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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농가 빈곤 유형과 빈곤지속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 자원경제학전공

송 시 완

국내농업은 지난 20여 년 간 여러 나라와의 FTA의 타결, 탈농이

도, 고령화 등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

속적인 농가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물가상승률과 농가부

채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해 농가지표는 악화되어 상당수의 농가가

위기를 경험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농가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08년 17.81%에서 2012년 23.36%로 약 5.5%p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반가구에 비해 농가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빈곤은 영농형태, 영농규모 등의 농가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농업의 생산 환경 및 농업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쌀수입 확대, 2008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인상,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수

익성 저하, 2011년 구제역 발생 등은 농가 빈곤률을 증가시키는 원

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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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농가에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어설픈 수혜 조건은

농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농어민 국민 연금

은 1995년 도입 당시 만 70세 미만의 가입연령 제한조건이 있어 원

천적으로 배제된 사람이 많았다. 또한 2000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월평균 수령액이 13~15만 원으로 나타나 노후소득

보장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

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점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차별 등도

농가 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단년도 자료를 이용해 농가 빈곤을 분석해 농

가 빈곤의 동태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한정된 표본으로 인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에서도 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가 빈곤의 결정요인과 농가소득 불평등

을 주로 분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농가의 빈곤 동태와 지역적 특

성을 반영하여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논문은 농가 빈곤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

의 기간 동안 농가가 빈곤을 경험한 기간과 빈곤유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가경제조사의 소득 자료를 이

용하여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해 빈곤가구를 정

의하였다. 이에 따라 빈곤을 경험하는 연수와 빈곤 경험 연수에 따

라 빈곤유형을 비빈곤, 일시빈곤, 지속빈곤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빈곤 유형과 빈곤지속기

간에 공통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 특성 변수와 농가특

성변수 중 교육변수는 농가가 지속적 빈곤을 경험할수록 초등교육

도 유의미한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논벼농가의 빈곤상태는

다른 영농형태를 가진 농가에 빈곤상태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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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는 분석기간 내 축산농가가

구제역과 AI 등의 가축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한 사실

이 반영되었다. 또한 경작지 면적 중 임차지 비중이 많을수록 빈곤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의 빈곤 경험 기간은 농가가 받는 농업피해보상금, 기타농업

보조금, 기타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데, 그

규모가 늘어날수록 빈곤기간이 줄어들었고 이러한 보조금이 농가의

빈곤탈출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 특징을 반

영한 변수인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농가 빈곤 경험 기간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빈곤 농가를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일시빈곤 농가와 지속빈곤 농가에 대한 계수들을 추정한

결과, 일시빈곤과 비빈곤을 비교해보면 기타 농업보조금, 기타 공적

보조금 규모가 클수록 일시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빈

곤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은 인구부양비율과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 변수로, 인구부양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농

가는 일시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비빈곤과 지속빈곤을 비교한 결과는 일시빈곤과는 다르게 농업피

해보상금과 기타농업보조금, 사적보조금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농가는 일시빈곤에 처한 농가보

다는 더 고령화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은 상태 등의 여건 속에 있

기 때문에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속빈곤유형에 속하는 농가는 친지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부터 사적보조를 받지만, 농업 경영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

하여 농업투자보조금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 변수는 인구부양비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소재한 농가일수록 지속빈곤에서 벗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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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는 일시빈곤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짧은 시계열인 분석자료의 속성상 빈곤의 지속성을 고려

한 농가 빈곤의 유형화와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

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농가와 일반

도시가구의 빈곤 동태에 대한 비교도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이다.

주요어 : 농가 빈곤, 빈곤 동태, 빈곤지속, 빈곤 유형

학 번 : 2014-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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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난 20여 년 간 국내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DDA협상, FTA와

같은 대외 환경 변화와 인구고령화, 청장년인구의 탈농이도 등 대내

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농가소득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높은 물가상승률과 자산 대비 농가부채의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농가 경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농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 17.81%에서 2012년 23.36%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

반가구1)에 비해 농가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빈곤 여부에는 영농형태나 영농규모 등과 같은 농가의 개별

적 특성뿐만 아니라 농업의 생산 환경 및 국가의 농업정책도 영향

을 미친다. 예를 들어,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쌀수입 확대, 2008

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 인상,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

른 농업부문의 수익성 저하 등도 농가 빈곤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어설픈 수혜 조건은 농가 빈곤을 더욱 심

화시킬 수 있다. 농어민 국민 연금은 1995년 도입 당시 연령제한조

건이 있어 원천적으로 배제된 사람이 많았다. 2000년 말부터 시행되

고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월평균 수령액이 13~15만 원으로 노후소득

보장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농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과중, 여성농업인의 차별대우 등

1) 통계청(2013)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2008년 12.9%

에서 2012년 12.2%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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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가 빈곤의 새로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경우, 초고령화, 조손가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의 증가, 지역 공동체의 약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농

업의 산업적인 특성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빈곤 농가의 유형과 빈곤지

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빈곤 경험의 지속 연

수와 빈곤 유형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직불금을 포함한 공적보조가 이러한 빈곤지속에 미

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빈곤기간을 이용하여 빈곤 유형을 정의하고, 계량모형

을 통해 빈곤 유형과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빈곤의 유형

화는 발생 원인이나 기간, 혹은 특성 등에 따라 유형화시킬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2008-2012년 농가경제조사 자료가 5년간

의 단기간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Fourage and Layte(2005)와 같

이 빈곤유형을 비빈곤, 일시빈곤, 지속빈곤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또한, 1년부터 5년까지의 빈곤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고자 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최대 5년의 빈곤

지속기간이 존재하므로 농가 빈곤지속 기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가

구주 특성, 농가 특성, 지역별 특성 및 이전소득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shworth et al.(2004)는 빈곤 경험에 대해 단일한 빈곤구간을 갖

는지, 복수의 빈곤구간을 갖는지를 구분하고, 단일한 빈곤구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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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빈곤 기간이 1년인 경우를 일시빈곤(transient poverty), 2년 이상

의 빈곤기간을 가지면 계속빈곤(persistent poverty), 그리고 15년 이

상 지속된 빈곤을 경험하면 항상빈곤(permanent poverty)로 구분하

였다. 그리고 복수의 빈곤구간에 대해서는 1년짜리 구간이 반복되는

경우를 수시빈곤(occasional poverty)로, 1년이 넘는 빈곤구간이 1년

을 넘는 비빈곤 구간에 의해 중단되면서 반복되는 경우를 반복빈곤

(recurrent poverty), 그리고 1년이 넘는 빈곤구간이 1년간의 구간에

의해 중단되며 반복되는 경우를 만성빈곤(chronic poverty)로 정의

하였다(강신욱,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화는 비교적 긴 시계열

을 가진 데이터를 이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5년을 주기로 조사농

가가 바뀌는 농가경제조사 데이터로는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

다.

반면에, Whelan et al.(2003)이나 Fouarge and Layte(2005)는 비

교적 짧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빈곤을 유형화하였다. Fouarge and

Layte(2005)는 5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빈곤 경험여부에 따라

빈곤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한번도 빈곤을 경

험하지 않은 가구를 지속 비빈곤(the persistent non-poor)으로, 해

당기간 중 1번만 빈곤을 경험한 가구를 일시빈곤(transient poor)으

로, 1회 이상 빈곤을 경험하면서 매 회당 빈곤기간이 2년을 넘지 않

은 경우를 반복빈곤(recurrent poor)으로, 최소한 3년 이상 연속된

빈곤경험을 가진 가구를 지속빈곤(persistent poor)가구라고 정의하

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농가 빈곤 경험의 지속

기간과 빈곤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유형화된 농가 빈곤의 결정요인

에 대해 각각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과 다항로짓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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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빈곤선 측정에 대한 연구

빈곤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 통념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다. 절대적 빈곤

만을 빈곤으로 간주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빈곤하지 않은 사

람들과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상대적 빈곤도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빈곤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선

등 측정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빈곤과 관련된 선

행연구 중 빈곤선 측정에 대한 연구는 빈곤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

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

수를 세는 방식(head count)’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사회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고, 소득이 그 수준에 미달하

는 가구 혹은 개인을 빈곤가구로 정의하여 전체 가구 중 몇 퍼센트

가 빈곤 가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빈곤선 측정 방식에 따

라 한 사회의 빈곤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국내에서도 1990년대부

터 빈곤층을 측정하기 위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정책적 문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빈곤선 측정과 관련된 연구로는 최저생계비 계측과 관련

한 연구(김미곤 외, 2009; 박능후, 2007; 박찬용, 1998; 황재한, 2003;

