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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은 생산기술의 발전 및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다. 현재

한국 농업은 약 40년 전인 1970년대와 비교하여 농가인구 및 농지면적과

같은 외형적 산업규모는 축소된 반면 생산성 및 부가가치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현 한국농업은 좁은 국토 및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하

여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경

쟁력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농업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1,475,006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유형화 및 농

업생산 공간분포 분석을 통해 현 한국 농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자

세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경영체를 연령, 영농규

모, 영농형태별로 분류하여 유형별 기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소규모

고령농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를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노년층(60세 이상)이 전체 농업경영체의 61.2%인 반면 40대 미만 농업경

영체는 3.2%에 불과하였다. 경영면적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1ha 미만

의 면적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는 전체의 56.7%로 절반 이상의 농업경

영체가 소규모 영농을 하는 가운데 2ha 이상 경영하는 농업경영체는 전

체의 18.5%로 통계청의 201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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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보다 한국농업이 규모화되어 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농업경

영체를 전문화정도(한 품목의 소득비중 50% 이상)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전문농이 약 78%로 나타났으며 영농형태별로는 미곡농(40.4%)이 가장

많은 가운데 조미채소농(20.7%), 과수농(15.9%), 채소농(11.2%), 특약용작

물농(3.2%), 축산농(3.2%), 화훼농(0.3%)순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유

형화를 통해 파악된 현 한국 농업의 대표적인 특징은 ‘쌀 중심 중소규모

고령농’으로 앞으로 농업부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

하고 나아가 쌀 중심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공간자료가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농업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농업활동에 집적경제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

었다. 128개 품목을 대상으로 Moran’s I를 사용하여 집적 유무를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84개 품목이 공간자기상관을 나타냈다. Local

Moran’s I를 활용하여 품목별 집적지(hot spot)를 지도화한 결과 품목별

집적지는 품목별로 유명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모습을 보였으며 이

에 있어 행정구역 간 경계 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경제

를 유발하는 품목별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함에 있어 지리적 거리 및 농

업활동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고 광역적인 지역선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추, 사과, 인삼농업을 대상으로 공간회귀모형을 사용

하여 공간 분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각 농업활동의 위치 결정에 있

어 자연․사회적 요인 외에 집적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동일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재배기술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하는 한편 농산물 건조․가공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시장 점유 우위권 확보 등과 같은 외부의 경

제를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농업경영체 유형화, 농업 공간분포, Moran’s I, Local Moran’s I,

공간계량모형, 집적효과

학 번 : 2010-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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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업활동은 시대의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농산물 시장이

개방화되는 현 시점에서 그 변화 양상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은 총 8개이며 앞으로 점점 자유무역협

정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농업의 현 모습을 점검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 농업은 외형적으로 산업규모가 감소해온 반면 질적으로는

많은 향상을 이루어왔다. 먼저 외형적인 측면에서 경지면적(논, 밭)은

1970년 2,298천ha에서 2011년 1,698천ha로 약 26% 감소하였으며 농가인

구는 동기간 14,422천명에서 2,962천명으로 약 79.5% 감소하였다. 반면

농업의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70년 104,967억 원에서 2011년

239,032억 원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1) 이와 같이 농업활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농업 현황은 농가, 경지면적, 이용현황, 품목별 생산규모 등 다양한 측

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data)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의 품목별 경영정보를 포함

하고 있어 농업현황을 파악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더불어 2012년 8월 3

일 기준 1,475,006개 농업경영체(농업인 기준)가 등록하여 전체적인 농업

현황을 파악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주체로 이들의

영농형태 및 농업소득 규모를 통해 한 나라의 농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

다.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인을 통한 농업현황 분석은 주로 농업인을 유

사한 특징을 갖는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의 농업경영

체 유형별 분류방법은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농업경

영체 유형화가 필요한 이유를 ‘유럽연합 안에서 농업생산의 구조와 시스

1) 2012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참조(2005년 기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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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농업경영체의 구조적 특성과 이들의 경제적

결과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2)

농업경영체 유형화란 여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수의 개별 농업경영

체를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으

로 이를 통해 농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제

까지 농가를 대상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 분석을 행한 연구는 많이

있어왔다(강혜정, 2006; 황의식 외, 2005; 이장호, 1984 등). 이들이 주로

사용한 자료는 농가의 상세한 경영정보를 담고 있는 통계청의 농가경제

조사자료(2,800호)로 대규모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본 논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모든 농업인의 경영현황을 유

형별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 농업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농업인 대상 정책 수립 등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

이다.

한국 농업 현황을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은 농업생산의 공간구조를 분

석하는 것으로 농업생산의 공간구조는 품목별 공간분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제조업, IT산업, 전기자동차산업 등 여러 산업의 공간

분포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지만(이병기, 1996; 김의준․이성수, 2006; 김

민주, 2012) 한국 농업에 관한 공간분포 분석은 부족한 형편이다. 여타

산업의 입지요인에 있어 고려되는 중요한 요인은 집적효과로 이는 여러

동종 산업이 공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정(+)의 외부경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농업활동의 위치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질, 기후 등 품목에

적합한 자연환경적 요인이다. 본 논문은 자연환경적 요인 다음으로 집적

효과 요인이 중요한다고 가정한다. 즉 유사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한

지역에 많이 분포해있음으로 농사지식 공유, 농기계 및 기반설비 공유,

브랜드 효과, 시장장악력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하여 이는 더 많은 잠재적

농업인의 집중을 야기한다고 본다. Krugman(1996)은 서로 유사한 산업

2) 위원규칙(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42/2008) 참조



- 3 -

이 집적함으로써 노동자공급, 중간투입요소 비용감소, 기술 확산 등 여러

시너지 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농업 부문 또한

예외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도 실행 등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품목별 공간 분석을 통해 집적 유무를 파악하고 집

적된 지역을 제시하는 일은 품목별 클러스터 구축 등 농업의 활성화 측

면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한국농업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연구로는 황재희 외(2012)와 김현중

(2012)의 연구가 있다. 두 연구자가 사용한 자료는 농림어업총조사로 연

구의 한계점으로 일부 농업인의 거주지역과 경작지역의 주소 불일치 및

분석 가능한 품목 수의 제한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이 사

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경영체의 거주지 주소뿐만 아니라 품

목별 주소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해결하여

더욱 정확한 품목별 공간분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더욱 연

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와 농업생

산 측면에서 한국농업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정책

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로 본 논문의 분석 대상 농업경영체는 총 1,475,006개이다. 농업인은 농

업 생산의 주체로 이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함으로써 한국 농업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의 가장 큰 장점은 농업경영체의 거주지 및 품

목별 재배지에 대한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여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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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별 농업생산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농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생산 주체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연령, 영농형태, 영농

규모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형화하여 현재 한국 농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둘째, 품목별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농업활동에 집적효과가 존재하는

지 검정할 것이다. 농업은 자연 환경에 많이 의존하는 산업으로 지리적

여건 및 집적경제로 인해 특정 농업활동 간에 공간 자기상관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공간 자기상관이란 한 지역의 농업활동이 이웃지역

의 농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생산 공간구조 분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품목별 공간 집적 유무를 검정하는 단

계로 공간자기상관을 탐지하는 대표적 지수인 Moran’s I 통계량을 사용

한다. 공간구조 분석 2단계는 공간 자기상관이 검정된 품목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Local Moran’s I

지수의 핫스팟(hot spot) 분석을 통해 품목별 집적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도로 나타낼 것이다. 농업생산 공간구조 분석 마지막 단계는

고추, 사과, 인삼농업의 공간분포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단계로 본 논문에

서는 공간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각 품목의 농업활동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집적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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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농업경영체 유형화에 관한 연구

농업 정책의 기본대상은 농가로 농업인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분류하는

연구는 농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농가 유형화는 다양한 농가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농가소득 분석 등

심화연구를 위한 기본 단계로 많이 활용되어왔다. 농가의 특성을 분석하

는 한편 이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도 농가를 유형화

하였다. 먼저 정책적 및 통계적 차원에서 농가를 유형화하는 국내외 기

관들의 농가 유형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청은 3 가지 기준으로 농가를 분류하고 있다. 먼저 농사일수

에 따라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로 구분하고, 겸업농가를 농업수입과 농업

외수입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1종 겸업농가와 2종 겸업농가로 분류한다.

두 번째 기준은 경지규모 및 농업총수입 규모로 경지규모 30a 기준과 농

업수입 200만원 기준에 부합할 시 주업농가이며 그 외는 부업농가 및 자

급농가이다. 마지막으로 영농형태별에 따른 농가 분류로 농업총수입 중

최대 품목을 그 농가의 주된 품목으로 간주하여 해당 품목의 농가로 분

류한다. 영농형태에는 논벼농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등 8가지 형태가 있

다.

미국 농림부 산하 경제연구서비스(ERS, Economic Research Service)

기관은 농업자원관리조사(ARMS) 자료를 사용하여 미국의 농가를 분류

한다. ERS의 농가 분류 기준은 농가 경영자의 직업과 농가의 매출규모

및 품목 비중이다. 은퇴농과 전원농을 제외한 경영주의 주 직업이 농업

인 농가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간가족농, 상업가족농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농가 총소득의 50% 이상이 A품목으로부터 발생된다면 해당 농가

를 A품목 전문농가로 분류하고, 한 품목도 농가총소득의 50% 이상을 차

지하지 않을 시 일반작물(가축)농으로 분류한다.

유럽연합(EU)은 전체 유럽회원국의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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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괄하는 매우 자세한 농업경영체 유형화 기준을 확립하여 유형별 분

석 결과를 공동농업정책(CAP)에 반영하고 있다. EU의 농업경영체 유형

은 영농유형, 경제규모, 기타소득활동에 의해 분류된다. 농업경영체의 농

업소득은 지역 표준산출물(SO, Standard Output) 계수에 기반하여 산출

되며, 이 표준산출물은 농장가격 기준 농산품의 평균 금전적 가치를 의

미한다. 농업경영체의 경제규모는 총표준산출물(SO)로 14개 등급으로 나

뉜다. 농업경영체의 영농형태는 농업경영체의 총 표준산출물에서 각기

다른 경제활동의 상대적인 비중으로 결정되는데 한 품목의 소득이 2/3를

초과하면 전문농으로 분류하고, 그 이하이면 복합농으로 분류한다. 이 두

기준과 더불어 농가기타소득활동, 즉 농업외소득이 농업경영체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농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농업 현황 파악 및 유형별 맞춤정책을 제안

하기 위한 이루어진 농가 유형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

양부(1978)는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농가를 농업소득과 농

외소득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전업형, 농업소득 의존형, 중간형, 농외소

득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장호(1984)는 1982년 농가경제조사 표본자

료를 사용하여 지역별, 영농형태별, 경지규모별로 층화한 후 통계 분석하

여 농가소득이 층별로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강혜정(2006)은 2004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3,050

농가를 대상으로 다변량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농가를 유형화하는 한편,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농가 유형을 결정짓는 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분석하

였다. 경지면적, 농업소득, 연령, 교육수준 등 21개 변수를 사용하여 인자

분석(factor analysis)를 통해 공통인자를 추출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

여 쌀 전업농, 원예 전업농 등 6개 유형으로 농가를 분류하여 특성을 파

악하였으며 농가 유형화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경지면적, 농업수입, 농외

소득, 경영주 연령, 영농형태임을 밝혔다.

Andersen et al.(2006) 유럽연합 농가회계데이터네트워크(FADN)자료

를 사용하여 농업경영체를 경제적 규모 차원, 집약도 차원, 전문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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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용도 차원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Briggeman et al.(2007)

은 가구경제이론에 기반하여 미국 농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정부지출

분포를 조사하였다. 특히 농가소득에 배우지의 직업 유무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노동 유무 변수를 포함하여 농촌거주 외벌

이가구, 농촌거주 맞벌이가구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농가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유형별 소득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많이 있

어 왔다. 황의식 외(2005)는 농가 유형별로 소득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1998～2002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

영요소(경영주 연령, 농업경영 규모,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소득의 가계

비 충족도 등)에 따라 농가 유형을 구분하고,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불

안정 정도를 측정하였다. 김제안 외(2009)는 농가 유형별 소득결정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농가 분류를 따라 전업농가, 1종 겸업농가, 2

종 겸업농가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농업소득 결정요인이 상이함을 밝혔

다. 농촌진흥청(2008)은 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조정능력을 파

악하기 위해 거리함수에 기초한 군집분석을 통해 농가를 유형화한 후 개

별농가단위 소득충격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2. 공간분포 분석에 관한 연구

특정 산업에 관한 공간분포에 관한 연구는 농업보다 제조업, IT산업

등 비농업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서중해

(2004)와 심상달(2009)은 콤플렉스 신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기

업 및 산업의 공간적 집적으로 인한 편익을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

여 추정하였다. 서중해(2004)는 IT관련기업들이 IT콤플렉스에 입주할 경

우 예상되는 집적이익을 추정하는데 있어 동별 IT산업 매출액 평균을

종속변수로 하고 고용자수, 동별 기업수, 자본금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IT기업 간 공간

집중이 이루어질 경우 분산되어있을 때보다 매출액이 9.3% 늘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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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되었다. 심상달(2009)도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DTC)를 건립하

여 입주기업이 공간적으로 집적함에 따른 집적편익을 상품중개업에 적용

하여 계산한 결과 공간적 집적이 이루어질 경우 분산된 경우보다 매출액

이 12.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의준․이성수(2006)는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서울 IT산업의

집적경제를 분석하였다. 동단위를 기준으로 IT기업 생산액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IT산업 종사자 수 및 IT산업자본금이 유의하였으며

더불어 서울시 IT기업 생산액 간 공간적 연계성이 정(+)의 영향을 주었

다. 즉 한 지역의 IT산업 생산액이 높을 때 주변지역의 IT산업 생산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IT산업에 집적경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간적 집적

의 한계범위를 1000m-1100m로 가정할 경우 IT산업의 공간적 집적효과

는 1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병기(1994)는 제조업 입지의 공

간분포와 집적이익 간에 관계를 지역별 제조업 생산자료를 토대로 집적

경제변수가 포함된 Cobb-Douglas 생산함수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제조업의 공간분포는 집적경제의 공간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제조업의 입지선택의 배후에 집적경제를 추구하는 입지원리가 작용

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업분야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연구들은 특정 농업활동의 공간분포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집적효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Schmidtner et al.(2011)은 전통적 위치요인과 더불어 공간종속성 개념을

사용하여 독일 유기농가의 공간분포를 설명하였다. 공간시차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 유기농가의 위치결정에 있어 토질과 기후와 같은 위치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 간 공간종속성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한

지역의 높은 유기농지 비중은 일반농부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매우 이상적인 전제조건이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유기농가 클러스터를 촉진하는 정부의 장려정책이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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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순․이금숙(2011)은 우리나라 친환경농가의 공간적 확산 양상과

그 지리적 특징을 다중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2000년 및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친환경농가의 공간적 특성을 입지계

수(LQ)와 LISA로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가의 특정지역 공간집중이 비교

적 완화되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친환경농가 분포에 작용

하는 농가특성변수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업에 있어 유통분야의 정보화

가 중요함을 보였다. Ben Arfa et al.(2010)은 공간계량경제모형을 사용

하여 프랑스 낙농업 부문의 공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낙농업의 위

치선정에 집적경제, 환경규제 및 시장조건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제 4 절 본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2장에

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에 대해 기술한 후 본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경영규모, 농업소득 등과 같은 기준에서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 분석을 할 것이다. 제3장은 농업생산 부문 및 품목별 공간

구조를 분석하는 장으로 먼저 Moran’s I를 통해 품목별 집적 유무를 파

하고 다음으로 Local Moran’s I를 이용하여 중요 품목별 집적지를 지도

화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해

당 농업활동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간계량경제 모형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제5장은 도출된 연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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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 분석

제 1 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개괄

1.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정책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가 본

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3)과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제19조에 따른 농

업회사법인을 총칭하여 농업경영체라고 정의한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체

가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하는 1단계와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농가 유형별 맞

춤형 농정을 도입하기 위해 2006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7년 9월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6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9년 12월 31일에 일괄등록을 마쳤다. 2010년부터

는 상시관리체제로 운영하여 신규등록 및 농업경영체의 주소 및 영농형

태에 변화가 있을 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체 농업경영체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한

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①

1,000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

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

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으로 이 5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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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일반현황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농장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농업인 해당여부,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

번호,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경영체와의 관

계 및 농업인 해당여부 등

작물생산
농지소재지, 지목(공부상, 실제), 경영형태, 농지면적(공부상, 실제,

미이용), 재배품목, 재배면적(노지, 시설), 수탁여부

축산생산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소유여부, 경영형태, 축사면적, 축종, 사육마

릿수, 지난해 출하마릿수 등

농업경영 교육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표 2-1> 농업경영체 등록제 등록사항

농업인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농업경

영체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을 의미한다. 2012년 8월 3일 기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총 1,475,006개로 이는 농가를 기준으로 한 2010년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1,177,318호와 비교할 때도 약 20% 많은 수이다.

