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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김부연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

고,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농업경영

체 등록 정보 DB를 이용해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주산지

를 비교했으며, Tomoya Mori 외(2005)가 Kullback-Leibler

divergency의 이론에 근거하여 고안한 D-index를 적용해 친환경 농

산물 생산에 지역적 집중이 높은 품목을 확인했다. 그 결과

D-index가 2.353인 친환경 양파의 지역적 집중이 가장 높았으며, 친

환경 마늘(1.935),밤(1.890),고추(1.861) 순으로 지역적 집중이 높게

나왔다.

둘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Moran's I 와 LISA 분석을 통해 전역적 공간 자기상관성 및 국지

적 공간 자기상관성을 검정했다. Moran's I 검정 결과, 친환경 토마

토를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

재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LISA분석을 통해서 일부 친환경 농

산물(복숭아·사과·단감) 생산의 집적지가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을 넘

어서 연결되어 나타났음을 확인했으며, 집적지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 iii -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적 연계가 있음을 유추했다.

셋째, 공간시차모형을 적용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봤다. 추정 결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간 종속성을 나타내는 계수인  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특정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활동은 인접

한 주변 지역의 평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친환경 농업 활동의 공간 종속성은 외부성 발현과정에 주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어 : 주요 친환경 농산물, 공간 분포, 공간 자기상관성, 지역적 

편중, 공간시차모형

학  번 : 201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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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업 공간의 위축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증대로 친환경 농업1)이 부각되고 있다(현기

순·이금숙, 2011). 또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기상 이변과 환

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2)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

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비중이 증가세를 보

여 앞서 언급한 시장환경변화 및 자연환경변화에 따라 친환경 농업

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친환경 농업을 둘

러싼 여건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한국 농업에서 친환

경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

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 축· 임산물을 생

산하는 농업이다(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2)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양립을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가

발표한 ‘우리의 공통된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되었다. 미래 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세대간의 형평성’

과, 자연 환경과 자원을 이용할 때는 자연의 정화 능력 안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여야 한

다는 ‘환경 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한다.(이우평,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 사전.

신원: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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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톤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친

환

경

농

산

물

인

증

량

계 365 461 798 1,128 1,786 2,188 2,358 2,216 1,8523)

유

기

농
4)

33 37 68 96 107 115 109 122 123

무

농

약
5)

120 167 242 320 444 554 880 1,040 980

저

농

약
6)

212 257 488 712 1,235 1,519 1,369 1,054 749

전체

농산물

대비

비중

2.1 2.5 4.4 6.2 9.7 11.9 12.2 12 10.6

<표 1-1> 연도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량

자료: 농림수산식품부,「친환경농산물 인증량, 2012」7)

친환경농업이 실천된 이후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한 국내 여러 연

구들이 있었다. 그 중 친환경농업의 공간 분포에 관한 연구에는 한

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분포 특성(정희선, 2003)과 현기순·

이금숙(2011)의 한국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확산 양상과 그 지리적

함의가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는 이성

3) '11년에는 저농약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친환경 인증 내실화를 위해서 사후 관리

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인증면적이 감소하였고,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전

년보다 1인당 평균소비량이 감소하였으나 건강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증대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는 증가 전망이다(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4)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다(통

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5) 무농약 농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이다(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6) 저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을 기준량의 1/2이하로 사용하며, 제초제

사용이 불가한 농산물이다(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7) 친환경농산물 생산통계는 1999년부터 작성

전체농산물대비 비중 : (친환경농산물 인증량/농산물 총생산량) x 100(통계청 e-나

라지표: 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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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외(2004)의 친환경농업의 결정요인과 지역간 차이 및 김선애·이

기웅(2010)의 친환경농업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있다.

<그림1-1>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친환경농산물 인증량, 2012」

친환경 농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수(호)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전반에 대한 공간 분포를 나타냈으

며, 친환경 농업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농가 및 농가 경영주

의 특성을 분석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의 특성 및 공간의 특성에

의해 생기는 친환경 농업 공간 분포의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

한 공간 분포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공간의 특성 및 친환경 농업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공간 분포 분석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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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

서 파악하고, 이러한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친

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이용해 주요 친환경 농산물을 선정하고, 선

정된 주요 친환경 농산물의 주산지를 확인한다. 둘째, 주요 친환경 농산

물 생산의 지역적 편중을 확인하기 위해 D-index(Mori, T., 2005)를 적용

해 지역적 편중이 높은 친환경 농산물을 알아보며, 일반 농산물 생산을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편중된 지역을 알아볼 것이다. 셋째, 주

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전역적·국지적인 공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Moran's I(Moran, P.A.P., 1948)와 Local Moran's I 분석을 한다. 이

러한 분석은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

는지를 확인하고,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집적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공간시차모형을 적용해 주요 친환

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추정

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공간 종속성

및 공간 이질성을 나타내는 계수인  의 유의성을 검정하고, 기존의 이

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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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1. 국내 친환경 농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국내 친환경농업의 공간 분포와 관련된 연구에는 입지계수(LQ:

Loction Qutiuent)와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를 활용해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특징을 파악한 현기순·이금숙(2011)

이 있다. 현기순·이금숙(2011)은 2000년˞2005년 국내 친환경 농업의

공간 분포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농가의 특성(연령,

정보화수준, 교육 수준등)이 친환경 농업 분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정희선(2003)은 유기농 생산·소비 단체들이 처음 결성된 충북 괴산

군과 수원지보전지역인 경기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기농 생

산이 집중된 것에 주목하여 지역적 특성을 분석했다. 특히 유기 농

업이 한 지역에 뿌리 내리는데 유기농 생산물을 생산·소비·연구하는

단체들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친환경농업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한 이성우 외(2004)

는 지역 산업이 다양해질수록 친환경농업 생산이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은 전업농 보다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겸업농일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남성이 농가 경영주이

고, 가구원의 총 교육연수가 클수록, 농가 경영주의 교육 수준이 높

을수록 친환경농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반면 김선애·이기웅(2010)의 연구에서는 농가특성과 친환경농업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전남지역 시설채소농가에 대한

이들 분석에서 오히려 경영 면적이 친환경농업과 양(+)의 상관관계

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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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농업의 공간 분포에 대한 이론적 논의

친환경 농업 관련 국외 연구로는 독일의 유기농 공간 분포를 분석

한 Schmidner et al.(2011)가 있다. Schmidner et al.(2011)는 독일 유

기 농업의 활동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유기 농업 지역들이 어느 정도

집적되고, 이러한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토질이나 자연

보호 지역과 같은 외생적인 변수 이외에 기술·정보와 같은 ‘외부경

제’적인 요인, 공간적 스필오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Wollni et

al.(2013)는 이를 확장하여 유기농업 활동에 공간적 스필오버가 존재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친환경 농업 부문의 특수한 성격과 연관 지

어 설명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의 공간 분포에 대한 근본적인 원

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농업 분포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정보가 희소하며, 시장 혹은 상업 중심지와의 거리가 먼 공

간에서 비공식적인 정보의 교환은 그렇지 않은 다른 공간에서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인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은 이웃과 지인들을 비롯

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친환경농업

을 실천하는 지역 내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Porter(2000)가

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을 가속화하는 지식 스필오버를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인접지역 간의 집적경제 외에 친