허선, 2008)가 꾸준히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도시 가계를 중심으

로 전물량방식과 라이덴기법을 이용해 계측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러한 계측 방법이 가지는 한계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조성한(2002)은 사회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공식적 빈곤선을 계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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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요인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공식적 빈곤선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상일(2005)은 타운센드의 상대적 박

탈의 개념을 이용한 빈곤 측정 기준이 과연 빈곤 인구의 수를 파악

하고, 궁극적으로는 빈곤대책이 빈곤을 구제하는 데 적절했는지를

살펴보았고, 금전적 계측방식에 비금전적 방식을 보완하고, 나아가

빈곤선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 또는 농가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추

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빈곤선 추정을 시도한 연구들도 있다(김병규

외 2011; 정영숙 외 2009; 이은우, 1993). 거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빈곤선 측정은 지역별 거주비용, 생활 물가 등의 차이를 반영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은우(1993)는 라이덴 방식을 이용하여 농촌

의 가구규모별로 빈곤선을 측정하고 표본가구를 비빈곤층과 빈곤층

으로 구분하여 빈곤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영숙 외(2009)의 연

구에서는 경북지역의 농촌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별 특성과 가

구규모 효과를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분석하였다. 라이덴 방식을

적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결과, 예비노인은 가구규모별 실질생

계비가 평균값에서 추정한 주관적 생계비보다 높은데 비해 후기노

인은 낮게 분석되었다. 전기노인의 경우에는 1인, 2인 가구는 실질

생계비가 주관적 최저생계비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3인 이상의 가구

는 더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동일한 노인가구라도

연령과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

문진영(2015)의 연구는 빈곤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5가지 측정방식

인 정책 빈곤선, 가계표준예산 빈곤선, 통계적 빈곤선, 주관적 빈곤

선, 박탈지표 빈곤선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측정방식을 과학성, 자

의성, 측정편의성, 제도정합성, 발전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비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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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곤의 동태적 분석에 대한 연구

빈곤의 동태적 양상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패널자료의 축적에 따라 시도되기 시

작하였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빈곤을 바라보면 정태적 횡단연구에서

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빈곤문제의 새로운 양상2)을 알 수 있다

(김환준, 2013).

빈곤동태에 관한 가장 초창기 연구는 생명표방식을 이용하여 빈

곤탈출확률을 분석한 Bane and Ellwood(1986)이다. Bane and

Ellwood(1986)는 빈곤가구의 빈곤지속기간과 탈출확률을 분석한 결

과 빈곤주기가 길어질수록 빈곤탈출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밝혔다.

특히 Bane and Ellwood(1986)에서는 좌측절단된 주기(Censored

uncomplete spells)를 포함하여 빈곤의 지속성을 판단하게 되면 빈

곤의 지속성이 상당히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측절단 문

제를 교정하기 위해 시간별 빈곤탈피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완

성된 주기를 도출한다. Bane and Ellwood(1986)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진입요인이 소득변동(57.3%), 가구구성(42.7%), 가구주의 근로소

득감소(37.9%), 배우자 또는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감소(11.4%), 기

타소득 감소(8.0%)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Stevens(1996)는

다변인 분석을 이용하여 반복된 빈곤주기를 포함하여 빈곤의 동태

적 양상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4년 이내에 빈곤을 탈피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빈곤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tevens(1999)의 연구는 빈곤 동태에 있어 반복된 빈곤주기의 고려

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2) 김환준(2013)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1~11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빈곤지속기간

이 경과할수록 빈곤탈피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비관찰 이질성을 통제하여 살펴

보았음. 그 결과, 가구특성(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취업상태 및 종사상의 지

위 등)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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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선행연구는 여성가구주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가구주 연령이 25세 이하인 청년층에서 빈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공통점을 갖는다(Cellini et al, 2008). 그러나 노령층의

빈곤진입 확률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와 낮

다는 결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리고 빈곤에 진입하는 원인으

로는 근로소득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는 이혼, 출산, 분가 등의 가구구성의 변화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빈곤동

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사회복지패널, 고용패널

등의 시계열적으로 누적된 자료가 풍부해지면서 다양한 패널 자료

를 이용한 빈곤 동태 분석이 시도되었다.

특히, 국내 연구는 빈곤의 지속성 자체를 분석하는 연구와 빈곤탈

피 및 진입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홍경준(2004), 구인회(2005), 김교성·노혜진(2009),

김환준(2011)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홍경준(2004)은 빈곤이행 관

련 사건들에 대한 위계적 분석을 시도하고, 빈곤탈출에 대한 이산시

간분석을 통해 취업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 탈출에 중요한 요인임

을 밝혔다. 구인회(2005)는 빈곤지속기간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

고, 그 결과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75%가 2년 안에 빈곤을 탈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성·노혜진(2009)의 연구에서는 빈곤탈피

와 지속기간에 대한 개인과 지역 수준의 영향력을 동시에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해 개인의 빈곤 상태에 대한 비연속시간 사건사 모형

(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 model)을 구축하고, 생존표

분석(life-table analysis)과 Kaplan-Meir 분석을 이용해 빈곤 탈피

위험도와 지속기간에 관한 누적 생존률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위계

적 일반화선형 모형을 이용하여 빈곤 탈피와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60%이상이

1년 이내에 빈곤에서 탈출하고, 여성가구주이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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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이 낮고 취업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실업 상태인 경우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GDP수준과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서 개인의 빈곤

탈출 가능성이 높았다. 강신욱(2009)은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빈곤경험 가구를 일시빈곤, 지속빈곤, 반복빈곤 가구로 유형

화하였다. 각각의 빈곤 유형은 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종사상의 지유 및 평균 소득 등 경제적 특성에

서 상당히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빈곤 경험 가운데 일시

빈곤, 지속빈곤, 반복빈곤은 각각 46.1%, 23.9%, 30.0%로 빈곤경험가

구의 구성이 이질적으로 나타났고 빈곤대책의 대상이 확대되어야함

을 보여주었다. 김환준(2011)은 국내의 빈곤 동태 관련 연구가 빈곤

탈출의 사건에만 치우쳐있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진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빈곤진입의 원인과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외

환위기 이후 빈곤진입률은 안정화되었지만, 빈곤진입에 있어 실직과

고용불안정은 특정한 시기에 상관없이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가구주 연령(30~59세와 60세 이상)을 기준으

로 장·단기 빈곤자를 구분하여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석상훈(2011)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구주가 실직할 때 빈곤진입 확률이 높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생명표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빈곤 생애를 분석한

우해봉(2013)의 연구는 성별 및 교육수준별로 20세부터 사망까지의

전체 생존기간 동안 빈곤 상태에 체류하는 기간을 계량적으로 측정

하였다. 그 결과 20세까지 생존할 경우 전체 기대 여명중 평균적으

로 여성은 18년, 남성은 11년 동안 빈곤 상태에 있을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하지만 연령별 빈곤 상태별 기대여명의 패턴은 빈곤 경험이

연령별로 균일하지 않고 고연령층에서 심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또

한 성별 및 빈곤 상태별 기대여명 분석 결과는 기대여명에서 여성

의 비교우위가 뚜렷했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빈곤을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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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더욱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격차가 연령

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분

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고졸 이상 집단에 비해 고졸 미만 집단

이 빈곤 상태에서 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긴 패턴을 보여주

었다.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농가를 배제한3) 국내의 일반 가구

를 대상으로 빈곤 동태에 대해 분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연

구결과는 빈곤 탈출 및 진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

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가 주요한 변수라는 것을 밝혔다. 더불

어 탈빈곤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역

적 환경과 노동 시장 등의 요인이 반영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

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빈곤 동태 연구로는 송시완(2015)이

있다. 농가 빈곤의 동태적 양상과 빈곤탈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빈곤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탈출률은 감소하는 빈

곤지속의 기간의존성이 확인되었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농가와

논벼농가에 비해 다른 유형농가의 빈곤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위 연구에서는 농가 및 지역의 속성, 공적보조금이 농

가 빈곤의 유형과 빈곤 경험기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노동패널과 도시가계조사를 분석에 도입함. 노동패널의

경우 10차 조사 이전까지는 농업일자리에 관련된 조사항목이 없어 농가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도시가계조사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를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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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빈곤 및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지역별 빈곤 특성 및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는 지역을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지역, 광역지방자치

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이상록 외(2008)은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로,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모두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 대도시 보다는 중

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 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

인하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비슷

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광역 지방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 실태

를 비교한 김교성 외(2009)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

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서울

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 사회복

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

곤율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에 기

반한 다양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빈곤 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가구빈곤율 차이