따라서 농사 경영권을 가진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다고 판단되는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한 본 연구는 한국

농업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 줄 것이라 사료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가 포함하고 있는 사항은 <표 2-1>과 같으며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현황은 농업경영체의 인적사항

을 보여주며 작물생산 및 축산생산 정보를 통해 경영체의 영농형태를 파

악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주소 및 농지소재지 주

소가 있어 공간분석이 가능한 반면, 소득 정보가 없어 경영체의 실질적

인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변경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업경영체의 현 영농형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

재한다. 하지만 본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본 자

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여도 현재의 전체적인 농업 현황 모습을 그려내는

데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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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종류, 품목, 지정연도

융자․보조금수령 수혜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정부 보조금, 정부 융자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품목, 인증번호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2.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본현황

본 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농업의 기본적인

현황을 농업경영체의 연령, 경영면적, 임차농지비중, 지역별 분포를 통해

파악하고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1,177,318호)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전체 농업경영체의 평균 특성

2012년 8월 3일 기준 등록된 1,475,006개 농업경영체의 평균적인 특성

을 경영주 연령, 가구원 수, 경영면적, 재배면적, 축사면적, 임차 재배면

적비중, 시설 재배면적 비중에서 나타내면 <표 2-2>와 같다. 농업전체

농업경영체의 평균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농업경영체의 평균 연령은 약

63세로 상당히 고령화되어있으며 가구원 수는 평균 1.77명이다. 평균 경

영면적은 1.36ha로 이 중 평균 재배면적은 1.35ha이며 평균 축사면적은

0.01ha이다. 평균 임차 재배면적 비중은 약 30%로 나타났으며 시설재배

면적 비중은 4.34%이다. 농가를 기준으로 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1,177천호)와 비교하면 경영주 연령은 유사한 가운데 가구원 수와 경영

면적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한 농가에서 개별 경영이 이루어질

시 한 명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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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특성 평 균 농림어업총조사(2010)

경영주 연령 62.78 62.30

가구원 수 1.77 2.60

경영면적주) (ha) 1.36 1.23

재배면적 (ha) 1.35 -

축사면적 (ha) 0.01 -

임차재배면적비중 (%) 29.53 -

시설재배면적비중 (%) 4.34 -

주) 경영면적이란 재배면적과 축사면적을 합한 것으로 농업경영체가 현재 경영하는

전체 면적을 의미하며 휴․폐경 면적은 제외한다.

<표 2-2> 전체 농업경영체 평균 특성

2) 연령별 농업경영체 현황

농업경영체를 연령별로 분류하여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50대, 60대, 70대가 각각 25%, 27%, 28%로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농업인의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30대 이하 농업경영체는 전체

의 3.2%로 청년인력이 매우 소수임을 알 수 있다. 장년층(40세 이상〜60

세 미만)에 속하는 경영체는 36%인 반면 노년층(60세 이상)에 속하는

경영체는 61.2%로 농업인력이 상당히 고령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불어 80세 이상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6.2%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농을 지속하는 경영체 수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의 ‘총조

사’를 통해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

해 보면 농업경영체의 연령별 분포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평균 경영면적을 살펴보면 40대〜60대의 평균 경영면적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60대 이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영면적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1> 연령별 농업경영체 수 및 평균 경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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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조사는 2010 농림어업총조사(1,177천호)를 의미하며 면적은 재배면적과 축사면적

을 포함한 경영면적을 의미함

3) 경영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 현황

농업경영체를 경영면적 규모별로 나누어 그 분포를 살펴보면 재배면적

및 축사면적이 없는 농업경영체가 약 4.4%인 가운데 0.5ha 미만 경영하

는 농업경영체가 34.4%로 전체 농업경영체의 1/3 이상이 소규모농임을 알

수 있다. 0.5ha 이상〜1ha 미만의 면적을 경영하는 경영체는 약 23%이며

1ha 이상 3ha 미만의 중규모농은 전체의 28.7%를 차지한다. 3ha 이상

경영하는 대규모농은 151,365개로 전체의 10.2%이다. 2010 농림어업총조사의



<그림 2-2> 경영면적 규모별 농업경영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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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조사는 2010 농림어업총조사(1,177천호)를 의미하며 경지면적 기준임

경지면적 구간별 농가비중과 비교하면 0.5ha미만 경영하는 농업경영체의

수는 5.7% 낮은 가운데 2ha 이상 경영하는 경영체는 약 3.7% 높게 나타

나 보다 규모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임차농지 비중별 농업경영체 현황

농업경영체를 임차농지 비중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 2-3>과 같다. 작

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수는 86,483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한

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임차농지 비중을 7단계로 나누어 분류한



<그림 2-3> 임차농지 비중별 농업경영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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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 즉 재배면적이 없음을 의미함

결과, 경영체의 47.8%가 재배면적 임차비중이 10% 미만으로 자가농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임차농지 비중이 50% 이상인 경영체는

전체의 28.7%이며 대체적으로 임차농지 비중이 높을수록 평균 재배면적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차비율이 100%인 경영체들

의 평균 재배면적은 0.96ha로 소규모로 농지를 임차하여 부업 및 자가소

비를 하는 농업경영체들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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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농업경영체 현황

실제 주거지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1,475,006개 농업경영체를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경북지역 농업경영체 수가 234,556개(16%)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14%), 경기(12.8%), 충남(12.3%), 경남(11.8%) 순으로 나타났다. 농

업경영체의 지역별 분포는 2010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분포와 유사한 모

습을 보인다. 시군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경주시, 진주

시 순으로 농업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지역 경영체 수 % 총조사

Ü

시군구단위

농업경영체 수

1,500 이하

4.000 이하

7,000 이하

11,000 이하

15,000 이하

15,000 초과

전체 1,475,006 100 100

서울 8,944 0.6 0.4

부산 14,695 1.0 0.7

대구 24,392 1.7 1.4

인천 20,239 1.4 1.2

광주 18,065 1.2 1.1

대전 16,408 1.1 0.8

울산 19,615 1.3 1.0

경기 189,489 12.8 11.5

강원 91,220 6.2 6.2

충북 97,168 6.6 6.8

충남 181,690 12.3 12.9

전북 134,017 9.1 9.3

전남 207,071 14.0 14.5

경북 234,556 15.9 17.1

경남 174,185 11.8 12.0

제주 43,252 2.9 3.2

<표 2-3> 지역별 농업경영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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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경영체 기본 현황 요약

이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연령, 경영면적,

임차농지 비중 측면에서 농업경영체를 분류하여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계청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경영체의

연령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50〜70대가 전체의 80%로 농업인 주축을 이

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업인이 상당히 고령화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0대를 기준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 경영

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번째 기준으로 경영면적에 따라 경

영체를 분류한 결과 0.5ha 미만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가 34.4%로 전체

농업경영체의 1/3 이상이 소규모농임을 알 수 있었으며 1ha 이상〜3ha

미만을 경영하는 중규모농은 28.7%, 3ha 이상 경영하는 대규모농은

10.2%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를 임차농지 비중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절

반 이상의 임차농지비율이 10% 미만으로 자가농의 비중이 높았으며, 부

업농 및 자가소비농을 제외하면 임차농지비중이 높을수록 재배면적 또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업경영체 수가 많아 농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경북지역(16%)이었으며 전남(14%), 경기(12.8%), 충남(12.4%) 순

이었다. 통계청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와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

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경영면적(경지면적) 측면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상의 농업경영체가 보다 규모화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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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 분석

1. 농업경영체 농업소득 추정

농업경영체를 영농형태별로 유형화하는데 있어 경영품목의 농지 당 생

산성 및 경영품목 단위(축산, 버섯류)에 차이가 존재하여 재배면적 및 사

육두수 기준으로 경영체를 유형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작물생산 및 축산생산 자료를 통해 경영

체의 대략적인 농업소득을 유추하여 농업경영체를 소득규모 및 영농형태

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농업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농촌진

흥청이 매년 발간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및 「농축산물소득자

료집」이다. 본 자료는 품목별 평균 83개 농가(47개 작목 기준, 지역조사

작목 제외)의 경영정보로 농산물의 품질, 품종, 지역적 차이에 따른 농업

소득 차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나 이용 가능한 소득자료 중 가장

많은 품목을 포괄하는 장점이 있다. 남수연 외(2006)도 통계청의 농업총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친환경과 정보화요인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전국농축산물소득자료를 사용하여 농가의

농업소득을 추정한 바 있다.

농업소득 추정에 앞서 본 논문에서 농업소득을 추정하는 목적은 농업

경영체를 영농형태별로 파악하기 위함이며 추정된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체의 실제 소득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농촌진흥청도 품목별 소

득조사 여건상의 한계로 농산물소득자료 활용을 농업경영연구 및 지도용

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자료의 농업소득이란 조수입

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한 해 작목 경영활동의 성과를 의미하

며 본 논문에서는 추정한 농업소득을 표준 농업소득이라 명명하였다.

1,475,006개 농업경영체의 등록완료일 및 변경완료일 정보를 사용하여

경영체의 마지막 정보 등록 연도를 파악한 결과 2008년 극소수의 경영체

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영체 정보는 2009～2012년 자료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농업경영체의 정보 등록연도 및 농산품의 연도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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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변경연도 농업경영체 수 비중 (%)

2008년 51 0.00

2009년 348,364 23.62

2010년 206,454 14.00

2011년 470,571 31.90

2012년 449,566 30.48

합계 1,475,006 100.00

<표 2-4> 정보 등록 및 변경 연도별 농업경영체 수

변동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에서 2010～2012년에 발간한 2009～2011년

농축산물소득자료의 품목별 소득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통해 79개 품목에 대해

117개 세부품목의 소득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자료를 가공하여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 외에 가

능한 많은 품목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2011년 발간

한 「소면적 작목의 수익성과 경영시사점」4)자료를 사용하였다. 3가지

소득자료를 사용하여 추정된 품목은 작물 108개(세부품목(시설/노지)

120개), 축종 7개(세부품목 9개) 총 115개 품목(세부품목 129개)으로 자

세한 품목은 부록 <부표 1>에 수록하였다. 농업소득 추정에 있어 작물

의 경우 2011년 자료만이 유일한 소면적 작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3

개년 평균소득을 사용하였으나, 가축소득의 경우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

독감 등으로 인해 연도별 소득변동이 심하여 그나마 다소 안정된 소득률

을 보이는 2010년 기준 축산소득을 사용하였다. 다만 2010년 산란계의

소득이 음의 값으로 2011년 산란계의 소득 자료를 사용하였다.

4) 2009～2010년에 조사한 24개 소면적 품목 및 4개 기타축종 소득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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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물소득 추정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총 839가지 작물이 있으며 이 중 108개 작물

이 소득으로 환산되었다. 작물소득 추정에 있어 재배면적 당 각 품목별

소득을 적용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의 한계로 작물 생산에

있어 기작을 고려하지 않았다.

품목별 농업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 농촌진흥청 품목명과 농업경

영체 등록정보 품목명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

저,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작물 소득 중 노지를 제외한 촉성, 반촉성,

시설억제재배 등은 시설재배로 간주하여 이들의 평균값을 시설재배면적

당 소득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의 세분화된 품목

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한 품목으로 종합되어있을 경우 세분화된

품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에는

‘감자’ 한 품목만이 있으나, 농촌진흥청은 ‘봄감자’, ‘가을감자’, ‘겨울감자’,

‘고랭지감자’, ‘시설감자’ 등 5가지 감자 종류에 대한 소득정보를 제공하

여 이들의 평균가격을 사용하였으며 다만 감자 시설재배면적에 한하여

시설감자 소득 자료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품목명이 정확하게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대표성을 띄는 품목의 소득정보를 사용하여 만감의 경우

세토카보다 더 알려진 한라봉 소득자료를 적용하였다.

2) 가축소득 추정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축종은 총 33가지로 이 중 소득자료가 있는 7종

의 축종을 소득으로 환산하였다. 추정 농업소득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소득은 ‘지난해 출하마릿수’를 기준으로 추정

하였으나 젖소, 닭(산란계, 육용계), 오리의 경우에 있어 지난해 출하량

(납유량)의 기입 단위가 킬로리터(kl), 천개, 킬로그램(kg)으로 한 농업경

영체의 소득이 1조가 넘게 산출되는 등 단위로 인한 자료의 신뢰성이 떨

어진다고 판단되어 출하량이 아닌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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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농업경영체의 자료 입력

기준(1년 전체 사육마릿수 또는 한 횟수 당 사육마릿수)이 분명치 않아

가축 생산의 주기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정확한 소득 산출을 위

해 한 횟수 당 사육마리수를 기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우(비육우), 육우, 돼지(비육돈)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성축과 더불

어 자축 또한 소득으로 환산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지난해 출

하마릿수’ 항목은 성축과 자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농촌진흥청의 「농

축산물 소득자료집」은 성축의 소득정보만 제공한다. 따라서 가축시장

가격조사를 시행하는 농협 축산사이버컨설팅의 2011년 축산물 수급 및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성축 대비 자축 가격 비중을 계산하였다. 산지가격

을 기준으로 한우는 2009, 2010, 2011년의 가격자료를, 돼지는 2009년 조

사 중단으로 2006, 2007, 2008년 가격자료를 사용하여 3개년 평균 성축가

격 대비 자축 가격 비율을 도출하였다.

가격 비율 도출 시 농협의 축종별 가격조사 기준 무게(한우 600kg, 돼

지 100kg)와 농촌진흥청의 축종별 소득조사 기준 무게(한우 700kg, 돼지

110kg)를 통일하여 보다 정확한 성축가격 대비 자축가격비를 계산하고

자 하였다. 한우 자축은 2009～2011년 암, 수 4～5개월, 6～7개월 평균

가격을 사용하고, 한우 성축은 600kg 암, 수 평균가격을 700kg으로 환산

한 결과 한우 성축가격 대비 자축가격비는 39.58%로 계산되었다. 돼지는

2006～2008년 자돈 평균가격을 사용하고, 성돈은 100kg 기준 평균가격을

110kg으로 환산한 결과 성돈 대비 자돈 가격비는 32.47%로 계산되었다.

육우는 자축에 대한 가격정보가 없는 관계로 한우의 가격비를 적용하였

다.