환경농업의 공간 분포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순응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행동과 문화적인 규범을 따

르는 것에 대한 강한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며(Platteau, J.-P., 2000)

이러한 규범과 행동에 대한 순응은 기대 이상의 이익을 준다고 설

명했다. 특히 low-potential 지역에서 마을 단위의 네트워크는 농업

활동을 하는 농부들이 부정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에 대단히 중요하

다. 사회적인 순응의 결과는 미래 위험을 대처할 중요한 전략이 되

지만, 사회적 순응을 따르지 않은 개인에게는 위기에 봉착할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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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의 실천도

사회적인 순응에 포함된다는 점을 내포하며,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농업 공간 분포에 사회적 순응이라는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Moser 과 Barrett(2006)은 마다가스카에서 새

로운 기술을 채택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지를 연구했으며, 그 결과 학습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사회

적 순응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을 실천하는 농가가 많아질수록 개인들은 새로

운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Wollni, M., &

Andersson, C., 2013). 즉, 학습을 하는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상

당히 줄어들게 되는 긍정적인 외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Lewis et

al.(2011)는 긍정적인 외부성은 특히 정보가 희소한 환경, 즉 친환경

농업과 같은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기존의 국외 연구들은 친환경농업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연·환경적 요인 외에 사회적 요인을 설명했다. 또한 친

환경농업 기술의 특징과 관련해, 친환경 농업이 관행 농업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과 이로써 기인된 공적인 정보의 부재는 지역

내·외적인 네트워크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

을 바탕으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집적’ 공간

분포가 확인이 된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 할 수 있으며, 공간

분포에 대한 실증 분석 후 확인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활동 시 인접 지역 간 네트워크 혹은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근거를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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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요 친환경 농산물 주산지 및

지역 집중도

제 1 절 품목별 인증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농업경영체 등록정보,

2012」를 활용하여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

고자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내 친환경 농업 관련 정보에는 약

4만 3천 호의 친환경 농가에 대한 소재지(공간 자료)와 각 농가가

인증 받은 약 240여 개의 친환경 품목이 기재 되어 있으며, 농가가

인증 받은 친환경 면적()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친환경 인증

종류(유기농·무농약·저농약·무항생제·유기축산·재포장)에 대한 정

보도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무농약·저농약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앞서 열거한 친환경 농업 관련 정보를 활용하

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8) 생산의 공간 분포를 시·

군·구 단위로 다양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의 인증 면적을 계산 한 후 인증 면적이 넓

은 상위 20개 품목을 주요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으며, 이에 해당

하는 품목은 <표 2-1>과 같다. 주요 친환경 농산물은 사과·배·단감

을 비롯한 과수류와 고추·딸기·참외 등의 과채류가 주를 이룬다. 품

목별 인증 면적은 친환경 쌀이 약 9천 6백 ha로 240여개 친환경 농

산물 가운데 1위를 차지했으며, 밤·사과·배순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

이 넓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인증 면적 비중은 전체 친

8)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의 인증 면적을 계산 한 후 인증 면적이 넓은 상위 20개

품목을 주요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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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증 면적 2만 1천 ha 9) 가운데 개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

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친환경 쌀에 대한 인증 면적 비중

은 약 0.44 로 다른 품목과 큰 차이를 보였고, 밤·사과·배·단감을 제

외한 나머지 품목의 비중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품목 인증 면적(ha) 인증 면적 비중

1 쌀 9,674 0.4458

2 밤 2,042 0.0941

3 사과 1,632 0.0752

4 배 1,112 0.0513

5 단감 529 0.0244

6 포도 360 0.0166

7 콩 348 0.0160

8 고추 324 0.0149

9 배추 322 0.0148

10 딸기 289 0.0133

11 참외 273 0.0126

12 복숭아 267 0.0123

13 고구마 260 0.0120

14 양파 242 0.0112

15 수박 214 0.0099

16 매실 169 0.0078

17 감자 164 0.0076

18 마늘 149 0.0069

19 메론 129 0.0059

20 토마토 118 0.0054

<표 2-1> 친환경 인증 면적 상위 20위 품목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정보, 2012」

9) 친환경 인증 면적 2만 1천 ha는 친환경 등록 정보 내 인증 품목 이름이 기입된

면적만을 합한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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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친환경 농산물 주산지 현황

본 절에서는 앞서 선정된 주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역별 재배

면적10)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친환경 농산

물 재배가 활발한 지역11)을 시·도 단위로 확인했다. 또한 개별 친환

경 농산물에 대한 재배 지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주요 친환경

농산물 각각에 대한 주산지를 시·군·구 단위로 나타냈다. 여기에 일

반 농산물에 대한 주산지도 함께 나타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

산물의 주산지 비교가 용이하도록 했다.

<표 2-2>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활발한 지역(시·도)을 순

위화한 결과이다. 전라남도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약 9

천 8백ha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각각 약

2천 5백ha·1천 8백ha로 전라남도 다음으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

산이 활발한 지역이다. 한편 광주·부산·대구·대전의 광역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요 친환경 재배면적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없는 것으

로 드러났다.

10)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과 친환경 ‘재배 면적’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11) 본 연구의 자료는 2012년 기준으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활발한 지역 또한 2012
년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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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시도 인증 면적(ha)

1 전라남도 9,801

2 경상북도 2,552

3 충청남도 1,881

4 전라북도 1,252

5 경상남도 795

6 충청북도 754

7 경기도 671

8 강원도 622

9 울산광역시 282

10 세종특별자치시 90

11 광주광역시 16

12 제주특별자치도 15

13 부산광역시 14

14 대구광역시 8

15 대전광역시 4

총합계 18,617

<표 2-2> 주요 친환경 농산물 지역별 재배면적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정보, 2012」

다음으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전반에 걸친 재배 지역뿐만 아니라

개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재배 지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주요

친환경 농산물 각각에 대한 주산지를 시·군·구 단위로 나타냈다. 주

산지는 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251개 시·군·구 재배면적을 구축

한 후, 재배면적 기준 상위 10위 지역을 추출해 선정하였다. 또한

일반 농산물에 대한 주산지12)도 함께 나타내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주산지 비교가 용이하도록 했다.

