 영농형태20)별로는 미곡농가와 채소농가가 각각

19) Yang(1997)은 농가의 작물 선택 의사결정은 경영주 단독의 결정이 아닌 교육수
준이 가장 높은 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됨을 밝혔다.  

20) 2008-2012년도 「농가경제조사」는 농가의 영농형태를 미곡, 전작, 채소, 과수, 화
훼, 축산, 특작, 기타, 및 2종겸업, 총 9가지 형태로 농가를 분류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2종겸업 농가는 더미 변수로 사용하고, 2종겸업 농가의 농업총수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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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와 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가소득 농가소득의 로그값 17.08 (0.74)
농업소득 농업소득의 로그값 15.63 (1.43)
농외소득 농외소득의 로그값 14.56 (3.46)

가구원수 농가의 구성원수 2.71 (1.14)

경영주 연령 경영주의 연령 65.09 (9.97)
경영주 연령 제곱 경영주의 연령제곱/100 43.36 (12.56)
성별 경영주의 성별 더비 (남성=1) 0.94 (0.24)
토지소유형태 농가의 토지소유형태 더미 (자작지=1) 0.60 (0.49)
총노동시간 농가의 연간 총 농업노동시간의 로그값 6.79 (0.91)
농지면적 농가의 토지소유면적 로그값 8.51 (2.13)
농기계평가액 농가소유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14.69 (3.40)
가축평가액 농가의 가축평가액 로그값 8.33 (6.85)
2종겸업 2종겸업농가 더미 (2종겸업 농가 = 1) 0.25 (0.43)
미곡농가 농업총수입 중 미곡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0.34 (0.47)
전작농가 농업총수입 중 밭작물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0.04 (0.21)
채소농가 농업총수입 중 채소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0.31 (0.46)
과수농가 농업총수입 중 과수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0.14 (0.35)
화훼농가 농업총수입 중 화훼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0.02 (0.14)
축산농가 농업총수입 중 축산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0.09 (0.28)
특작농가 농업총수입 중 특작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0.04 (0.20)
기타농가 농업총수입 중 기타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 0.02 (0.14)
지역1 농가의 지리적 위치 더미 (서울 및 광역시=1) 0.04 (0.20)
지역2 농가의 지리적 위치 더미 (경기도=1) 0.10 (0.30)
지역3 농가의 지리적 위치 더미 (강원도=1) 0.10 (0.30)
지역4 농가의 지리적 위치 더미 (충청도=1) 0.22 (0.41)
지역5 농가의 지리적 위치 더미 (전라도=1) 0.24 (0.43)
지역6 농가의 지리적 위치 더미 (경상도=1) 0.24 (0.43)
지역7 농가의 지리적 위치 더미 (제주도=1) 0.06 (0.23)
조사년도_2008 조사년도 더미 (2008년=1) 0.21 (0.41)
조사년도_2009 조사년도 더미 (2009년=1) 0.21 (0.41)
조사년도_2010 조사년도 더미 (2010년=1) 0.20 (0.40)
조사년도_2011 조사년도 더미 (2011년=1) 0.19 (0.40)
조사년도_2012 조사년도 더미 (2012년=1) 0.18 (0.39)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농가 내 성인 구성원 중 최고 교육년수 9.48 (4.16)

10,634                                                                                            

변수명

종속변수

도구변수

설명변수

전체농가수

평균 (표준편차)정의 및 측정방법

[표 2]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를 사용하여, 영농형태 분류 기준인 농업 총수입 중 해당 작물 수입이 가장 많은 
농가로 영농형태를 재분류 했다. 예를 들어, 농업 총수입 중 미곡 수입이 가장 많
은 농가는 미곡농가로 영농형태를 재분류 했다. 



- 31 -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시행 후, 총 세

가지 품목군으로 나누어 품목군별 학교교육의 소득효과를 추정하였

다. 품목군은 미곡·전작 농가, 채소·특작 농가, 그리고 과수·화훼·기

타 농가로 분류했다. 축산 농가의 경우 2010년 11월말 발생한 구제

역21)으로 인해 총 347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 하는 등 정상적 축

산활동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품목군별 기초

통계량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소득지표를 살펴보면, 농가소득 총액 및 농업소득에서는 과수·화

훼·기타 농가가 가장 높은 소득을 벌지만, 농외소득에서는 미곡·전

작 농가가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다. 품목군별 평균 가구원수는 큰

차이는 없지만, 수·화훼·기타 농가가 2.79명으로 가장 많고 미곡·전

작 농가가 2.66명으로 가장 적다.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는 과수·화훼·기타 농가가 10.4년으

로 가장 높으며, 채소·특작 농가(9.4년), 그리고 미곡·전작 농가(9.1

년) 순이다. 경영주의 연령은 미곡·전작 농가가 평균 66.4세로 가장

많으며, 과수·화훼·기타 농가가 63.7세로 가장 젊다. 토지소유형태는

대부분 유사하나, 채소·특작농가의 자가 농지 경작 비율(52%)이 낮

으며, 여성 경영주의 비중(9%)이 상대적으로 높다.

21)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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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농가소득 16.96 (0.69) 17.06 (0.73) 17.24 (0.73)
농업소득 15.23 (1.25) 15.63 (1.51) 16.18 (1.29)
농외소득 14.69 (3.43) 14.40 (3.54) 14.51 (3.38)

가구원수 2.66 (1.14) 2.70 (1.13) 2.79 (1.14)

경영주 연령 66.41 (9.50) 65.09 (9.92) 63.68 (10.45)
경영주 연령 제곱 45.01 (12.11) 43.35 (12.56) 41.65 (12.94)
성별 0.95 (0.22) 0.91 (0.28) 0.95 (0.23)
토지소유형태 0.63 (0.48) 0.52 (0.50) 0.65 (0.48)
총노동시간 6.37 (0.84) 6.98 (0.90) 7.18 (0.78)
농지면적 8.70 (1.90) 8.22 (2.34) 8.70 (2.10)
농기계평가액 14.49 (3.42) 14.50 (3.76) 15.18 (2.65)
가축평가액 7.86 (6.66) 7.66 (6.42) 6.52 (6.58)
2종겸업 0.32 (0.47) 0.24 (0.43) 0.17 (0.38)
지역1 0.04 (0.19) 0.05 (0.22) 0.04 (0.19)
지역2 0.12 (0.33) 0.09 (0.29) 0.07 (0.26)
지역3 0.10 (0.30) 0.12 (0.33) 0.03 (0.18)
지역4 0.24 (0.42) 0.22 (0.41) 0.18 (0.38)
지역5 0.28 (0.45) 0.25 (0.43) 0.18 (0.38)
지역6 0.21 (0.41) 0.21 (0.41) 0.34 (0.47)
지역7 0.02 (0.12) 0.06 (0.23) 0.16 (0.37)
조사년도_2008 0.25 (0.43) 0.18 (0.39) 0.20 (0.40)
조사년도_2009 0.22 (0.41) 0.19 (0.39) 0.19 (0.39)
조사년도_2010 0.18 (0.38) 0.21 (0.41) 0.21 (0.41)
조사년도_2011 0.19 (0.39) 0.21 (0.41) 0.21 (0.41)
조사년도_2012 0.17 (0.37) 0.21 (0.40) 0.19 (0.39)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9.07 (4.14) 9.38 (4.18) 10.35 (4.12)

미곡•전작

4,040                        3,776                        1,912                        

채소•특작 과수•화훼•기타
변수명

종속변수

도구변수

설명변수

전체농가수

[표 3] 품목군별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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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1.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가소득 총액

농가의 교육수준 지표로 성인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를 사

용하여 농가소득 총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표 4]

에 제시하였다. 소득함수 추정에는 영농형태, 지역 및 조사년도 더

미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

이 낮은 통제변수들이어서 추정계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

들 더미변수를 포함한 전체 추정결과는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통합OLS 분석결과는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가 한 단위 증

가할 때 농가소득 총액은 3.8% 상승하여, 학교교육은 농가소득 증대

에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주의 연령,

농가유형, 토지소유형태, 노동투입 및 농업투입 요소(농지면적, 농기

계평가액, 가축평가액, 노동투입시간)도 1% 유의수준에서 농가소득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주의 연령은 인적

자본이론과 부합하여 연령의 증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 증

가폭은 감소하는 2차함수 관계가 확인되었다. 토지를 임대할 경우가

자작지를 경작할 경우보다 오히려 농가소득이 높았고, 노동투입시

간, 농지면적, 그리고 농기계 투입이 증가할수록 농가소득 총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잔차항에 대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검정결과

(Breusch-Pagan test) 이분산성이 확인되었고, 교육변수의 내생성

검정결과(Hausman test) 성인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에 내생

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통합OLS 분석결과는 편의가 존재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2SLS 분석에서는 농가의 가구원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교육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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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F-test 결과 농가의 가구원수

는 유효한 도구변수로 검증되었다. 2SLS 분석결과는 성인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의 추정계수에서 통합OLS 분석결과(3.8%)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2SLS 분석에서는 9.8%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나타

내는 것으로 추정되어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교육투자의 소

득증대효과 추정치가 상당한 하향편의(downward bias)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설명변수의 추정

결과는 앞서의 분석과 큰 차이가 없으나, 경영주의 성별은 통합OLS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남성 경영주 농가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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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상수항 14.077*** 1.578 13.155***

(0.190) (1.099) (0.215)
경영주 연령 0.033*** 0.244*** 0.039***

(0.006) (0.034) (0.006)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36*** -0.275*** -0.035***

(0.005) (0.028) (0.005)
성별 0.027 -0.510*** 0.068***

(0.024) (0.165) (0.024)
농가유형 0.508*** 1.271*** 0.379***

(0.016) (0.096) (0.018)
토지소유형태 -0.058*** 0.083 -0.062***

(0.013) (0.076) (0.014)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63*** 0.069 0.245***

(0.008) (0.051) (0.010)
농지면적의 로그값 0.042*** 0.145*** 0.034***

(0.003) (0.018) (0.004)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2*** 0.043*** 0.018***

(0.002) (0.012) (0.002)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6*** -0.018*** -0.006***

(0.001) (0.005) (0.001)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38***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098***

(0.004)
가구원수(도구변수) 1.318***

(0.032)
N 10,634    10,634   10,634     
R2 0.40 0.36 0.32

B-P test 59.72***
Hausman test 229.19***

F-test 1711.94***

변수 통합OLS
2SLS

[표 4]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

주1) ( )안은 표준오차. * p<0.1, **p<0.05, ***p<0.01

2)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

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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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업 및 농외소득

[표 5]와 [표 6]은 각각 성인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를 사용

하여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의

농업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통합OLS 분석에서 교육투자수익률은 0.9%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 크기는 매우 작게 나타난다. 가구원

수를 사용하여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의 경우 교육

투자수익률이 3.5%로 약 4배가량 높아져 교육수준의 내생성으로 인

한 추정치의 하향편의는 농가소득에서 보다 농업소득에서 더욱 크

게 나타난다.

농업소득은 농가소득 총액과 마찬가지로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체감하는 2차함수 관계를 가진다. 다른 변

수들의 소득효과는 농가소득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나, 2종겸업 농

가는 전업 및 1종겸업 농가에 비해 낮은 농업소득을 나타내고 자가

소유의 토지 경작 여부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노동투

입시간, 농지면적, 및 농기계 투입은 농업소득에 유의한 양(+)의 효

과를 가진다.

[표 6]의 농외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교육의 교

육투자수익률이 농업소득 및 농가소득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의

교육투자수익률은 31.5%로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통합OLS(7.8%)

분석결과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

가 이처럼 농외소득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학교교육이 자원배분

효과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본 논문의 가설을 뒷받

침하는 것이다.