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도한 강병구 외(2008), 다차원적 빈곤(소득,

고용, 주거, 건강, 가족)지수 활용을 통해 도시와 농촌 빈곤 격차에

대해 분석한 김혜자 외(2014), 도농 간의 빈곤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및 정신건강 문제를 연구한 김태완 외(2014)를 살펴볼 수 있

다. 강병구 외(2008)은 Oaxaca 요인분해를 통해 도농간 가구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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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요인분해결과, 도시가구와 농촌가

구의 상대적 가구빈곤율 차이는 53.9%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

effect)와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된다. 특성효과와 계수

효과의 합산효과는 나이를 제외하고 도농간 가구빈곤율 차이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농간 빈곤율 차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등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켜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촌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김혜

자 외(2014)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2005-2011년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고용, 주거, 건강, 가족지수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빈

곤을 정의하고 도농간 다차원적 빈곤에 대해 횡단면 분석을 진행하

였다. 그 결과, 소득 및 고용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에 빈곤격차

가 크게 발생하였고,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주거, 건강 및 가족관계

측면에서 빈곤지속성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 및 고용측면에서는 도

시에 비해 농어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김태완 외(2014)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 간 빈곤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

다. 그 결과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지만 빈곤이 우울감에 미치는 발생확률은 도시에 비해 농

어촌 지역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 변수로

1인당 GDP, 실업률, 인구부양비율, 재정자립도, 사회보장비 지출 비

중을 분석에 도입하였다. 지역간 빈곤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양

한 측면에서 시도되었지만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지역 특

성 변수만을 고려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역간 빈곤

격차의 동태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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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가 및 농촌 빈곤에 대한 연구

농가 빈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농촌지역 빈곤가구의 특성

에 대한 횡단면 분석이나 농가소득의 불평등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농가 빈곤의 동태적 측면과 농가 빈곤의 지속

성에 대한 분석은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명채(1992)는 전국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284호의 농

가를 선정하여 농촌의 빈곤실태를 살펴보았다. 1970년부터 1990년까

지 농촌의 빈곤 농가는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영세농이거나 임차

지 비중이 상당히 높은 농가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가의 복지정

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다.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여 농어촌 빈곤

의 원인에 개인적 원인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은숙(1995)과 최은숙·노자경(1995)은 농촌빈곤

가계의 경제문제를 경제자원과 소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농촌빈곤가계의 문제를 경제자원의 문제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농가는 가구원수가 적고, 주부의 연령이 높으며, 주부의 학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빈곤농가의 소유 및 임차경지 규모가

절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빈곤농가는 대농

이나 부농에 비해 적은 부채액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토대가 형성되어있지 않았고, 신용의 제약이

빈곤농가의 경제적 대처 능력을 더욱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

곤농가의 소비실태를 살펴본 최은숙·노자경(1995)은 빈곤농가는 적

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교육비와 음식물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광

열수도비와 교제증여비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

곤농가는 교육비와 광열수도비에 대한 현금 지출에 대한 압박이 높

았을 뿐더러 주거비와 교육비 등에 원하는 만큼 충분히 지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계절별로는 봄철과 겨울철에 교육비와 부채상환의

압박, 농외소득의 부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농가의 비중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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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들 선행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

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촌빈곤층의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정된 표본으로 인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

화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은우(2007)는 농가경제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촌빈곤의 결정

요인과 빈곤층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은우(2007) 연구는 농

가의 빈곤결정함수를 추정한 결과 성별이나 학력보다 연령이 빈곤

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지면적,

농업용 고정자산, 기타자산이 증가할수록 빈곤층이 될 확률이 감소

하였다. 연령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연령의 빈곤율에

대한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60대의 경우 연령이 1세 증가하면 빈

곤층이 될 확률이 1.09% 증가하고, 70대의 경우에는 빈곤층이 될 확

률이 2.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 빈곤의 원인

을 농촌에 거주하는 다수의 노인층, 토지나 기타 자산이 부족한 계

층의 존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특히 보유

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소득을 창출할 기반이 약한 노년층에는 제반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은우(2007)의 연구는 단

년도 자료를 이용해 농가 빈곤을 분석하였고 농가 빈곤의 동태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남는다.

농가 빈곤과는 다른 측면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그동안 활발히 연

구되어진 주제는 농가소득 불평등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농가

의 상대적 빈곤층을 파악한 연구(안동환, 2004; 윤영석, 2013; 김규

섭, 2014)가 다수 존재하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농촌 노인가구의

생계비 추정에 대한 연구(최경희 외, 2010; 정영숙 외, 2009)들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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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선행연구는 단년도 자료를 이용해 농가 빈곤을 분석해 농

가 빈곤의 동태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한정된 표본으로 인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에서도 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

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가 빈곤의 결정요인과 농가소득 불평등

을 주로 분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농가의 빈곤 동태와 지역적 특

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빈곤 경험 기간과 주기에 따라 빈곤의 유

형을 정의하고, 빈곤 유형과 빈곤 경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Fouarge and

Layte, 2005)를 참고하여 농가의 빈곤유형을 일시빈곤과 지속빈곤으

로 구분하고, 기존의 농가 빈곤 연구에서 다소 관심을 덜 받아 왔던

공적보조금이 농가 빈곤의 유형과 빈곤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지역특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적보조금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농업피해보상금, 농업투자보조금 및 기타농업

보조금 등 세 가지의 농업관련 보조금과 농업 이외의 공적 보조금

과 사적 보조금을 고려한다.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필요

성,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2장에서는

농가 빈곤의 동향과 지역별 농가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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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분석 자료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농

가의 빈곤 경험 지속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도출한다. 제5장

에서는 지금까지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결

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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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빈곤의 개념 및 현황

제 1 절 빈곤의 개념

빈곤은 국가 경제발전의 수준과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그

수준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전쟁직후였던 1960

년대만 해도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기 힘든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최저생계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가

구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소득을 버는 가구를 빈곤가구라고 정의

한다.

빈곤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크게 절대적 빈곤, 상대

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개념은

영국의 라운트리(Rowntree)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라운트리는

‘순수하게 신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의 필수품’이라는 것

을 분류하고 이러한 필수품4)을 사는데 필요한 소득을 계산하여 이

에 미달하면 ‘1차적 빈곤’상태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빈곤의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음주나 사치 등 평소와 다른 것에 소비하지 않으면서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2차적 빈곤’상태로 정의

하였다.

하지만 라운트리의 정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것은 다

소 무리가 있다. 먼저 식품비는 연령과 가족구성, 직업, 활동 수준

등이 고려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최저생계비 계산에 있어

식품비 비중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이후 미국의 몰리 오샨스키(Mollie Orshansky)가 엥겔계수를 이용한

4) 라운트리가 정의한 필수품은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되어 미국의 영양 전문가인

애드워터가 규정한 최소한의 간단한 식품, 의류, 주거, 난방만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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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를 추정하여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라운트리

와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피하지는 못하였다. 결국 필수품이라는 개

념이 사회 통념이나 관습,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 빈곤개념이 등장하였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 소득 수준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다

양한 상대적 빈곤 기준5)을 제시하였지만 화폐소득의 부족이 빈곤의

일부를 차지할 뿐 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 등의 부족까지도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는 접근이 가능해져 절대 빈곤의 기준을 정의하는 것

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서구에서는 라운트리 이후 20세기 전반에는 절대적 빈곤에 관심

이 집중되었지만 195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 빈곤 쪽으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 문제가 경제성장에 따른 사

회보장확충에 힘입어 상당 수준 해결돼 빈곤 정의에 대한 관심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은 궁핍과 불평등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환경 등에 따라 그 중요도

를 다르게 둘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빈곤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측정하는 방식

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관적 빈곤을 분석한 대표적 연

구는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Kilpatrick, 1973)

이다. 이후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Leiden University)에서 여러 학

자들이 소득의 후생 함수 이론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만들고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조사대상

자가 자신의 생계비에 대해 직접 대답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뿐더러 주관적

빈곤 개념이 절대적 빈곤 개념과 상대적 빈곤 개념을 포괄한다고

5) 영국의 피터 타운센드는 가구소득이 평균 가구소득의 50%이하일 때 극빈층,

80% 이하일 때는 빈곤층으로 정의하였고, 미국의 경제학자 빅터 푹스는 중위소

득의 2분의 1 이하를 빈곤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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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빈곤의 개념에 상관없이 빈곤의 측정은 현실적으

로 다음과 같은 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빈곤의 관한 자료는 표본 규모가 작은데다 집이 없거나 고

아원, 양로원 등의 시설 수용자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문제

는, 측정 단위의 사용에 따라 빈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측정의 기본 단위를 가족에서 가구단위로 확대하면 일반적으

로 빈곤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이정우, 2010). 가족의 개념

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미성년자녀로 구성되고, 가구는 조부모, 성년

이 된 자녀, 가족이 아니지만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까지 포함한

다. 세 번째로는 빈곤의 측정 기간을 얼마만큼으로 잡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학파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르지만 서구에서는 보통 주

당 소득으로 측정하고, 항상소득을 주장하는 시카고학파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소득의 개념을 적용해 빈곤을 측정한다. 이외에도

빈곤 기준의 선택 문제6)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빈곤의 개념 중 상대적 빈곤을 적용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을

따라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농가 빈곤을

살펴본다.