<표 2-3> ˞ <표 2-7>은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주산지를

나타낸 결과이다. 친환경 쌀의 주산지는 충청남도 홍성군을 제외한

9개 지역이 모두 전라남도에 속한다. 반면 일반 쌀의 주산지는 고창

군, 군산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 속한 공주시, 금산군,

12) 일반 농산물에 대한 주산지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주산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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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에 집중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밤 생산은 전라

남도 광양시, 구례군 일대와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의 충청남도에서

활발한 반면 일반 밤 생산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친환경 사과와 일반 사과 생산은 경상북도 문경시, 봉화군,영

주시, 의성군, 청송군 일대에서 동일하게 활발하며, 배는 친환경 배

와 일반 배 모두 전국에 걸쳐 고르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단감의 주산지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이지만,

일반 단감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대의 경상도에서 활발히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내용과 표를 통해 전라남도는 친환경 사과를 제외한 19개 친환경

농산물 주산지에 포함되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 농산

물과 일반 농산물의 주산지는 광역 행정 구역이라는 큰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광역 행정 구역에 포함된 시·군·구 차원에서는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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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일반 감자 친환경 감자

강원도
동해시, 영월군,

화천군
강원도 양구군, 평창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보성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괴산군

일반 고구마 친환경 고구마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경기도 여주군, 평택시

경상북도 - 경상북도 영양군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무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

충청남도 -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

일반 고추 친환경 고추
강원도 양평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

경상남도
거제시, 고성군,

진주시
경상남도 -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영양군, 울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신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괴산군

일반 단감 친환경 단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진해구

진주시, 하동군

경상남도

창원시, 산청군,

진주시, 창녕군,

함안군

경상북도
봉화군, 청도군,

칠곡군
경상북도 -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순천시, 영암군,

장성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

<표 2-3>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주산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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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일반 딸기 친환경 딸기

경상남도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경상남도
거창군, 사천시,

산청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곡성군, 담양군,

장흥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시 충청남도 논산시, 부여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

일반 마늘 친환경 마늘
경상남도 남해군, 창녕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남도
강진군, 순천시,

함평군
전라남도

고흥군, 담양군,

무안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단양군

일반 매실 친환경 매실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진주시, 하동군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보성군
전라남도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순천시,

장성군, 해남군,

화순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무주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

일반 메론 친환경 메론

경상남도 진주시,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고령군, 안동시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고흥군, 구례군,

나주시
전라남도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고창군, 남원시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

<표 2-4>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주산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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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일반 밤 친환경 밤

경상남도
산청군, 예산군,

하동군, 합천군
경상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전라남도 곡성군,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순천시,

장흥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충청북도
청원군,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충주시

일반 배 친환경 배

경기도
남양주시, 안성시,

평택시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나주시, 순천시,

영암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김제시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

일반 배추 친환경 배추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홍천군

전라남도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남도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시,

일반 복숭아 친환경 복숭아
강원도 -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여주군

경상북도
경산시, 김천시,

영천시, 청도군
경상북도

경산시, 상주시,

영천시

전라남도 -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남원시, 무주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단양군, 영동군,

청원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표 2-5>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주산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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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일반 사과 친환경 사과
경기도 - 경기도 여주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

경상북도

문경시, 봉화군,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충청북도 충주시

일반 수박 친환경 수박
경상남도 의령군, 함안군 경상남도 -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담양군, 영암군,
장성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고창군, 남원시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시,
서천군

충청남도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영동군,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일반 쌀 친환경 쌀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남도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고창군, 군산시,
무주군, 완주군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

일반 양파 친환경 양파

경상남도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남도 -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진도군, 함평군
전라남도

고흥군, 무안군,

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남원시,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

<표 2-6>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주산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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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일반 참외 친환경 참외
강원도 - 강원도 고령군, 횡성군

경기도 여주군 경기도 -

경상남도 김해시, 함안군 경상남도 -

경상북도

고령군, 김천시,

성주군, 안동시,

칠곡군

경상북도
예천군, 군위군,

성주군, 칠곡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남도 -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청북도 -

일반 콩 친환경 콩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강원도 -

경상북도 문경시, 안동시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목포시 전라남도

강진군, 구례군,

무안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북도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충청북도 -

일반 토마토 친환경 토마토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군위군

전라남도 - 전라남도
담양군, 영암군,

장성군

전라북도 -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충청남도 공주시

일반 포도 친환경 포도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북도
경산시,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경상북도

경산시,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전라남도 - 전라남도 담양군, 장성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단양군,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표 2-7>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주산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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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주요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지역집중 분석

1. 분석 방법

주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주산지를 파악한 결과 전라남도, 경상

북도, 충청남도에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주산지가 광역 행정

구역이라는 큰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하나, 그 보다 좁은 범위의 시·

군·구에서는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

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역적(공간) 분포가 일반 농산물 생

산의 지역적(공간) 분포에 비해 편중 되어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역적 편중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공간 분포 사이에 존재하는 편차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Kullback-Leibler divergence(1951) 이론에

근거하여 계측한 D-index(Mori, T., 2005)를 적용한다. D-index는 식

(2-1)과 같다. D-index는 이론적인 틀에서 분포가 완전히 확산 되었다

는 대립가설 하에 점진적으로 정규 분포를 띄며, 이러한 가설을 통계적

으로 검증한다. 보다 큰 D-index 값은 공간 분포가 완전히 확산 되었다

는 강력한 증거이며, 이러한 분포를 보이는 산업에서 지역적 집중이 존

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Mori, T., 2005)

 ∑∈  l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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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농산물 i 의 재배면적 비중에 대한 분포

 : 일반 농산물 i 의 재배면적 비중에 대한 분포

 : 무작위로 추출된 친환경 농산물 i 의 재배면적 비중이 r 지역에 분포 될 확률

 : 무작위로 추출된 관행 농산물 i 의 재배면적 비중이 r 지역에 분포 될 확률

 : 서울시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의 값은 0 또는 양수 값을 가지며,  일 때 최솟값 0을

가진다. 반면, 친환경 농산물  의 재배면적 비중이 한 지역에 집중

된 분포를 보일 때 은 국부 최댓값(local maxima)을 가진다

(특정 r에 대해  ). 결론적으로, 각 친환경 농산물  에 대한

는 일반 농산물  생산13)에 대한 지역(공간) 분포를 기준으

로, 친환경 농산물  의 생산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로 편중되어

있는지를 반영한다. 즉,  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

포에 대한 지역적 편중(집중)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산

물  와  에 대해,   이면 친환경 농산물  의 생

산에 대한 공간분포가  생산의 공간 분포보다 지역적으로 더 편중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는 직접 관찰할 수 없으므로, 일반 농산물 분포인 

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도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친환경 농

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대한 공간적 패턴,     ∈으로

를 대한 추정할 수 있다. 에 대한 추정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2-2)

13) 생산이란 용어와 재배면적 비중이란 용어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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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지역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의 재배면적

 :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의 재배면적

식(2-2)는 무작위 추출에 대한 가정 하의 극우(maximum-likelihood)

추정법으로 추정하며, 추정을 위해서 를 식 (2-3)으로 변환했

다.

 ∑∈
 ln


 ,    ∈ (2-3)

 는 확률적으로  에 기하급수적으로 수렴하게 되며(Dembo and

Zeitouni, 1993)  는 참값인 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수렴하게 된다. 또한  가 크다면, 표본의 값들은 상대적 집중도에 대

해 분명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2. 지역 편중도 분석 결과

분석 결과, 도출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D-index는

<표 2-8> 과 같이 도출되었다.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D-index는 유의수준 1%에서 모두 유의하며 0보다 큰 양수를 가진다.

D-index가 0보다는 크다는 결과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가 일반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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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d-index

감자
1.389

***

(0.008)

고구마
1.524

***

(0.004)

고추
1.861

***

(0.006)

단감
0.599

***

(0.016)

딸기
1.791

***

(0.025)

마늘
1.935

***

(0.012)

매실
1.360

***

(0.000)

메론
0.597

***

(0.000)

밤
1.890

***

(0.011)

배
1.046

***

(0.012)

배추
1.128

***

(0.004)

복숭아
1.177

***

(0.013)

사과
0.568

***

(0.018)

수박
1.705

***

(0.011)

쌀
0.703

***

(0.012)

양파
2.353

***

(0.017)

참외
0.090

***

(0.008)

콩
1.211

***

(0.011)

토마토
1.183

***

(0.005)

포도
0.786

***

(0.007)

<표 2-8＞ 주요 친환경 농산물 D-index

주: ***는 신뢰수준 1%에 대한 유의성.