경영주 연령은 통합OLS 추정에서는 2차함수 관계가 나타나지 않

지만,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에서는 농가소득이나 농업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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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2차함수의 모습을 나타낸다. 즉,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

록 농외소득이 증가하기는 하나 그 증가폭은 감소한다. 농가소득이

나 농업소득과는 다르게 농외소득의 경우 여성 경영주 농가의 소득

이 남성 경영주 농가의 소득보다 높게 나타난다. 2종겸업 농가일 경

우 소득증대효과가 매우 크고 유의하게 나타나며, 농업노동에의 투

입시간은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농업 투입요소(농지면적, 농기계

평가액)의 효과는 농업소득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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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상수항 8.776*** 1.578 8.373***

(0.339) (1.099) (0.388)
경영주 연령 0.064*** 0.244*** 0.067***

(0.010) (0.034) (0.011)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62*** -0.275*** -0.061***

(0.008) (0.028) (0.009)
성별 0.096** -0.510*** 0.114***

(0.042) (0.165) (0.043)
농가유형 -0.595*** 1.271*** -0.651***

(0.028) (0.096) (0.033)
토지소유형태 0.022 0.083 0.020

(0.023) (0.076) (0.024)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821*** 0.069 0.813***

(0.015) (0.051) (0.017)
농지면적의 로그값 0.044*** 0.145*** 0.040***

(0.005) (0.018) (0.006)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2*** 0.048*** 0.021***

(0.003) (0.012) (0.004)
가축평가액 로그값 -0.010*** -0.018*** -0.010***

(0.002) (0.005)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09***

(0.003)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035***

(0.008)
가구원수(도구변수) 1.318***

(0.032)
N 10,634    10,634   10,634     
R2 0.49 0.36 0.49

B-P test 69.04***
Hausman test 13.71***

F-test 1711.94***

변수 통합OLS
2SLS

[표 5]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업소득

주1) ( )안은 표준오차. * p<0.1, **p<0.05, ***p<0.01

2)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

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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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상수항 12.708*** 1.578 9.053***

(1.027) (1.099) (0.967)
경영주 연령 0.048 0.244*** 0.074***

(0.031) (0.034) (0.029)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67*** -0.275*** -0.062***

(0.024) (0.028) (0.023)
성별 -0.384*** -0.510*** -0.223**

(0.128) (0.165) (0.095)
농가유형 2.825*** 1.271*** 2.316***

(0.085) (0.096) (0.075)
토지소유형태 -0.401*** 0.083 -0.417***

(0.070) (0.076) (0.070)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060 0.069 -0.131***

(0.045) (0.051) (0.049)
농지면적의 로그값 0.160*** 0.145*** 0.127***

(0.017) (0.018) (0.019)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36*** 0.043*** 0.018*

(0.010) (0.012) (0.010)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6 -0.018*** 0.008

(0.005) (0.005) (0.005)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78***

(0.008)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315***

(0.017)
가구원수(도구변수) 1.318***

(0.032)
N 10,634    10,634   10,634     
R2 0.21 0.36 0.15

B-P test 1858.60***
Hausman test 122.90***

F-test 1711.94***

변수 통합OLS
2SLS

[표 6]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외소득

주1) ( )안은 표준오차. * p<0.1, **p<0.05, ***p<0.01

2)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

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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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군별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가소득 총액

국내 농가의 소득은 영농형태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이은우

(2006)는 이러한 영농형태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인적자본, 물적자

본 및 영농형태의 수익성에 의한 차이로 분석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축산 농가를 제외한 총 7 가지 작물재배 농가를 미곡·전작

농가, 채소·특작 농가 및 과수·화훼·기타 농가 이렇게 세 개의 품목

군으로 분류22)하여 농가소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표 7]과 [표

8]은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를 교육지표로 사용하여 이들 세

개 품목군별 농가소득 총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품목

군에 대해 교육변수의 내생성 검증결과(Hausman test), 모든 품목

군에서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에 내생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가구원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했으

며, F-test 결과 도구변수는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선 [표 7]의 미곡·전작 농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

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

육년수를 사용하여 확인한 미곡·전작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은 교육

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통합OLS의 추정치(3.7%)보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의 추정치(10.8%)가 약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즉,

교육변수의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는 전체 농가보다 미곡·전작 농가

에서 더 크다. 경영주 연령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2차함수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 외 다른 설명변수들의

소득효과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채소·특작 농가의 경우,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의 농가소득

증대효과는 통합OLS(3.6%)의 경우 미곡·전작 농가와 유사한 결과를

22) 각 품목군별 농가의 수는 미곡·전작 농가가 4,040호, 채소·특작 농가가 3,776호 
 및 과수·화훼·기타 농가가 1,912호로 구성되었다. 축산 농가 906호는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정상적인 축산활동이 불가능하였기에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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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결과 교육투자수

익률은 7.9%로 미곡·전작 농가보다 낮은 수익률을 나타낸다. 이는

학교교육을 통한 자원배분효과의 크기가 미곡·전작 농가에서 더 크

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소·특작 농가 역시 경영주 연령과

농가소득 사이에는 2차함수 관계가 성립하며, 경영주 성별의 소득효

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그 외 다른 설명변수들은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유사한 소득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표 8]에 나타난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통합OLS(3.3%)의 교

육투자수익률보다 내생성을 통제한 2SLS의 수익률이 10.8%로 3배

이상 높게 추정되었다. 세 개의 품목군 중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교육변수의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가 가장 크다. 과수·화훼·기타 농

가 역시 경영주 연령과 농가소득 사이에 2차함수의 관계를 가지며,

경영주 성별 및 가축평가액의 경우 더 이상 유의한 소득효과를 나

타내지 못한다. 다른 설명변수들의 소득효과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

로 한 분석과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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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상수항 14.309*** 0.187 13.310*** 12.994*** -1.591 12.381***

(0.299) (1.797) (0.375) (0.317) (1.748) (0.335)
경영주 연령 0.029*** 0.313*** 0.030*** 0.043*** 0.293*** 0.049***

(0.009) (0.055) (0.011) (0.010) (0.055) (0.010)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36*** -0.338*** -0.028*** -0.042*** -0.302*** -0.042***

(0.007) (0.045) (0.009) (0.008) (0.045) (0.008)
성별 0.116*** -0.467 0.163*** -0.005 -0.645*** 0.033

(0.038) (0.306) (0.044) (0.035) (0.227) (0.033)
농가유형 0.542*** 1.210*** 0.387*** 0.508*** 1.260*** 0.413***

(0.021) (0.149) (0.028) (0.027) (0.163) (0.029)
토지소유형태 -0.095*** 0.027 -0.094*** -0.054*** -0.002 -0.054**

(0.020) (0.130) (0.022) (0.021) (0.123) (0.022)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09*** -0.234*** 0.212*** 0.296*** 0.172** 0.274***

(0.012) (0.082) (0.014) (0.014) (0.083) (0.016)
농지면적의 로그값 0.051*** 0.214*** 0.038*** 0.037*** 0.129*** 0.032***

(0.005) (0.034) (0.006) (0.005) (0.027) (0.005)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15*** 0.057*** 0.009*** 0.024*** 0.038** 0.021***

(0.003) (0.019) (0.003) (0.003) (0.018) (0.003)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8*** -0.017** -0.008*** -0.007*** -0.021** -0.007***

(0.001) (0.009) (0.002) (0.002) (0.009)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37*** 0.036***

(0.002) (0.003)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108*** 0.079***

(0.007) (0.006)
가구원수(도구변수) 1.248*** 1.556***

(0.051) (0.052)
N 4,040     4,040     4,040    3,776     3,776     3,776     
R2 0.45 0.35 0.31 0.39 0.40 0.34

B-P test 3.21* 9.03***
Hausman test 140.15*** 62.11***

F-test 612.637*** 909.7***

2SLS
미곡•전작 채소•특작

2SLS
통합OLS변수 통합OLS

[표 7] 품목군별 소득 결정요인: 농가소득 총액 (미곡·전작, 채소·특작)

주1) ( )안은 표준오차. * p<0.1, **p<0.05, ***p<0.01

2)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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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상수항 13.953*** 2.483 12.801***

(0.447) (2.552) (0.497)
경영주 연령 0.021 0.175** 0.034**

(0.013) (0.081) (0.014)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24** -0.204*** -0.028**

(0.011) (0.067) (0.011)
성별 -0.103 -0.506 -0.034

(0.066) (0.449) (0.068)
농가유형 0.483*** 1.419*** 0.321***

(0.046) (0.244) (0.052)
토지소유형태 -0.059* 0.129 -0.063*

(0.034) (0.193) (0.038)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69*** 0.391*** 0.224***

(0.023) (0.126) (0.029)
농지면적의 로그값 0.054*** 0.088** 0.043***

(0.008) (0.043) (0.011)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8*** 0.007 0.023***

(0.006) (0.031) (0.007)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2 -0.011 -0.000

(0.002) (0.012)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33***

(0.004)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108***

(0.011)
가구원수(도구변수) 1.301***

(0.071)
N 1,912     1,912     1,912     
R2 0.29 0.37 0.16

B-P test 4.49**
Hausman test 52.00***

F-test 334.068***

과수•화훼•기타
2SLS

변수 통합OLS

[표 8] 품목군별 소득 결정요인: 농가소득 총액 (과수·화훼·기타)

주1) ( )안은 표준오차. * p<0.1, **p<0.05, ***p<0.01

2)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4. 품목군별 소득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업 및 농외소득

[표 9], [표 10], [표 11] 및 [표 12]에 걸쳐 세 개 품목군별 성인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수준을 교육지표로 사용하여 농업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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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표 9]와

[표 11]에 나타난 미곡·전작 농가의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농업소득의 경우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

년수가 소득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농가소득과 같으나,

그 수익률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농가

소득에 비해 작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

우의 농업소득의 교육투자수익률은 1.4%(통합OLS)이고,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에서는 3.6%로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난

다.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는 미곡·전작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농업소득과는 다르게 농가소득에 비해

교육투자수익률이 월등히 크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

하지 않은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은 6.7%(통합OLS)이고,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에서는 교육투자수익률이 29.3%로 4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학교교육의 미곡·전작 농가의 농가소득증대효

과가 농외소득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학교교육이 자원배분효

과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본 논문의 가설을 뒷받침

한다.

경영주 연령은 농가소득 결정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과 각각 2차함수 관계를 가진다. 다른 변수들의 소득효과

역시 농가소득 분석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

다. 경영주 성별은 농외소득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농가유형

(2종겸업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에서는 농가소득과 반대로 음(-)의

효과를, 농외소득의 경우 농가소득보다 5배 이상 큰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농외소득에 대한 농기계평가액 및 가축평가액은 그

소득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채소·특작 농가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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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성인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는 농업소득 증대에 유

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Hausman test 결과 귀무가설을 기

각하지 못해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농외소

득의 경우 교육투자수익률은 9.6%(통합OLS)를 나타내 세 품목군

가운데 가장 큰 수익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Hausman test 결과 교

육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가구원수를 이용하여 내생

성을 통제한 2SLS 분석 결과, 교육투자수익률은 26.5%에 그쳐 세

품목군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변수의 내생성으로 인

한 편의가 채소·특작 농가에서 가장 작음을 의미한다.

교육변수를 제외한 다른 설명변수의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에 대

한 한계효과는 농가소득의 경우와 일부분 상이하게 나타난다. 경영

주의 연령은 농업소득에서는 농가소득과 마찬가지로 2차함수의 형

태를 갖지만, 농외소득에서는 유의한 2차함수의 형태를 보이지 못한

다. 농가소득에서는 유의하지 않던 경영주 성별의 소득효과는 농업

소득의 경우 남성, 농외소득에서는 여성 경영주의 경우 각각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농가유형(2종겸업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

에 대해 음(-)의 효과를 나타낸 데에 반해, 농외소득의 경우 농가소

득에 대한 소득효과에 비해 5배 이상 큰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

농업에의 노동투입시간에 따른 소득효과는 농업소득에는 양(+)의 효

과, 농외소득에는 음(-)의 효과를 각각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표 10]과 [표 12]에 나타난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분

석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소득의 경우 통합OLS 분석의 교육투자수익

률은 그 효과가 거의 없으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나

Hausman test 결과 교육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가구원수를 사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결과 교육투자수익

률은 7%로 모든 품목군들 중 가장 크게 나타난다. 농외소득의 경우,

성인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의 소득증대효과는 6.0%(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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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를 나타내며,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2SLS 분석결과는

36.1%로 6배 이상 상승한다. 즉,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농외소득에

있어, 교육수준의 내생성으로 인한 추정편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변수를 제외한 다른 설명변수들의 소득효과는 다른 품목군들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경영주 연령 및 경영주 성별의 경우 소득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농업소득에 있어서 토지소유형태

역시 다른 품목군들과 달리 유의한 추정치를 도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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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상수항 8.342*** 0.187 8.036*** 5.968*** -1.591 5.769***

(0.562) (1.797) (0.725) (0.574) (1.748) (0.643)
경영주 연령 0.064*** 0.313*** 0.064*** 0.102*** 0.293*** 0.104***

(0.017) (0.055) (0.021) (0.018) (0.055) (0.019)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60*** -0.338*** -0.058*** -0.091*** -0.302*** -0.091***

(0.013) (0.045) (0.016) (0.014) (0.045) (0.015)
성별 0.104 -0.467 0.119* 0.118* -0.645*** 0.131**

(0.071) (0.306) (0.063) (0.063) (0.227) (0.064)
농가유형 -0.553*** 1.210*** -0.600*** -0.518*** 1.260*** -0.549***

(0.040) (0.149) (0.046) (0.049) (0.163) (0.057)
토지소유형태 -0.072* 0.027 -0.071* 0.070* -0.002 0.070*

(0.037) (0.130) (0.038) (0.038) (0.123) (0.039)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722*** -0.234*** 0.723*** 0.950*** 0.172** 0.942***

(0.023) (0.082) (0.026) (0.026) (0.083) (0.028)
농지면적의 로그값 0.067*** 0.214*** 0.063*** 0.033*** 0.129*** 0.031***