제 2 절 농가 빈곤 현황

전세계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각 국가별로 절대적 빈곤율

은 상당 수준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집중하며 상대적 빈곤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6)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에는

같은 소득이더라도 생활 수준이 다를 수 있어 빈곤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음.



- 19 -

본 절에서는 국내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정도를

유지하였다. 이 수준은 G20국가들의 평균 빈곤율인 13%에 비해

2%p 높은 편으로 미국이나 터키, 멕시코의 상대적 빈곤율 수준보다

는 낮지만,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2012년에는 국내 빈곤율이 14.6%로 떨어져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표 2-1> G20국가의 빈곤율 추이

단위: %

자료: stats.oecd.org

국가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아시아

한국 15.2 15.3 14.9 15.2 14.6

일본 - 16.0 - - -

터키 - 19.3 19.2 19.2 -

북아메리카

캐나다 11.9 12.3 11.9 11.7 -

멕시코 20.9 - 20.4 - 21.4

미국 17.3 16.5 17.4 17.1 17.4

유럽

프랑스 7.2 7.5 7.9 8.0 -

독일 8.5 9.5 8.8 8.7 -

이탈리아 11.8 12.1 13.0 12.6 -

영국 10.9 9.9 10.0 9.5 -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4.6 - 14.4 - 13.8

평균 13.1 13.2 13.8 12.8 16.8



- 20 -

1. 가계 빈곤율 추이

아래 <표 2-2>는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 해당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일반가구 빈곤율 추이이다. 절대적 빈곤율7)은 2008년

부터 2009년까지는 7.0%를 유지하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

적으로 절대적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상대

적 빈곤율8)은 2009년부터 꾸준히 줄어들었고, 5개년 평균 12.6%의

상대적 빈곤율을 기록하였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절대적 빈곤율 7.0 7.0 6.4 6.3 6.0

상대적 빈곤율 12.9 13.0 12.5 12.3 12.2

<표 2-2> 일반가구 빈곤율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빈곤통계연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 년도별 농가 중위소득

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9)하였다. 빈곤선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연도별 소득자료를 2010년 CPI를 기준으로 실질화하였다.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것은 평균소득을 이용하여 상

대적 빈곤선을 구할 때보다 상대적 빈곤선이 과대 추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빈

곤율의 추정이 가능하다. 각 년도의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2008년에

는 2,490만 원, 2009년 2,660만 원, 2010년 2,800만 원, 2011년 2,850

7) 절대적 빈곤율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을 의미하고, 상

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준)을 의미함.

8) 일반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를 기준(OECD)으로 작성되었음.

9) 이는 도시가계의 빈곤선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

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상대 빈곤선 도입을 통

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힘(보건복지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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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2012년 2,990만 원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위소득 50% 기준의 빈곤선에 따르면 빈곤 가구수는 2008년 353가

구, 2009년 366가구, 2010년 370가구, 2011년 474가구, 2012년 463가

구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빈곤율은 10% 후반 대에 머물다가

2011년 20%를 넘어섰다. 농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일반가구의 상대

적 빈곤율에 비해서 평균 5%정도 높은 편으로 17~23%대를 기록하

였고, 이러한 빈곤 확대 현상은 농가 고령화 문제와 경영 위험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즉, 농가 소득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빈곤

가구 수와 상대적 빈곤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일반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에 비하면

5~11.6%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농촌의 특

성을 반영하고, 농가의 빈곤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표 2-3> 농가의 상대적 빈곤선 및 빈곤율

단위: 천 원

자료: 농가경제조사(2008-2012)

년도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평균소득 표준편차
빈곤가구수

(호)

상대적 
빈곤율
(%)

2008   24,900     12,450   31,500   29,300 353 17.81

2009   26,600     13,300   34,300   30,500 366 18.47

2010   28,000     14,000   36,800   36,300 370 18.67

2011   28,500     14,250   38,200   57,500 474 23.92

2012   29,900     14,950   40,300   47,300 46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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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농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농가소득과 부채 지표

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늘어나는 2010년부터

2011년사이에는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농업소득률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가 빈곤율 또한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농가 소득 및 부채 지표 변화

자료: 농가경제조사(2008-2012)

영농형태별로 빈곤농가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빈곤농가

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빈곤농가 중 전반적으로 논

벼농가와 채소농가의 빈곤 농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농가는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면 논벼농가에 비해 좀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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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가들이 빈곤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의 빈곤 농가 수는 총 353가구였고, 이중 채

소농가의 빈곤 가구가 11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리고 2009년에는 366개의 빈곤한 농가 중 31.9%가 논벼농가였으며,

2010년에도 논벼농가의 빈곤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에는 채소농가가 논벼농가의 빈곤가구

수를 역전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농가경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수준이 다른 영농형태를 가진 농가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기간 내(2008년, 2010년 말, 2011

년)에 다른 때보다 심각한 수준의 가축질병이 발생해 축산농가의 피

해가 상당했다. 이러한 현상은 축산농가의 빈곤농가 추이를 살펴보

았을 때, 2008년 51가구, 2010년 31가구, 2011년 29가구로 자료의 기

초적 통계에서도 알 수 있다.

<표 2-4> 영농형태별 빈곤농가 추이

자료: 농가경제조사(2008-2012)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논벼농가 80 117 119 143 98

과수농가 24 45 36 44 45

채소농가 110 97 101 147 116

축산농가 51 18 34 29 16

기타농가 88 89 80 111 188

전체 353 366 370 474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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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전북과 전남, 경북, 경남에 위치한 빈곤 농가들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빈

곤농가의 비중은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해마다

빈곤농가수는 지역별로 변동이 있다. 전북에 위치한 농가는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빈곤농가가 늘어났고, 경기도와 충북의 농

가는 2011년까지 빈곤농가가 늘어나다가 2012년에는 빈곤농가가 줄

어들었다.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의 농가는 분석 기간 내 빈곤

농가의 수의 변화가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지역별 빈곤농가 추이

자료: 농가경제조사(2008-2012)

<표 2-6>은 빈곤경험기간별 농가 분포와 중위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1,982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093가구는 빈곤을 경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경험기간이 1년인 농가는 349가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경기 25 38 37 47 34

강원 35 30 40 53 46

충북 45 48 47 69 56

충남 39 44 40 65 52

전북 47 51 56 56 78

전남 47 46 41 42 57

경북 51 46 52 66 56

경남 48 46 46 57 67

제주 16 17 11 19 17

전체 353 366 370 474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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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의 17.6%를 차지하고, 총 2년의 빈곤경험이 있는 농가는 214

농가로 전체의 10.8%를 차지하여, 빈곤경험기간 2년 이하의 가구가

전체 빈곤경험가구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경험기간 3년 및 4년인 농가는 각각 134 및 123농가로 전체 농

가의 6.76%, 6.2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빈

곤상태에 있는 농가는 71농가로 전체 농가의 3.58%로서 빈곤경험농

가의 7.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 경험 연수에 따른 농가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빈

곤 경험 연수가 길어질수록 소득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인 3,622만 원과 비교하여 보면 빈곤경험이 전

혀 없는 가구의 중위소득은 37.96%가 높은 3,780만 원 수준을 보이

고 있다. 빈곤을 1년만 경험한 농가의 중위소득은 2,300만 원으로

전체 중위소득의 83.94%인 반면,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빈곤상태에

있는 농가의 중위소득은 819만 원으로 전체 중위소득의 29.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도시가계의 2인 기준 최저생

계비 1,188만 원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빈곤경험기간 3년

인 농가의 중위소득이 이러한 2인기준 도시가계의 최저생계비 수준

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중위소득 대비 상대소득비

의 감소 정도는 빈곤경험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농가에 비해 빈곤경험기간 1년인 농가