품목별 D-index 계측 결과, 친환경 양파의 D-index는 2.353으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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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일반 양파

생산의 공간 분포를 기준으로 한 친환경 양파 생산의 공간 분포는 지

역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친환경 마늘, 밤, 고

추, 딸기 순으로 지역적 편중이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친

환경 농산물 가운데 지역적 편중(집중)도가 가장 낮은 농산물은 친환

경 참외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일반 농산물 생산에 대한 공간분포를 기준으로

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어느 정

도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친환경 농산물 가운

데 지역적 편중도가 가장 큰 농산물은 친환경 양파이며, 가장 낮은 농

산물은 친환경 참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요 친환경 농산물에서

일관되게 지역적 편중이 확인된 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공간적 집중

요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한편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를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반 농산물 생산을 기준으로 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상대적 집적도를 이용할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상대적 집

적도란 특정 지역에서 일반 농산물 분포 확률 대비 친환경 농산물

분포 확률로서, 1 보다 큰 지역을 친환경 농산물의 상대적 집적지라

할 수 있다. 상대적 집적도는 D-index에 적용했던 식(2-2)의 

과  로 도출이 가능하다. 상대적 집적도는 식 (2-4)와 같다.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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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지역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의 재배면적

 :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의 재배면적

 : 전체지역에 대한 일반 농산물  의 재배면적

 :  지역의 일반 농산물  의 재배면적

 : 무작위로 추출된 친환경 농산물  의 재배면적 비중이  지역에 분포 될 확률

 : 무작위로 추출된 관행 농산물  의 재배면적 비중이  지역에 분포 될 확률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상대적 집적지를 지

도화 한 결과는 <그림 1> ˞ <그림 20>과 같다.14) 또한 상대적 집

적도 상위 5개 지역은 <표 2-9> ˞ <표2-12>에 나타나 있으며, 일

반 농산물 생산을 기준으로 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상대적 집적

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라도를 임을 알 수 있었다.

14)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상대적 집적지는 부록에 첨부했으며, 일반 농산물 생산

의 분포 확률과 친환경 농산물 분포 확률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
의 지

도도 함께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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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고추 고구마 단감 딸기

구

분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1 영광군 157.91 영양군 576.34 해남군 104.15 장성군 53.960 담양군 2391.7

2 해남군 94.417 괴산군 51.260 영암군 48.892 순천시 21.902 홍성군 860.45

3 완도군 93.299 울진군 18.742 영양군 46.062 담양군 21.116 곡성군 304.41

4 담양군 84.095 영광군 12.445 여수시 38.679 구례군 13.151 남원시 247.61

5 보성군 61.562 담양군 8.868 당진군 13.542 영암군 10.616 순천시 143.13

<표 2-9> 상대적 집적도 상위 5개 지역

(감자, 고추, 고구마, 단감, 딸기)

마늘 매실 메론 밤 배

구

분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1 완도군 346.65 순천시 141.72 곡성군 641.53 순천시 2305.1
천안시

서남구
217.40

2 고흥군 340.76 무주군 28.570 부여군 324.98 구례군 1746.0 나주시 184.59

3 해남군 292.19 구례군 17.909 고창군 36.80 장흥군 545.14 영암군 121.72

4 단양군 97.002 해남군 15.896 양평군 2.42 청양군 199.20
천안시

동남구
67.136

5 무안군 48.287 광양시 14.786 나주시 1.46 화순군 154.78 남원시 62.243

<표 2-10> 상대적 집적도 상위 5개 지역

(마늘, 매실, 메론, 밤, 배)



- 25 -

배추 복숭아 사과 수박 쌀

구

분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1 완도군 0.0484 순천시 981.1 진안군 1259.6 담양군 26037. 홍성군 147.71

2 영광군 0.0356 화순군 347.7 장성군 238.97 고창군 792.92 강화군 27.735

3 해남군 0.0332 무주군 253.7 충주시 103.11 충주시 513.99 영암군 26.991

4 진도군 0.0295 충주시 203.5 예산군 72.71 익산시 407.57 진안군 23.401

5 충주시 0.0209 고창군 77.8 무주군 64.06 남원시 113.41 담양군 21.314

<표 2-11> 상대적 집적도 상위 5개 지역

(배추, 복숭아, 사과, 수박, 쌀)

양파 참외 콩 토마토 포도

구

분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1 무안군 658.14 남원시 29.025 완도군 41.521 완도군 1.536 장성군 2356.7

2 해남군 427.45 군위군 3.956 무안군 35.400 보성군 0.438 담양군 1127.6

3 부안군 71.854 논산시 3.704 함평군 21.579
청주시
흥덕구 0.233 무주군 84.630

4 고흥군 56.693 고령군 2.711 구례군 17.675 장성군 0.229 옥천군 54.857

5 남원시 50.051 칠곡군 1.197 해남군 16.593 담양군 0.226 천안시
서북구

49.987

<표 2-12> 상대적 집적도 상위 5개 지역

(양파, 참외, 콩, 토마토, 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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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자기상관성 검정

제 1 절 분석 방법

본 장에서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를 두 가지 측면

에서 분석 하고자 한다. 우선 전역적인 공간 분포를 분석하며, 다음

으로 국지적 공간 분포 양상을 알아 볼 것이다. 전역적 공간 분포 분

석은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공간적 자기상관관

계15)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함이다. 한편, 국지적 공간 분포 양

상은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가 국지적으로 어떤 패턴

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연미, 2008; 손정렬, 2011;

손정렬, 2013; 윤성은, 2013; 정준호·김선배, 2005; 현기순·이금숙,

2005; Schmidtner et al., 2011). 이와 같은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oran's I 와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국지적 공간 분포 양상을 분석

하기 위해 LISA의 기법 중 하나인(Anselin, 1995b) Local Moran's I

를 활용할 것이다.

Moran's I를 활용한 공간자기상관분석을 위해서는, 공간가중치 행렬

이 필요하다. 공간 가중치 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인접성

(spatial contiguity)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16)과 공간 거리(spatial

15) 공간적 자기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량으로는 Moran's I 검정, Lagrange

Multiplier(LM) 검정, Geary's c coefficient 등이 있으며(이성우 외, 2006), 본 연

구에서는 Moran's I (Moran, 1948) 검정을 실시할 것이다.

16) Spatial Contiguity Matrix는 지리적인 인접 여부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공간

가중치를 부여한다.(이성우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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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 거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공간가중치 행렬을 이용하고자 한다. 공간 거

리를 기준으로 하는 공간가중치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실제 거

리의 역수를 이용한 거리 역수 방법과 일정한 거리를 정해 그 거리

에 포함되는 지역에 1을 부여하는 임계거리방법, 가장 가까운 거리

에 포함된 지역 n개에 1을 부여하는 최근린방법이 있다(손정렬,

2011; 윤성은, 2013).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거리의 역수를 이용한 공

간가중치행렬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공간가중치행렬의 개별값들

을∑


와 같이 행표준화한다. 행표준화 가중치행렬의 적용은 모

란 지수 추정 식 (3-1) 을 간단하게 하며, 서로 다른 공간의 실체

들 간의 공간 자기 상관 정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손정렬, 2011).