(0.009) (0.034) (0.010) (0.008) (0.027) (0.009)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13** 0.057*** 0.011** 0.022*** 0.038** 0.021***

(0.005) (0.019) (0.005) (0.005) (0.018) (0.005)
가축평가액 로그값 -0.017*** -0.017** -0.017*** -0.005* -0.021** -0.005*

(0.002) (0.009) (0.002) (0.003) (0.009) (0.003)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14*** 0.000

(0.004) (0.005)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036*** 0.014

(0.013) (0.011)
가구원수(도구변수) 1.248*** 1.556***

(0.051) (0.052)
N 4,040     4,040     4,040    3,776     3,776     3,776     
R2 0.41 0.35 0.41 0.53 0.40 0.53

B-P test 29.75*** 66.46***
Hausman test 3.73* 2.00

F-test 612.637*** 909.7***

2SLS
통합OLS

2SLS
변수 통합OLS

미곡•전작 채소•특작

[표 9] 품목군별 소득 결정요인: 농업소득 (미곡·전작, 채소·특작)

주1) ( )안은 표준오차. * p<0.1, **p<0.05, ***p<0.01

2)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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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상수항 10.186*** 2.483 9.076***

(0.722) (2.552) (0.803)
경영주 연령 0.015 0.175** 0.028

(0.022) (0.081) (0.023)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22 -0.204*** -0.026

(0.017) (0.067) (0.018)
성별 -0.126 -0.506 -0.060

(0.107) (0.449) (0.125)
농가유형 -0.564*** 1.419*** -0.720***

(0.074) (0.244) (0.092)
토지소유형태 0.009 0.129 0.005

(0.056) (0.193) (0.060)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777*** 0.391*** 0.733***

(0.037) (0.126) (0.042)
농지면적의 로그값 0.059*** 0.088** 0.049***

(0.013) (0.043) (0.018)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31*** 0.007 0.027***

(0.009) (0.031) (0.010)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1 -0.011 0.000

(0.004) (0.012) (0.004)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01

(0.007)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070***

(0.019)
가구원수(도구변수) 1.301***

(0.071)
N 1,912     1,912     1,912     
R2 0.40 0.37 0.36

B-P test 27.47***
Hausman test 18.50***

F-test 334.068***

과수•화훼•기타

통합OLS
2SLS

변수

[표 10] 품목군별 소득 결정요인: 농업소득 (과수·화훼·기타)

주1) ( )안은 표준오차. * p<0.1, **p<0.05, ***p<0.01

2)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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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상수항 10.875*** 0.187 7.733*** 13.754*** -1.591 11.380***

(1.721) (1.797) (1.593) (1.760) (1.748) (1.464)
경영주 연령 0.094* 0.313*** 0.098** -0.027 0.293*** -0.005

(0.052) (0.055) (0.048) (0.054) (0.055) (0.046)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117*** -0.338*** -0.094** 0.004 -0.302*** 0.004

(0.041) (0.045) (0.039) (0.043) (0.045) (0.037)
성별 -0.239 -0.467 -0.093 -0.475** -0.645*** -0.329***

(0.218) (0.306) (0.186) (0.193) (0.227) (0.127)
농가유형 2.871*** 1.210*** 2.385*** 2.831*** 1.260*** 2.465***

(0.121) (0.149) (0.110) (0.151) (0.163) (0.124)
토지소유형태 -0.483*** 0.027 -0.483*** -0.213* -0.002 -0.213*

(0.113) (0.130) (0.110) (0.118) (0.123) (0.114)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36*** -0.234*** 0.245*** -0.072 0.172** -0.160*

(0.070) (0.082) (0.070) (0.080) (0.083) (0.085)
농지면적의 로그값 0.093*** 0.214*** 0.052** 0.174*** 0.129*** 0.154***

(0.029) (0.034) (0.025) (0.026) (0.027) (0.030)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18 0.057*** -0.000 0.049*** 0.038** 0.036**

(0.015) (0.019) (0.014) (0.015) (0.018) (0.017)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4 -0.017** -0.001 0.003 -0.021** 0.002

(0.008) (0.009) (0.008) (0.008) (0.009) (0.009)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67*** 0.096***

(0.013) (0.014)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293*** 0.265***

(0.023) (0.026)
가구원수(도구변수) 1.248*** 1.556***

(0.051) (0.052)
N 4,040     4,040     4,040    3,776     3,776     3,776     
R2 0.26 0.35 0.20 0.20 0.40 0.17

B-P test 1145.09*** 623.13***
Hausman test 41.92*** 30.14***

F-test 612.637*** 909.7***

2SLS
통합OLS

2SLS
미곡•전작 채소•특작

변수 통합OLS

[표 11] 품목군별 소득 결정요인: 농외소득 (미곡·전작, 채소·특작)

주1) ( )안은 표준오차. * p<0.1, **p<0.05, ***p<0.01

2)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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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상수항 15.118*** 2.483 10.464***

(2.232) (2.552) (2.066)
경영주 연령 0.035 0.175** 0.089

(0.067) (0.081) (0.063)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60 -0.204*** -0.075

(0.054) (0.067) (0.052)
성별 -0.503 -0.506 -0.224

(0.330) (0.449) (0.252)
농가유형 2.547*** 1.419*** 1.892***

(0.230) (0.244) (0.204)
토지소유형태 -0.390** 0.129 -0.408**

(0.172) (0.193) (0.181)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408*** 0.391*** -0.592***

(0.114) (0.126) (0.132)
농지면적의 로그값 0.171*** 0.088** 0.129**

(0.041) (0.043) (0.052)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53* 0.007 0.033

(0.029) (0.031) (0.027)
가축평가액 로그값 0.012 -0.011 0.018

(0.011) (0.012) (0.01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60***

(0.020)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361***

(0.050)
가구원수(도구변수) 1.301***

(0.071)
N 1,912     1,912     1,912     
R2 0.16 0.37 0.06

B-P test 233.75***
Hausman test 34.02***

F-test 334.068***

과수•화훼•기타

변수 통합OLS
2SLS

[표 12] 품목군별 소득 결정요인: 농외소득 (과수·화훼·기타)

주1) ( )안은 표준오차. * p<0.1, **p<0.05, ***p<0.01

2)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제 2 절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

1.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가소득 총액

농가의 교육수준 지표로 성인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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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농가소득 총액의 소득분위별23)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소득함수 추정에는 영농형태, 지역 및 조사년

도 더미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이는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

관성이 낮은 통제변수들이어서 추정계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 더미변수를 포함한 전체 추정결과는 [부표 2]에 제시되어 있

다.

분위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의

농가소득증대효과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을 중심으로 분석한 통합OLS 분석결

과(3.8%)와 유사하게 조건부 중위값(conditional median, τ=0.5)을 중

심으로 분석한 교육투자수익률은 3.7%로 매우 유사한 추정치를 도

출했다. 그러나 하위 10% 소득분위의 교육투자수익률은 2.9%, 상위

10% 소득분위는 4.6%로 약 1.5배의 격차를 나타내 농가 내 소득분

위에 따른 교육투자수익률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교육변수를 제외한 다른 설명변수들의 소득효과는 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종겸업 농가의 소득효과는 소득분위가 낮아

질수록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분위회귀 분석은 분포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하

고, OLS 추정에 비해 이상치(outlier)에 강한 강건추정량(robust

estimator)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

지는 못한다. 앞 절에서 교육변수의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였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 분위회귀 분석(IVQR)을 병

행하였다. IVQR 분석에서는 2SLS 분석과 마찬가지로 농가의 가구

원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고자 했다.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IVQR 분석결과를 [표 14]에 제시하

였다.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의 농가소득증대효과는 일반적인

23)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위를 총 다섯 개 분위(τ=0.1, 0.25, 0.5, 0.75, 0.9)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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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회귀 분석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IVQR 분석결과 교육투자

수익률은 일반적인 분위회귀 분석보다 각 분위별로 2배에서 4배 사

이로 증가했으며, 분위회귀 분석 결과와는 반대로 소득분위가 높아

질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은 감소한다(τ=0.1: 11.6% vs. τ=0.9: 9.0%).

또한 조건부 평균을 중심으로 분석한 2SLS의 분석결과(9.8%)와 달

리 조건부 중위값(τ=0.5)을 중심으로 분석한 IVQR의 교육투자수익

률은 10.7%를 나타낸다.

이는 조건부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2SLS 분석 결과가 농가의 교

육투자수익률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VQR의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교육투자수익률이 고소

득층의 교육투자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Card(1993)는 Becker(1967)

의 학교교육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

로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한다. Becker(1967)에 따르면 개인의 한계

(marginal) 교육투자수익률은 점차 감소하며, 교육비용의 한계(marginal)

할인율과 같아지는 지점까지 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교육비용에 대해 높은

할인율을 갖는 저소득층은 교육을 받는 기간이 짧고, 고소득층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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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14.077*** 13.180*** 13.535*** 14.124*** 14.617*** 15.026***

(0.190) (0.393) (0.312) (0.219) (0.209) (0.380)
경영주 연령 0.033*** 0.031*** 0.035*** 0.034*** 0.033*** 0.030***

(0.006) (0.012) (0.009) (0.006) (0.006) (0.011)
경영주 연령 제곱 -0.036*** -0.032*** -0.037*** -0.038*** -0.038*** -0.034***

(0.005) (0.009) (0.007) (0.005) (0.005) (0.009)
성별 0.027 0.027 -0.001 0.043* 0.053 0.080*

(0.024) (0.044) (0.032) (0.025) (0.032) (0.043)
농가유형 0.508*** 0.619*** 0.567*** 0.490*** 0.425*** 0.424***

(0.016) (0.027) (0.021) (0.018) (0.020) (0.029)
토지소유형태 -0.058*** -0.065*** -0.053*** -0.061*** -0.058*** -0.072***

(0.013) (0.025) (0.018) (0.016) (0.018) (0.020)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63*** 0.284*** 0.272*** 0.259*** 0.250*** 0.255***

(0.008) (0.018) (0.013) (0.011) (0.010) (0.012)
농지면적의 로그값 0.042*** 0.044*** 0.045*** 0.045*** 0.042*** 0.036***

(0.003) (0.006) (0.004) (0.004) (0.005) (0.005)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2*** 0.016*** 0.019*** 0.022*** 0.022*** 0.024***

(0.002) (0.003) (0.002) (0.002) (0.003) (0.002)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6*** -0.004** -0.004*** -0.007*** -0.009*** -0.010***

(0.001) (0.002) (0.001) (0.001) (0.001)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38*** 0.029*** 0.035*** 0.037*** 0.040*** 0.046***

(0.002) (0.003) (0.002) (0.002) (0.002) (0.002)
N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R2 0.40

Pseudo R2 0.19 0.23 0.26 0.26 0.25

변수 통합 OLS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표 13]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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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13.155*** 11.657*** 12.633*** 13.245*** 13.818*** 14.070***

(0.215) (0.379) (0.297) (0.269) (0.285) (0.357)
경영주 연령 0.039*** 0.057*** 0.036*** 0.040*** 0.040*** 0.041***

(0.006) (0.011) (0.009) (0.008) (0.008) (0.011)
경영주 연령 제곱 -0.035*** -0.047*** -0.031*** -0.036*** -0.036*** -0.038***

(0.005) (0.009) (0.007) (0.006) (0.007) (0.008)
성별 0.068*** 0.045 0.093*** 0.099*** 0.110*** 0.091**

(0.024) (0.046) (0.036) (0.032) (0.034) (0.043)
농가유형 0.379*** 0.503*** 0.425*** 0.318*** 0.317*** 0.291***

(0.018) (0.030) (0.024) (0.021) (0.023) (0.028)
토지소유형태 -0.062*** -0.075*** -0.076*** -0.059*** -0.070*** -0.050**

(0.014) (0.025) (0.019) (0.018) (0.019) (0.023)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45*** 0.224*** 0.236*** 0.225*** 0.242*** 0.245***

(0.010) (0.016) (0.013) (0.011) (0.012) (0.015)
농지면적의 로그값 0.034*** 0.036*** 0.037*** 0.034*** 0.032*** 0.028***

(0.004) (0.006) (0.005) (0.004) (0.004) (0.006)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18*** 0.014*** 0.017*** 0.018*** 0.015*** 0.021***

(0.002) (0.003) (0.003) (0.002) (0.003) (0.003)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6*** -0.003* -0.005*** -0.006*** -0.008*** -0.008***

(0.001) (0.002) (0.001) (0.001) (0.001)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98*** 0.116*** 0.112*** 0.107*** 0.093*** 0.090***

(0.004) (0.011) (0.008) (0.008) (0.008) (0.010)
N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R2 0.32

Hausman test -477.83 6142.61*** 1235.33*** 1098.03*** 1514.61***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변수

[표 14]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 (도구변수)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2.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업 및 농외소득

[표 15]에서 [표 18]은 각각 성인 농가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

를 사용하여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소득분위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5]에 요약된 농업소득의 분위회귀 분석 결과를 우선

살펴보면,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가 나타내는 교육투자수익률

은 하위분위(τ=0.1)에서 상위분위(τ=0.9)로 갈수록 낮아지다가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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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단, 중위값(τ=0.5) 이하의 교육투자수

익률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의 내생성을 통제한 IVQR 분석 결과를 요약한 [표 16]을

보면, 교육투자수익률이 농가소득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τ=0.1,

4.9%)에서 고소득층(τ=0.9, 2.9%)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변수를 제외한 다른 설명변수들의 소득효과는 2SLS

분석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농기

계투입의 소득효과가 크고, 저소득층일수록 노동투입의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더 높은 교육

수준을 보유한 고소득층이 신기술 채택 확률이 높고, 신기술을 채택

할수록 농업소득을 더욱 높인다는 기존의 문헌연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Barrett et al., 2004).