한우(번식우)의 경우 지난해 출하한 자축 한 마리 당 농촌진흥청의 성

축 번식우 한 마리에 해당하는 소득을 곱하여 한우(번식우) 소득을 추정

하였다. 번식우의 경우 송아지 판매수입이 주된 수입원이며, 이 소득이

어미소 소득에 포함되므로 임신기간이 290일임을 고려할 때 한 해 출하

한 자축 마릿수는 성축 번식우의 수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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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양잠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는 약용 목적인

양잠으로, 등록정보 자료에서 누에고치용을 제외한 건조누에용, 동충하초

용 생산량을 사용하여 누에 소득을 산출하였다.

2.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 분석

2012년 8월 3일 기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체 수는 1,475,006개이

며 이 중 경영품목이 농업소득 산정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추정 농업소

득이 0원인 농업경영체는 106,062개이다. 추정 농업소득이 0원인 경영체

를 제외한 나머지 경영체는 1,368,944개이나 자료 입력 실수 및 소득 추

정 품목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정 연 표준농업소득이 최하 514원 등

농업소득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농업인을 정의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표

준 농업소득이 120만원 미만인 경영체는 제외하여 총 1,273,535개의 경영

체를 유형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2가지 유형화 차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분류하여 우

리나라 농업인의 특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농업소득 사분

위수를 구하여 전체 농업경영체를 농업소득에 따라 1〜4계층으로 분류한

후 각 계층을 쌀소득 및 품목 전문화 정도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통계청이 농가를 영농형태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응용하여 영농형

태별로 농업경영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1) 소득계층별 농업경영체 유형화

표준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는 1,273,535개이며, 각 농

업경영체의 전체 재배면적 중 소득으로 추정된 품목의 재배면적 비중이

평균 91.7%로 표준농업소득이 정확한 농업소득은 아니나 실제 농업소득

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추정 농업소득을 농가경제조사 및 한국은행

농업부문 부가가치와 비교한 사항을 <부록 2>에 첨부하였다. 농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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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수(Quartile)를 구하여 경영체를 4계층으로 분류하고, 소득 계층별

로 평균 특성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특성 전체 1/4분위 2/4분위 3/4분위 4/4분위

연령 63.24 63.63 64.89 64.45 60.01

가족 수 1.79 1.67 1.73 1.83 1.97

농업소득 (천원) 20,338 2,360 5,624 12,940 60,427

경영면적 (ha) 1.54 0.40 0.78 1.48 3.49

재배면적 (ha) 1.53 0.40 0.77 1.47 3.46

임차지비중 (%) 31.72 24.55 28.55 32.89 40.91

시설지비중 (%) 4.62 0.59 1.01 3.09 13.79

<표 2-5> 표준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 농업경영체의 평균 특성

먼저 소득계층 분류 시 사용된 표준 농업소득 분위별 경계값을 살펴보

면 1분위수 3,676,003원, 2분위수 8,121,063원, 3분위수 20,256,410원이다.

표준 농업소득이 120만 원 이상 농업경영체는 평균연령이 63세이며 평균

표준 농업소득이 20,338천원으로 평균 1.54ha를 경영하고 있다. 분위별

평균 추정 농업소득 규모를 살펴보면 4/4분위 60,427천원, 3/4분위 12,940

천원, 2/4분위 5,624천원, 1/4분위 2,360천원으로 계층별 농업소득에 상당

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4/4분위와 3/4분위 평균 농업소득

이 약 4.7배로 저소득층 구간에 다수의 농업경영체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1/4분위에서 4/4분위로 농업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영면적, 재배면적,

임차재배면적 비중, 시설재배면적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영주 연령은 4/4분위에서 평균 60세로 전체 계층에서 가장 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재배면적에 축사면적을

합한 경영면적과 재배면적의 차이가 커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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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 중심 농업경영체 유형화

쌀은 한국인의 주식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품

목으로 많은 농업인이 재배하여 재배면적이 가장 넓다. 농업경영체 분석

대상 1,273,535개 중 쌀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882,820개로 전체의 69.3%

가 쌀을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 농업소득 사분위수에 따라 분류된

1/4분위〜4/4분위 소득계층을 동일한 표준 농업소득 사분위수를 적용하

여 각 계층을 쌀소득에 따라 재분류하는 쌀 중심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실시하였다<표 2-6 참조>. 분석의 편의를 위해 1/4분위〜4/4분위를 평

균 농업소득이 높은 순서에 따라 1계층〜4계층으로 재명명하였다. 즉, 평

균 농업소득이 가장 높은 4/4분위가 1계층이며 가장 낮은 1/4분위가 4계

층이다.

표준 농업소득 사분위수를 쌀소득에 적용하여 농업경영체를 분류한 결

과 쌀소득이 20,256천원 초과로 1계층에 속하는 경영체는 전체의 2.8%로

35,995개며, 평균 표준농업소득은 61,284천원이다. 쌀소득이 2계층에 속하

는 경영체는 전체의 9.6%로 122,126개며 평균 표준 농업소득은 32,913천

원이다. 쌀소득이 8,121천원 이하로 쌀 3계층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는 전

체의 18.9%로 240,026개며 평균 표준 농업소득은 20,115천원이다. 마지막

으로 쌀소득이 3,676천원 이하로 쌀소득 4계층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는

전체의 68.7%로 875,388개며 평균 표준 농업소득은 16,961천원으로 나타

났다. 이로부터 쌀을 재배하는 상당수의 농업경영체가 소규모로 논벼를

경작하며 쌀과 더불어 다른 품목을 함께 경영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준 농업소득 사분위수를 구하여 1계층〜4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

을 동일한 표준 농업소득 사분위수를 적용하여 쌀 소득 규모별로 분류한

결과 A〜J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별 성격을 살펴보면 A유형은 농업

소득과 쌀소득 모두 1계층 소득구간에 속하는 경영체들의 집합으로 전체

의 2.8%이며 대규모 쌀 전문농으로 사료된다. B유형 및 C유형은 농업소

득이 1계층에 속하며 쌀소득이 3,676천원 초과인 농업경영체로 쌀과 함

께 다른 작목을 경영하는 쌀 중심 대규모 농업경영체로 파악된다. D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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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소득(β)

농업소득(α)
 쌀 1계층

(β>20,256)
쌀 2계층

(β≤20,256)
쌀 3계층

(β≤8,121)
쌀 4계층

(β≤3,676)
농업소득

계층 합계

1계층

(α>20,256)5)
A 유형

(2.8%, 61,284)6)
B 유형

(4.5%, 54,803)
C 유형

(4.5%, 55,757)
D 유형

(13.2%, 63,759)
A+B+C+D
318,3837)
(25%, 60,427)

2계층

(α≤20,256)
E 유형

(5.1%, 13,829)
F 유형

(6.4%, 12,486)
G 유형

(13.5%, 12,818)
E+F+G
318,384

(25%, 12,940)
3계층

(α≤8,121)
H 유형

(7.9%, 5,841)
 I 유형

(17.1%, 5,524)
H+I

318,384
(25%, 5,624)

4계층

(α≤3,676)
J 유형

(25%, 2,360)
J

318,384
(25%, 2,360)

쌀소득

계층합계

A
35,995

(2.8%, 61,284)

B+E
122,1268)

(9.6%, 32,913)

C+F+H
240,026

(18.9%, 20,115)

D+G+I+J
875,388

(68.7%, 16,961)

전체

1,273,535
(100%, 20,338)

<표 2-6> 쌀 중심 소득계층별 농업경영체 유형화

(소득 단위 : 천원)

은 쌀소득 규모가 3,676천원 이하인 농업경영체로 쌀 보다는 다른 품목

으로 1계층 기준소득을 올리는 경영체들이다. 농업소득이 2계층에 속하

는 경영체들은 E〜G유형으로 분류되며 E유형은 총농업소득에서 쌀소득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경영체들의 집합으로 전체의 5.1%이며 중규

모 쌀 전문농이다. 농업소득이 3계층에 속하는 경영체들은 쌀소득에 따

라 H〜I유형으로 분류되며 H유형은 소규모 쌀 전문농으로 전체 농업경

영체의 약 8%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J유형은 농업소득 및 쌀소득 모

5) 표준농업소득 20,256천원 초과

6) (전체 1,273,535 농업경영체 중 A유형 농업경영체 수 비중, A유형의 평균 농업소득)

7) 농업소득이 1계층에 속하는 농업경영체 수

8) 쌀 2계층에 속하는 농업경영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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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3,676천원 이하인 농업경영체로 실제로 농업규모가 작은 부업농 또는

자급자족농과 경영품목 중 농업소득 환산비율이 낮은 경영체를 포함한

다.

<표 2-7>은 A〜J유형별 세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으로 환산

된 경영품목 분류(쌀소득비중, 전작물소득비중 등)는 통계청에서 농가를

영농형태별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분류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참

고로 통계청은 농가경제통계 등 농업관련 통계지표 작성에 있어 논벼농

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전작농가, 축산농가, 기타농

가(양잠 등) 등 8가지로 영농형태를 분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청

의 분류를 따르되 우리나라에서 조미채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미채소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양잠 외에 기타농산물(묘, 볏짚 및 농

업부산물)의 수입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양잠을 축산소득에 포함하여

농업소득을 쌀소득, 전작물소득, 과수소득, 채소소득, 조미채소소득, 특약

용작물소득, 화훼소득, 축산소득으로 세분화하였다.

A유형, E유형, H유형은 대․중․소 쌀 전문농으로 농업소득 중 쌀소득

비중이 72.3%, 84.2%, 88.9%로 매우 높으며, 농업소득이 낮을수록 쌀소

득비중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 유형 모두 쌀 외에 소득

비중이 높은 품목은 조미채소류로 쌀을 중점적으로 재배하며 소규모로

조미채소류를 재배하는 영농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농업소득과 쌀소득이 모두 4계층에 속하는 J유형은 평균 쌀소득 비중이

53%로 평균적으로 쌀 전문농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B유형과 F유형은 쌀소득이 총 농업소득에서 1/3이상 차지하는 농업경

영체 그룹으로 쌀 외에 조미채소, 채소, 전작물을 평균적으로 많이 재배

한다. 쌀 전문농 유형과 비슷한 영농형태를 보이나 논벼 및 조미채소 경

영비중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C유형, D유형, G유형, I유형은 총 표준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 비중이 낮은 유형으로 조미채소를 포함한 채소,

과수, 특약용, 화훼, 축산소득 비중이 높다. 특히 농업소득이 1계층에 속

하는 C유형과 D유형의 경우 평균 특약용소득비중과 축산소득비중이 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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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특성 A B C D E
경영체 수 35,995 56,882 57,770 167,736 65,244
연령 57.26 60.94 62.23 59.52 64.25
가구원 2.05 2.05 2.00 1.90 1.91
표준농업소득 (천원) 61,284 54,803 55,757 63,759 13,829
경영면적 (ha) 9.01 4.41 2.96 2.18 2.57
재배면적 (ha) 8.99 4.38 2.94 2.15 2.56
임차농지비중 (%) 58.91 47.45 38.24 35.75 43.99
시설농지비중 (%) 1.40 4.99 9.74 20.83 0.23
쌀소득비중 (%) 72.27 36.26 15.29 2.27 84.18
전작물소득비중 (%) 4.68 6.50 5.90 4.87 3.75
과수소득비중 (%) 2.60 8.86 16.44 32.78 1.13
채소소득비중 (%) 5.69 15.53 22.72 26.26 1.34
조미채소소득비중(%) 9.24 20.48 24.37 14.90 7.58
특약용소득비중 (%) 2.59 6.06 8.03 8.17 1.13
화훼소득비중 (%) 0.06 0.24 0.37 1.28 0.01
축산소득비중 (%) 2.86 6.07 6.88 9.46 0.89
농업경영체 특성 F G H I J
경영체 수 81,634 171,506 100,622 217,762 318,384
연령 66.71 63.45 66.12 64.31 63.62
가구원 1.88 1.77 1.77 1.71 1.67
표준농업소득 (천원) 12,486 12,818 5,841 5,524 2,360
경영면적 (ha) 1.70 0.96 1.14 0.61 0.40
재배면적 (ha) 1.69 0.95 1.14 0.60 0.40
임차농지비중 (%) 33.67 28.31 34.01 26.03 24.55
시설농지비중 (%) 0.75 5.29 0.16 1.40 0.59
쌀소득비중 (%) 48.93 8.68 88.95 21.09 53.17
전작물소득비중 (%) 9.03 10.09 3.35 14.35 13.61
과수소득비중 (%) 6.62 29.16 0.61 17.45 6.83
채소소득비중 (%) 5.65 15.66 0.87 10.86 6.11
조미채소소득비중(%) 24.24 27.72 4.94 30.21 16.35
특약용소득비중 (%) 3.33 4.71 0.84 4.03 3.05
화훼소득비중 (%) 0.03 0.37 0.00 0.10 0.02
축산소득비중 (%) 2.17 3.62 0.00 1.91 0.86

<표 2-7> 쌀 중심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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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농업소득이 각각 2계층과 3계층에 속하

는 G유형과 I유형의 경우 과수와 조미채소의 소득비중이 평균적으로 높

은 모습을 보인다.

A〜J유형을 토지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업소득이 동일한 계층에

속할 경우 쌀 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면적이 높은 경향을 보여 A유

형, E유형, H유형이 각각 평균 9ha, 2.6ha, 1.1ha를 경영한다. 이러한 모

습은 임차농지 비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A유형, E유형, H유형의 각

소득계층에서 임차농지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시설재배면적 비중이 가

장 높은 유형은 D유형으로 경영면적은 A유형의 1/4에 불과하나 시설재

배로 동일한 소득계층에 속하여 면적 당 생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농업소득 사분위수를 구하여 전체 농업경영체를 4계층으로 구분한 후

쌀 소득 규모에 따라 경영체를 분류한 결과, 각 유형별 평균적인 특성으

로부터 쌀 전문농(A유형, E유형, H유형, J유형), 쌀 준전문농(B유형, F유

형), 타작목농(C유형, D유형, G유형, I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쌀 전문농의

경우 그 비중이 통계청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010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영농형태별 농가 중 논벼농가는 52만 3천호로

전체 농가의 44.4%를 차지하는 가운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의 쌀 전

문 농업경영체(A유형, E유형, H유형, J유형)는 총 520,245개로 전체 농업

경영체의 41%를 차지해 유사한 비중을 보인다. 쌀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평균적으로 조미채소를 함께 많이 재배하여 전형적인 영농형태는 쌀+조

미채소로 쌀과 김치가 중요한 현실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유형화의 목

적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체들의 특성을 보다 단순하면서도 구체적

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에 있음을 고려할 때, 쌀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

방법은 한 가지 좋은 유형화 방법으로 생각된다.

(2) 품목별 전문화 정도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화

이 절에서는 표준 농업소득 사분위수로 분류한 1계층〜4계층 농업경영

체를 품목 전문화 정도에 따라 전문농과 복합농으로 분류하여 품목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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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농 정의

미국 총현금소득 중 한 품목소득이 50% 이상

유럽연합 총표준소득 중 한 품목 표준소득이 2/3 초과

<표 2-8> 국외 전문농 정의

문농 수 및 평균 표준 농업소득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전문농’이란 농업생산을 함에 있어 한 품목을 중심적으로 경영

하는 농업경영체를 의미하며 반대어는 ‘복합농’이다. 따라서 이는 농림수

산식품부에서 정책적 대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사육두수 규모에 따른

전업농과는 다른 개념임을 밝혀둔다.