1. Linear Contiguity 방법: i 지역의 경계선을 j 지역이 완전히 공유하는 경우 

=1 이며, 아닐 경우는 =0을 부여하는 방법.

2. Rook Contiguity 방법: i 지역과 j 지역의 경계선이 공유 되있는경우, =1을

부여하는 방법

3. Bishop Contiguity 방법: i 지역과 j 이 모서리를 공유하면 =1을 부여하는 방법

4. Queen Contiguity 방법: i 지역과 j 이경계선혹은모서리를공유하면=1을부여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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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성(Moran's I) 검정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전역적 공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Moran's I (Moran, 1948) 검정을 실시하였다. Moran's I 는 식

(3-1)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  
 




  



 (3-1)

 : 공간 가중치 행렬의 i 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요소


: 친환경 농산물 i (j) 의 재배면적 비중= 해당 시·군·구 친환경 농산

물 i 의 재배 면적 / 친환경 농산물 i 의 226개 시·군·구 재배면적 합

 : 시·군·구 별 친환경 농산물 i 에 대한 재배면적 비중의 평균

 : 서울시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Moran‘s I 는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Moran's I 가 양수

라면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공간 분포에는 양(+)의 공간

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양(+)의

Moran's I 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생산)이 유사한 공

간끼리 서로 인접해 있음을 의미하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생산)이 유사하다는 뜻은 높은 비중으로 유사할 수도 있으며 낮은

재배면적 비중으로 유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Moran's I

가 음수일 경우,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공간 분포에 부

(-)의 공간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생산)이 상이한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음을 의미한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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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상이하다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과 적게 하는 지역이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의

미이다. 상기 Moran's I 값은 표준화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

을 할 수 있으며, 만일 표준화 값이 양수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에 공간적 군집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음수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의 공간적 분산을 의미한다(윤성은, 2013; 최현우 외, 2007; 현기순·

이금숙; 2005). 표준화는 식 (3-2)과 같으며 는 표준편차를 의미

한다.




, 


(3-2)

결론적으로 Moran's I 검정을 통해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

포가 무작위적인지 혹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손

정렬, 2011). 하지만 Moran's I 는 전역적인 공간 분포를 확인하는 지수

이므로, 국지적인 공간 분포 양상을 확인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가 공간적으로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존재하는지 파악

할수 없다(김연미, 2008; 손정렬, 2011; 손정렬, 2013; 이희연, 2013; 윤성

은, 2013; 정준호·김선배, 2005; 현기순·이금숙, 2005; Schmidtner et al.,

2011). 이에 본 연구는 Local Moran's I(Anselin, 1995b)를 적용한 공간 연

관성분석인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Anselin, 1995b)분

석을 실시하여 국지적 차원의 공간 분포를 확인하고자한다.



- 30 -

2.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성(Local Moran's I) 검정

앞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oran's I 검정방식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

국지적 공간 자기상관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Local Moran's

I(Anselin, 1995a)를 활용하고자 한다. Local Moran's I 추정을 위한 식

은 다음과 같다.

  


  



 
  (3-3)

 : 공간 가중치 행렬의 i 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요소


: 친환경 농산물 i (j) 의 재배면적 비중= 해당 시·군·구 친환경 농산

물 i 의 재배 면적 / 친환경 농산물 i 의 226개 시·군·구 재배면적 합

 : 시·군·구 별 친환경 농산물 i 에 대한 재배면적 비중의 평균

 : 서울시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

Local Moran's I의 값은 최댓값과 최솟값이 정해지지 않다. 다만

Local Moran's I의 값이 클수록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국지적인 공간

분포에 정(+)의 공간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친

환경 농산물 생산에 공간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반

대로 Local Moran's I의 값이 작을수록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국지적

인 공간 분포에 부(-)의 공간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과 특정 지역과

인접한 주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을 가중 평균한 값이

유사하다면 양(+)의 공간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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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과 특정 지역과 인접한 주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을 가중 평균한 값이 상이하다면

부(-)의 공간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도출된 Local

Moran's I의 값을 바탕으로 공간적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z검정)을 할 수 있으며, 공간적 연관성에 따라 공간 분포를 H-H,

H-L, L-H, L-L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H-H는 해당

지역의 친환경 생산이 높으며 그 주변 지역의 친환경 생산도 높은 유

형(핫스팟), H-L은 해당 지역의 친환경 생산이 높지만, 그 주변 지역

의 친환경 생산은 낮은 유형, L-H은 해당 지역의 친환경 생산이 낮지

만 그 주변 지역의 친환경 생산은 높은 유형, L-L 해당 지역의 친환경

생산이 낮으며 그 주변 지역의 친환경 생산도 낮은 유형(콜드스팟) 으

로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H-H, L-L은 공간적 군집으로, H-L, L-H는

공간적 연관성이 낮은 공간적 이상치(spatial outlier)로 볼 수 있다

(Arf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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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결과

1. Moran's I 검정 결과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전역적 공간 분포 양상, 즉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가 무작위적인지 혹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

는 지를(손정렬, 2011) 파악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주요 친환경 농산

물 생산에 대한 Moran's I 검정을 실시했다. 친환경 토마토를 제외

한 주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Moran's I 값은 양수를 가지며, 이는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관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친환경 토마토의 경우

Moran's I 값이 -0.017을 가지며, 이는 친환경 토마토 생산의 공간분

포에 부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Moran's I 분석에서, 친환경 쌀의

Moran's I 값은 0.164로 주요 친환경 농산물 가운데 공간적 자기상

관성이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다른 친환경 농산물보다 친환경

쌀 생산의 공간분포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으로 Moran's I 값이 높은 친환경 농산물로는 콩, 사과, 단감이 있

으며 이들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는 친환경 쌀 생산의 공간 분포

보다는 비교적 무작위적인 패턴을 가지지만, 다른 친환경 농산물 생

산의 공간 분포보다는 그 정도가 덜한 것으로 해석할수있다.

Moran's I를 적용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공간 분포 분석

결과,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양(+)의 공간적 자기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친환경 토마토 생산의 공간분포는 부(-)

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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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Moran's I 값을 통해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양(+)의 공간적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그 값

이 0에 가까운 양수라는 점에서 개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특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는 개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있어 특정한 공간 패턴이 관찰되

기엔, 국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아직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

로 꼽을 수 있다.