[표 17]과 [표 18]은 소득분위별 농외소득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다. 분위회귀 분석의 결과는 통합OLS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교육

투자수익률의 분위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표 17] 참조).

반면,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IVQR의 분석결과는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경우에서와 같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투자수익

률이 낮아진다([표 18] 참조). 소득 최하위구간(τ=0.1)의 교육투자수

익률은 45.0%에 달하는 반면, 소득 최상위구간의 교육투자수익률은

16.7%에 불과해 두 그룹간 교육투자수익률이 매우 이질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육변수 외의 설명변수들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많

지 않지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2종겸업 농가의 소득효과가 높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사업다각화를 통한 소득증대효과가 크다는

Zhao & Barry(2014)의 연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저소득 농

가를 대상으로 농촌관광이나 체험마을 사업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

부가적인 취업기회 제공 방안이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증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정진화·조현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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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8.776*** 4.151*** 7.666*** 9.300*** 10.547*** 11.623***

(0.339) (0.910) (0.593) (0.358) (0.402) (0.483)
경영주 연령 0.064*** 0.121*** 0.067*** 0.055*** 0.042*** 0.035**

(0.010) (0.028) (0.016) (0.010) (0.012) (0.015)
경영주 연령 제곱 -0.062*** -0.101*** -0.061*** -0.056*** -0.047*** -0.042***

(0.008) (0.023) (0.012) (0.008) (0.009) (0.011)
성별 0.096** 0.056 0.113* 0.111** 0.098** 0.165***

(0.042) (0.115) (0.068) (0.046) (0.044) (0.046)
농가유형 -0.595*** -0.639*** -0.606*** -0.572*** -0.526*** -0.548***

(0.028) (0.072) (0.048) (0.032) (0.032) (0.032)
토지소유형태 0.022 0.058 0.059* 0.008 -0.007 -0.009

(0.023) (0.061) (0.034) (0.024) (0.025) (0.026)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821*** 1.012*** 0.872*** 0.805*** 0.769*** 0.704***

(0.015) (0.035) (0.025) (0.018) (0.019) (0.018)
농지면적의 로그값 0.044*** 0.045*** 0.052*** 0.055*** 0.046*** 0.047***

(0.005) (0.016) (0.009) (0.006) (0.006) (0.006)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2*** 0.006 0.020*** 0.021*** 0.025*** 0.031***

(0.003) (0.008) (0.005) (0.004) (0.003) (0.004)
가축평가액 로그값 -0.010*** -0.014*** -0.009*** -0.008*** -0.009*** -0.009***

(0.002) (0.004) (0.002) (0.002) (0.002)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09*** 0.006 0.005 0.004 0.009*** 0.018***

(0.003) (0.008) (0.004) (0.003) (0.003) (0.003)
N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R2 0.49

Pseudo R2 0.23 0.29 0.34 0.36 0.37

변수 통합 OLS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표 15]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업소득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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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8.373*** 4.102*** 7.198*** 8.869*** 10.215*** 11.213***

(0.388) (0.620) (0.483) (0.443) (0.484) (0.612)
경영주 연령 0.067*** 0.114*** 0.073*** 0.054*** 0.042*** 0.041**

(0.011) (0.018) (0.014) (0.013) (0.014) (0.018)
경영주 연령 제곱 -0.061*** -0.090*** -0.063*** -0.052*** -0.045*** -0.045***

(0.009) (0.015) (0.011) (0.010) (0.011) (0.014)
성별 0.114*** -0.018 0.109* 0.124** 0.120** 0.184**

(0.043) (0.074) (0.058) (0.053) (0.058) (0.073)
농가유형 -0.651*** -0.730*** -0.673*** -0.607*** -0.569*** -0.564***

(0.033) (0.049) (0.039) (0.035) (0.039) (0.049)
토지소유형태 0.020 0.083** 0.060* -0.002 -0.005 -0.004

(0.024) (0.041) (0.032) (0.029) (0.032) (0.040)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813*** 0.982*** 0.863*** 0.805*** 0.763*** 0.709***

(0.017) (0.026) (0.021) (0.019) (0.021) (0.026)
농지면적의 로그값 0.040*** 0.042*** 0.044*** 0.051*** 0.042*** 0.041***

(0.006) (0.010) (0.007) (0.007) (0.007) (0.009)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1*** 0.003 0.017*** 0.021*** 0.024*** 0.030***

(0.004) (0.006) (0.004) (0.004) (0.004) (0.006)
가축평가액 로그값 -0.010*** -0.012*** -0.009*** -0.008*** -0.008*** -0.010***

(0.002) (0.003) (0.002) (0.002) (0.002) (0.003)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35*** 0.049*** 0.032** 0.032** 0.033** 0.029*

(0.008) (0.018) (0.014) (0.013) (0.014) (0.017)
N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R2 0.49

Hausman test -8.58 -28.70 56.35*** 28.26*** 6.14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변수

[표 16]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업소득 (도구변수)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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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12.708*** 7.874*** 11.515*** 13.722*** 13.650*** 14.610***

(1.027) (1.230) (0.567) (0.440) (0.450) (0.394)
경영주 연령 0.048 0.091** 0.063*** 0.057*** 0.070*** 0.042***

(0.031) (0.036) (0.017) (0.014) (0.014) (0.012)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67*** -0.104*** -0.076*** -0.070*** -0.077*** -0.051***

(0.024) (0.030) (0.014) (0.012) (0.011) (0.010)
성별 -0.384*** -0.077 -0.095 -0.104* 0.013 0.074

(0.128) (0.095) (0.065) (0.054) (0.048) (0.051)
농가유형 2.825*** 4.430*** 2.917*** 1.884*** 1.356*** 1.159***

(0.085) (0.107) (0.053) (0.037) (0.029) (0.030)
토지소유형태 -0.401*** -0.313*** -0.283*** -0.190*** -0.082*** -0.131***

(0.070) (0.068) (0.046) (0.035) (0.031) (0.031)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060 0.025 -0.026 -0.046** 0.027 0.024

(0.045) (0.056) (0.034) (0.020) (0.017) (0.020)
농지면적의 로그값 0.160*** 0.199*** 0.106*** 0.062*** 0.036*** 0.042***

(0.017) (0.040) (0.014) (0.009) (0.007) (0.008)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36*** 0.024* 0.027*** 0.030*** 0.029*** 0.031***

(0.010) (0.013) (0.007) (0.005) (0.003) (0.004)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6 0.010* 0.009*** 0.004 -0.001 -0.002

(0.005) (0.006) (0.003) (0.003) (0.002)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78*** 0.078*** 0.081*** 0.071*** 0.079*** 0.080***

(0.008) (0.011) (0.006) (0.005) (0.003) (0.003)
N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R2 0.21

Pseudo R2 0.15 0.19 0.22 0.24 0.22

변수 OLS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표 17]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외소득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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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9.053*** 6.968*** 10.069*** 11.188*** 12.110*** 13.196***

(0.967) (2.018) (1.503) (1.378) (1.503) (1.898)
경영주 연령 0.074*** 0.010 0.043 0.078* 0.083* 0.056

(0.029) (0.060) (0.045) (0.041) (0.045) (0.056)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62*** -0.022 -0.045 -0.072** -0.076** -0.050

(0.023) (0.047) (0.035) (0.032) (0.035) (0.045)
성별 -0.223** 0.010 0.020 0.135 0.079 0.150

(0.095) (0.242) (0.180) (0.165) (0.181) (0.228)
농가유형 2.316*** 3.104*** 2.220*** 1.534*** 1.159*** 0.997***

(0.075) (0.161) (0.120) (0.110) (0.120) (0.151)
토지소유형태 -0.417*** -0.281** -0.352*** -0.180** -0.064 -0.107

(0.070) (0.132) (0.098) (0.090) (0.098) (0.124)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131*** -0.078 -0.099 -0.095 -0.045 -0.025

(0.049) (0.086) (0.064) (0.059) (0.064) (0.081)
농지면적의 로그값 0.127*** 0.128*** 0.068*** 0.039* 0.026 0.035

(0.019) (0.031) (0.023) (0.021) (0.023) (0.029)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18* 0.005 0.015 0.017 0.022 0.021

(0.010) (0.019) (0.014) (0.013) (0.014) (0.017)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8 0.016* 0.009 0.004 0.000 0.000

(0.005) (0.010) (0.007) (0.006) (0.007) (0.009)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315*** 0.450*** 0.296*** 0.244*** 0.190*** 0.167***

(0.017) (0.057) (0.043) (0.039) (0.043) (0.054)
N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R2 0.15

Hausman test -407.62 103.72*** 67.79*** 26.90*** 12.15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변수

[표 18]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외소득 (도구변수)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3. 품목군별·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가소득 총액

세 개의 품목군별 농가소득의 소득분위별 결정요인 분석의 결과

를 각각 [표 19], [표 20] 및 [표 21]에 요약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분위회귀 분석의 결과는 각각 [부표 3], [부표 4] 및 [부표 5]에 별도

로 제시하였다. 미곡·전작 농가의 분석결과부터 살펴보면, 분위회귀

분석을 통한 교육투자수익률은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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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최상위 구간에서 소폭 감소한다. 그러나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IVQR 분석결과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낮아져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결과와 같은 모습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최하위 구간(τ=0.1)의 교육투자수익률은

13.2%로 소득최상위 구간(τ=0.9)의 9.8%보다 약 30% 가량 높게 나

타나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그 차이가 비슷하다.

채소·특작 농가를 살펴보면, 분위회귀 분석 결과 소득구간이 높아

질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은 2.7%에서 4.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0]에 요약한 IVQR 분석결과는 소득 최하위구간(τ=0.1,

7.8%)에서 중위값(τ=0.5, 8.4%)까지는 교육투자수익률이 증가하다가

소득 최상위구간(τ=0.9, 7.4%)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2차함수의 형태

를 나타냈다. 그러나 Hausman test 결과 하위 2개의 분위의 교육변

수의 내생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경우 분위회귀 분석에서는 저

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2.3%에서 3.9%

로 완만하게 증가한다. [표 21]에 나타난 IVQR 분석 결과는 소득분

위가 증가할수록 12.6%에서 9.6%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요약하자면, 소득분위에 따라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확인할 수 없

는 구간이 일부 있었지만,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 각 품

목군별 분석에서도 소득 하위구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소득 상위구

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내생성을 통제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이라는

속성에 대한 가격이 더 높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군간 교육변수의 소득증대효과를 비교해보면, 교육변수의 내

생성을 통제한 IVQR 분석결과 소득 하위 0.25분위(과수·화훼·기타

농가)를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미곡·전작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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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13.310*** 11.299*** 12.594*** 13.559*** 13.798*** 14.442***

(0.375) (0.643) (0.496) (0.441) (0.468) (0.577)
경영주 연령 0.030*** 0.062*** 0.036** 0.024* 0.030** 0.026

(0.011) (0.019) (0.015) (0.013) (0.014) (0.017)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28*** -0.052*** -0.032*** -0.024** -0.029*** -0.027**

(0.009) (0.015) (0.012) (0.010) (0.011) (0.013)
성별 0.163*** 0.171** 0.213*** 0.169*** 0.232*** 0.156**

(0.044) (0.079) (0.061) (0.054) (0.057) (0.070)
농가유형 0.387*** 0.474*** 0.366*** 0.329*** 0.367*** 0.347***

(0.028) (0.044) (0.034) (0.030) (0.032) (0.040)
토지소유형태 -0.094*** -0.103** -0.124*** -0.061** -0.085*** -0.073**

(0.022) (0.041) (0.031) (0.028) (0.030) (0.037)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12*** 0.185*** 0.188*** 0.196*** 0.217*** 0.207***

(0.014) (0.025) (0.020) (0.017) (0.019) (0.023)
농지면적의 로그값 0.038*** 0.047*** 0.046*** 0.033*** 0.040*** 0.027***

(0.006) (0.010) (0.008) (0.007) (0.008) (0.009)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09*** 0.010* 0.011*** 0.012*** 0.005 0.015***