전문농이란 어떠한 한 품목(또는 부문)을 중점적으로 경영하는 농업경

영체로 전문농으로 분류하는데 있어 여러 기준이 존재한다. 미국은 농가

의 총농업소득 중 한 품목의 소득이 50% 이상 차지하면 그 농가를 해당

품목의 전문농으로 분류하고, 한 품목도 전체소득 중 50% 이상을 차지

하지 못할 때는 일반농으로 분류한다. 유럽연합(EU)은 총표준소득에서

한 품목(또는 부문)의 표준소득이 2/3를 초과할 시 그 농업경영체를 해

당 품목 전문농으로 분류한다. 유럽의 전문농은 한 품목 및 부문

(category)의 소득비중이 유럽연합의 농업상황에 맞추어 매우 세분화되

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단순한 미국의 전문농 분류기준을 적용하

여 우리나라 농업경영체들의 경영형태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자 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가지 품목소득이 총 표준농업소득에서 50%

이상 차지할 시 이 농업경영체를 해당 품목의 전문농으로 분류하고 그

외는 복합농으로 분류하였다. 표준농업소득이 가장 높은 1계층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를 전문농과 복합농으로 분류한 결과 전문농은 76%, 복합농

은 24%로 나타났다. 전문농을 영농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과수 전문농

(27%)이 가장 많았으며, 채소전문농(22.5%), 쌀전문농(17%), 조미채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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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농 복합농

경영체 수
241,817
(76%)

76,566
(24%)

영농형태 쌀 전작 과수 채소 조미 특약용 화훼 축산 -
비중(%) 17.2 1.5 26.9 22.5 12.9 8.2 1.1 9.6 -
농업소득

(천원) 39,369 57,347 46,749 62,818 46,294 128,065 62,790 121,529 51,702

<표 2-9> 1계층 농업경영체 전문농 및 복합농 수

구분 전문농 복합농

경영체 수
236,083
(74%)

82,301
(26%)

영농형태 쌀 전작 과수 채소 조미 특약용 화훼 축산 -
비중(%) 41.5 2.4 22.4 9.4 18.9 2.5 0.3 2.7 -
농업소득

(천원) 12,443 12,444 13,368 13,733 12,773 13,846 14,112 13,951 13,017

<표 2-10> 2계층 농업경영체 전문농 및 복합농 수

문농(13%), 축산전문농(9.6%)순이었다. 1계층 전문농의 평균 표준농업소

득은 63,190천원으로 1계층 복합농의 평균 표준농업소득 51,702천원 보다

높은 가운데 전문농 중 가장 소득이 높은 유형은 특약용전문농으로 평균

표준 농업소득이 128,065천원이다.

표준농업소득이 2계층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는 전문농 74%, 복합농

26%으로 분류되었으며 전문농의 평균 표준농업소득(12,913천원)으로 복

합농의 평균 표준농업소득(13,017천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 1계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경영체 수로는 쌀전문농이 41.5%로 가장 많은 가운

데 과수전문농(22.4%), 조미채소전문농(18.9%), 채소전문농(9.4%)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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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전문농 중 평균 표준농업소득은 화훼전문농이 14,112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쌀전문농의 평균 표준농업소득이 12,443천원으로 가장 낮

았다.

표준농업소득이 3계층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는 전문농 78%, 복합농

22%로 나타났다. 농업소득 2계층 유형과 마찬가지로 복합농 평균 표준

농업소득이 5,695천원으로 전문농 평균 표준농업소득 5,604천원보다 약간

높은 모습을 보였다. 경영체 수로는 쌀 전문농이 132,896(54%)으로 가장

많았고 조미채소전문농이 48,921(20%)으로 뒤를 이었다. 3계층 전문농은

품목별로 고른 평균 표준농업소득을 보이는 가운데 그중 가장 높은 유형

은 화훼전문농(6,259천원)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문농 복합농

경영체 수
247,082
(78%)

71,302
(22%)

영농형태 쌀 전작 과수 채소 조미 특약용 화훼 축산 -
비중(%) 53.8 4.2 14.2 5.3 19.8 1.3 0.1 1.4 -
농업소득

(천원) 5,555 5,405 5,783 5,732 5,592 5,678 6,259 5,815 5,695

<표 2-11> 3계층 농업경영체 전문농 및 복합농 수

마지막으로 4계층에 속하는 농업경영체를 전문농과 복합농으로 분류한

결과 전문농 84.7%, 복합농 15.3%로 나타났다. 2, 3계층의 농업경영체들

과 마찬가지로 4계층 복합농의 평균 표준농업소득(2,522천원)이 전문농

의 평균 표준농업소득(2,331천원)보다 높다. 전문농 중 경영체 수로는 쌀

전문농이 약 64%로 가장 많으며 평균 표준농업소득은 과수전문농이

2,437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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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농 복합농

경영체 수
269,745
(85%)

48,639
(15%)

영농형태 쌀 전작 과수 채소 조미 특약용 화훼 축산 -
비중(%) 63.7 8.1 7.1 3.5 15.3 1.5 1.5 0.03 -
농업소득

(천원) 2,280 2,185 2,584 2,437 2,484 2,250 2,525 2,350 2,522

<표 2-12> 4계층 농업경영체 전문농 및 복합농 수

표준농업소득 사분위수를 구하여 소득계층별로 농업경영체를 분류한

후 한 품목소득이 총 표준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50% 이상)에 따

라 전문농과 복합농으로 분류한 결과 1계층〜4계층 전문농 비중 평균값

이 78%로 복합농보다 전문농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준농업소득

이 20,256천원 초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1계층을 제외하고는 전

문농의 평균 표준농업소득이 복합농 평균 표준농업소득보다 낮게 나타나

전문화할수록 농업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 농업소득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경영하는 품목으로 1계층에서는 특약용

전문농, 2〜3계층에서는 화훼전문농, 4계층에서는 과수전문농의 평균 표

준농업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업소득 규모가 작아질수록 각

계층별 전문농 중 쌀전문농 수가 많아져 1계층에서는 쌀전문농이 17%인

반면 2계층 41.5%, 3계층 53.8%, 4계층 63.7%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농

업경영체들이 중소규모로 논벼를 재배하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반영한

다 할 수 있다.

표준농업소득 1계층에 속하여 농업인 중 비교적 고소득을 올리는 경영

체들이 재배하는 품목을 알아보고자 영농형태별 경영체 수가 많은 순으

로 정리하여 <표 2-13>에 나타내었다. 개별 품목 순으로 상위 10개 품

목은 논벼(41,615), 사과(19,873), 인삼(14,420), 한우비육우(9,784), 노지고

추(9,517), 배(9,087), 노지포도(9,062), 시설딸기(8,187), 시설고추(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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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6,753)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 살펴보면 채소전문농은 시설딸기

외에 참외전문농(5,613), 호박전문농(5,162), 시설오이전문농(4,680)이, 특

약용작물전문농은 인삼전문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느타리버섯전문

농(1,699), 오미자전문농(762)의 수가 많았다. 화훼전문농은 장미전문농

(989)과 국화전문농(893)의 수가 많았다. 축산전문농의 경우 한우전문농

외에 낙농업전문농(6,217), 비육돈전문농(4,827)이 다수를 차지한다.

표준 농업소득이 가장 낮은 4계층의 농업경영체가 경영하는 품목은

<표 2-14>와 같으며 쌀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수가 전체의 63.7%를

차지하는 가운데 상위 10개 품목은 노지고추(34,896), 콩(11,602), 매실

(7,598), 고구마(5,406), 단감(4,585), 마늘(3,984), 김장배추(2,909), 노지옥

수수(2,575), 노지감자(1,923), 참깨(1,719)로 쌀, 노지고추, 마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1계층이 경영하는 품목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35 -

품목 수 품목 수 품목 수

쌀 논벼 41,615

채

소

시금치(노지) 768 생강 164
가을무 708

전

작

물

감자(노지) 938

특

약

용

작

물

인삼 14,420
취나물(노지) 641고구마 937 느타리버섯 1,699

양상추 596
콩 736 오미자 762

파프리카 588
감자(시설) 693 복분자 721

김장배추 483
옥수수(노지) 255 양송이 595

부추(노지) 473

과

수

사과 19,873 담배 369
고냉지배추 446

배 9,087 차류 329
수박(노지) 391포도(노지) 9,062 황기 175

피망 391복숭아 5,966 천마 149
가지(시설) 377감귤(노지) 5,257 상황버섯 187
오이(노지) 358포도(시설) 3,773 참당귀 89
시금치(시설) 282단감 3,407 산약 78

고사리 275만감 2,344 영지버섯 77
브로콜리 274감귤(시설) 1,876 구기자 69
양배추 261매실 1,734 오갈피 45
근대 222자두 1,306 땅콩 23
달래 166참다래 820

화

훼

장미 989
월동배추 162무화과 535 국화 893

연근 139유자 168 거베라 123
취나물(시설) 126

채

소

딸기(시설) 8,187 안개꽃 116
청경채 104참외 5,613 백합 114
머위대 86호박 5,162 심비디움 104
산마늘 86오이(시설) 4,680 금어초 80
봄배추 83수박(시설) 4,360 프리지아 68
봄무 72토마토 4,058

축

산

한우(비육우) 9,784
고냉지무 57상추 3,883 젖소 6,217
돌나물 51깻잎 2,260 돼지(비육돈) 4,827

조

미

채

소

고추(노지) 9,517방울토마토 1,751 닭(육용계) 1,354
고추(시설) 7,799부추(시설) 1,364 육우 430

마늘 6,753당근 1,041 닭(산란계) 307
양파 3,751도라지 989 오리(육용계) 167
대파 1,741미나리 972 한우(번식우) 64
쪽파 972멜론 867 기타 238

꽈리고추 725가지(노지) 798 전체 241,817

<표 2-13> 1계층 품목별 전문농업경영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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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 품목 수 품목 수

쌀 논벼 171,943

채

소

취나물(노지) 208 생강 125
콩 11,602

전

작

물

특

약

용

작

물

참깨 1,719시금치(시설) 173
고구마 5,406 복분자 504부추(노지) 167

옥수수(노지) 2,575 차류 410월동배추 151
감자(노지) 1,923 땅콩 399

봄배추 134
팥 77 오갈피 347

토마토 115

과

수

매실 7,598 오미자 140
오이(노지) 101

담배 104단감 4,585
연근 101

참당귀 73복숭아 1,390
브로콜리 94

황기 56자두 1,301
딸기(노지) 78

구기자 41감귤(노지) 1,228
가지(노지) 77

맥문동 34
배 911

봄무 74 인삼 25
사과 787

국화 48시설배추 71
포도(노지 653

고냉지배추 62

축

산

한우비육우 1,081
유자 478

미나리 62 한우번식우 793
무화과 88

깻잎 36 산란계 212

채

소

김장배추 2,909
당근 36 육용계 97

도라지 1,093
취나물(시설) 31 돼지 77

상추 815
오리 38

조

미

채

소

고추(노지 34,896
고사리 660

마늘 3,984 육우 30
호박 649

대파 895 기타 660
시금치(노지) 556 양파 603    

가을무 470 고추시설 386
양배추 260 쪽파 240          전체 269,745

<표 2-14> 4계층 품목별 전문농업경영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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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농형태별 농업경영체 유형화

이제까지 표준농업소득 규모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분류하여 어떠한 유

형의 농업경영체가 많이 존재하는지,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보았

다. 본 절에서는 통계청에서 영농형태별로 농가를 분류하는 방법을 응용

하여 농업경영체의 주요 경영품목을 중심으로 경영체를 유형화하고자 한

다. 앞서 전문농을 영농형태별로 분류하는 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통계

청은 영농형태별로 농가를 분류함에 있어 2종 겸업농가9)를 제외한 전체

표본농가에 대해서 농업총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을 기준

으로 해당 농가의 영농형태를 구분하여 논벼농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전작농가(맥류, 잡곡, 두류, 서류 수입의 합), 축산농

가, 기타농가(묘, 볏짚 및 농업부산물, 양잠 등)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

문은 통계청이 한 농가를 특정 품목의 농가를 분류하는 방법(총농업소득

중 최대소득을 창출하는 품목)을 따라 농업경영체를 영농형태별로 분류

할 것이다. 하지만 영농형태를 분류하는데 있어 통계청의 기준을 응용하

되 우리나라에서 조미채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조미채소농 항

목을 추가하고, 기타농산물 수입이 양잠 외에는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양잠 재배 농업경영체를 축산농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영농형태는 총 8

가지로 미곡농, 전작물농, 과수농, 채소농, 조미채소농, 특약용작물농, 화

훼농, 축산농이다.

<표 2-15>는 영농형태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 농업경영체 현황은 <부표 3>에 수록하였다. 예상대로 미곡

농이 514,147개(40.4%)로 가장 많은 가운데 조미채소농 262,948개

(20.7%), 과수농 203,265개(15.9%), 채소농 142,388개(11.2%)로 이들 유형이

분석대상 농업경영체의 88%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전작물농, 특약용작

물농, 축산농, 화훼농의 비중이 적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재배품목 중

농업소득으로 계상된 품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9) 2종 겸업농가란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 보다 적은 농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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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특성 미곡농 전작물농 과수농 채소농

경영체 수 514,147 65,208 203,265 142,388
비중 (통계청)주)  (%) 40.4(44.4) 5.1(9.9) 15.9(14.5) 11.2(19.0)*
연령 64.77 62.96 61.58 60.29
가구원 1.79 1.73 1.84 1.84
농업소득 (천원) 9,749 10,084 23,598 36,724
경영면적 (ha) 1.72 1.38 1.27 1.77
재배면적 (ha) 1.71 1.37 1.26 1.76
임차농지비중 (%) 33.56 29.46 24.66 36.91
시설농지비중 (%) 0.28 1.34 3.62 25.44
농업경영체 특성 조미채소농 특약용작물농 화훼농 축산농

경영체 수 262,948 41,382 3,803 40,394
비중 (통계청)   (%) 20.7(19.0) 3.2(3.0) 0.3(1.6) 3.2(6.9)
연령 64.65 61.76 56.45 56.03
가구원 1.75 1.81 1.87 1.93
농업소득 (천원) 15,515 70,176 49,879 76,568
경영면적 (ha) 1.20 2.25 1.32 1.49
재배면적 (ha) 1.19 2.24 1.31 1.30
임차농지비중 (%) 31.85 38.61 50.95 19.67
시설농지비중 (%) 3.21 4.29 61.08 0.88
주) 통계청 2010 농림어업총조사 경영형태별 농가 비중

＊ 통계청의 채소농 비중(19%)은 조미채소농 비중을 포함함

<표 2-15> 영농형태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

따라서 실제 전작물농, 특약용작물농, 화훼농, 축산농의 비중은 더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영농형태별 경영체 비중을 통계청의 2010 농림어업총조

사와 비교한 결과 미곡농, 과수농, 특약용작물농은 유사한 가운데 채소

농, 화훼농, 축산농 비중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채소농 비중에서 12.9%

의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 농업경영체 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전작물은 콩(2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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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은 사과(37,367), 채소농은 호박(15,517), 조미채소농은 노지고추

(163,071), 특약용작물농은 인삼(18,308), 화훼농은 국화(1,662), 축산농은

한우(22,968)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의 주요 경영품목을 기준으로 분류

한 농업경영체 유형 중 표준농업소득이 가장 높은 유형은 축산농으로 평

균 표준 농업소득이 76,568천원이다. 통계청의 「2011년 농가경제 동향」

에 따르면 축산농이 평균 농가에 비해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부채가

모두 많아 부채 및 소득이 모두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균 표준농업소득

이 가장 적은 유형은 미곡농과 전작물농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많은 수

의 경영체가 농업소득 측면에서 소농에 속할 것이라 판단된다.

3)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 분석 요약

농업소득 규모 측면에서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농촌진

흥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의 표준 농업소득을 추정하였다.