의 상대소득비는 54.0%p 감소하지만, 빈곤경험기간이 2년에서 3년으

로, 그리고 3년에서 4년으로 증가할 경우 상대소득비 감소는 각각

13.87%p, 6.3%p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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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농가 빈곤 경험 연수별 빈곤농가의 분포

단위: 원, %

자료: 농가경제조사(2008-2012)

<표 2-7>은 빈곤경험에 따라 농가를 유형화한 결과이다. 본 연구

에서는 반복빈곤을 기준으로 빈곤을 유형화하는 선행연구10)와 달리

5년간의 전체 빈곤경험기간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전체 빈곤경험기간이 2년 이하인 농가는 일시빈곤 유형으로 분류하

였으며, 5년의 분석기간 중 3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농가는 지속빈

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농가 중 28.41%인 563 가구가 2년 이

하의 기간 동안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16.54%인 328농가가 5년 중 3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지속빈곤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일시빈곤 농가의 중위소득은 19,600,000원으로 전

10) 비교적 짧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 경험에 따라 빈곤을 유형화한 연구

로는 Whelan et al.(2003), Fouarge and Layte(2005) 등이 있음. Fouarge and

Layte(2005)는 5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 경험여부에 따라 빈곤유형을 한

번도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지속 비빈곤: the persistent non-poor), 해당기

간 중 1번만 빈곤을 경험한 가구(일시빈곤: transient poor), 1회 이상 빈곤을 경

험하면서 매 회당 빈곤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은 경우(반복빈곤: recurrent poor),

최소한 3년 이상 연속된 빈곤경험을 가진 가구(지속빈곤: persistent poor) 등 4

가지로 유형화 함.

빈곤경험연수 농가 수 비율 중위소득 상대소득비

0 1,091 55.05 37,800,000 137.96

1 349 17.61 23,000,000 83.94

2 214 10.8 16,100,000 58.76

3 134 6.76 12,300,000 44.89

4 123 6.21 10,600,000 38.69

5 71 3.58 8,195,383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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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중위소득 대비 상대소득비는 86.6% 수준이며, 지속빈곤 농가의

중위소득은 전체 중위소득의 46.39%인 10,500,000원 수준이다. 가구

주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비빈곤한 경우 63.9세, 일시빈곤 유형은

65.8세, 지속빈곤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70.6세로 빈곤이 지속될수록

가구주의 평균 연령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농가 빈곤 유형별 특징

자료: 농가경제조사(2008-2012)

  영농형태별 빈곤 농가와 비빈곤 농가의 특징은 다음의 <표 2-8>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비빈곤 농가와 빈곤 농가의 소득 격차는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 있고, 많게는 비빈곤 농가의 평균 소득의

17%의 소득 수준인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11). 또한 빈곤가구의 가

구주 나이가 비빈곤 가구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논벼

농가의 빈곤가구주 연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논벼농가가 다른 영농형태를 가진 농가들에 비해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며, 그 뒤로는 채소농가, 축산농가, 과수농가 순으로 상대적 빈

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11) 축산농가의 경우, 해당 자료 기간(2008년, 2011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일

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어 일반적인 축산농가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축산농가 평균소득에 대한 해석은 추가하지 않았음.

유형 가구 수 구성비(%) 평균소득(원) 상대소득(%)
가구주 
평균연령

비빈곤 1,091 55.04  37,800,000 167.01 63.9

일시빈곤 563 28.41   9,600,000 86.60 65.8

지속빈곤 328 16.54  10,500,000 46.39 70.6

전체 1,982 100.00 22,633,333 100.00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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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농가 영농형태별 빈곤 구성비 및 특성 비교

자료: 농가경제조사(2008-2012)

영농형태
년도 중위소득(원) 가구주 나이 상대

빈곤율
(%)

구분 비빈곤 빈곤 % 비빈곤 빈곤

논벼농가

2008   23,500,000 9,639,625 41.02 66.01 72.16 18.48

2009   26,000,000 9,998,533 38.46 66.87 71.58 27.02

2010   22,900,000 9,931,563 43.37 67.83 72.81 31.07

2011   26,100,000 10,200,000 39.08 68.46 72.01 34.13

2012   38,000,000 8,861,770 23.32 65.8 70.41 24.81

평균   27,300,000 9,726,298 35.63 66.99 71.79 27.10 

과수농가

2008   29,800,000 8,136,894 27.31 65.8 66.29 11.16

2009   30,100,000 9,090,390 30.20 64.14 68.8 20.93

2010   34,100,000 9,833,949 28.84 64.95 68.05 15.58

2011   37,500,000 9,277,678 24.74 65.77 69.47 19.73

2012   40,100,000 10,300,000 25.69 65.57 70.11 21.95

평균   34,320,000 9,327,782 27.18 65.25 68.54 17.87 

채소농가

2008   26,100,000 8,330,211 31.92 62.88 65.79 26.44

2009   27,100,000 8,749,561 32.29 63.77 67.25 23.32

2010   31,900,000 10,500,000 32.92 65.27 70.37 21.67

2011   34,800,000 9,678,837 27.81 66.26 70.47 28.94

2012   38,300,000 9,158,215 23.91 65.59 71.00 22.66

평균   31,640,000 9,283,365 29.34 64.75 68.98 24.61 

축산농가

2008   28,900,000 6,638,257 22.97 60.59 63.78 28.65

2009   37,500,000 8,468,507 22.58 61.96 66.44 10.11

2010   36,900,000 8,102,805 21.96 63.28 64.94 20.12

2011   40,200,000 -246,967 -0.61 63.5 65.55 27.88

2012   34,200,000 8,988,026 26.28 68.53 71.75 15.09

평균   35,540,000 6,390,126 17.98 63.57 66.49 20.37 

기타농가

2008   34,500,000 8,614,762 24.97 61.67 65.32 11.89

2009   37,600,000 8,415,866 22.38 62.54 65.87 12.03

2010   38,600,000 9,484,132 24.57 62.98 67.72 10.91

2011   44,800,000 8,200,153 18.30 63.7 67.03 15.25

2012   38,900,000 8,916,548 22.92 66.72 71.85 24.61

평균   38,880,000 8,726,292 22.44 63.52 67.56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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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벼농가는 2012년도에 비빈곤 농가의 중위소득이 가장 높았고,

빈곤 농가는 2011년도의 중위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농

가는 2012년도에 비빈곤 농가와 빈곤 농가의 중위소득이 가장 많았

다. 채소농가 중 비빈곤한 농가는 2012년 중위소득이, 빈곤 농가는

2010년의 중위소득이 높았다. 그러나 축산농가 중 빈곤 농가의 중위

소득은 –246,967원으로 가축질병으로 인해 경영상의 위험을 겪은

축산 농가들의 피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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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제 1 절 분석 모형

1. 농가 빈곤지속 결정요인 분석모형

본 논문에서는 농가의 빈곤지속 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순위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한다. 는 빈곤지속

기간이라는 서열적 의미를 갖는 변수로 다음의 식(1)과 같은 형태의

모형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


  





(2)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식(3)과 같은 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3) Pr ≤Pr ≤

Pr ≤

: 절편항(cutoffs),       

식(3)은 가 번째 이하의 범주에 속할 누적확률을 나타낸다. 이

는 가 1, 2, 3, 4, 5번째까지의 범주에 속할 누적확률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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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누적확률은 누적분포함수를 통해 구할 수 있음에 따라 오차

항 가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순위로짓모형을 추정한

다.

서열관계를 갖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식(3)의 누적확률

을 이용하는데, 누적확률은 다음의 식(4)와 같이 표현된다.

(4)exp

exp

식(4)는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누적분포함수이고,

는 




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확률변수는 비선형 누적분포함

수의 형태를 갖고 있어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에 비선형적 효과를

미치게 된다12). 이와 같은 문제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Odds 비율

(odds ratio)을 이용하여 결과를 해석한다(식 5).

(5)Pr  

Pr ≤
PrPr ≤

Pr ≤

(6) Pr   
 



Pr ≤

식(6)은 확률변수 가 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누적확률을

의미한다. 식(4)에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식(5)에 주어

진 odds 비율에 로그를 취한 로짓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2)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로지스틱 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의

확률밀도함수는  expexp로 주어지며, 누적분포함수는
 expexp로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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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og Pr ≤  lnPr 

Pr ≤
 lnPr 

Pr ≤

 
  



       

식(7)은 절편항을 제외하고 모든 기울기 계수가 동일한 값을 갖는

로짓을 의미하고, 와 와 선형관계를 갖는다.