(0.003) (0.005) (0.004) (0.004) (0.004) (0.005)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8*** -0.008*** -0.008*** -0.009*** -0.008*** -0.007***

(0.002) (0.003) (0.002) (0.002) (0.002)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108*** 0.132*** 0.125*** 0.114*** 0.105*** 0.098***

(0.007) (0.017) (0.013) (0.011) (0.012) (0.015)
N 4,040      4,040       4,040         4,040       4,040         4,040       
R2 0.31

Hausman test 1925.41*** 643.77*** 490.60*** 620.22*** -2012.11

변수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

미곡•전작

[표 19]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 (미곡·전작)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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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12.381*** 11.769*** 11.918*** 12.521*** 13.127*** 13.700***

(0.335) (0.586) (0.468) (0.431) (0.461) (0.584)
경영주 연령 0.049*** 0.042** 0.050*** 0.049*** 0.038*** 0.027

(0.010) (0.018) (0.014) (0.013) (0.014) (0.018)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42*** -0.035** -0.045*** -0.043*** -0.035*** -0.026*

(0.008) (0.014) (0.011) (0.010) (0.011) (0.014)
성별 0.033 0.002 0.043 0.039 0.044 0.090

(0.033) (0.062) (0.049) (0.045) (0.049) (0.062)
농가유형 0.413*** 0.586*** 0.477*** 0.359*** 0.341*** 0.300***

(0.029) (0.049) (0.039) (0.036) (0.038) (0.048)
토지소유형태 -0.054** -0.037 -0.039 -0.074*** -0.061** -0.083**

(0.022) (0.038) (0.030) (0.028) (0.030) (0.038)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74*** 0.292*** 0.269*** 0.259*** 0.287*** 0.288***

(0.016) (0.026) (0.021) (0.019) (0.020) (0.026)
농지면적의 로그값 0.032*** 0.029*** 0.038*** 0.036*** 0.028*** 0.029***

(0.005) (0.008) (0.007) (0.006) (0.006) (0.008)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1*** 0.016*** 0.022*** 0.019*** 0.020*** 0.023***

(0.003) (0.005) (0.004) (0.004) (0.004) (0.005)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7*** -0.002 -0.005** -0.006*** -0.009*** -0.011***

(0.002) (0.003) (0.002) (0.002) (0.002) (0.003)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79*** 0.078*** 0.083*** 0.084*** 0.074*** 0.074***

(0.006) (0.017) (0.013) (0.012) (0.013) (0.017)
N 3,776      3,776       3,776         3,776       3,776         3,776       
R2

Hausman test -52.22 -276.94 1285.32*** 172.94*** 169.03***

변수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

채소•특작

[표 20]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 (채소·특작)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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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12.801*** 11.502*** 12.684*** 13.390*** 14.092*** 13.698***

(0.497) (0.916) (0.747) (0.638) (0.678) (0.851)
경영주 연령 0.034** 0.061** 0.020 0.013 0.016 0.041

(0.014) (0.027) (0.022) (0.019) (0.020) (0.025)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28** -0.052** -0.013 -0.010 -0.014 -0.035*

(0.011) (0.022) (0.018) (0.015) (0.016) (0.020)
성별 -0.034 0.110 0.093 -0.062 -0.057 -0.023

(0.068) (0.130) (0.106) (0.091) (0.096) (0.121)
농가유형 0.321*** 0.478*** 0.363*** 0.326*** 0.215*** 0.130

(0.052) (0.091) (0.074) (0.063) (0.067) (0.084)
토지소유형태 -0.063* 0.001 -0.041 -0.027 -0.143*** -0.118*

(0.038) (0.068) (0.055) (0.047) (0.050) (0.063)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24*** 0.158*** 0.149*** 0.219*** 0.199*** 0.235***

(0.029) (0.045) (0.037) (0.031) (0.033) (0.042)
농지면적의 로그값 0.043*** 0.036** 0.039*** 0.044*** 0.060*** 0.043***

(0.011) (0.016) (0.013) (0.011) (0.012) (0.015)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3*** 0.010 0.025*** 0.027*** 0.021** 0.016

(0.007) (0.012) (0.009) (0.008) (0.009) (0.011)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0 -0.004 -0.000 -0.000 -0.001 -0.001

(0.002) (0.004) (0.004) (0.003) (0.003) (0.004)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108*** 0.126*** 0.142*** 0.112*** 0.100*** 0.096***

(0.011) (0.028) (0.023) (0.020) (0.021) (0.026)
N 1,912      1,912       1,912         1,912       1,912         1,912       
R2

Hausman test -1730.32 3262.67*** 466.50*** -291.25 -61.45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

과수•화훼•기타

변수

[표 21]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 (과수·화훼·기타)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4. 품목군별·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업 및 농외소득

[표 22]에서 [표 24] 및 [표 25]에서 [표 27]은 각각 품목군별 농업

소득 및 농외소득의 소득분위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

다. 우선 농업소득에 대한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의 품목군별

소득증대효과는 유의미한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세 개 품목군 모

두 분위회귀 분석 결과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투자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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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승하지만, 미곡·전작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두 품목군의 경우

소득 최상위분위(τ=0.9)를 제외하고는 추정치가 유의하지 않다. [표

22]에서 [표 24]에 요약한 IVQR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분위별

교육변수의 내생성이 확인되면서 유의한 교육투자수익률을 나타낸

품목군은 과수·화훼·기타 농가만이 유일했다. 그러나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 추정치 역시 소득구간 향상에 따른 하락 양

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품목군간 소득분위별 교육변수의 소득증대효과를 비교해보면, 일

반적인 분위회귀 분석의 추정치는 모든 분위에서 미곡·전작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IVQR의 분석결과는 모든 분위에서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품목군 모두 소득 최하위

분위(τ=0.1)에서 교육투자수익률이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표 25]에서 [표 27]까지 제시된 각 품목군별 농외소득의 소

득분위별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 분석결과와

몇 가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선 일반적인 분위회귀 분석 결

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각 품목군별 교육투자수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던 농가 및 농업소득과 달리 농외소득의 품목군별 교육

투자수익률은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미곡·전작 농가는 소

득 하위분위에서 중위까지 교육투자수익률이 감소하다가 소득 중위

값부터 상위분위는 6.0% 내외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채소·

특작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은 8.0%-9.2% 사이를 오가며, 과수·화

훼·기타 농가(5.6%-9.5%)의 교육투자수익률은 매우 큰 격차를 나타

내며 등락을 거듭한다. 그러나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IVQR

분석 결과는 농가소득 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교육에 대한 내

생성을 통제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이라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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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가격이 더 높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품

목군에서 2종겸업 농가의 소득효과가 소득 최하위구간(τ=0.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사업다각화를 통한 소득증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Zhao &

Barry(2014)의 연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품목군간 소득분위별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의 소득증대효

과를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분위회귀 분석의 추정치는 하위 두 개

소득분위(τ=0.1, 0.25)에서 채소·특작 농가가, 중위값부터 최상위 소

득분위에서는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한 IVQR의 분석결과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IVQR의 분석 결과 중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최하

위·최상위 소득분위(τ=0.1, 0.9)의 교육투자수익률은 Hausman test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내생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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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8.036*** 4.226*** 6.767*** 9.237*** 9.604*** 11.006***

(0.725) (1.016) (0.799) (0.732) (0.798) (1.007)
경영주 연령 0.064*** 0.113*** 0.072*** 0.036 0.047** 0.027

(0.021) (0.030) (0.024) (0.022) (0.024) (0.030)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58*** -0.090*** -0.060*** -0.038** -0.048*** -0.034

(0.016) (0.024) (0.019) (0.017) (0.019) (0.023)
성별 0.119* 0.076 0.128 0.094 0.124 0.275**

(0.063) (0.124) (0.098) (0.089) (0.097) (0.123)
농가유형 -0.600*** -0.635*** -0.616*** -0.579*** -0.507*** -0.500***

(0.046) (0.070) (0.055) (0.050) (0.055) (0.069)
토지소유형태 -0.071* -0.082 -0.027 -0.046 -0.098* -0.106*

(0.038) (0.064) (0.051) (0.046) (0.051) (0.064)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723*** 0.886*** 0.777*** 0.723*** 0.710*** 0.646***

(0.026) (0.040) (0.032) (0.029) (0.032) (0.040)
농지면적의 로그값 0.063*** 0.048*** 0.067*** 0.068*** 0.077*** 0.065***

(0.010) (0.017) (0.013) (0.012) (0.013) (0.016)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11** 0.013 0.007 0.004 0.010 0.013

(0.005) (0.009) (0.007) (0.006) (0.007) (0.008)
가축평가액 로그값 -0.017*** -0.028*** -0.017*** -0.010*** -0.012*** -0.013***

(0.002) (0.004) (0.003) (0.003) (0.003) (0.004)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36*** 0.031 0.042** 0.029 0.035* 0.033

(0.013) (0.026) (0.021) (0.019) (0.021) (0.026)
N 4,040      4,040       4,040         4,040       4,040         4,040       
R2 0.41

Hausman test -1.70 -10.13 6.41 8.07 2.67

미곡•전작

변수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

[표 22]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업소득 (미곡·전작)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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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5.769*** -0.395 5.131*** 6.448*** 8.602*** 8.411***

(0.643) (1.046) (0.813) (0.748) (0.816) (1.032)
경영주 연령 0.104*** 0.225*** 0.103*** 0.095*** 0.056** 0.077**

(0.019) (0.032) (0.025) (0.023) (0.025) (0.031)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91*** -0.177*** -0.087*** -0.085*** -0.056*** -0.072***

(0.015) (0.025) (0.020) (0.018) (0.020) (0.025)
성별 0.131** 0.131 0.112 0.123 0.169** 0.138

(0.064) (0.111) (0.086) (0.079) (0.086) (0.109)
농가유형 -0.549*** -0.766*** -0.597*** -0.578*** -0.543*** -0.448***

(0.057) (0.087) (0.067) (0.062) (0.068) (0.085)
토지소유형태 0.070* 0.216*** 0.081 0.055 0.023 -0.034

(0.039) (0.067) (0.052) (0.048) (0.053) (0.066)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942*** 1.083*** 0.967*** 0.893*** 0.846*** 0.818***

(0.028) (0.046) (0.036) (0.033) (0.036) (0.046)
농지면적의 로그값 0.031*** 0.021 0.044*** 0.041*** 0.036*** 0.041***

(0.009) (0.015) (0.011) (0.010) (0.011) (0.014)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1*** 0.009 0.012* 0.030*** 0.034*** 0.041***

(0.005) (0.009) (0.007) (0.006) (0.007) (0.009)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5* -0.004 -0.003 -0.004 -0.007* -0.006

(0.003) (0.005) (0.004) (0.003) (0.004) (0.005)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14 0.022 0.007 0.014 0.011 0.013

(0.011) (0.030) (0.023) (0.022) (0.024) (0.030)
N 3,776      3,776       3,776         3,776       3,776         3,776       
R2 0.53

Hausman test -3.34 -8.82 20.14*** 5.49 0.16

채소•특작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변수

[표 23]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업소득 (채소·특작)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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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9.076*** 6.626*** 6.866*** 8.812*** 10.789*** 10.976***

(0.803) (1.346) (1.072) (0.987) (1.055) (1.366)
경영주 연령 0.028 0.055 0.049 0.037 0.010 0.035

(0.023) (0.040) (0.032) (0.029) (0.032) (0.041)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26 -0.051 -0.041 -0.032 -0.011 -0.029

(0.018) (0.032) (0.026) (0.024) (0.025) (0.033)
성별 -0.060 -0.012 -0.227 -0.253* -0.068 -0.107

(0.125) (0.191) (0.152) (0.140) (0.150) (0.194)
농가유형 -0.720*** -1.020*** -0.759*** -0.689*** -0.633*** -0.735***

(0.092) (0.133) (0.106) (0.098) (0.104) (0.135)
토지소유형태 0.005 0.156 0.065 -0.000 -0.143* -0.106

(0.060) (0.100) (0.079) (0.073) (0.078) (0.101)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733*** 0.830*** 0.848*** 0.708*** 0.662*** 0.617***

(0.042) (0.066) (0.052) (0.048) (0.052) (0.067)
농지면적의 로그값 0.049*** 0.076*** 0.076*** 0.049*** 0.054*** 0.013

(0.018) (0.023) (0.019) (0.017) (0.018) (0.024)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7*** -0.001 0.021 0.042*** 0.033** 0.031*

(0.010) (0.017) (0.014) (0.012) (0.013) (0.017)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0 0.010 0.000 0.004 0.003 -0.005

(0.004) (0.007) (0.005) (0.005) (0.005) (0.007)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70*** 0.062 0.081** 0.088*** 0.065** 0.090**

(0.019) (0.042) (0.033) (0.031) (0.033) (0.042)
N 1,912      1,912       1,912         1,912       1,912         1,912       
R2 0.36