표준농업소득 사분위수를 구하여 전체 농업경영체를 4계층으로 분류한

결과 계층별 평균소득이 1계층 60,427천원, 2계층 12,940천원, 3계층

5,624천원, 4계층 2,360천원으로 계층별 표준농업소득규모에 상당한 차이

가 존재하였다. 표준농업소득 사분위수로 분류한 농업경영체를 동일한

사분위수를 쌀 소득에 적용하여 경영체를 재분류한 결과 쌀소득만으로

해당 계층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농업경영체는 전체의 약 16%로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쌀과 함께 다른 품목(조미채소 등)을 재배하는 경영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의 품목별 총 표준농업소득 비중에 있어 전문화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미국의 전문농 분류 기준(한 품목의 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을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 전문농이 계층별 평균 78%로 복합

농보다 많았으며 소득이 낮아질수록 쌀전문농의 수가 증가하여 많은 농

업경영체가 중소규모로 논벼를 재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통계청의 영농형태별 농가 분류 방법(총농업소득 중 최대소득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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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품목)을 응용하여 농업경영체를 8개 농업생산 부문으로 구분한 결

과 미곡농(40.4%)이 가장 많은 가운데 조미채소농(20.7%), 과수농

(15.9%), 채소농(11.2%), 특약용작물농(3.2%), 축산농(3.2%), 화훼농

(0.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표준농업소득은 축산농(76,568천원)이 가

장 높았으며 특약용작물농(70,176천원), 화훼농(49,876천원), 채소농

(36,724천원), 과수농(23,598천원) 순으로 경영체 수가 적은 품목들의 평

균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현황을 통해 한국 농업에 있어 쌀의 비

중이 매우 높으며 농업소득 규모가 작을수록 쌀을 재배하는 경영체가 많

아 다른 품목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품목별 농업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한

편 농업소득 규모 증대를 도모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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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업생산 공간분포 분석

제 1 절 공간분포 분석 방법론 설정

인간의 모든 활동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발생

하며 이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공간 개념을

활용한 접근은 약 4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이성우 외, 2006). 공간

자료(spatial data)란 좌표와 같은 공간정보를 포함한 자료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거주지 주소와 더불어 품목별 재배지에 대한 주소

를 포함하고 있어 농업생산과 관련한 공간분석에 있어 매우 용이한 자료

이다. 공간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공간종

속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이다. 공간

종속성이란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변수 가 지역의 값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식(1)과 같은

관계를 가져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띠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종속

변수가 설명변수처럼 작용하는 경우로 한 지역의 변수가 다른 지역의 변

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성우 외, 2006; 박광서, 2012).

  (1)

많은 사회과학 분석 자료의 경우 공간종속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인접한 지역이 원거리 지역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

간이질성이란 공간이 종속변수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균일하게 나타나

지 않음을 뜻하며 식(2)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이성우 외, 2006). 즉, 공

간이질성이란 지역 간 설명변수 값이 유사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종

속변수의 값을 갖는 것을 의미하여 공간 자체가 일종의 확률변수를 포함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한다(이성우 외,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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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종속성은 근접한 지역이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집

적’ 또는 ‘클러스터(cluster)’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간종속

성을 검정하는 것은 집적 유무를 검정하는 것과 같다. 본 장에서는 먼저

품목별 농업활동이 공간분포에 있어 자기상관 되어있는지, 즉 집적 유무

를 Moran’s I를 이용하여 검정하고자 한다. Moran’s I(Moran, 1948)는

공간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이를 통해 농업생산 부문 및

품목별 집적 유무를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적이 확인된 농업생산

부문 및 품목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지 Local Moran’s I

를 활용하여 국지적 공간분포를 분석할 것이다. Local Moran’s I는 관심

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연구대상 지역들을 핫스팟(hot spot)지역과 콜

드스팟(cold spot)지역으로 분류하여 이를 통해 집적지(cluster)를 확인할

수 있다.

1.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성(Moran’s I) 검정

농업활동 부문별로 공간적 자기상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Moran’s I

통계량을 사용하여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을 검

정하였다. Tobler(1970)는 지리 제 1법칙에서 공간상의 모든 객체는 다

른 객체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운 것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공간자기상관이란 원거리 지역에

비해 거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 서로 비슷한 값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

이는 경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간자기상관은 공간 클러스터를 의미

하여 관심변수 Y의 값이 전체지역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지역들이 무리

지어 존재함을 의미한다(Pisati, 2012).

Moran’s I 통계량은 Moran(1948)에 의해 개발된 전역적(global) 공간

자기상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 관심변수 Y에 관하여 연구지역 A

에서 관측된 근거리 지역들 간의 전체적인 유사성정도를 나타낸다

(Pfeiffer et al, 2008). Moran’s I 통계량은 관심변수의 한 특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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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요약하는 것으로 공간적 군집을 파악하기보다는 연구 대상지역에

서 군집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다(Pisati, 2012).

즉,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며 이를 통해 집적 유무

를 알 수 있다. Moran’s I는 식(3)과 같으며 지역을 기준으로 원거리 지

역보다 가까운 지역들의 값이 와 유사하다면 이 자료는 공간적으로

상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Arfa et al., 2010). 본 논문에서 는 지역 의

품목별 소득액이며, 는 의 평균, 은 분석대상 지역 수(238개 시군구)

이다. 는 공간가중치행렬 의 한 원소로 지역과 지역 간 거리를 나

타내며    일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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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s I 통계량은 공분산 개념을 이용하여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참

조지역과 이웃한 지역들 간에 값들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공간 연관성 지

수로(김연미, 2008) 전역적 공간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Moran‘s I 통계량의 기댓값은 식(4)와 같다. 변수 간 공간자기상관 크기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값은 식(5)와 같으며 이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

다.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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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n’s I 지수 해석에 있어  는 정(+)의 공간자기상관을 나타내

는 것으로 근접지역이 참조지역과 유사한 특성(값)을 보임을 의미한다.

 는 부(-)의 공간자기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접지역 간 특성이

상이함을 의미한다.

2.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성(Local Moran’s I) 검정

Moran’s I 통계량은 전체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하나의 값으로 나

타내는 전역적 지수로 공간 자기상관 유무를 판단할 뿐 공간자기상관의

지역 구조를 알 수 없다. 즉 특정지역이 어떤 값을 가지면서 공간적 자

기상관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지

역이 전체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판단

할 수 없다(정준호․김선배, 2005). 따라서 개별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

을 측정하여 공간적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 연관성 지표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의 하나인 Local Moran’s I를

사용하였다. Local Moran’s I는 Moran’s I 통계량의 국지적 버전으로 식

(6)과 같으며 는 지역의 공간자기상관성 정도를 보여준다. 는 의

표준편차이며, 는 행표준화된 공간가중치행렬의 원소로 앞서 전역적

Moran’s I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 거리를 나타낸다. 즉 Local Moran’s I

는 참조지역()과 이웃한 지역들이 전체지역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났

는지를 통해 공간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김연미, 2008). 국지적

공간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Local Moran’s I의 기댓값은 식

(7)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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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selin(1995)은 국지적 연관성지표 통계량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

다고 하였다. 첫째, 핫스팟(hot spot)지역을 파악하고 둘째, 전역적 공간

상관지수에 있어 개별 지역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Local

Moran’s I의 경우 전체지역 평균값과 대비하여 참조지역과 이웃지역 값

이 유사할수록 의 값이 높고, 근접 지역 간 값들이 상이할수록  통계

량 값이 작다. 전역적 Moran’s I 통계량 해석과 동일하게  는 정

(+)의 공간자기상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지역가 임의변수 에 대하

여 평균적으로 비슷한 값을 가진 지역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의미한다.

 는 부(-)의 공간자기상관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과 근접한 지역

들이 임의변수 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상이한 값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Local Moran’s I 통계량의 경우 정(+)의 공간적 자기상관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인 경우 지역은 핫스팟(hot spot)을 의미하고,


 인 경우 지역은 콜드스팟(cold spot)을 의미한다. 즉, 핫스팟

지역이란 지역과 지역 근접지역들의 값이 평균값()보다 높은 지역을

의미하며 콜드스팟은 평균값보다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Local Moran’s I로부터 4가지 경우를 얻을 수 있다. 참조지역의 가 평

균값()보다 높은 값을 가질 때, 이웃지역들이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갖는

HH(High-High)유형과 이웃지역들이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HL(High-Low)유형이 있다. 참조지역의 가 평균값보다 작은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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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지역들이 평균값보다 작은 값을 갖는 LL(Low-Low)유형과 높은 값을

갖는 LH(Low-High)유형이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이는 HH유형과

LL유형은 공간적 군집(spatial cluster)으로, HL유형과 LH유형은 공간적

이상치(spatial outlier)로 볼 수 있다(Arfa et al., 2010).

3. 공간가중치행렬(Spatial Weighted Matrix)

공간연관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간가중치행렬을 먼저 정의해

야 한다. 공간가중치행렬이란 지역 간 근접성정도를 나타내는 행렬로 지

역 간 공간작용의 강도를 나타내며 × 대칭행렬로 대각원소는 0값을

가진다. 공간가중치행렬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주로 사용

하는 방법은 인접성기반 행렬(binary contiguity matrix)과 거리기반행렬

(distance-based matrix)이 있다. 인접성 기반 공간가중치 행렬은 지역

와 지역가 공동 경계선 또는 모서리를 공유하는 기준에 따라 Linear

Contiguity, Rook Contiguity, Bishop Contiguity, Queen Contiguity로 구

분되며, 두 지역이 경계선 또는 모서리를 경유할 경우 공간가중치행렬

값에 1을 부여하고( ),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부여한다( ).

인접성행렬은 1과 0의 값을 갖는 이진행렬로 공간연결해석에 있어 제

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Cliff and Ord, 1981), 거리기반 공간가중치행

렬은 지리적 거리에 기초한 것으로 지역 간 실질적인 공간작용 강도를

보여준다. 거리기반 공간가중치행렬은 실제거리의 역수를 이용하는 방법

(거리역수방법), 일정거리 내에 있는 지역에 1을 부여하는 방법(임계거리

방법), 가장 가까운 n개의 지역들에게 1을 부여하는 방법(최근린방법) 등

이 있다(손정렬, 2011). 이 중 거리역수(inverse-distance)방법은 연구자

가 인위적으로 임계거리나 최근리 지역의 수를 지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된다. 거리기반 공간가중치행렬을 설정하는

데 있어 거리역수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참조지역이 지역 간 영향을

받는 정도에 있어 근접지역이 원거리 지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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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거리기반 공간가중치 행렬은 식(8)과 같이 표현되며 는

지역와 지역의 중심(centroid) 간 거리(대권항로, great circle distance)

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거리기반 가중치 행렬은 행(row)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는데 행표준화를 실시할 경우 서로 다른 공간적 실체

들 간에 비교가 가능하여 어느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정도가 더 높은지

판단할 수 있다(손정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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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는 법정동 기준(2010년) 251개 시군구 중 추정 농업소득이

0원인 10개 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광진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동

대문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등)과 지리적으로

이웃한 시군구가 없는 지역(신안군, 울릉군, 옹진군)을 제외한 238개 지

역을 분석 대상 지역으로 한다. 분석 대상 농업경영체는 추정 농업소득

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총 1,273,535개이며 이들의 품목별 농

업소득을 지역별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238개 시군구 중심(centroid)

경위도 지리좌표는 국가지리정보원의 NGI Pro version 2.54를 사용하여

TM(Tranverse Mercator)좌표계로 변환하였다. 지리좌표체계를 TM좌표

체계로 변환함으로써 시군구 거리가 미터 또는 킬로미터 단위로 변환되

어 임계거리 설정에 있어 수월한 장점이 있다.

Moran’s I와 Local Moran’s I를 통해 농업생산 및 품목별 집적 유무와

집적 지역을 파악하는데 있어 사용한 변수는 238개 시군구 품목별 농업



- 48 -

소득이다. 추정된 품목은 앞서 농업경영체 유형화절과 동일한 128개 세

부품목(한우 비육우/번식우는 한우로 통합)이며 농산품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정 표준농업소득을 통해 각 지역의 대략

적인 농업생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시군구별 품목 농업소득을 산출함

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공간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거주지 주소가 아닌 품목이 실제로 재배 및 사육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합산하였다.

제 3 절 농업생산 공간분포 분석 결과

추정 표준농업소득이 0원인 지역을 제외한 241개 지역 중 공간적으로

다른 지역(시군구)과 인접하지 않는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을 제외한

23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적 유무를 검정하였다. 3개 지역은 다른 이웃

지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들 지역을 제외함으로써 지역 간

근접성에 따른 상호작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간자기

상관 분석에 앞서 공간가중치행렬 작성에 있어 공간종속성이 나타나는

범위를 63km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시군구 간 거리가 63km 이상이면 이

웃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임계거리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

한 것은 시군구 간 최대 최소거리로 김의준․이성수(2006)와 김연미

(2008)의 임계거리 설정 방법을 참고하였다. 238개 지역의 최대 최소거

리는 62.6km로 이는 모든 시군구 지역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웃지역

을 갖는 즉, 하나 이상의 이웃지역과 인접함을 보장하는 거리이다.

임계거리를 63km로 설정한다는 것은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중심 간

거리가 63km 이내에 포함되면 이웃지역(주변지역)으로 간주하여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상호 영향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 임계거리를 벗어

나는 지역에 대한 가중치 값은 0으로 이는 공간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하여 공간종속성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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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거리 (km)

거리범위 (최대 거리) 677.111

시군구 간 평균 거리 135.400

시군구 간 최소거리 1.796

시군구 간 최대 최소거리 62.577

<표 3-1> 공간가중치행렬 작성을 위한 시군구별 거리 기초분석

1. 집적 유무 검정 (Moran’s I)

238개 시군구별 128개(노지, 시설 구분) 품목 소득을 합산한 후 128개

품목을 쌀, 전작물, 과수, 채소, 조미채소, 특약용, 화훼, 축산 등 8개 농

업생산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공간적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28

개 품목은 경영체의 주거지 주소가 아닌 실제 재배 및 사육되는 주소를

기준으로 합산되었다. 이는 128개 품목이 각각에 해당하는 128개의 주소

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간종속성이란 공간적 자기상관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호간 영향을 의미하며(최

명섭, 2009) Moran’s I는 공간자기상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Moran’s I 지수의 해석에 있어 표준화값(Z)은 측정값을 표준화한 것으로

이는 측정값(I)에서 기댓값(E(I))를 제한 후, 기대분포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다. 표준화값이 양수이면 관측치들의 군집을, 음수이면 분산을 의미

하며 양측검정 기준 절대치 값이 1.65, 1.96, 2.57 이상이면 각각 유의수

준 0.1, 0.05, 0.01에서 군집이 우연히 생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최현

우 외, 2007). 농업생산 부문별로 군집 유무를 검정한 결과 모든 부문이

유의수준 1%에서 공간적으로 상관되어 있었으며 집중 정도가 강한 부문

은 과수, 전작물, 조미채소, 특약용작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농산물

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들이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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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 I 표준화값(Z) 유의수준*

쌀 0.296 8.678 0.000

전작물 0.443 12.922 0.000

과수 0.548 15.956 0.000

채소 0.151 4.483 0.000

조미채소 0.308 9.018 0.000

특약용 0.232 6.823 0.000

화훼 0.080 2.438 0.007

축산 0.158 4.700 0.000

* 단측검정

<표 3-2> 농업 생산부문별 Moran’s I 분석 결과

적으로 집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과수부문을 예로 들면 과수에 속하는

사과, 복숭아, 배, 딸기 등을 재배하는 경영체들이 공간적으로 상호 영향

을 미쳐 과수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시

사한다.