품목 I 표준화값() p값

감자 0.007 1.395 0.081

고구마 0.014 2.580 0.005

고추 0.005 1.440 0.075

단감 0.057 6.569 0.000

딸기 0.018 3.046 0.001

마늘 0.048 6.105 0.000

매실 0.029 4.740 0.000

메론 0.013 2.856 0.002

밤 0.017 2.641 0.004

배 0.007 1.269 0.102

배추 0.026 3.873 0.000

복숭아 0.034 3.906 0.000

사과 0.078 8.603 0.000

수박 0.014 2.363 0.009

쌀 0.164 16.597 0.000

양파 0.054 10.269 0.000

참외 0.006 5.174 0.000

콩 0.080 9.310 0.000

토마토 -0.017 -0.935 0.175

포도 0.016 2.512 0.006

<표 3-1> 주요 친환경 농산물 Moran's I 검정 결과

주: 단측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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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cal Moran's I 검정 결과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대한 국지적인 공간 분포 양상(공간 연

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3-2>와 <표 3-3>과 같고, 이를 지

도화 한 그림은 <그림 3-1> ˞ <그림 3-5>이다.
주요 친환경 농산물 가운데 14개 친환경 농산물에서 H-H 지역, 즉

핫스팟이 관찰되었으며 12개 친환경 농산물에서 H-L 지역이 확인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의 공간 분포에 국지적 연관성(H-H)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반편 주

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서 L-H 지역과 L-L 지역은 나타

나지 않았다. 개별 농산물의 LISA 분석 결과, 친환경 고구마의 H-H

지역은 전라남도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해남군이며, 친환경 고추는

강원도 양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울진군이 H-H 지

역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그림 3-1> ˞ <그림 3-5>에서 일부 친환경 농산물의 H-H

지역은 광역 단위의 행정 구역을 넘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손정렬, 2011; 윤성은, 2013; 정준호·김선배, 2005; 현기순·이금

숙, 2005). 예를 들어 친환경 복숭아의 H-H 는 경기도 여주군, 이천

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괴산군, 영동군, 충주시, 전라북도 무주

군, 경상북도 김천시, 상주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등으로

연결된 지역으로 H-H 지역들이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 연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 사과의 경우 충청북도 괴산군, 영

동군, 충주시,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

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으로 연결된

H-H 지역이 관찰되었으며 친환경 단감·양파의 H-H 지역 또한 광

역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H-H 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전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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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충청북도·경상북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적 연계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일부 산업의 H-H

도 광역단위의 행정 구역을 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손정렬

(2013), 윤성은(2013), 정준호·김선배(2005), 현기순·이금숙(2011)의

결과와 유사하며, 정준호·김선배(2005)는 이러한 집적 패턴을 보이는

산업에 지역단위의 정책을 시행했을 때 공간적 파급효과는 광역 단

위의 행정 구역을 넘어가서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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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시·도 시·군·구

친환경 고구마 전라남도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해남군

친환경 고추

강원도 양양군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울진군

친환경 단감

전라남도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담양군,

순천시, 장성군, 장흥군

경상남도
김해시, 산청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친환경 딸기

전라남도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장흥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북도 고령군

친화경 매실 전라남도
곡성군, 광양군,

구례군, 순천시

친환경 메론
전라남도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전라북도 남원시

친환경 밤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전라남도
보성군, 장흥군, 구례군, 광양시,

곡성군, 순천시

친환경 배추 전라남도 완도군, 진도군

친환경 복숭아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괴산군, 영동군, 충주시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상주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친환경 사과

충청북도
괴산군, 영동군,

충주시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친환경 쌀 전라남도 완도군, 장흥군

친환경 양파
전라남도 무안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부안군

친환경 참외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친환경 토마토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장성군

<표 3-2> 주요 친환경 농산물 H-H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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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시·도 시·군·구

친환경 감자 강원도 양구군

친환경 고구마 경기도 여주군

친환경 고추 강원도 양구군

친환경 마늘 충청북도 단양군

친환경 밤 충청북도 청양군

친환경 배추
전라남도 해남군

충청남도 홍성군

친환경 복숭아 전라남도 화순군

친환경 사과 경상북도 울진군

친환경 수박 강원도 양구군

친환경 쌀

강원도 양구군

경상북도 예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친환경 콩 강원도 양구군

친환경 포도 강원도 양구군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국지적 연관성 검정 결과, 관찰된 H-L

지역은 <표 3-3>과 같다. H-L지역은 강원도 양구군, 경기도 여주

군, 충청북도 단양군, 청양군 등의 지역에서 관찰되며, 특히 강원도

양구군은 H-L의 공간 패턴을 보인 12개 친환경 농산물 가운데 5개

친환경 농산물의 H-L지역으로, 친환경 농산물 평균 생산이 낮은 지

역으로 둘러싸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높은 공간적 이상치로 이해

할 수 있다.

<표 3-3> 주요 친환경 농산물 H-L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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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친환경 감자, 고구마, 고추, 단감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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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친환경 딸기, 마늘, 매실, 메론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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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친환경 밤, 배, 배추, 복숭아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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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친환경 사과, 수박, 쌀, 양파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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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친환경 콩, 참외, 토마토, 포도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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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 영향 요인 분석

제 1 절 분석모형

본 절에서는 공간계량경제모형을 활용해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크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공

간계량경제모형은 공간 단위의 자료를 분석 할 때 공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공간 종속성과 공간 이질성을 고려하는 모형이다. 공간

종속성이란 인접한 공간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로, 특정

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인접한 주변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공간 이질성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간별로 나

타나는 영향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별로 나타나는 속성으로 인해 일반선형회귀모형을 적용한 분

석은 효율적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형의 설명변

수에 공간 종속성과 이질성을 나타내는 공간가중치행렬의 선형합을

부가해준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한다(이성우 외, 2006).

일반적인 공간계량경제모형은 식 (4-1)과 같이 나타낸다. 여기서,

,  는 각각 공간 가중치 행렬이며,   는 공간 종속성과 공

간 이질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는 오차항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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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만약  이 0일 때, 공간오차모형이라고 하며, 가 0이면 공간시

차모형, 둘다 0이 아닐 경우 일반공간회귀모형이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공간적 종속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므로, 공간 시차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공간 시차 모형은 공간 종속성이 존재하는 특정 현상을 분석할 때

설명변수에 종속변수를 적용한 형태이며, 그 형태는 식 (4-2) 와 같

다.  는 공간가중치행렬, 는 공간 종속성과 이질성의 척도를 나

타내는 계수이며, 는 오차항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
(4-2)

공간가중치행렬  는 해당 지역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주변

지역의 영향력을 가중평균화 하여 구축한 값이며(Drukker et al.,

2011), 공간가중치행렬과 종속변수의 곱인 는 종속 변수에 영향

을 주는 주변 지역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공간 시차 변수이다.

이러한 공간 시차 모형은 OLS 추정 시 효율적 추정이 불가능하므

로 최우추정법을 사용한다.

한편 공간계량모형을 실시하기 위해 공간끼리 인접한 주벽지역에

대한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공간적으로 인접한 주변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법에는 인접한 지역끼리 경계선 공유 여부로 결정되는

이진연결성, 거리에 기반하여 주변 지역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임계

거리 설정 방식 등이 있다. 임계 거리 설정 방식은 공간의 중심점

간의 거리가 설정한 임계거리 이내에 포함되면 주변지역을 간주하

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변지역을 설정하였으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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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인접지역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리인 68km17)로 설정하

였다.

제 2 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편중도가 높은 품목 5개(양파,마늘,밤,고추,딸

기)와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이 높은 5개의 품목(쌀,밤,사과,배,단감)

가운데 설명 변수에 대한 자료 구축이 가능하며 LISA 분석을 통해 국

지적 공간자기상관성이 검증된 5개 친환경 농산물(고추·단감·딸기·사

과·양파)에 대한 공간분포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설명 변수는 <표 4-1> 과 같다.