Hausman test -17.40 -65.95 177.90*** 98.95*** 102.97***

과수•화훼•기타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변수 IV 2SLS

[표 24]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업소득 (과수·화훼·기타)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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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7.733*** 4.025 8.388*** 10.725*** 11.931*** 13.338***

(1.593) (3.381) (2.499) (2.319) (2.538) (3.221)
경영주 연령 0.098** 0.126 0.095 0.074 0.077 0.027

(0.048) (0.100) (0.074) (0.069) (0.075) (0.096)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94** -0.134* -0.095 -0.074 -0.074 -0.029

(0.039) (0.079) (0.058) (0.054) (0.059) (0.075)
성별 -0.093 -0.186 0.076 0.257 0.127 0.241

(0.186) (0.413) (0.305) (0.283) (0.310) (0.393)
농가유형 2.385*** 3.159*** 2.356*** 1.489*** 1.156*** 1.053***

(0.110) (0.233) (0.172) (0.160) (0.175) (0.222)
토지소유형태 -0.483*** -0.484** -0.437*** -0.158 -0.120 -0.069

(0.110) (0.214) (0.158) (0.147) (0.161) (0.204)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45*** 0.213 0.082 0.035 0.046 0.075

(0.070) (0.134) (0.099) (0.092) (0.100) (0.127)
농지면적의 로그값 0.052** 0.075 0.052 0.015 0.009 0.004

(0.025) (0.055) (0.041) (0.038) (0.041) (0.052)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00 0.001 0.022 0.013 0.018 0.024

(0.014) (0.028) (0.021) (0.019) (0.021) (0.027)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1 -0.017 -0.001 0.004 0.007 0.002

(0.008) (0.014) (0.011) (0.010) (0.011) (0.014)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293*** 0.408*** 0.258*** 0.238*** 0.178*** 0.155*

(0.023) (0.088) (0.065) (0.060) (0.066) (0.084)
N 4,040      4,040       4,040         4,040       4,040         4,040       
R2 0.20

Hausman test -247.62 36.53*** 29.53*** 10.77 5.95

미곡•전작

IV 2SLS변수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표 25]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외소득 (미곡·전작)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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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11.380*** 7.914** 10.635*** 11.960*** 11.845*** 14.093***

(1.464) (3.275) (2.546) (2.333) (2.560) (3.234)
경영주 연령 -0.005 -0.004 0.014 0.047 0.081 0.029

(0.046) (0.100) (0.077) (0.071) (0.078) (0.098)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04 -0.009 -0.020 -0.051 -0.075 -0.033

(0.037) (0.079) (0.061) (0.056) (0.062) (0.078)
성별 -0.329*** 0.035 0.061 0.131 0.105 0.180

(0.127) (0.346) (0.269) (0.246) (0.270) (0.342)
농가유형 2.465*** 3.546*** 2.346*** 1.738*** 1.307*** 1.073***

(0.124) (0.271) (0.211) (0.193) (0.212) (0.268)
토지소유형태 -0.213* 0.049 -0.222 -0.181 -0.063 -0.152

(0.114) (0.211) (0.164) (0.150) (0.165) (0.208)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160* -0.023 -0.099 -0.082 -0.006 -0.020

(0.085) (0.145) (0.112) (0.103) (0.113) (0.143)
농지면적의 로그값 0.154*** 0.144*** 0.094*** 0.094*** 0.040 0.047

(0.030) (0.046) (0.036) (0.033) (0.036) (0.045)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36** -0.001 0.009 0.003 0.020 0.020

(0.017) (0.028) (0.022) (0.020) (0.022) (0.027)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2 0.013 0.009 -0.004 -0.011 -0.010

(0.009) (0.015) (0.012) (0.011) (0.012) (0.015)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265*** 0.327*** 0.274*** 0.207*** 0.160** 0.149

(0.026) (0.094) (0.073) (0.067) (0.074) (0.093)
N 3,776      3,776       3,776         3,776       3,776         3,776       
R2 0.17

Hausman test -8.36 42.54*** 21.85*** 4.26 3.99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변수

채소•특작

[표 26]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외소득 (채소·특작)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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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0.1 τ = 0.25 τ = 0.5 τ = 0.75 τ = 0.9

상수항 10.464*** 6.589 11.447*** 10.732*** 11.634*** 13.982***

(2.066) (4.996) (3.344) (3.051) (3.294) (4.117)
경영주 연령 0.089 0.037 -0.006 0.101 0.088 0.055

(0.063) (0.149) (0.100) (0.091) (0.098) (0.123)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75 -0.038 0.006 -0.083 -0.068 -0.046

(0.052) (0.120) (0.080) (0.073) (0.079) (0.099)
성별 -0.224 0.046 0.044 0.080 -0.047 -0.261

(0.252) (0.710) (0.475) (0.434) (0.469) (0.585)
농가유형 1.892*** 3.084*** 2.184*** 1.313*** 0.977*** 0.770*

(0.204) (0.494) (0.331) (0.302) (0.326) (0.407)
토지소유형태 -0.408** -0.691* -0.539** -0.214 -0.129 -0.223

(0.181) (0.370) (0.247) (0.226) (0.244) (0.305)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592*** -0.425* -0.340** -0.326** -0.265 -0.206

(0.132) (0.244) (0.163) (0.149) (0.161) (0.201)
농지면적의 로그값 0.129** 0.222** 0.102* 0.021 0.043 0.049

(0.052) (0.087) (0.058) (0.053) (0.057) (0.072)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33 0.034 0.023 0.019 0.032 0.024

(0.027) (0.063) (0.042) (0.039) (0.042) (0.052)
가축평가액 로그값 0.018 0.031 0.022 0.009 0.004 0.001

(0.012) (0.024) (0.016) (0.015) (0.016) (0.020)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361*** 0.464*** 0.348*** 0.309*** 0.257** 0.195

(0.050) (0.155) (0.104) (0.095) (0.102) (0.128)
N 1,912      1,912       1,912         1,912       1,912         1,912       
R2 0.06

Hausman test -39.84 61.99*** 35.44*** 19.27** 3.49

과수•화훼•기타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IV 2SLS변수

[표 27]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외소득 (과수·화훼·기타)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3) 영농형태별 농가더미변수, 지역더미변수, 연도더미변수는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지면관계상 표에는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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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요약

본 논문은 농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주로 자원배분효과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농가 간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소득분위

별로 상이한 교육투자수익률을 나타낼 것이란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양(+)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나타내는데 반

해, 농업부문의 교육투자수익률은 유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음(-)의

효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존재해 학교교육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소득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

들은 개인의 능력과 학력이 인적자본의 축적과 소득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란이 상당부분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수준의 내생성에

대한 검증과 통제를 통해 강건한(robust) 교육투자수익률을 측정하

였다. 특히, 학교교육의 자원배분효과는 농업소득보다는 농외소득에

서 더 클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득원별로 소득함수를 추정 했으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높은 교육투자수익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득분위별 소득함수를 추정했다. 또한, 영농형태별 농가

의 소득결정요인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곡·전작 농가, 채

소·특작 농가, 그리고 과수·화훼·기타 농가 세 개의 품목군별 소득함

수를 추정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경영주의 교육년수 혹은 농가

평균 교육년수를 교육지표로 사용하였으나,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가

자원배분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설 하에 소득효과를 추정하였다

(Yang, 1997; Jolliffe, 2002; 정진화·조현정, 2012). 사용자료는

2008-2012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이고, 분석에는 통합OLS,

2SLS, 분위회귀 분석(QR) 및 도구변수 분위회귀 분석(IVQR)을 사

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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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모든 소득원 및 품목군에서 성인 가구원의 최고 교육년수는

내생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합OLS 추정치보다 2SLS 추정

치가 훨씬 크게 나타나,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가 심각한 하향편의(downward bias)를 가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Taylor & Yunez-Naude(2000)

가 설명한대로, 농업부문에서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가 낮게 나타

나는 것은 자원배분효과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자원배분효과

를 고려하면 비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은 농가소득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교육은 채소·특작 농가의 농업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원 및 품목군별 소득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 소득원별 비교

에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품목군별 분석 모두에서 농

외소득에 대한 교육투자수익률이 농업소득에서보다 크게 나타나 농

가의 소득증대효과는 주로 자원배분효과에서 기인한다는 연구 가설

을 뒷받침한다.

셋째, 소득분위별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분

위가 높아질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교육변수의 내

생성을 통제한 경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교육투자수익률은 높게

나타난다. 이는 Brunello et al.(2009)이 밝힌 바와 같이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능력 외에도 교육수준 획득의 기회비용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비용은 한편으로는 능력이 높

을수록 높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교육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다. 위의 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교육비용 부담이 어

려우나 한계소득증대효과가 크며,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인

교육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학교교

육으로 인한 소득증대효과가 소득 격차 해소라는 형평성 뿐 아니라

농가 소득증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본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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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지지한다.

넷째, 영농형태별 학교교육의 소득증대효과 분석 결과, 각 품목군

별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교육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미곡·전작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이 높으나, 내생

성을 통제한 경우 과수·화훼·기타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이 높게 나

타난다. 소득분위별 비교에서 역시 내생성을 통제한 경우 과수·화

훼·기타 농가의 교육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분위

별 분석의 결과는 일부 품목군의 조사 농가수 제한, 유효한 도구변

수 부재 등 자료의 한계로 지나치게 과도한 추정치 및 유의하지 않

은 추정치 등 일부 품목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만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농가 구성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농가

의 소득을 높이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농외

소득에서 교육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농가의 의사

결정이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분위별 비교

결과, 학교교육은 형평성의 기준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기준에서도

소득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해 볼 때, 정부에서 시행중인 농외소득 지원제도와 같이 일률

적인 지원제도보다는 교육투자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외소득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

및 소득 불평등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에

서도 외부의 경제적 여건이나 기술수준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자원

배분효과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 증대라는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

로 예상되며, 농가 내에서도 저소득층 농가에 대한 교육투자의 확대

가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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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통합OLS
2SLS

1단계 2단계

상수항 14.077*** 1.578 13.155***

(0.190) (1.099) (0.215)

경영주 연령 0.033*** 0.244*** 0.039***

(0.006) (0.034) (0.006)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36*** -0.275*** -0.035***

(0.005) (0.028) (0.005)

성별 0.027 -0.510*** 0.068***

(0.024) (0.165) (0.024)

농가유형 0.508*** 1.271*** 0.379***

(0.016) (0.096) (0.018)

토지소유형태 -0.058*** 0.083 -0.062***

(0.013) (0.076) (0.014)

총노동시간의 로그값 0.263*** 0.069 0.245***

(0.008) (0.051) (0.010)

농지면적의 로그값 0.042*** 0.145*** 0.034***

(0.003) (0.018) (0.004)

농기계평가액 로그값 0.022*** 0.043*** 0.018***

(0.002) (0.012) (0.002)

가축평가액 로그값 -0.006*** -0.018*** -0.006***

(0.001) (0.005) (0.001)

영농형태더미_미곡 -0.373*** -0.151 -0.356***

(0.041) (0.254) (0.055)

영농형태더미_전작 -0.411*** 0.105 -0.408***

(0.048) (0.294) (0.062)

영농형태더미_채소 -0.434*** 0.033 -0.423***

(0.041) (0.250) (0.055)

영농형태더미_과수 -0.368*** 0.517** -0.388***

(0.043) (0.261) (0.057)

영농형태더미_화훼 -0.451*** 1.587*** -0.547***

(0.055) (0.328) (0.075)

영농형태더미_축산 -0.132*** 0.442 -0.144**

(0.045) (0.273) (0.060)

영농형태더미_특작 -0.276*** -0.142 -0.254***

[부표 1]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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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8) (0.292) (0.062)

지역더미_서울 및 광역시 -0.057 -0.266 -0.047

(0.036) (0.185) (0.039)

지역더미_경기 0.064** -0.426*** 0.074**

(0.031) (0.159) (0.033)

지역더미_강원 -0.051 -1.593*** 0.047

(0.031) (0.166) (0.034)

지역더미_충북/충남 -0.030 -1.660*** 0.068**

(0.028) (0.143) (0.030)

지역더미_전북/전남 -0.059** -1.877*** 0.063**

(0.028) (0.144) (0.031)

지역더미_경북/경남 -0.083*** -1.746*** 0.033

(0.027) (0.143) (0.030)

연도더미_2008년 -0.098*** -0.678*** -0.065***

(0.018) (0.105) (0.019)

연도더미_2009년 -0.096*** -0.526*** -0.070***

(0.018) (0.105) (0.019)

연도더미_2010년 -0.047*** -0.357*** -0.030

(0.018) (0.104) (0.019)

연도더미_2011년 -0.038** -0.210** -0.025

(0.018) (0.106) (0.020)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0.038*** 　 　

　 (0.002) 　 　

가구원 최고 교육년수 (추정치) 　 　 0.098***

　 　 　 (0.004)