식(7)의 계수 는 모든 설명변수가 (서열적)종속변수에 동일한 효

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절편항()이 각 범주별 서열을 결정하는 것

을 보여준다.

또한 식(7)에 의해 값이 주어질 경우 선택범주 간의 odds 비율

의 로그값은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순서형 로짓 모

형에서는 parallel regression 가정(이하 PR가정)이라고 한다. 이 가

정은 각 범주 선택에 대한 누적확률(cumulative probability)을 결정

하는 모수 가 같다는 가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각 범주의 누적

확률은 에서만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누적확률을 결정하는 모수

가 모든 범주에 대해 동일한 Parallel regression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PR 가정이 적절한지 검정하기 위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각 범주의 누적확률을 결정하는 가 서로 같다.

  각 범주의 누적확률을 결정하는 가 서로 같지 않다.

만약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일반 순서형 로짓 모형을 추정하는 것

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와 순서가 없는 다항로짓

모형 등의 다른 모형을 추정하거나, 동일한 벡터공간 내에서 벡터

들은 평행이 아니더라도 서로 만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표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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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응답 범주간의 정보가 증가하고 통계적 오차

가 보다 작아지게 되므로 PR가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한

다.

2. 농가 빈곤 유형 결정요인 분석

본 논문에서는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

여 농가 빈곤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다항로짓모형은 종속변

수가 비순서형 선택일 때 주로 사용되는데, 농가 빈곤의 유형은 비

빈곤, 일시빈곤, 지속빈곤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항로짓모형을 이

용하도록 한다. 다항로짓모형은 Theil(1969, 1970)을 통해 본격적으

로 연구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항로짓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8)  만약 농가 가 빈곤유형 에 속하는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비빈곤 일시빈곤 지속빈곤

(9)  Pr 

는 농가 가 빈곤유형과 관련된 범주인 비빈곤, 일시빈곤, 지속

빈곤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세가지의 범주를 사용

하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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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짓모형을 응용하여 위의 확률식 식(10)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은

다항로짓모형이 도출된다.

(11)  


  









식(11)은 각 범주별 절편항 및 기울기 계수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짐에 따라 하첨자 가 붙어있다. 이는 각 빈곤 유형별로 다른 가

중치가 각 설명변수에 부여됨을 의미하고, 서로 다른 3개의 회귀방

정식이 추정된다. 하지만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독립적으로 3개의 확

률을 모두 추정할 수는 없어 하나의 범주를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이 범주의 계수들을 모두 0으로 정한다. 따라서 첫 번째 범주인 비

빈곤유형을 기준범주로 설정하면   및  으로 정해지므로,

3가지 범주에 대한 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정치를 얻게 된다.

(12)  







(13)  








(14)  








위에 나타난 확률은 동일한 설명변수를 가져도 계수들이 반드시

같은 값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식(12), 식(13), 식(14)를 다 더할 경

우 각 범주들은 상호배반사건이므로 그 합은 1이 된다.

비선형 형태인 식(12), 식(13), 식(14)를 설명변수들의 선형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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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ln




(16) ln




(17)  

식(15)과 식(16)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우법(ML)을 통해 동시에

추정해야 하며 계수추정치들은 기준범주와 관련하여 해석한다.

다항로짓모형의 주요 가정은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조건으로, 번째 농가가 번째 빈곤 유형에 속할 확률

를 추정할 때의 오차항과 (≠)번째 유형에 속할 확률 를 추

정할 때의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와 유

형을 비교할 때, 이들 유형과 그 외의 다른 유형과는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제 2 절 분석 자료

본 논문에서 이용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는 5년 단위로 동일한

표본을 유지하며 매년 조사되는 패널자료이다. 농가경제조사는 농가

의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 상태 등을 조사해 농가의 경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본 연구의 농가 빈곤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농가의 빈곤 동태를 파악

하기 위해 5년 동안 시계열 자료가 유지된 농가 표본을 분석대상으

로 하되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농가를 제외한13) 총 1,982개의

13) 본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포함시켜 분석함.



- 36 -

표본을 사용한다.

<표 3-1>은 본 연구에 이용된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농가 빈곤지속기간과 농가 빈곤유형의 결

정요인으로서 인구학적 특성 변수인 가구주 연령과 가구주 연령제

곱, 가구원 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농가표본

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5.5세이며, 전체의 37%가 초등학교 졸업의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가유형과 영농형태를

농가특성변수로 고려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농가 중 전업농은 41%,

겸업농은 59%를 차지하고, 영농형태의 경우 기타 농가를 제외하면

채소농가, 논벼농가, 과수농가, 축산농가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농가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경지면적과 임차지 비중을 고

려하였다. 표본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19,488.26㎡이며 그중 임차지

비율은 36.3%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접지불금과 농업피해보상금 등 공적보조금

이 농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피해보상금, 농업

투자보조금 및 기타농업보조금 등 세 가지의 농업관련 보조금과 농

업 이외의 보조금을 고려하였다. 농가경제조사에서 농업잡수입으로

분류되는 농업피해보상금을 본 논문에서는 농업관련 공적보조금으

로 재분류하였다. 표본농가의 평균 농업피해보상금은 약 64만 원,

농업투자보조금은 23만 원, 기타농업보조금은 약 134만 원, 그리고

농업 이외의 보조금은 319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전소득을

의미하는 사적보조금 규모가 독립변수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역특성이 농가 빈곤의 동태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인당 GDP, 부양인구비율, 사회보장비14)

비율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였다. 인구부양비는 평균 62.35%로 생

산인구가 상당한 수준의 인구 부양을 짊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14) 사회보장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

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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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인당 GDP는 5년 평균 2,6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비지출비율은 평균 41.2%, 표준편차 10.21%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

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는 25.4%이지만 연도별·지역별로 차이가 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N=1,982)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평균
표준
편차

종
속
변
수

빈곤유형
빈곤 상태 여부

(비빈곤=1, 일시빈곤=2, 지속빈곤=3)
1.61 0.75

빈곤경험연수 농가별 빈곤 경험 연수(0~5) 1.02 1.43

가
구
주
특
성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 65.54 10.05

가구주 연령 제곱 가구주 연령제곱 4,396.85 1,281.07

가구원 수 가구원 수 2.65 1.05

교육수준
더미

미취학 0.13 0.34

초등학교 졸업 0.37 0.48

중학교 졸업 0.21 0.41

고등학교 졸업 0.25 0.43

대학교 이상 0.04 0.20

농
가
특
성

농가유형
더미

전업농 0.41 0.49

겸업농 0.59 0.49

영농형태
더미

논벼농가 0.21 0.41

과수농가 0.11 0.31

채소농가 0.23 0.42

축산농가 0.07 0.26

기타농가 0.37 0.48

경지면적(㎡) 경지면적 19,488.26 22,762.34

임차지 비중(%) 임차지 면적 비중 36.3 33.42



- 38 -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평균
표준
편차

이
전
소
득

농업피해보상금(원)
농업잡수입에 포함되는 

농업피해보상금
640,761 6,758,799

농업투자보조금(원)
이전수입의 공적보조금에 속하는 

농업투자보조금
232,325 2,530,892

기타농업보조금(원)
이전수입의 공적보조금에 속하는 

기타농업보조금
1,339,422 3,346,325

기타 
공적보조금(원)

기타 공적보조금(농업관련 제외) 3,196,843 4,814,829

사적보조금(원)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1,314,805 3,886,184

지
역
별
특
성

인구부양비(%) (아동인구+노인인구)/생산인구 62.35 5.68

1인당 GDP(천원) 총생산/총인구 26,401 2272.66

사회보장비 지출(%) 사회보장비 지출/일반회계 총지출 41.20 10.21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예산 25.44 4.40



- 39 -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농가 빈곤지속 결정 요인 분석

순위로짓모형은 서열화된 종속변수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빈곤 경험기간이 0부터 5까지 나타남에 따라 순위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빈곤경험기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15). 먼저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빈곤경험기간이 늘어날 확률은 줄어들지만

확률의 감소 정도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고령화와 빈곤문제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이은우, 2007; 송시완, 2015)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가구원 수가 더 많은 농가일수록 빈곤지속기간이 길어질 확률이 줄

어드는데, 이는 농가 내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한 소

득확보의 가중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은 높

아질수록 빈곤지속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인적자

원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농가의 경영 특성이 농가의 빈곤지속기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논벼농가에 비해 과수농가나 채소농가, 그리고 기타

농가는 빈곤지속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산농가는 분석기간 내 논벼농가에 비해 빈곤지속기간이 길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축산농가가 2010~2011년의