8개 농업생산 부문의 공간자기상관 검정에서 더 나아가 128개 경영 품

목의 공간적 집적 유무를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는 <표 3-3>과 같으며

유의수준 5%에서 84개 품목이 공간적 자기상관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개별 품목 기준으로 Moran’s I 지수가 커 상대적으로 집적 강도

가 높은 상위 품목은 노지감귤(0.888), 시설감귤(0.651), 만감(0.562), 백합

(0.496), 노지옥수수(0.479), 담배(0.474), 노지고추(0.468), 가을무(0.441),

참다래(0.404), 봄무(0.401), 콩(0.400) 등이다. 특히 감귤과 만감(한라봉)

의 경우 제주도가 각 품목 총소득의 98%와 94%를 차지하여 공간적 집

중도가 가장 큰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간적 자기상관 정도에 있어 동일 품목의 경우 시설재배

품목보다는 노지재배 품목의 공간자기상관 정도가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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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지재배의 경우 지역별 자연환경에 많은 영

향을 받기 때문에 공간 위치에 있어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농업생산

부문별로 품목별 공간 자기상관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전작물의 경우 옥

수수, 감자, 고구마, 콩 등 주요 품목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적 현상

을 보이고 있다. 과수의 경우 시설재배의 경우에도 유의한 공간적 자기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배와 체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신뢰수준 95%

에서 유의한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지고 있다. 채소의 경우 Moran’s I

결과값을 살펴보면 무와 배추의 공간적 집적 정도가 강한 가운데 상당히

많은 품목이 공간자기상관을 가지고 있어 채소 재배에 있어 품목별로 유

사한 농업인끼리 모여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조미채소의 경우 노지고

추, 마늘, 생강, 양파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1%에서 유의하였고 쪽파와

대파 품목의 공간적 집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약용작물에서는 담배, 오

가피, 복분자, 인삼의 공간자기상관 존재가 1%에서 유의하였으며 다른

특약용 품목에 비해 공간적 집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 부문

에서는 백합의 공간적 집적도가 가장 큰 가운데 국화, 장미, 프리지아,

포인세티아 등 많이 소비되는 화훼류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유의수준 5%

에서 존재하였다. 축산의 경우 육우와 산란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공

간적 자기상관이 1% 수준에서 존재하는 가운데 한우, 돼지, 닭(육용계)

의 공간적 집적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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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I Z 품목 I Z

쌀 논벼 0.269 8.678***

채

소

봄무 0.401 11.714***

전

작

옥수수 0.479 13.965*** 도라지 0.356 10.440***

콩 0.400 11.675*** 달래 0.318 9.345***

팥 0.372 11.740*** 당근 0.308 9.020***

감자 0.328 9.593*** 고냉지배추 0.280 8.213***

맥주보리 0.273 8.124*** 호박 0.216 6.370***
메밀 0.271 18.244*** 고사리 0.211 6.307***
쌀보리 0.152 4.619*** 봄배추 0.203 6.011***
고구마 0.139 4.152*** 김장배추 0.183 5.421***
밀 0.109 4.372*** 브로콜리 0.181 5.346***
율무 0.017 0.992

오이 0.178 5.274***
겉보리 0.013 0.824

수박 0.177 5.236***
녹두 0.011 1.353

파프리카 0.169 5.009***
감자

시설
0.006 0.303

산마늘 0.167 5.595***
완두 0.004 0.288

가지 0.138 4.131***
옥수수

시설
-0.008 -0.307

부추
시설

0.133 3.977***

과

수

감귤 0.888 25.772***
근대 0.131 4.276***

감귤
시설

0.651 18.920***
미나리 0.114 3.448***

만감 0.562 16.352***
양배추 0.110 3.310***

참다래 0.404 11.809***
양상추 0.105 3.154***

사과 0.322 9.413***
취나물 0.085 2.613***

매실 0.221 6.518***
딸기

시설
0.082 2.498***

포도
시설

0.219 6.464*** 알로애 0.079 5.048***
복숭아 0.164 4.852*** 시금치 0.070 2.157**
단감 0.161 4.781*** 시금치

시설
0.068 2.074**

포도
시설

0.152 4.501*** 오이
시설

0.065 1.998**

유자 0.119 3.584*** 피망 0.063 1.959**

자두 0.078 2.388** 딸기 0.061 2.261**

무화과 0.071 2.183** 고냉지무 0.058 1.813**

체리 0.045 1.549* 토마토 0.051 1.589*

배 0.039 1.251 무
시설

0.048 2.137**

방울토마토 0.044 1.381*가을무 0.441 12.870***

<표 3-3> 품목별 Moran’s I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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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I Z 품목 I Z

채

소

참외 0.042 1.322*

특

약

용

작

물

삼백초 0.072 2.484***

수박
시설

0.036 1.161 차류 0.060 1.852**

부추 0.035 1.146 느타리버섯 0.032 1.032
취나물

시설
0.029 1.074 맥문동 0.023 0.966

멜론 0.026 0.865
참당귀 0.021 0.735

곤달비 0.024 1.856**
산약 0.018 0.637

연근 0.020 0.788
양송이 0.017 0.622

머위대 0.014 1.068
상황버섯 0.013 0.541

돌나물 0.014 0.653
영지버섯 0.010 0.578

배추
시설

0.012 0.580
구기자 0.007 0.470깻잎 0.010 0.407
지황 0.002 0.233청경채 0.004 0.230

화

훼

백합 0.496 15.455***상추 -0.001 0.087
덴파레 0.096 3.357***월동배추 -0.003 0.044
프리지아 0.095 3.375***가지

시설
-0.007 -0.084

국화 0.073 2.259**

조

미

채

소

고추 0.468 13.658***
금어초 0.061 4.205***

마늘 0.338 9.880***
장미 0.059 1.831**

생강 0.336 9.843*** 포인세티아 0.051 1.746**
양파 0.120 3.587*** 거베라 0.026 1.367*

고추
시설

0.033 1.081 시클라멘 0.007 0.380
쪽파 0.022 0.771

심비디움 0.005 0.290
대파 -0.008 -0.120 작약 -0.008 -0.111
꽈리고추 -0.014 -0.288 안개꽃 -0.010 -0.221

특

약

용

작

물

담배 0.474 14.148***

축

산

한우 0.232 6.819***

오가피 0.254 7.750*** 돼지 0.180 5.331***

복분자 0.239 7.041*** 육용계 0.176 5.243***

인삼 0.232 6.824*** 오리 0.120 4.213***

황기 0.212 6.383*** 젖소 0.112 3.345***

천마 0.164 4.912*** 양잠 0.090 3.326***

참깨 0.161 4.780*** 육우 0.041 1.299*

오미자 0.142 4.240*** 산란계 0.036 1.320*

땅콩 0.123 3.718***
전체 0.399 11.663***

천궁 0.105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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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적지역 분석 (Local Moran’s I)

Moran’s I 통계량을 통해 공간 집적이 존재하는 농업 생산 부문 및 품

목을 대상으로 Local Moran’s I를 사용하여 어떠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

는지 arc GIS 9.3을 사용하여 지도로 나타내었다. 참고로 앞서 Moran’s

I의 경우 역거리공간가중치 행렬 작성에 있어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는

범위를 63km로 설정하였으나 Local Moran’s I의 경우 임계거리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동일하게 행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Local Moran’s I는 전체지역의 특정 품목 소득 평균값과 비교하여 참조

지역과 이웃지역의 값이 유사할 때 정(+)의 자기상관 관계를 보인다. 정

의 자기상관이 존재할 때 참조지역과 이웃지역의 품목 소득이 해당 품목

평균소득보다 높은 HH지역(High-High)과 품목 평균소득보다 낮은 LL

지역(Low-Low)이 존재한다. HH지역은 핫스팟(hot spot)지역으로, LL지

역은 콜드스팟(cold spot)지역으로 표현되며 특히 핫스팟지역은 해당 품

목의 공간적 군집(spatial cluster)으로 집적지로 판단할 수 있다.

공간클러스터 기법을 활용하여 농업생산 공간분포를 분석한 사례로는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모형과 공간 클러스터 기법을 통해

채소의 주산지 변화를 분석한 김현중 외(2012)가 있다. 김현중 외(2012)

는 채소 주산지의 중심지를 높은 밀도를 갖는 연접한 공간 단위들의 집

합으로 간주하였다. Local Moran’s I 분석을 통해 분석된 HH지역은 품

목별 집적지역이며 여기서 집적지역이란 공간적 군집이 포함된 개념으로

특정 품목을 많이 생산하는 연접한 지역들의 집합(군집)을 의미한다. 즉

Local Moran’s I를 통해 표시되는 집적지역은 연접한 주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산지라 할지라도 해당 품목 농업활동이 활발한 이웃지역이 없

을 시 HH지역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핫스팟 분석을 통한 품목별 집적지

역 분석은 품목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클러스터 정책수립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Local Moran’s I 분석에 있어 사용된 변수는 앞서 전역적 Moran’s 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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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작물

<그림 3-1> 쌀 및 전작물 핫스팟 분석 (HH지역)

마찬가지로 128개 품목 소득 변수이며 동일한 238개 시군구 지역이다.

품목별 분석에 앞서 128개 품목을 쌀, 전작, 과수, 채소, 조미채소, 특약

용작물, 화훼, 축산 등 8개 농업생산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Local

Moran’s I는 238개 시군구 지역을 품목별로 HH지역, LL지역, HL지역,

LH지역, 특정유형이 없는 지역 총 5개 지역으로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는 품목별 농업생산이 활발한 HH지역만 지도에 나타내었으며 음영정도

는 각각 유의수준 1%, 5%에서 그 지역이 HH지역임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쌀의 경우 HH지역은 총 25개 지역으로 경북 상주를 제외

한 나머지 HH지역은 충남, 전남, 전북지역의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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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채소

<그림 3-2> 과수 및 채소 핫스팟 분석 (HH지역)

밀집되어 있다. 이는 간척지와 평야가 많은 지형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작물 HH지역은 총 16개 지역으로 강원도의 군집 규

모가 가장 큰 가운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지역에 소규모의 군집을 형

성하고 있다. 특히 강원과 인접한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의 경우 강원도

와 행정구역은 다르나 거리가 인접함으로 인해 농업환경이 유사하여 전

작물 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품목의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동일 행정구역에서 안에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을 고

려한 보다 광역적인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경북과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과수류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과수

HH지역은 총 9개 지역이다. 충북 지역에서는 경북 김천시와 이웃한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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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채소 특약용

<그림 3-3> 조미채소 및 특약용작물 핫스팟 분석 (HH지역)

지역이 HH지역으로 이를 통해 농업활동이 기후적 요인뿐만 아니라 지

리적 근접성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채소의 집적지는 크게 3

개의 군집으로 각각 강원도, 충남 및 전북, 제주지역으로 95% 신뢰수준

에서 HH지역은 10개 시군구 지역이다. 조미채소의 HH지역은 총 20개

지역으로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전남

의 군집 규모가 가장 크다. 특․약용작물은 군집이 시도별로 형성되어

있는 여타 농업 생산부문과 달리 강원, 충북, 전북을 잇는 긴 군집을 형

성하고 있다. 주요 3 곳과 인접한 경기도의 이천, 여주와 충남의 부여,

논산 또한 특․약용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HH지역으로 나타나 농업활동

이 지리적 근접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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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축산

<그림 3-4> 화훼 및 축산 핫스팟 분석 (HH지역)

화훼 HH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대체적으로 수도권과 멀지 않은 지

역에 군집되어 수도권에는 파주, 태안, 서산 지역이, 경남지역에는 부산

과 인접한 의창, 마산합포, 김해, 강서 지역이 화훼를 많이 생산하고 있

다. 축산 생산은 경기와 충남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강원의 철원, 충북

의 음성지역 또한 축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소득으로 추정한 128개 품목을 8가지 농업생산 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부문별 공간적 군집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더 확대하여 Moran’s I를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이 확인

된 개별 품목을 대상으로 Local Moran’s I를 분석하였다. Moran’s I를

통해 군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은 유의수준 5%에서 84개 품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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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품목별 농업경영체 수가 많아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

다고 사료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지도화하였다. 전작물에 속하는 감자

(노지), 고구마, 옥수수(노지), 콩의 HH지역은 <그림 3-5>에 나타나 있

다. 감자(노지)는 강원과 제주 그리고 충남 일부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며

고구마는 충남, 전북, 전남, 경기 및 강원 일부에 집적되어있다. 옥수수

(노지) HH지역은 강원도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강원의 원주 및 영월

과 인접한 충북의 충주, 괴산, 제천의 옥수수 생산량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콩 집적지는 제주도 및 강원, 충북, 경북지역에 걸쳐 생성되어

있어 품목별 특화농업지역 및 클러스터를 형성할 때 행정구역 단위가 아

닌 지리적 거리에 의한 농업활동의 유사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사과는 경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충북 3개 지역과 경북 13개

지역이 큰 규모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매실은 남해지역에 밀집되

어 있어 매실로 유명한 광양을 중심으로 전남과 경남에 집적지가 형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감 HH지역은 매실 핫스팟 지역의 형태와 유사

한 가운데 경남지역에서 보다 넓게 나타나고 있다. 복숭아는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이 교차하는 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딸기(시설)은

충남 및 전남과 경남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호박은 강원도의

집적 규모가 가장 넓으며 김장배추는 전남, 충남, 강원지역이 핫스팟 지

역이다.

조미채소에 속하는 고추(노지), 마늘, 양파, 대파의 핫스팟 지역은 <그

림 3-8>과 같으며 Local Moran’s I 분석 시 제외된 신안군이 이 4가지

품목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임을 미리 밝혀둔다.10) 고추(노지)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소규모로 군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며 신안군을 포함할 경

우 양파와 대파는 전남이 집적지임을 알 수 있다.

10) 신안군은 여러 섬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임계거리를 따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이웃지역도 갖지 않는다. 신안군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임

계거리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분석에 있어 인위적인 거리 설정이 되기에 따로 임계

거리를 두지 않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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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감자(노지), 고구마, 옥수수(노지), 콩 핫스팟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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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사과, 매실, 포도(노지), 단감 핫스팟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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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복숭아, 딸기(시설), 호박, 김장배추 핫스팟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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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고추(노지), 마늘, 양파, 대파 핫스팟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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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인삼, 복분자, 백합, 프리지아 핫스팟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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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한우, 비육돈, 육용계, 젖소 핫스팟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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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용 작물을 대표하는 인삼은 앞서 특․약용작물농의 공간분포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 강원, 충북, 충남을 중심으로 띠가 형성되어 있

다. 복분자는 이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고창을 중심으로 전북과 전남에

걸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화훼의 경우 백합은 충남, 강원, 제주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프리지아는 경기도와 전북지역을 중심으

로 충남일부지역에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축산은 축종별로 조금씩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우는 경북의 집적 규모가 가장 큰 가운데

강원, 경기, 충남, 전남 지역에서 핫스팟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비육돈은

경기, 충남, 충북, 전북과 더불어 제주 지역이 HH지역이다. 육용계는 쌀

의 핫스팟 지역과 매우 유사하여 서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낙농업

은 수도권을 둘러싼 형태로 강원, 경기, 충남 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ocal Moran’s I 분석을 통해 품목별 집적지역을 파악

하여 지도화하였다. 특히 Local Moran’s I의 유형 중 하나인 HH지역

(hot spot)을 특정 품목을 많이 생산하는 연접한 지역들의 집합(군집)으

로 정의하고 지도로 나타내었다. 8개 농업생산 부문 및 중요 24개 품목

을 지도화한 결과 품목별로 각각의 집적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품목별

집적지는 품목별로 유명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있어 행정구역 간 경계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품목별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함에 있어 지역 단위(시군구)에서

더 나아가 광역적인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로 콩

의 경우 강원도의 정선, 영월과 충북의 충주, 괴산, 제천, 단양, 경북의

영주, 문경, 예천, 안동, 청송이 한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묶어 콩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동 브랜드로 상품화 하면 규모의

경제 및 집적경제로 인해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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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업생산 공간분포 결정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앞서 공간적 집적이 확인된 품목 중 경영하는 농업경영체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품목(고추, 사과, 인삼)의 공간

분포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간회귀모형을 통한 공간분포 요인

분석을 통해 품목별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및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집적효과요인을 검증할 것이다.