가구원수(도구변수) 　 1.318*** 　

　 　 (0.032) 　

N 10,634 10,634 10,634

R2 0.40 0.36 0.32

B-P test 59.72*** 　

Hausman test 229.19***

F-test 　 1711.94*** 　
주1) ( )안은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 84 -

변수 통합
OLS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τ=0.1 τ=0.25 τ=0.5 τ=0.75 τ=0.9
상수항 14.077*** 13.180*** 13.535*** 14.124*** 14.617*** 15.026***

　 (0.190) (0.393) (0.312) (0.219) (0.209) (0.380)

경영주 연령 0.033*** 0.031*** 0.035*** 0.034*** 0.033*** 0.030***

　 (0.006) (0.012) (0.009) (0.006) (0.006) (0.011)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36*** -0.032*** -0.037*** -0.038*** -0.038*** -0.034***

　 (0.005) (0.009) (0.007) (0.005) (0.005) (0.009)

성별 0.027 0.027 -0.001 0.043* 0.053 0.080*

　 (0.024) (0.044) (0.032) (0.025) (0.032) (0.043)

농가유형 0.508*** 0.619*** 0.567*** 0.490*** 0.425*** 0.424***

　 (0.016) (0.027) (0.021) (0.018) (0.020) (0.029)

토지소유
형태

-0.058*** -0.065*** -0.053*** -0.061*** -0.058*** -0.072***

　 (0.013) (0.025) (0.018) (0.016) (0.018) (0.020)

총노동시간 0.263*** 0.284*** 0.272*** 0.259*** 0.250*** 0.255***

　 (0.008) (0.018) (0.013) (0.011) (0.010) (0.012)

농지면적 0.042*** 0.044*** 0.045*** 0.045*** 0.042*** 0.036***

　 (0.003) (0.006) (0.004) (0.004) (0.005) (0.005)

농기계
평가액

0.022*** 0.016*** 0.019*** 0.022*** 0.022*** 0.024***

　 (0.002) (0.003) (0.002) (0.002) (0.003) (0.002)

가축평가액 -0.006*** -0.004** -0.004*** -0.007*** -0.009*** -0.010***

　 (0.001) (0.002) (0.001) (0.001) (0.001) (0.002)

미곡 -0.373*** -0.222** -0.250*** -0.343*** -0.459*** -0.581***

　 (0.041) (0.089) (0.061) (0.074) (0.065) (0.091)

전작 -0.411*** -0.331*** -0.322*** -0.368*** -0.447*** -0.593***

　 (0.048) (0.096) (0.068) (0.085) (0.072) (0.101)

채소 -0.434*** -0.326*** -0.350*** -0.392*** -0.467*** -0.612***

　 (0.041) (0.089) (0.058) (0.073) (0.065) (0.089)

과수 -0.368*** -0.305*** -0.272*** -0.325*** -0.397*** -0.503***

　 (0.043) (0.095) (0.058) (0.075) (0.066) (0.091)

화훼 -0.451*** -0.518*** -0.485*** -0.379*** -0.401*** -0.541***

　 (0.055) (0.115) (0.087) (0.094) (0.085) (0.116)

축산 -0.132*** -0.145 -0.143** -0.134* -0.134* -0.179*

　 (0.045) (0.092) (0.066) (0.077) (0.071) (0.096)

특작 -0.276*** -0.304*** -0.253*** -0.254*** -0.310*** -0.366***

　 (0.048) (0.097) (0.068) (0.085) (0.075) (0.101)

서울/광역시 -0.057 -0.053 -0.084 -0.055 -0.034 -0.001

　 (0.036) (0.081) (0.054) (0.041) (0.047) (0.065)

[부표 2]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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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0.064** 0.036 0.050 0.065* 0.129*** 0.121**

　 (0.031) (0.065) (0.047) (0.034) (0.039) (0.047)

강원 -0.051 -0.033 -0.113** -0.057 -0.002 -0.009

　 (0.031) (0.068) (0.045) (0.038) (0.037) (0.051)

충북/충남 -0.030 0.000 -0.060 -0.029 0.001 0.024

　 (0.028) (0.059) (0.041) (0.033) (0.037) (0.048)

전북/전남 -0.059** -0.010 -0.075* -0.067** -0.035 -0.051

　 (0.028) (0.062) (0.042) (0.033) (0.037) (0.047)

경북/경남 -0.083*** -0.042 -0.099** -0.084*** -0.073** -0.067

　 (0.027) (0.059) (0.042) (0.032) (0.034) (0.042)

2008년 -0.098*** -0.046 -0.100*** -0.113*** -0.090*** -0.100***

　 (0.018) (0.033) (0.026) (0.022) (0.023) (0.030)

2009년 -0.096*** -0.077** -0.087*** -0.105*** -0.087*** -0.120***

　 (0.018) (0.033) (0.027) (0.021) (0.023) (0.032)

2010년 -0.047*** 0.001 -0.053* -0.064*** -0.043* -0.059**

　 (0.018) (0.031) (0.027) (0.021) (0.024) (0.030)

2011년 -0.038** -0.067* -0.043 -0.058*** 0.014 -0.032

　 (0.018) (0.035) (0.028) (0.022) (0.024) (0.028)

최고
교육년수

0.038*** 0.029*** 0.035*** 0.037*** 0.040*** 0.046***

　 (0.002) (0.003) (0.002) (0.002) (0.002) (0.002)

N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R2 0.32 　 　 　 　

Pseudo R2 0.19 0.23 0.26 0.26 0.25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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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IV
2SLS

도구변수 분위회귀(IV Quantile Regression)

τ=0.1 τ=0.25 τ=0.5 τ=0.75 τ=0.9
상수항 13.155*** 11.657*** 12.633*** 13.245*** 13.818*** 14.070***

　 (0.215) (0.379) (0.297) (0.269) (0.285) (0.357)

경영주 연령 0.039*** 0.057*** 0.036*** 0.040*** 0.040*** 0.041***

　 (0.006) (0.011) (0.009) (0.008) (0.008) (0.011)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35*** -0.047*** -0.031*** -0.036*** -0.036*** -0.038***

　 (0.005) (0.009) (0.007) (0.006) (0.007) (0.008)

성별 0.068*** 0.045 0.093*** 0.099*** 0.110*** 0.091**

　 (0.024) (0.046) (0.036) (0.032) (0.034) (0.043)

농가유형 0.379*** 0.503*** 0.425*** 0.318*** 0.317*** 0.291***

　 (0.018) (0.030) (0.024) (0.021) (0.023) (0.028)

토지소유
형태

-0.062*** -0.075*** -0.076*** -0.059*** -0.070*** -0.050**

　 (0.014) (0.025) (0.019) (0.018) (0.019) (0.023)

총노동시간 0.245*** 0.224*** 0.236*** 0.225*** 0.242*** 0.245***

　 (0.010) (0.016) (0.013) (0.011) (0.012) (0.015)

농지면적 0.034*** 0.036*** 0.037*** 0.034*** 0.032*** 0.028***

　 (0.004) (0.006) (0.005) (0.004) (0.004) (0.006)

농기계
평가액

0.018*** 0.014*** 0.017*** 0.018*** 0.015*** 0.021***

　 (0.002) (0.003) (0.003) (0.002) (0.003) (0.003)

가축평가액 -0.006*** -0.003* -0.005*** -0.006*** -0.008*** -0.008***

　 (0.001) (0.002) (0.001) (0.001) (0.001) (0.002)

미곡 -0.356*** -0.251*** -0.230*** -0.356*** -0.512*** -0.521***

　 (0.055) (0.079) (0.062) (0.056) (0.060) (0.075)

전작 -0.408*** -0.394*** -0.373*** -0.396*** -0.519*** -0.488***

　 (0.062) (0.092) (0.072) (0.066) (0.069) (0.087)

채소 -0.423*** -0.383*** -0.337*** -0.413*** -0.525*** -0.556***

　 (0.055) (0.079) (0.062) (0.056) (0.059) (0.074)

과수 -0.388*** -0.383*** -0.316*** -0.369*** -0.474*** -0.484***

　 (0.057) (0.082) (0.064) (0.058) (0.062) (0.077)

화훼 -0.547*** -0.562*** -0.612*** -0.549*** -0.550*** -0.567***

　 (0.075) (0.106) (0.083) (0.075) (0.080) (0.100)

축산 -0.144** -0.181** -0.142** -0.163*** -0.212*** -0.159*

　 (0.060) (0.086) (0.068) (0.061) (0.065) (0.081)

특작 -0.254*** -0.267*** -0.229*** -0.262*** -0.354*** -0.296***

　 (0.062) (0.092) (0.072) (0.065) (0.069) (0.087)

서울/광역시 -0.047 -0.093 -0.049 -0.047 -0.007 0.022

　 (0.039) (0.070) (0.055) (0.050) (0.053) (0.066)

[부표 2]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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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0.074** 0.044 0.077* 0.056 0.134*** 0.093*

　 (0.033) (0.059) (0.046) (0.042) (0.044) (0.056)

강원 0.047 0.030 0.011 0.029 0.099** 0.106*

　 (0.034) (0.059) (0.046) (0.042) (0.045) (0.056)

충북/충남 0.068** 0.067 0.069* 0.047 0.111*** 0.095*

　 (0.030) (0.053) (0.041) (0.038) (0.040) (0.050)

전북/전남 0.063** 0.088* 0.088** 0.044 0.083** 0.052

　 (0.031) (0.053) (0.041) (0.038) (0.040) (0.050)

경북/경남 0.033 0.070 0.063 0.019 0.038 0.021

　 (0.030) (0.052) (0.041) (0.037) (0.039) (0.049)

2008년 -0.065*** -0.073** -0.081*** -0.081*** -0.062** -0.030

　 (0.019) (0.034) (0.027) (0.024) (0.026) (0.032)

2009년 -0.070*** -0.083** -0.061** -0.078*** -0.084*** -0.066**

　 (0.019) (0.034) (0.027) (0.024) (0.026) (0.032)

2010년 -0.030 -0.007 -0.056** -0.033 -0.031 -0.032

　 (0.019) (0.034) (0.027) (0.024) (0.026) (0.032)

2011년 -0.025 -0.069** -0.053** -0.024 0.010 0.008

　 (0.020) (0.035) (0.027) (0.025) (0.026) (0.033)

최고
교육년수

0.098*** 0.116*** 0.112*** 0.107*** 0.093*** 0.090***

　 (0.004) (0.011) (0.008) (0.008) (0.008) (0.010)

N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10,634

R2 0.32 　 　 　

Hausman
test

　 -477.83 6142.61**
*

1235.33**
*

1098.03**
*

1514.61**
*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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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곡·전작

변수
IV
2SLS

도구변수 분위회귀(IVQR)

τ=0.1 τ=0.25 τ=0.5 τ=0.75 τ=0.9
상수항 13.310*** 11.299*** 12.594*** 13.559*** 13.798*** 14.442***

　 (0.375) (0.643) (0.496) (0.441) (0.468) (0.577)

경영주 연령 0.030*** 0.062*** 0.036** 0.024* 0.030** 0.026

　 (0.011) (0.019) (0.015) (0.013) (0.014) (0.017)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28*** -0.052*** -0.032*** -0.024** -0.029*** -0.027**

　 (0.009) (0.015) (0.012) (0.010) (0.011) (0.013)

성별 0.163*** 0.171** 0.213*** 0.169*** 0.232*** 0.156**

　 (0.044) (0.079) (0.061) (0.054) (0.057) (0.070)

농가유형 0.387*** 0.474*** 0.366*** 0.329*** 0.367*** 0.347***

　 (0.028) (0.044) (0.034) (0.030) (0.032) (0.040)

토지소유
형태

-0.094*** -0.103** -0.124*** -0.061** -0.085*** -0.073**

　 (0.022) (0.041) (0.031) (0.028) (0.030) (0.037)

총노동시간 0.212*** 0.185*** 0.188*** 0.196*** 0.217*** 0.207***

　 (0.014) (0.025) (0.020) (0.017) (0.019) (0.023)

농지면적 0.038*** 0.047*** 0.046*** 0.033*** 0.040*** 0.027***

　 (0.006) (0.010) (0.008) (0.007) (0.008) (0.009)

농기계
평가액

0.009*** 0.010* 0.011*** 0.012*** 0.005 0.015***

　 (0.003) (0.005) (0.004) (0.004) (0.004) (0.005)

가축평가액 -0.008*** -0.008*** -0.008*** -0.009*** -0.008*** -0.007***

　 (0.002) (0.003) (0.002) (0.002) (0.002) (0.002)

서울/광역시 -0.014 0.021 0.005 -0.014 -0.184 -0.123

(0.098) (0.163) (0.126) (0.112) (0.119) (0.146)

경기 -0.038 -0.016 -0.008 -0.044 -0.211** -0.152

　 (0.092) (0.147) (0.113) (0.101) (0.107) (0.132)