15) 순위 로짓 분석은 PR가정을 만족해야 하는데, 회귀선이 평행이라는 가정이 기

각되면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거나 회귀선이 동일한 기울기를 갖지는 않더라도

교차하지 않는 회귀선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결과값을 수용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PR가정을 Long and Freese(2006)의 omodel검정법에 따라 검정한

결과 회귀선이 평행이라는 가정을 기각하지 않아 귀무가설 검정을 통해 본 결

과를 수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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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빈곤에 처한 농가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6). 이러한 피해에 따라 축산농가의 일시적 빈곤

확률이 높게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업농가가 겸업농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지속기간을 길게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작면적보다는 경작면적 중 임차지비중이

높을수록 빈곤지속기간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빈곤경험기간이 길어질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 중 농업관련 공적보조

금의 경우 농업투자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빈곤경험기간이 늘어

날 확률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보조금의 규모

가 늘어날수록 빈곤지속기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 등 이전소득이 농가의 빈곤경

험기간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즉, 일시적으로

농가소득에 타격을 받았을 때 주로 지급되는 가격보상금(보험), 피

해보상금, 변동직불금, 폐농자재판매 대금 등 농업피해보상금은 규

모에 비례하므로 대농이나 부농의 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농업피해보상금이 농가

빈곤경험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

정직불금과 농업자재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한 기타농업보조금 역시

빈곤경험기간 감소에 도움이 되는 반면, 농업투자보조금의 경우 농

가 빈곤경험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의 영향을 보면 인구부양비나 사회보장비지

출 비중은 빈곤경험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인당 GDP는 빈곤경험기간에 양의 영향을, 그리고 재정자립

도는 빈곤경험기간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가 높을수록 빈곤경험기간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다

16) 실제로 당시의 살처분 피해액이 3조 원으로 집계되었고,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었음.



- 41 -

소 의외의 결과이다.

<표 4-1> 빈곤지속기간 순위로짓모형 추정결과

변수 빈곤경험년수 odds ratio

가구주 특성

연령
-0.316***
(0.016)

0.729*** 

연령제곱
0.003***
(0.000)

1.003*** 

가구원 규모
-0.184***
(0.019)

0.832***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0.059
(0.059) 

0.943 

중학교졸업
-0.243***
(0.056)

0.784*** 

고등학교 졸업
-0.382***
(0.051)

0.683*** 

대학교 졸업
-0.526***
(0.072)

0.591*** 

농가
특성

영농형태

과수농가
-0.382***
(0.050)

0.682*** 

채소농가
-0.230***
(0.047)

0.794*** 

축산농가
0.360***
(0.114)

1.434*** 

기타농가
-0.551***
(0.035)

0.577*** 

전/겸업 겸업
-0.644***
(0.024)

0.525*** 

경작면적
0.000***
(0.000)

1.000*** 

임차지비중
0.344***
(0.08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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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2: 괄호는 표준오차 값을 의미함.

이전
소득

농업피해보상금
-0.008**
(0.003)

0.992**

농업투자보조금
-0.006
(0.007)

0.994 

기타농업보조금
-0.046***
(0.004)

0.955*** 

기타 공적보조금
-0.007*
(0.004)

0.993**

사적보조금
-0.009***
(0.003)

0.991*** 

지역별특성

인구부양비
0.001
(0.005)

1.001 

1인당 GDP
0.000***
(0.000)

1.000*** 

재정자립도
-0.010***
(0.003)

0.990*** 

사회보장비 지출
-0.007
(0.005)

0.993 

/cut1 -11.228 

/cut2 -10.334 

/cut3 -9.600 

/cut4 -8.930 

/cut5 -7.782 

LR chi2(23) 1,7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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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농가 빈곤유형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는 농가의 빈곤 유형을 빈곤 경험 연수에 따라 비빈곤, 일

시빈곤, 지속빈곤으로 구분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농가 빈곤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표 4-2). 여기서 일시적인 빈곤은 경

영상의 타격 등으로 인해 발생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지속빈곤은 농가 자체가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앞 절에서 제시된 순위로짓모형에서 사용한 변수와 동

일하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인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초고령화가 되면 반

대로 일시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 역시 증가할수록 빈곤상태를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앞 절의 농가 빈곤지속기간

으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졸과 중졸을 제

외한 교육변수 또한 일시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농가의 고등

교육 지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

속빈곤 농가에는 가구주의 중학교 졸업 교육 수준 변수 또한 유의

미하게 나타나, 초등학교 졸업 이후의 교육이 현재 농가의 가구주들

에게는 필수 교육과정이 아니었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유형별로는 과수농가를 제외한 채소농가와 기타농가가 논벼

농가에 비해 일시빈곤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

나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내 경영상의 이유로 일시빈곤에

진입하여 논벼농가에 비해 일시빈곤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다. 또한

겸업농가일수록, 임차지비중이 낮을수록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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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속빈곤을 경험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과수농가, 채소농

가, 기타농가가 논벼농가에 비해 지속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낮았고,

축산농가의 결과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업농가보다는 겸업농가일수록, 임차지 비중이 낮을수록 농가는 비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이전소득 변수 중 기타 농업보조금과 기타 공적보조금

규모가 클수록 일시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

타 농업보조금과 기타 공적보조금은 각각 농가가 농업 생산에 투자

한 비용과 노령 연금 등 생활 보조 형태의 이전소득으로, 일시빈곤

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는 빈곤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지속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소득 변수로는 일시빈곤과는

다르게 농업피해보상금과 기타농업보조금, 사적보조금 변수가 유의

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빈곤 농가는 일시빈곤을 경험하는 농

가에 비해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이 어려워 친지나 부양의무자 등으

로부터 사적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

시빈곤과 달리 농업투자보조금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지속빈곤 농

가가 농업 경영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급여나 기초보장급여와 같은 기타 공적보조 역시

지속빈곤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

적으로 지속빈곤을 경험하는 농가들에게 기타 공적보조금이 제 기

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 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부양비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속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일시빈곤과 동일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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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빈곤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일시빈곤 vs. 비빈곤, 지속빈곤 vs. 비빈곤)

구분
비빈곤
vs.

일시빈곤

비빈곤
vs.

지속빈곤

변수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가구주 
특성

연령
-0.189***
(0.027) 

0.828 
-0.411**
(0.034)

0.663 

연령제곱
0.002***
(0.000)

1.002 
0.004***
(0.000)

1.004 

가구원 규모
-0.073***
(0.026)

0.930 
-0.340***
(0.041)

0.71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0.050
(0.082)

0.952 
-0.077
(0.092)

0.926 

중학교졸업
-0.115
(0.091) 

0.891 
-0.394***
(0.110) 

0.675 

고등학교 
졸업

-0.229**
(0.093)

0.795 
-0.626***
(0.114)

0.535 

대학교 
졸업

-0.459***
(0.148)

0.632 
-0.617***
(0.188)

0.540 

농가
특성

영농
형태

과수농가
-0.076
(0.089) 

0.927 
-0.652***
(0.119)

0.521 

채소농가
-0.244***
(0.073)

0.784 
-0.375***
(0.090)

0.687 

축산농가
0.794***
(0.101)

2.213 
0.287**
(0.134)

1.333 

기타농가
-0.512***
(0.073)

0.599 
-0.630***
(0.095)

0.533 

전/겸업 겸업
-0.521***
(0.054)

0.594 
-0.899***
(0.071)

0.407 

경작면적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임차지비중
0.295***
(0.076) 

1.344 
0.410***
(0.09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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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주2: 괄호는 표준오차 값을 의미함.