본 연구는 Schmidtner et al.(2011)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농업 생산과 관련 있는 변수로써 연 강수량과 토질

을 고려했다. 토질은 농촌진흥청의 흙토람에서 구축한 작물재배적지

를 활용했으며, 지역별 최적지·적지·가능지·저위생산지 면적 가운데

최적지와 적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토질 변수로 사용했다. 강수량

은 2011년 기준으로 기상청의 기상 연보(2011)와 방재기상관측연보

(2011) 자료를 사용하여 시·군·구별 평균 강수량 자료를 정리했다. 그

리고 친환경 농업을 투자로 간주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토질과

연 강수량은 부(-)의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며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군구별 가축18) 수가 친환경 농산물의 공간 분포에 부(-)의 영향력

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모형에 포함했다. 단, 면적에 대한 가

축수의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시·군·구 단위 면적당 가축수

를 모형에 포함했다. 시군구별 가축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의

17) 김의준·이성수(2006)의 임계거리설정방식을 참고했다.

18) 넓은 의미에서 고기, 유(乳), 알 등의 식품을 얻기 위해서, 털, 가죽 등의 의복

이나 구두 등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 또한 경작, 운송 등의 노역에 사용하는 것

외에, 애완용, 관상용 등의 실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각종 동물. 좁은 의미로는

전자 중에서 농업과 관계가 깊은 동물만을 가리킨다. 더욱 더 좁은 의미에서는

포유동물만을 가축이라고 부르고, 조류는 가금이라고 불러 구별하고 있다. 그러

나 어류나 누에는 가축이라고 하지 않는다(두산백과: http://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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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소, 돼지, 말, 닭, 타조, 오리의 수를 집계해 사용했다. 자료

내 관상용 혹은 애완용으로 분류된 항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써, 좁은 의미의 가축으로서 농업과 관계가 깊은 동물만을 모형에 포

함했다. 한편 정책 관련 변수로 시·군·구별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비

율19)을 분석 모형에 포함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친환경 농업의

공간 분포에 정(+)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개발제한구역 면적

은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도시계획현황에 나타난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면적을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했다. 시군구별 친환경 농산물 판매

점은 한국 소비자원의 티프라이스20)에서 제공한 216개 소매유통업체

의 주소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했다.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언급한

설명 변수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일반선형회귀모형과 공간시차모형으로 알아보며, 특히 공간시차모

형을 통해 공간종속성을 나타내는 요인의 유의성을 확인할 것이다.

19) 시군구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m
2
)은 시군구별 전체 면적 가운데 개발제한

구역면적(m2)이 차지하는 비율(m2)로 계산한다.

20) T-Price란 Trust Price for Consumers 의 약자로 ‘소비자를 위한 신뢰의 가격정보’
라는 의미를 가지며, 전국의 대형할인점, 백화점, 슈퍼, 전통시장, 편의점 등 다양한

판매점별 상품 판매가격을 제공한다

정보제공대상품목 : 농수축산물(10개), 가공식품(71개), 공산품(39개) 등 120개 품목

정보제공 대상 판매점 : 200개 판매점

정보제공 시기 : 매주 금요일 오전에 가격정보 제공(티프라이스: http://www.tprice.go.kr )

 



- 47 -

변인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종속 변수

친환경고추 재

배 면적 비율21)
0.121 1.095 0.000 15.511

친환경 단감 0.000 0.002 0.000 0.033

친환경 딸기 0.000 0.001 0.000 0.013

친환경 사과 0.001 0.004 0.000 0.033

친환경 양파 0.000 0.001 0.000 0.009

설명 변수

연 강수량(cm) 1637.86 310.90 878.500 2426.60

고추 재배 적지

면적 비율
0.081 01060 0.000 1.322

단감 재배 적지

면적 비율
0.000 0.002 0.000 0.033

딸기 재배 적지

면적 비율
0.079 0.081 0.000 0.441

사과 재배 적지

면적 비율
0.103 0.086 0.000 0.033

양파 재배 적지

면적 비율
0.071 0.086 0.000 1.000

개발 제한 구역

면적 비율
0.005 0.017 0.000 0.135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수(개)
1 1.453 0 7

단위면적 당

가축수(두수)
0.241 3.198 0.000 48.085

<표 4-1> 기초 통계량

21) 아래 품목에 대한 종속변수명은 ‘재배 면적 비율’은 생략하고 품목 이름만 기입

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226개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모형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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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결과

주요 친환경 농산물(고추·단감·딸기·사과·양파) 생산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선형회귀모형과 공간시차모형 두가지 모형

을 통해 추정한 결과는 <표 4-2> ˞ <표 4-3>과 같다.

품목 친환경 고추 친환경 단감 친환경 딸기

모형 OLS
Spatial
lag
model

OLS
Spatial
lag
model

OLS
Spatial
lag
model

설명
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연강수량
(cm)

-2.503
*

-1.886 2.066 0.946 3.267
**

0.740

(1.210) (1.214) (1.058) (0.979) (-1.118) (1.045)

토양
재배적지
면적비율

0.130 0.117 0.115 0.093 0.010 -0.217

(0.091) (0.089) (0.1870 (0.172) (-0.149) (0.139)

개발제한
구역비율

-0.177 -0.184 -0.146 -0.108 0.226
**

0.266
***

(0.521) (0.510) (0.077) (0.071) (-0.084) (0.078)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수
(개)

-0.081 -0.085 0.391 0.309 1.378
*

1.218
*

(0.055) (0.054) (0.505) (0.466) (-0.549) (0.510)

단위
면적당
가축수
(두수)

0.020 0.026 -0.084 -0.069 -0.143
*

-0.037

(0.085) (0.084) (0.062) (0.057) (-0.069) (0.064)

상수
17.092 13.865 -17.138 -7.669 -26.430

**
-3.513

(9.065) (8.978) (7.904) (7.327) (-8.277) (7.750)

r2 0.0405 0.05 0.110

Adj-
squared 0.0209 0.03 0.090


0.609

*
0.914

***
2.665

***

(0.271) (0.078) (0.108)

Log
likelihood

-581.744 -559.134 -581.744

<표 4-2> 공간 분포 영향 요인 분석 결과(1)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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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친환경 사과 친환경 양파

모형 OLS Spatial lag
model

OLS Spatial lag
model

설명 변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연강수량
(cm)

2.755
*

2.295
*

0.616 0.146

(1.077) (1.015) (1.125) (1.113)

토양
재배적지면적

비율

-0.389 -0.354
**

0.139 0.107

(0.137) (0.128) (0.132) (0.129)

개발제한구역
비율

0.193
**

0.216
**

0.138
*

0.150
*

(0.079) (0.074) (0.085) (0.083)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수
(개)

0.877
*

0.719 0.340 0.212

(0.516) (0.486) (0.485) (0.475)

단위
면적당
가축수
(두수)

-0.123
*

-0.108 -0.160
***

-0.129
*

(0.063) (0.059) (0.042) (0.043)

상수
-23.751

**
-18.599

*
-3.689 0.202

(8.009) (7.564) (8.336) (8.275)

r2 0.12 0.100

Adj-
squared 0.09 0.078


0.871

***
0.640

*

(0.108) (0.251)