제 1 절 분석모형 설정

1. 공간회귀모형

공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품목 가운데 논벼(40.4%) 다음으로 경영하

는 농업경영체 수가 다수로 상대적 중요성을 갖는 품목 고추(12.8%), 사

과(2.9%), 인삼(1.4%)을 대상으로 공간자료가 가지고 있는 공간종속성과

공간이질성을 고려한 공간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각 품목의 농업활동 공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사회적 결정요인과 함께 집적효과요인을 살

펴보고자 한다. 공간계량모형이란 일반선형모형에 공간가중치행렬을 부

가한 형태로 일반선형모형의 확장된 형태이다(허윤경, 2007).11) 공간계량

경제모형에는 공간자료의 공간종속성과 공간이질성을 반영하여 기존 선

형회귀모형을 보정하는 여러 공간회귀분석모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과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이며 두 모형을 결합한 SAC모형(General Spatial Model)이 있다.

일반공간회귀모형(SAC, general spatial model)은 식(1)과 같으며 공간종

속성을 포함하는 기준에 따라 공간시차모형과 공간오차모형으로 분류된

다. 와 는 공간회귀계수로 공간적 자기상관정도를 나타낸다.

11) (박광서, 2012)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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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공간시차모형 (Spatial Lag Model)

공간시차모형은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데 있어 종속변수 간 공간종속

성을 반영하여 공간시차()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공간시차(spatial

lag)란 이웃지역들의 가중평균값으로 정의되며(Drukker et al., 2011) 이

는 종속변수 가 주변지역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공간시차모형은 식(2)와 같으며 공간가중치행렬을 자기회귀함수에 넣은

형태로 (공간회귀계수)를 통해 공간자기상관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

에서 는 시군구 품목별 소득규모이며 는 거리역수방법에 기반한 공

간가중치행렬이다. 그리고 는 품목별 농업활동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및 사회적 독립변수이다.

  

∼ 

(2)

공간시차()가 포함된 모형을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여 추정하면

분석 추정량은 편의되고 일관성이 없어 오차항의 정규성을 가정한 최우

추정법(ML)을 사용한다. 공간시차모형의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식(3)과 같으며 식(3)의 로그-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일계조

건하에서 계수 의 추정량은 식(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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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




′

(3)

  ′ ′ (4)

2) 공간오차모형 (Spatial Error Model)

공간오차모형은 공간종속성으로 발생하는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자기상관을 보정하는 계수 를 오차항에 포함한 모형으로

Anselin(1988)은 식(5)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였다. 공간오차모형은 모형

에 포함하지 않은 독립변수 간에 공간종속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공간오차모형 또한 오차항이 공간자기상관 되어있어 최소자승법으로 추

정시 비효율적이며 점근적 일치추정량이 되기에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 

(5)

ln





  ln




′  

(6)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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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가중치행렬(Spatial Weighted Matrix)

공간회귀모형이 일반회귀모형과 다른 큰 차이점은 공간가중치행렬을

통해 지리적 인접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서는 공간가중치행렬을 정의해야 한다. 앞서 Moran’s I와 Local Moran’s

I를 활용한 농업생산 공간분포 분석에서 설명하였듯이 공간가중치행렬이

란 지역 간 근접성정도를 나타내는 행렬로 지역 간 공간작용의 강도를

나타낸다. 3장의 공간분포 분석과 동일하게 행표준화한 역거리기반 공간

가중치행렬을 사용하며 공간종속성이 나타나는 범위를 63km로 제한하였

다12).






 ⋯ 

 ⋯ 

⋮ ⋮ ⋱ ⋮
 ⋯ 






단,   i f   



 i f ≠

 




(8)

제 2 절 분석 변수 설명

제 3장 농업생산 공간분포와 마찬가지로 공간분포 결정요인 분석에 있

어 법정동 기준(2010년) 251개 시군구 중 추정 농업소득이 0원인 10개

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광진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동대문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등)과 지리적으로 이웃한 시군

구가 없는 지역(신안군, 울릉군, 옹진군)을 제외한 238개 지역을 분석 대

상 지역으로 하였다. 고추, 사과, 인삼농업의 공간분포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사용한 설명변수는 다음과 같다.

집적이 확인된 여러 품목 중 집적 정도가 크며 채소, 과수, 특약용 농

12) 238개 지역의 최대 최소거리는 62.6km로 이는 모든 시군구 지역이 적어도 하나 이

상의 이웃지역을 갖는 즉, 하나 이상의 이웃지역과 인접함을 보장하는 거리이다.



- 71 -

업생산 부문에서 종사하는 경영체 수가 많은 고추, 사과, 인삼농업의 공

간분포 결정요인을 공간계량모형을 통해 각각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238개 시군구의 품목별(고추, 사과, 인삼) 소득규모이며, 집적경제를 파악

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하나로 종속변수의 공간차(spatial lag, Wy) 변수

를 포함하였다. 품목별 농업활동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

게 자연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자연요인은 각 지역의 자연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타고난 생산성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연요인 관련 변수는 시군구별 강수량, 시군구 전체면적, 각 품목별 재

배적지면적이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각 지역의 도시화정도가 각 품목의

농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군구별 도시지역면적(또는

도시화비중)과 인구수(또는 인구밀도) 변수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각 지

역의 농업발달 정도에 따라 각 농업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

기 위해 각 시군구 농업경영체 수, 품목별 유사 농업부문 농업경영체 수

변수를 포함하였다. 그 외 사회적 요인으로 농업활동의 투입요소인 토지

가격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밭)가격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요인으로 3장에서 Local Moran’s I를 통해 파악된 품목별 집적지역

(hotspot) 포함 여부(더미) 변수를 사용하였다. 238개 시군구 기준 강수

량, 토지(밭)가격과 같이 설명변수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지역은 그 지역

을 둘러싼 이웃지역들의 평균값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공간적으로 인접

할수록 유사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특성을 보여 값이 유사할 것이라는 판

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Schmidtner et al.(2011)도 독일 유기농의 공간

분포를 설명하는데 있어 결측치가 존재하는 카운티의 관측값을 해당 카

운티가 속한 연방지역의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추정하였다.

강수량은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추농업에 있

어 강수량은 병해 발생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과농업에는 일조량과 연

관되어 과일의 당도를 결정짓는다. 고추의 가장 대표적인 병해는 탄저병

으로 이는 비가 많이 올 때 비를 통해 병원균이 전파된다. 따라서 강수

량은 고추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사과농업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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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강수량은 과일의 품질저하를 가져오므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가정한다. 인삼농업의 경우 강수량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여름철 적은 강수량은 토양수분 부족을 유발하여 고온피해를 발생시킨다

고 보고되고 있다(작물과학원, 2004). 강수량 자료는 2011년 기준으로 기

상청의 기상연보(2011)와 방재기상관측연보(2011) 자료를 사용하여 시군

구별 평균 강수량 자료로 정리하였다.

농업활동은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 품목별 농업활동에 있어 각

각에 적합한 토질과 기후를 갖춘 재배적지가 존재한다. 각 시군구 지역

이 가진 이러한 자연적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각 품목별 재배적지면적

(최적지, 적지) 변수를 포함하였다. 시군구 품목별 재배적지면적은 농촌

진흥청에서 구축한 작물재배적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촌진흥청은 ‘흙토

람’이란 사이트를 통해 251개 시군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품목별 재배적

지에 관한 정보를 지도 및 수치로 제공한다. 작물 재배적지는 토성, 배수

등급, 경사, 유효토심, 자갈함량과 같은 토양요인과 생육적온과 같은 기

후요인에 따라 점수화되어 지역별로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

면적을 계산한다. 작물재배적지 DB는 2004〜2008년에 걸쳐 구축되었으

며 전 국토를 대상으로 61개 작물에 대한 재배적지 정보를 제공한다. 고

추의 경우 재배적지면적은 최적지 면적과 적지 면적을 더한 면적이며 사

과와 인삼의 경우 효과적인 모형 추정을 위해 최적지만을 고려하였다.

넓은 재배적지 면적은 품목별 농업활동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외 자연요인으로 시군구별 토지 규모 효과를 파악하기 위

해 시군구 전체면적 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지역별 전체면적은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현황통계(2011)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농업활동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요인으로 먼저

농업활동에 있어 각 지역의 도시화정도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하기 위해 도시지역면적과 인구수 변수를 포함하였다. 국토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

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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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일컫는다. 반면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포함하며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자연을 보전해야 할 지역을 말한

다. 도시지역면적과 농지면적은 상반된 관계로 넓은 도시지역면적은 품

목별 농업활동에 부(-)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한다. 도시지역 면적

은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현황통계(2011)을 사용하였다. 인구 변수는 한

지역의 시장 규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인구수와 농업인수가 비례할 수도 있으나 보통 도시지역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구수는 농업생산 활동과 상반된 관계를 갖

고 있으리라 본다. 인삼농업 공간분포 분석의 경우 인구수를 사용하였으

며 고추 및 사과농업의 경우 시군구 면적(100ha) 당 인구수(천 명)로 나

타낸 인구밀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지역별 인구수는 통계청의 2010년 인

구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업인이 많을수록 농업활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농업경영체

수 또한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전체 농업경영체 수는 농업경영체로 등

록한 1,475,006개이며 농업경영체 수가 많을수록 품목별 소득규모가 증가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해당품목을 제외한 유사 농업부문의 농업경

영체 수를 포함하여 유사한 농업활동을 함으로 인한 상호보완적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즉 고추농업의 공간분포 분석의 경우 고추를 제외한

조미채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포함하였으며 여기서 각 품목별 농업

경영체수는 제 2장에서 통계청의 영농형태별 분류방법을 따라 분류한 것

과 동일하다. 다만 과수농업경영체 수를 구하는데 있어 귤, 만감(한라봉)

등 기후적 조건으로 인한 지역적 편중이 뚜렷한 두 품목은 제외하였다.

농업경영체 수와 마찬가지로 각 품목별 농업경영체 수는 농업경영체 등

록정보 자체 자료를 활용하였다.

농지 가격은 농업인에게 있어 투입요소로 일반적으로 농지가격이 낮을

수록 농업인을 더 유인할 수 있다. 하지만 농지의 가격은 위치뿐만 아니

라 토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에 농지 가격이 농업활동 위치결정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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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변인

추정 고추소득 (천만 원) 756.26 9.90 0.00 62.34

추정 사과소득 (천만 원) 469.82 1,464.46 0.00 10,259.8

추정 인삼소득 (천만 원)

독립변인

강수량 (cm) 163.79 312.59 87.85 242.66

전체면적 (100ha) 415.81 375.64 7.06 1,819.16

도시지역 면적 (100ha) 103.7125 104.7205 2.88 885.52

고추 재배적지 면적 (100ha) 78.56 79.04 0.00 358.36

사과 재배적지 면적 (100ha) 36.11 61.55 0.00 812.20

인삼 재배적지 면적 (100ha) 40.99 43.97 0.00 235.49

인구 수 (10만 명) 1.92 1.50 0.17 6.47

인구밀도 (천 명/100ha) 3.58 5.62 0.02 26.97

농업경영체 수 (개) 6,134.53 4,994.02 77.00 22,965.00

조미채소농 수 (개) 396.59 851.19 0.00 6,651.00

과수농 수 (개) 594.99 1073.87 0.00 7,902

특약용작물농 수 (개) 96.31 174.89 0.00 1,643

토지(밭) 가격 (천원) 99.88 133.58 3.49 993.60

<표 4-1> 변인 기초통계량

치는 영향의 방향은 가정하지 않는다. 토지가격은 국토해양부가 2012년

2월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국의 표준지는

50만 필지이며 고추, 사과, 인삼이 밭에서 재배되므로 공부상 지목이 밭

인 필지에 한하여 토지가격을 산출하였다.

Krugman(1991)은 농부 간에 정보와 지식의 확산을 돕는 산업결정 기

반구조와 서비스가 존재할 때 지역의 수익체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품목 소득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종

속변수의 공간시차 변수와 함께 품목별 농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각 농업의 공간분포에 있어 집적효과요인이

존재하는지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검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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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농업생산 공간분포 요인분석 결과

1. 고추농업의 공간분포 결정요인 분석

여러 농업활동 중 공간자기상관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며 종사하는 농업

경영체수가 많아 채소류 중에서 가장 중요성을 갖는 고추농업활동의 공

간분포를 공간계량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3) 본 연구는 농업생산

위치결정에 토질, 기후 등 자연적 조건과 같은 일반적인 요인뿐만 아니

라 집적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농업인이 고추농사 적지를 고려

함에 있어 강수량, 온도, 토질과 같은 자연적 요인과 더불어 고추생산이

활발한 지역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모형이 공간계량모형으로 거리가중치행렬을 포함하여 지리적 거리에 따

른 영향을 고려한다.

공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자료를 전통적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추정

할 경우 BLUE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공간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공간

계량모형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으로 추

정한다. 계량모형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통적 선형회귀모형(OLS),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을 STATA 11.2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추정 표준농업소득이 0원인 10개 지역과 이웃지역과 근접하

지 않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을 제외한 238개 시군구이다. 앞서 분석

변수 설명에서 언급한 대로 종속변수 는 시군구 고추소득(100억 원)이

며 설명변수로는 =연강수량(미터), =총면적(만ha), =고추 재배적지

면적(만 ha), =도시지역면적(만ha), =인구밀도(천 명/100ha), =토지

(밭)가격(10만 원), =농업경영체 수(10만 개), =조미채소농 수(10만

개), =고추 집적지역 더미 등 총 9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선형회귀모형은 식(9)와 같다.