이전
소득

농업피해보상금
-0.003
(0.004) 

0.997 
-0.013**
(0.005)

0.987 

농업투자보조금
-0.012
(0.008)

0.988 
0.000
(0.012)

1.000 

기타농업보조금
-0.026***
(0.005)

0.974 
-0.06***
(0.006) 

0.936 

기타 공적보조금
-0.010**
(0.004)

0.990 
-0.005
(0.006)

0.995 

사적보조금
-0.005
(0.004)

0.995 
-0.014***
(0.05)

0.986 

지역별
특성

인구부양비
0.022***
(0.006)

1.022 
-0.016**
(0.008)

0.984 

1인당 GDP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재정자립도
-0.011***
(0.003)

0.989 
-0.011***
(0.004)

0.989 

사회보장비 지출
-0.007
(0.006) 

0.993 
-0.005
(0.007)

0.995 

_cons
5.270***
(1.011)

194.428 
14.833***
(1.315)

2,766,981

ll -8,755.7007
LR chi2(46) 1,9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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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일반 도시가구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 농가 빈곤의 특

징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농가의 빈곤 경험 기

간과 빈곤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농가

경제조사의 소득 자료를 이용하며 중위 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

선으로 설정해 빈곤가구를 정의하였고, 빈곤을 경험하는 연수와 빈

곤 경험 연수에 따라 빈곤유형을 비빈곤, 일시빈곤, 지속빈곤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1,982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093가구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경험기간이 1년인 농가는 349가구로 전

체의 17.6%를 차지하고, 총 2년의 빈곤경험이 있는 농가는 214농가

로 전체의 10.8%를 차지하여, 빈곤경험기간 2년 이하의 가구가 전체

빈곤경험가구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경

험기간 3년 및 4년인 농가는 각각 134 및 123농가로 전체 농가의

6.76%, 6.2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빈곤상

태에 있는 농가는 71농가로 전체 농가의 3.58%로서 빈곤경험농가의

7.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유형별로 농가를 구분한 결과, 전체 농가 중 28.41%인

563 가구가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빈곤을 경험한 일시빈곤 유형으

로 분류되었고, 16.54%인 328 농가가 5년 중 3년 이상 빈곤을 경험

한 지속빈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일시빈곤 농가의 중위소득은

19,600,000원으로 전체 중위소득 대비 상대소득비는 86.6% 수준이며,

지속빈곤 농가의 중위소득은 전체 중위소득의 46.39%인 10,500,000

원 수준이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비빈곤한 경우 63.9세,

일시빈곤 유형은 65.8세, 지속빈곤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70.6세로 빈

곤이 지속될수록 가구주의 평균 연령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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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빈곤 유형과 빈곤지속기

간에 공통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 특성 변수와 농가특

성변수 중 교육변수는 농가가 지속적 빈곤을 경험할수록 초등교육

도 유의미한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논벼농가의 빈곤상태는

다른 영농형태를 가진 농가에 빈곤상태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작지 면적 중 임차지 비중이 많을수록 빈곤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 빈곤 유형과 농가 빈곤지속기간의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빈곤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비빈곤 농가를 기준범주로 설정하여 일시빈곤 농가와 지속빈곤

농가에 대한 계수들을 추정한 결과, 일시빈곤과 비빈곤을 비교해보

면 기타 농업보조금, 기타 공적보조금 규모가 클수록 일시빈곤을 경

험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빈곤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별 특성

은 인구부양비율과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 변수로, 인구부양비율이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농가는 일시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

았다.

비빈곤과 지속빈곤을 비교한 결과는 일시빈곤과는 다르게 농업피

해보상금과 기타농업보조금, 사적보조금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농가는 일시빈곤에 처한 농가보

다는 더 고령화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은 상태 등의 여건 속에 있

기 때문에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속빈곤유형으로 분류되는 농가는 친지나 부양의무자 등

으로부터 사적보조를 받지만, 농업 경영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농업투자보조금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보험급여나 기초보장급여와 같은 기타

공적보조금 변수 또한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된 점에서 지속빈곤을

경험하는 농가들에게 공적보조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보다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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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펴

보면 인구부양비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속빈곤에서 벗

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는 일시빈곤과 동일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농가의 빈곤 경험 기간은 농가가 받는 농업피해보상금, 기타농업

보조금, 기타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보조

금 규모가 늘어날수록 빈곤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빈곤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역별 특징을 설명하

는 유의한 변수는 1인당 GDP, 재정자립도로 나타났는데, 1인당

GDP는 빈곤지속기간별로 동일한 한계효과를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농가 빈곤 경험 기간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농가의 빈곤유형 및 빈

곤경험기간 등 농가 빈곤의 동태적 측면을 살펴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짧은 시계열인 분석자료의 속성상 빈곤의 지속성을 고

려한 농가 빈곤의 유형화와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농가와 일

반 도시가구의 빈곤 동태에 대한 비교도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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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Factors of

Farm Household Poverty Types

and Duration

Siwa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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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omestic agriculture has been experiencing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for the last two decades. Such changes include

FTA agreements with many foreign countries, rural-urban

migration, and population ageing. Following these changes, the

overwhelming inflation rate and rise of farm household debts,

despite the increase in rural household incomes, have exacerbated

the indexes for farm households. Thus, a considerable number of

farm households have undergone an economic crisis. The relative

poverty rate addressed in this thesis also represents an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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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5.5%p—from 17.81% in 2008 to 23.36% in 2012—showing that

the farm household economy has aggravated in contrast to the

ordinary households whose poverty rate keeps decreasing.

The types of farm household povert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rming form, size, and other factors of

farming. These components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production environment and agricultural policies enforced by the

government. The repealing of the government’s rice-procurement

program, the expansion of rice imports in 2005, the rise in the

production cost due to the rapid international grain cost increases

and the decrease in profit within the agricultural field following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s in 2008, and the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 in 2011 have all contributed to the rise

of the poverty rate in farming households.

Moreover, the weak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farm

household and unsophisticated beneficiary conditions caused

further aggravation of farm poverty. The pension for farmers and

fishermen had been fundamentally excluding many beneficiary

candidates due to the 70-year-old age restriction for eligibility.

Further, the special pension for the elderly are 130,000 to 150,000

won each month. This is largely insufficient as a retirement

income security. Additionally, as farmers are paying a heavy

amount for health insurance and female farmers are continuously

discriminated, there is an intensifying of farm household poverty.

Previous research has either not considered the dynamics of

farm household poverty due to analyzing data separately for each

year or has been unable to generalize the results du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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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sample. Furthermore, even if it had consider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it still did not reflect the regional traits

where the farm households were located. Hence, this research is

distinctive in analyzing the dynamics of farm households and

thei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by differentiating from previous

research that had primarily delved into the decision factors of

farm household poverty and their uneven income distribution.

This paper on the characteristics of poverty in farming

households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types of poverty

and duration of poverty experienced by farm households between

2008 and 2012. To this end, the income data for farm households

have been used in order to set up the 50% spot of the median

earnings as the relative poverty line to define the poverty status

of a household. In turn, the poverty duration has been calculated

and the types of poverty have been classified, as well, into

“non-poverty”, “temporary poverty”, and “constant poverty”

categories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years in poverty.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ducation

variable, which falls within the farm household-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householder-characteristics variables, affecting the

span of poverty duration and poverty type to a similar degree

appea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level of elementary

education was correlated with more constant poverty. Also, rice

farmers showed serious poverty levels compared with households

with other farming forms. Meanwhile, the analysis result of this

thes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stockbreeding farmhouses have

experienced temporary poverty within the analyzed period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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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animal diseases like the foot-and-mouth outbreak and

avian influenza (AI). Moreover, it was analyzed that poverty

duration tends to extend if the proportion of a leased land out of

a farm land is large.

The poverty experience of farm households is related to the

size of extra damage compensation, extra agricultural subsidies,

and extra public or private aid. The larger the aid, the shorter

the duration of poverty is, proving that such financial protection

serves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escape from poverty. In

addition, the analysis proved that a high degree of fiscal

self-reliance—a variable which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

—reflected a higher possibility of shorter poverty duration for

farm households.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verty type, the

coefficients of both farm households’ poverty types—temporary

and constant poverty—have been estimated by categorizing the

non-poverty households as the standard. Comparing temporary

poverty and non-poverty, there was a higher possibility of

temporary poverty being in the presence of greater, extra

agricultural subsidy and extra public aid. Also, the ratios of

higher working-age people supporting retirees and lower fiscal

self-reliance—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that affect the

poverty type—were related to the higher possibility of temporary

poverty.

The comparison between non-poverty and constant poverty

yield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gricultural

damage compensation and extra agricultural subsidy and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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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The interpreted results display the fact that the households

in constant poverty commonly feature low education and high

age and, therefore, find it difficult to escape poverty. For these

reasons, farm households that fall under the “constant poverty”

type receive private aid from their relatives or personnel

obligated to support them. However, they do not have enough

finances to invest in agricultural management, which results in

the statistical insignificance of farm-investment subsidy variables.

Lastly, regard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the farm

households with a lower ratio of working-age people supporting

each retiree and a higher ratio of fiscal self-relianc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escaping constant

poverty. This finding was identical with the result from

analyzing temporary poverty.

Nevertheles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ime-series analysis,

rigorous analyses of both the poverty duration and

poverty-duration-related type classification of farm households

have not been conducted. This result may be indicative of the

limits of this research. Another possible, and important, future

research topic could be the comparison of the poverty dynamics

between ordinary urban households and farm households.

Keywords: farm household poverty, poverty dynamics, consistent

poverty, type of poverty

Student number: 2014-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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