강원 -0.039 -0.044 -0.056 -0.039 -0.183* -0.078

　 (0.094) (0.149) (0.115) (0.102) (0.109) (0.134)

충북/충남 0.019 0.061 -0.006 0.003 -0.107 -0.078

　 (0.091) (0.143) (0.110) (0.098) (0.104) (0.128)

전북/전남 0.038 0.013 0.036 0.031 -0.092 -0.064

　 (0.091) (0.142) (0.110) (0.098) (0.104) (0.128)

경북/경남 -0.054 0.039 -0.036 -0.077 -0.216** -0.156

　 (0.091) (0.144) (0.111) (0.099) (0.105) (0.129)

2008년 0.019 -0.002 -0.007 0.028 0.017 0.041

　 (0.029) (0.054) (0.041) (0.037) (0.039) (0.048)

[부표 3]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미곡·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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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026 -0.013 -0.027 -0.016 -0.042 -0.043

　 (0.029) (0.055) (0.043) (0.038) (0.040) (0.049)

2010년 -0.034 -0.001 -0.053 -0.007 -0.037 -0.032

　 (0.031) (0.057) (0.044) (0.039) (0.042) (0.051)

2011년 -0.008 -0.054 0.003 0.007 0.001 0.014

　 (0.030) (0.057) (0.044) (0.039) (0.041) (0.051)

최고
교육년수

0.108*** 0.132*** 0.125*** 0.114*** 0.105*** 0.098***

(0.007) (0.017) (0.013) (0.011) (0.012) (0.015)

N 4,040 4,040 4,040 4,040 4,040 4,040

R2 0.31 　 　 　

Hausman
test

　
1925.41**

* 643.77*** 490.60*** 620.22*** -2012.11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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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특작

변수
IV
2SLS

도구변수 분위회귀(IVQR)

τ=0.1 τ=0.25 τ=0.5 τ=0.75 τ=0.9
상수항 12.381*** 11.769*** 11.918*** 12.521*** 13.127*** 13.700***

　 (0.335) (0.586) (0.468) (0.431) (0.461) (0.584)

경영주 연령 0.049*** 0.042** 0.050*** 0.049*** 0.038*** 0.027

　 (0.010) (0.018) (0.014) (0.013) (0.014) (0.018)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42*** -0.035** -0.045*** -0.043*** -0.035*** -0.026*

　 (0.008) (0.014) (0.011) (0.010) (0.011) (0.014)

성별 0.033 0.002 0.043 0.039 0.044 0.090

　 (0.033) (0.062) (0.049) (0.045) (0.049) (0.062)

농가유형 0.413*** 0.586*** 0.477*** 0.359*** 0.341*** 0.300***

　 (0.029) (0.049) (0.039) (0.036) (0.038) (0.048)

토지소유
형태

-0.054** -0.037 -0.039 -0.074*** -0.061** -0.083**

　 (0.022) (0.038) (0.030) (0.028) (0.030) (0.038)

총노동시간 0.274*** 0.292*** 0.269*** 0.259*** 0.287*** 0.288***

　 (0.016) (0.026) (0.021) (0.019) (0.020) (0.026)

농지면적 0.032*** 0.029*** 0.038*** 0.036*** 0.028*** 0.029***

　 (0.005) (0.008) (0.007) (0.006) (0.006) (0.008)

농기계
평가액

0.021*** 0.016*** 0.022*** 0.019*** 0.020*** 0.023***

　 (0.003) (0.005) (0.004) (0.004) (0.004) (0.005)

가축평가액 -0.007*** -0.002 -0.005** -0.006*** -0.009*** -0.011***

　 (0.002) (0.003) (0.002) (0.002) (0.002) (0.003)

서울/광역시 -0.088 -0.116 -0.082 -0.049 0.021 0.078

(0.060) (0.102) (0.081) (0.075) (0.080) (0.101)

경기 0.240*** 0.181** 0.203*** 0.294*** 0.347*** 0.296***

　 (0.053) (0.091) (0.073) (0.067) (0.072) (0.091)

강원 0.109** 0.021 0.071 0.089 0.159** 0.226***

　 (0.051) (0.086) (0.068) (0.063) (0.067) (0.085)

충북/충남 0.143*** 0.058 0.147** 0.153*** 0.155** 0.176**

　 (0.047) (0.079) (0.063) (0.058) (0.062) (0.079)

전북/전남 0.089* 0.116 0.135** 0.061 0.118* 0.070

　 (0.046) (0.078) (0.062) (0.057) (0.061) (0.078)

경북/경남 0.033 0.022 0.092 0.062 0.059 -0.016

　 (0.045) (0.079) (0.063) (0.058) (0.062) (0.079)

2008년 -0.106*** -0.095* -0.154*** -0.142*** -0.104** 0.003

　 (0.031) (0.054) (0.043) (0.039) (0.042) (0.054)

[부표 4]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채소·특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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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05*** -0.097* -0.105** -0.154*** -0.140*** -0.039

　 (0.030) (0.053) (0.043) (0.039) (0.042) (0.053)

2010년 -0.018 0.023 -0.067 -0.069* -0.043 0.031

　 (0.029) (0.051) (0.041) (0.038) (0.040) (0.051)

2011년 -0.048 -0.080 -0.054 -0.039 -0.026 0.019

　 (0.030) (0.051) (0.041) (0.038) (0.040) (0.051)

최고
교육년수

0.079*** 0.078*** 0.083*** 0.084*** 0.074*** 0.074***

(0.006) (0.017) (0.013) (0.012) (0.013) (0.017)

N 3,776 3,776 3,776 3,776 3,776 3,776

R2 　 　 　

Hausman
test

　 -52.22 -276.94 1285.32**
* 172.94*** 169.03***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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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훼·기타

변수
IV
2SLS

도구변수 분위회귀(IVQR)

τ=0.1 τ=0.25 τ=0.5 τ=0.75 τ=0.9
상수항 12.801*** 11.502*** 12.684*** 13.390*** 14.092*** 13.698***

　 (0.497) (0.916) (0.747) (0.638) (0.678) (0.851)

경영주 연령 0.034** 0.061** 0.020 0.013 0.016 0.041

　 (0.014) (0.027) (0.022) (0.019) (0.020) (0.025)

경영주 연령
제곱 / 100

-0.028** -0.052** -0.013 -0.010 -0.014 -0.035*

　 (0.011) (0.022) (0.018) (0.015) (0.016) (0.020)

성별 -0.034 0.110 0.093 -0.062 -0.057 -0.023

　 (0.068) (0.130) (0.106) (0.091) (0.096) (0.121)

농가유형 0.321*** 0.478*** 0.363*** 0.326*** 0.215*** 0.130

　 (0.052) (0.091) (0.074) (0.063) (0.067) (0.084)

토지소유
형태

-0.063* 0.001 -0.041 -0.027 -0.143*** -0.118*

　 (0.038) (0.068) (0.055) (0.047) (0.050) (0.063)

총노동시간 0.224*** 0.158*** 0.149*** 0.219*** 0.199*** 0.235***

　 (0.029) (0.045) (0.037) (0.031) (0.033) (0.042)

농지면적 0.043*** 0.036** 0.039*** 0.044*** 0.060*** 0.043***

　 (0.011) (0.016) (0.013) (0.011) (0.012) (0.015)

농기계
평가액

0.023*** 0.010 0.025*** 0.027*** 0.021** 0.016

　 (0.007) (0.012) (0.009) (0.008) (0.009) (0.011)

가축평가액 -0.000 -0.004 -0.000 -0.000 -0.001 -0.001

　 (0.002) (0.004) (0.004) (0.003) (0.003) (0.004)

서울/광역시 0.006 0.080 -0.011 -0.035 -0.040 0.012

(0.084) (0.164) (0.134) (0.114) (0.121) (0.152)

경기 0.013 -0.020 0.007 0.003 0.025 0.085

　 (0.076) (0.130) (0.106) (0.090) (0.096) (0.120)

강원 0.266*** 0.362** 0.264* 0.159 0.220* 0.277*

　 (0.089) (0.169) (0.138) (0.117) (0.125) (0.157)

충북/충남 -0.131** -0.009 -0.109 -0.164** -0.131* -0.065

　 (0.055) (0.099) (0.081) (0.069) (0.074) (0.092)

전북/전남 0.008 0.118 -0.028 -0.030 -0.037 0.063

　 (0.058) (0.099) (0.081) (0.069) (0.073) (0.092)

경북/경남 0.161*** 0.241*** 0.217*** 0.097 0.146** 0.166**

　 (0.057) (0.087) (0.071) (0.061) (0.065) (0.081)

2008년 -0.113** -0.025 -0.130* -0.147** -0.173*** -0.186**

　 (0.048) (0.091) (0.074) (0.063) (0.067) (0.084)

[부표 5] 소득분위별 소득 결정요인 분석결과: 농가소득 총액(과수·화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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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52*** -0.145 -0.164** -0.141** -0.165** -0.153*

　 (0.051) (0.092) (0.075) (0.064) (0.068) (0.085)

2010년 -0.022 0.032 -0.029 -0.015 -0.046 -0.070

　 (0.050) (0.090) (0.073) (0.062) (0.066) (0.083)

2011년 0.005 -0.085 -0.035 -0.033 -0.015 0.033

　 (0.052) (0.089) (0.073) (0.062) (0.066) (0.083)

최고
교육년수

0.108*** 0.126*** 0.142*** 0.112*** 0.100*** 0.096***

(0.011) (0.028) (0.023) (0.020) (0.021) (0.026)

N 1,912 1,912 1,912 1,912 1,912 1,912

R2 　 　 　

Hausman
test

　 -1730.32 3262.67**
* 466.50*** -291.25 -61.45

주1) ( )안은 Bootstrapped 표준오차.

2) *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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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Schooling of Farm

Household Member on Household Income

: Comparison among Quantiles and Crops

Hyung Ho Park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come polariz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Korea

has been aggravated due to the lower income growth rate in

rural communities since industrialization. Furthermore, income

polarization within farm households has been exacerbated as well.

To alleviate this problem, a growth strategy for low-income farm

households is needed. The human capital theory cites education,

job training, migration, health, and information as means to

increase income; this paper focuses on the income effect of

education. Education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and

especially educating a low-income group improves efficiency as

well as equity in economic development. Previous studi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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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higher returns with educating developing countries than

with educating developed countries; similarly, higher returns were

shown in a lower income group when controlling the endogeneity

of education attain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ducation

policies focusing on the lower income group promote efficiency as

well as equal opportunity.

Previous studies on the returns to education have been

conducted for decades and have shown positive returns,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labor effect and allocative effect(Welch,

1970). However, research on returns to education for domestic

farm households has not been thoroughly conducted. Particularly,

few studies have analyzed the schooling effect on income

quantiles. Therefore, this current study analyzed the income

effect of the education quantity of farm household members with

a maximum amount of education years by 1) income source, 2)

crops, and 3) income quantiles.

This study used the maximum education years of one family

member because Yang(1997) has explained that the income effect

of the most educated family member indicates the allocative

effect. The income effect of education quantity was measured by

estimating the Mincerian earnings function, controlling the

endogeneity of schooling choice, by using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from the years 2008 to 2012.

First, we analyzed income determinants of each income source

by applying pooled OLS. Then the instrumental variable 2SLS

method was applied to take endogeneity of schooling choice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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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we applied the quantile regression method to explore

the income effect of schooling in each income strata. The

instrumental variable QR method was applied to take endogeneity

of schooling choice into account.

The Hausman test identified the existence of endogeneity in

the schooling variable for all income source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was used to control the endogeneity in the

2SLS and IVQR methods. The F-test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s an instrument.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e significant income effect of

the maximum years of schooling farm household members. The

2SLS method yielded much higher returns for schooling compared

to those in the pooled OLS. This result confirms a significant

downward bias in the income effect of schooling when failing to

control the endogeneity of schooling variable. The higher income

effect of schooling in non-farming activities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the allocative effect is dominant in the income

effect of schooling for farm households.

Although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generated a higher

income effect in a higher income strata, when the endogeneity of

the education variable was corrected, higher returns to schooling

appeared in the lower income quantile. On one hand, the more

able person has a higher opportunity cost; on the other hand, the

poorer person has a higher opportunity cost due to the education

cost burden. The result implies that the low-income group

encounters a burdensome education cost, while experiencing a

higher marginal income effect. Therefore, more educ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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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low-income group are needed.

A significant income effect of schooling was also found in each

crop category. Rice & field crop households showed the highest

returns to schooling in the pooled OLS and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However, when controlling the endogeneity of education

variable, the fruit & floriculture & others category showed the

largest income effect.

The findings of this paper imply that investing in education

attainment could be an efficacious strategy to increase income for

farm households. Particularly, education policies focusing on

low-income farm households not only mitigate income inequality

but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an increase of

overall income for farm households.

Key words: returns to schooling, farm household income,

household members’ schooling, allocative effect, instrumental

variable quantil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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