Log likelihood -568.073

<표 4-3> 공간 분포 영향 요인 분석 결과(2)

주: *,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공간시차모형을 적용한 공간 분포 요인 분석 결과, 공간 종속성과

공간 이질성을 나타내는 계수  의 값이 10%, 1% 유의수준에서 유

의성을 충족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간 종속성과 공간 이질성이

모형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

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접한 주변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이 주는 영향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의 특성 및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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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농업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공간적 상호작용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친환경 고추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특정 지역의 친환경 고

추 생산은 인접한 주변지역의 평균 친환경 고추 생산에 영향을 받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친환경 고추를 생산하는 데 있어 친환

경 고추를 많이 생산하는 주변 지역에 가까이 있을수록 고추 생산

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 해당 지역도 친환경 고추 생산이 높아진다

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영향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역끼리 정(+)

의 외부성이 발현되어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친

환경 농업의 생산 활동에 `공간적 스필오버'(spatial spillover)가 존

재한다고 할 수 있다(Schmidtner et al., 2011). 이와 같은 결과에 대

한 근거는 앞서 친환경 농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공간 분포를 설명

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친환경 사과를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에서 연강수량은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노지

재배 보다는 시설 재배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연강수량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비율은 친환경 딸기·사과·양파 생산에 유의

미한 요인으로 확인 되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 수는 친환경 딸기 생

산에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Schmidtner et al.(2011)는 유기농

산물 판매점이 많은 지역에 유기농 생산 활동이 집적함으로써 판매

에 대한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가격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점에서 유기농산물 판매점 수는 유기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점 수가 친환경 농산물 생

산의 공간 분포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 독일에서와 달리 국내는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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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자 상거래가 발달되어 소비자들이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더라

도 얼마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 할 수 있

어 국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유통업체의 수 및 위치

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품목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중시하여, 유통업체를

통한 소비 보다는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를 통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친환경 재배 면적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는 한 가지 품목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을 바탕으로 꾸러미 사업을 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이 발달한 국내에서는 지역

단위의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유통 업체의 위치

나 업체 수는 해당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영향

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위면적 당 가축 수는 친환

경 양파 생산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간 종속성을 나타내는 계수  가 5 개 친환경 농

산물에서 유의미성을 충족했으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유의미성은

개별 농산물마다 상이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는 공간의 특징인 공간 종속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 농업의 공간 분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의 설명과도 부합한다. 친환경 농업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는 자연·환경적인 요인 외 사회적 순응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이 관행 농업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

인된 정보의 희소성, 이로 인해 중요해진 네트워크는 친환경 농업 생산

의 공간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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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

산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주요 친환경 농산물의 주산지를 파악했으며,

Kullback-Leibler(1951)의 이론에 따라 고안된 D-index(Mori, T.,

2005)를 적용해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지역적 편중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분포를 다양하게 알아보

기 위해 일반 농산물 생산을 기준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상대적

집적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활발한 지

역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있어 지역적 편중이 존재하는 것을 D-index 값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친환경 양파는 2.353으로 지역적 편중이 가장 높게 나왔

으며, 마늘, 밤, 고추, 딸기 순으로 지역적 편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상대적 집적지는 친환

경 농산물 생산이 가장 활발한 전라남도에서 상위 5 위 지역을 차지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전역적·국지적 공간분포를 확인

하기 위해 Moran's I 와 Local Moran's I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전역적·국지적 공간 자기상관성 분석 결과, 친환경 토마토를 제외한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서 전역적 공간 자기상관성이 존재한다

는 점을 Moran's I 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지적 공

간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LISA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집적지에 대한 공간 패턴이 광역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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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현상을 LISA를 통해서 알 수 있었

다. 이는 인접한 공간끼리의 정(+)의 외부성이 행정 구역을 가로질

러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 단위의 친환경 정책을 시행 했

을 때의 공간적 파급 효과는 광역 단위의 행정 구역을 넘어서 발현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친환경 농산물 공간 분포 요인 분석 결과 공간 종속성을 나

타내는 계수인  값이 10%, 1%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강수량․토양 및 가축 수 외 주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활

동에 공간적 상호작용이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환경

농업 부분에 공간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는 서론에서 전

술한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이 관행 농업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과 이로써 기인된 공적인 정보의 부재는 지역 내·외적인 네트워크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용 가능한 공간 자료(설명변수) 구축의 한계로 읍․면․동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보다 다양한 지역 특성과 관계된 설명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주요한 5개 품목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를 국내 친환경 농업 전반에 일반화를 하는데 어렵다

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연구는친환경농산물 20개 품목에 대한 공간 분포를 분석

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공간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계량

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러한 분

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공간적 스필오버가 존재할 수 있음

을 설명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기 내용을 통해서 본 연

구가 학술적인 측면은 물론 현실적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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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그림 1> 일반 감자, 친환경 감자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감자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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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 고구마, 친환경 고구마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고구마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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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 고추, 친환경 고추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고추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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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반 단감, 친환경 단감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단감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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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반 딸기, 친환경 딸기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딸기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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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일반 마늘, 친환경 마늘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마늘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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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일반 매실, 친환경 매실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매실 상대적 집적지



- 66 -

<그림 8> 일반 메론, 친환경 메론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메론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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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반 밤, 친환경 밤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밤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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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반 배, 친환경 배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배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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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반 배추, 친환경 배추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배추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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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일반 복숭아, 친환경 복숭아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복숭아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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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반 사과, 친환경 사과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사과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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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일반 수박, 친환경 수박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수박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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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일반 쌀, 친환경 쌀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쌀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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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일반 양파, 친환경 양파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양파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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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일반 참외, 친환경 참외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참외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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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일반 콩, 친환경 콩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콩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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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일반 토마토, 친환경 토마토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토마토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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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일반 포도, 친환경 포도 재배면적 비중과

친환경 포도 상대적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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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of environmaental-friendly

agricutural production

Buyeon Kim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maj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identify its influential factors on the spatial

distribution.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maj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first, its origins

were compared with non-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using farm business registration information database

followed by verification products that has high regional

distribution in organic agricultural production by D-index based

on Kullback-Leibler divergency, devised by Tomoya Mori,

etc(2005). As a result, environment-friendly onions came out as

the highest regional distribution with D-index 2.353. It indicated

that environment-friendly garlic (1.935) was the next highest,

follwed by maroons (1.890) and pepper (1.861).

Second, global spatial dependence and  local spatial dependence

were analyzed via Moran's I and LISA analysis to iden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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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of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fter analysis of Moran's I , all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ut environment-friendly tomatoes were

confirmed to have positive (+) spatial dependence. From the LISA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cluster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regions for some products, such as peaches, apples,

and persimmons, were connected beyond of the broad

administrative district and it was inferred that there was spatial

relation among the regions.

Finally, influential factors fo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were examined by

spatial lag model. In that, coefficient  which indicates spatial

dependent was determined as the influential facts on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s.

It signifies that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at

particular regions are affected by averag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of neighboring region and the spatial

dependen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activity can be

the major fact in the process of expression in external property.

keywords :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patial distribution, Spatial Autocorrelation, regional

distribution, Spatial la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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