13)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인 1,273,535개 농업경영체 중 고추소득이 가장 높아 고추농

으로 분류된 농업경영체는 163,071개로 전체의 12.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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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추정계수 t-statistic P > |t|

상수 0.35329 ** 0.04 0.042

연강수량 -0.18776 * -1.84 0.068

총면적 0.10984 *** 8.15 0.000

고추 재배적지면적 0.56852 *** 6.29 0.000

도시지역면적 -0.13786 *** -4.03 0.000

인구밀도 -0.00831 -1.03 0.304

토지(밭) 가격 0.04211 1.26 0.207

농업경영체 수 -2.76238 * -1.94 0.054

조미채소농 수 -7.87390 * -1.90 0.059

고추집적지역 더미 1.64857 *** 14.40 0.000

=0.8014 Adj =0.7936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4-2> 고추농업 일반선형회귀모형(OLS) 추정 결과

           (9)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고추농업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OLS 분석 결과 인구밀도와 토지(밭)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설

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고추농업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고추농업 활동과 정(+)의 관계를 갖는 요

인은 시군구 총면적, 고추 재배적지면적, 집적지역 더미 변수이며 부(-)

의 관계를 가지는 요인은 연강수량, 도시지역면적, 농업경영체 수, 조미

채소농 수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 및 조미채소농 수 요인의 경우 본 연

구의 가정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검

정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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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량경제모형은 일반선형회귀식에 공간종속성 및 공간이질성을 나

타내는 공간가중치행렬을 선형합(linear sum)으로 부가한 형태이며(이성

우 외, 2006), 공간종속성을 나타내는 방법에 따라 공간시차모형과 공간

오차모형으로 구분된다. 공간시차모형은 종속변수 간 공간종속성을 반영

하여 종속변수의 공간시차변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식(10)과 같으며

오차항에 공간종속성을 포함한 공간오차모형은 식(11)과 같다. 공간가중

치행렬()은 역거리기반행렬로 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범위

를 한 지역이 하나 이상의 이웃지역을 갖는 최대 최소거리인 63km로 설

정한 후 행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공간시차모형 :        

   

∼ 

(10)

공간오차모형 :         

  



∼ 

(11)

추정결과 공간시차모형 및 공간오차모형 모두 공간회귀계수 , 가 유

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고추농업 공간분포에 있어 공간적 종속

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 일반선형회귀모형과 공간계량경제모형에 다소 차이가 있다. 공간시

차모형의 경우 토지(밭)가격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농

업경영체 수 및 조미채소농 수 변수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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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

추정계수 z-statistic 추정계수 z-statistic

상수 0.12708 0.79 0.50663 ** 2.15

연강수량 -0.16324 * -1.77 -0.23994 * -1.90

총면적 0.09008 *** 7.16 0.10239 *** 7.01

고추 재배적지면적 0.47931 *** 5.79 0.58967 *** 6.80

도시지역면적 -0.14215 *** -4.60 -0.04824 -1.39

인구밀도 -0.00488 -0.67 -0.00803 -1.12

토지(밭) 가격 0.06356 ** 2.10 -0.01051 -0.31

농업경영체 수 -1.24780 -0.95 -3.49744 *** -2.72

조미채소농 수 -5.61158 -1.49 -4.68977 -1.28

집적지역 더미 1.35670 *** 11.95 1.24840 *** 10.62

 0.34031 *** 6.21

 0.66884 *** 9.10

Log Likelihood -125.40091 -123.04209

주 :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4-3> 고추농업 공간회귀모형 추정 결과

공간오차모형의 경우 농업경영체 수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앞의

일반선형회귀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Log Likelihood는 공간계량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데 공간오차모형이 공간시차모형에 비해 설명

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14)

공간 종속성을 나타내는 공간회귀계수  를 통해 고추농업에 비교적

강한 집적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추소득이 높은 참조

지역의 이웃지역 또한 고추소득이 높은 공간자기상관을 가져 고추를 재

14) Log Likelihood 값이 증가할 때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Ansel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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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는 농업경영체가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공간시차모

형의 공간회귀계수 의 값은 0.34로 이는 이웃지역들의 평균 고추소득규

모가 1단위 증가하면 참조지역의 고추소득규모는 0.34단위 증가함을 의

미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추농업 활동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농업경

영체가 고추농업 위치결정에 있어 재배기술 공유 및 여타 고추 관련 기

반시설을 이용뿐만 아니라 판로 확보가 용이한 고추농업이 활성화된 지

역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수량 변수는 두 모형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고추생산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추의 대표적 병해는 탄저병으로 병균이 비를 통해 이동

하기에 많은 비는 고추생산에 치명적으로 농업인이 고추생산 위치결정에

있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 면적

의 경우 면적이 넓을수록 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농지면적 또한

비례하여 넓어지므로 고추생산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고추재배적지 또

한 농업경영체가 고추농업활동 위치결정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고

추에 적합한 토지가 많은 곳에서 고추생산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추농업 공간분포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인구밀도 요인과 도시지역면적 요인은 한 지역의 도시

화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두 모형 모두에서 인구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도시지역면적 요인은 공간시차모형에서 고추생산에 유의

수준 1%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가 도시지

역 및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됨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면적과 농업활동이

활발한 비도시지역면적 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

다. 토지(밭)가격의 경우 공간시차모형에서 고추농업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토지가격 형성에 있어 토질도 영향을 미치

는 만큼 이는 고추농업이 양질의 토지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수는 고추생산과 음의 관계를 보여 가정과 다르게 농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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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고추생산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쌀농업

이 농업생산의 중심인 한국농업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서 농업경

영체 유형화에서 쌀소득이 가장 높아 미곡농으로 분류되는 농업경영체는

전체의 40%이다. 고추(노지)농을 제외한 양파, 대파, 쪽파, 고추(시설),

꽈리고추, 마늘, 생강을 재배하는 조미채소농 수는 고추농업과 부(-)의

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앞서 일반선형회귀

모형(OLS)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고추 외에 조

미채소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와 고추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서로

유사한 공간분포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공간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Log Likelihood 지수 측면에서 보

다 설명력이 높은 모형은 공간오차모형이며 설명변수의 유의성 측면에서

는 공간시차모형이 도시화정도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고추농업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고

추농업의 공간분포에 집적효과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강수량(-), 시군구

면적(+), 재배적지 면적(+) 등과 같은 자연요인이 고추농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공간시차모형에서는 도시지역면적

(-)과 토지가격(+)이, 공간오차모형의 경우 농업경영체 수(-)가 고추농업

의 공간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과농업의 공간분포 결정요인 분석

농업활동의 공간분포 요인 분석 두 번째 품목으로 ‘사과’를 선정하여

사과농업의 공간분포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공간회귀모형

을 통해 추정하였다. 사과농업은 앞서 Moran’s I를 통해 공간자기상관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과수 중에서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있는 품목

이다.15) 분석대상 시군구 지역 수 및 설명변수 구성은 고추농업의 공간

분포 분석과 동일하다. 사용한 변수를 살펴보면 종속변수 는 시군구 사

15)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인 1,273,535개 농업경영체 중 사과소득이 가장 높아 사과농

으로 분류된 농업경영체는 37,367개로 전체의 2.9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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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추정계수 t-statistic P > |t|

상수 0.24695 1.08 0.283

연강수량 -0.10137 -0.74 0.459

총면적 0.07403 *** 4.25 0.000

사과 재배적지면적 0.29577 *** 3.81 0.000

도시지역면적 -0.06322 -1.41 0.161

인구밀도 -0.00452 -0.43 0.670

토지(밭) 가격 -0.00955 -0.22 0.828

농업경영체 수 0.85001 0.63 0.530

과수농 수 12.18459 *** 2.91 0.004

사과집적지역 더미 2.42012 *** 3.97 0.000

=0.7210 Adj  =0.7100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4-4> 사과농업 일반선형회귀모형(OLS) 추정 결과

과소득(10억 원)으로 자연대수를 취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연강수량

(미터), =총면적(만ha), =사과 재배적지면적(만ha), =도시지역면적

(만ha), =인구밀도(천 명/100ha), =토지(밭)가격(10만 원), =농업경

영체 수(10만 개), =과수농 수(10만 개), =사과 집적지역 더미 등 총

9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사과 재배적지 면적은 사과 최적지 면적이며, 과

수농 수는 사과 외에 다른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수이나 지역적

특색이 확연한 감귤과 한라봉 품목은 제외하여 서로 유사한 농업을 하는

농업경영체 간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선형회귀모형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소자승법

을 사용하여 사과농업 모형을 추정한 결과 총면적, 사과 재배적지면적,

과수농, 사과집적지역 더미 변수가 사과농업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

었으며 그 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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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

추정계수 z-statistic 추정계수 z-statistic

상수 0.05145 0.24 0.40322 1.40

연강수량 -0.06494 -0.52 -0.15764 -0.97

총면적 0.04704 *** 2.80 0.06174 *** 3.27

사과 재배적지면적 0.24063 *** 3.33 0.28088 *** 3.92

도시지역면적 -0.08074 * -1.95 -0.01877 -0.40

인구밀도 -0.00412 -0.42 -0.00579 -0.58

토지(밭) 가격 0.01221 ** 0.30 -0.04138 -0.91

농업경영체 수 2.63731 ** 2.05 1.46776 0.98

과수농 수 7.29885 * 1.84 8.09080 * 1.94

사과 집적지역 더미 2.08171 *** 12.13 2.10684 *** 11.66

 0.31553 *** 5.31

 0.46532 *** 4.91

Log Likelihood -194.8593 -198.8901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4-5> 사과농업 공간회귀모형 추정 결과

다음으로 공간종속성을 고려하여 공간회귀계수를 포함하는 공간회귀모

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사과농업의 경우 공간시차모형

이 모형의 설명력(Log Likelihood) 및 설명변수의 유의성 측면에서 공간

오차모형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히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통해 공간

자료의 경우 공간시차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선형회귀모형보다 효과

적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집적효과를 나타내는 공간회귀계수 , 가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사과농업 공간분포에 있어 공간 자기

상관이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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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종속성을 나타내는 공간회귀계수   를 통해 사과농업 공간분포

에 집적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과농업이 활발한 지역

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Local Moran’s I를 통

해 파악한 사과의 집적지역(hotspot)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공간시차모형의 공간회귀계수 의 값은 0.31로 이는 이웃지역들의

평균 사과소득액이 1단위 증가하면 참조지역의 사과소득액이 0.31단위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고추농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이 사과농업 위

치결정에 있어 사과농업에 관한 재배기술 및 정보획득이 용이하고 사과

관련 기반시설 이용 및 판로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자연요인에서 유의한 요인은 시군구 총면적 및 사과 재배적지면적 변

수로 사과농업에 적합한 면적이 많을수록 사과농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

타났다. 강수량 요인은 사과 생산에 부(-)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모형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 공간시차모형 기준으로 도시지역면적, 토지(밭)가

격, 농업경영체 수, 과수농 수가 사과농업의 공간분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면적 요인은 한 지역의 도시화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과농업과 음의 관계를 보이며 고추농업과 마찬가지로

사과농업 또한 토지(밭)가격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농업경영체

수 및 과수농 수의 경우 고추농업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농업경영체 수

가 많은 지역에 사과농업경영체가 다수 존재하며 과수농(감귤, 한라봉

제외)이 많은 지역에 사과농업경영체도 많아 유사 농업활동 간에 상호보

완적인 효과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사과농업 공간분포 요인 분석의 경우 공간시차모형

이 모형의 설명력 및 설명변수의 유의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였으며 사

과농업의 공간분포에 정(+)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y)이 존재하여

사과농업에 집적경제로 인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사과 농업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사과 재배적지면적

(+), 도시지역면적(-), 토지가격(+), 과수농 수(+)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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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삼농업의 공간분포 결정요인 분석

농업활동의 공간분포 요인 분석 마지막 품목으로 특약용작물의 하나인

‘인삼’을 선택하여 인삼농업의 공간분포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 공간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약

용작물로16) 3장에서 Moran’s I를 통해 공간자기상관 존재 여부를 검정

한 결과 인삼농업에 공간종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시군구 지역 수 및 설명변수 구성은 다른 품목의 공간분포 분석과 동일

하다. 종속변수 는 시군구 인삼소득(100억 원)으로 자연대수를 취하였

다. 설명변수로는 =연강수량(미터), =총면적(만ha), =인삼 재배적지

면적(만 ha), =도시지역 비중(%), =인구수 (10만 명), =토지(밭)가

격(10만 원), =농업경영체 수(10만 개), =특약용작물농 수(10만 개),

=인삼 집적지역 더미 등 총 9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인삼 재배적지 면

적은 인삼 최적지 면적이며, 토지(밭)가격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추정을

위해 자연대수를 취하였다. 최소자승법을 사용한 선형회귀모형 추정결과

는 <표 4-6>과 같다. 인삼농업의 공간분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

수는 재배적지면적, 인구수, 토지가격, 특약용작물농 수 요인이며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요인 외에 모두 인삼농업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

다음으로 공간종속성을 고려하여 공간회귀계수를 포함하는 공간회귀모

형을 추정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인삼농업의 경우 공간오차모형

의 설명력이 다소 높았으나 설명변수의 유의성 측면에서 공간오차모형이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히 공간시차모형의 경우 일반선형회귀모형

(OLS)에 비해 유의한 설명변수가 많아 공간종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공

간시차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공간자기상관

을 나타내 공간적 집적효과 존재를 알 수 있는 공간회귀계수 , 가 두

16)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인 1,273,535개 농업경영체 중 인삼소득이 가장 높아 인삼농

으로 분류된 농업경영체는 18,308개로 전체의 1.4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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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추정계수 t-statistic P > |t|

상수 -0.64998 *** -2.23 0.027

연강수량 0.11243 1.52 0.129

총면적 0.00104 0.11 0.916

인삼 재배적지면적 0.23560 *** 2.86 0.005

도시지역 비중 -0.00162 -1.48 0.141

인구 수 -0.04106 * -1.91 0.058

토지(밭) 가격 0.06175 ** 2.07 0.040

농업경영체 수 1.03858 1.38 0.169

특약용작물농 수 53.48070 *** 3.76 0.000

인삼 집적지역 더미 1.18046 *** 14.44 0.000

=0.6554 Adj  =0.6684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4-6> 인삼농업 전통선형회귀모형(OLS) 추정 결과

모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인삼농업 공간분포에 있어 집적효과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공간시차모형의 공간회귀계수 의 값은 0.38로 이는

이웃지역들의 평균 인삼소득액이 1단위 증가하면 참조지역의 인삼소득액

이 0.38단위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거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

는 농업인들이 동종의 농업활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정(+)의 외부의 경제를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요인 중 강수량 변수는 인삼농업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나 인삼농업의 공간분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는 시군구 전체면적 변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공간시차모형 및 공

간오차모형 모두 인삼에 적합한 재배적지 면적이 넓을수록 인삼농업도

활발하여 인삼 재배적지면적 변수는 인삼의 농업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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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 공간시차모형 공간오차모형

추정계수 z-statistic 추정계수 z-statistic

상수 -0.86066 -3.26 -0.12661 -0.37

연강수량 0.02643 0.39 0.01639 0.18

총면적 -0.00502 -0.56 -0.01036 -0.93

인삼 재배적지면적 0.19593 *** 2.64 0.14905 * 1.94

도시지역 비중 -0.00186 * -1.89 -0.00184 * -1.78

인구 수 -0.03350 * -1.73 -0.03324 * -1.80

토지(밭) 가격 0.08622 *** 3.18 0.02927 0.92

농업경영체 수 1.59168 ** 2.34 2.41381 *** 2.98

특약용작물농 수 42.98370 *** 3.35 41.44840 *** 3.10

인삼 집적지역 더미 1.04863 *** 13.77 1.03364 *** 13.50

 0.38766 *** 6.41

 0.60089 *** 7.60

Log Likelihood -37.23047 -37.08349

주 :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4-7> 인삼농업 공간회귀모형 추정 결과

다음으로 인삼농업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

면 도시화 수준을 나타내는 도시지역비중 및 인구수 변수는 인삼소득규

모와 음의 관계를 가져 인삼재배는 도시화정도가 낮은 농업이 활발한 지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시차모형에서 인삼농업활동

은 고추 및 사과 요인과 마찬가지로 토지가격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나

공간오차모형의 경우 이러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공간회귀모형 모두 농업경영체 수 및 특약용작물농 수 요인에 있어 인삼

농업활동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특약용작물농 변수

의 경우 인삼농업 공간분포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특약용작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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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유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삼농업 공간분포 분석결과 선형회귀모형(OLS)에 비해 공간회귀모형

이 인삼농업의 공간분포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었으며 그 중 공간시차모

형이 설명변수의 유의성 수준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회

귀모형을 통해 인삼농업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인삼농업의 공간분포

에 집적효과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자연요인에서는 인삼 재배적지 면적

(+)이, 사회적 요인에서는 도시지역 비중(-), 인구수(-), 토지가격(-), 농

업경영체 수(+), 특약용작물농 수(+)가 인삼농업의 공간분포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품목별 공간분포 결정요인 분석 요약

고추, 사과, 인삼 3가지 품목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공간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서로 유사하면서도 약간씩은 다

른 모습을 보였다. 먼저 세 품목 모두 공간자기상관을 나타내는 공간회

귀계수가 신뢰수준 99%에서 유의하여 일반선형회귀모형보다 공간회귀모

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공간시차모형을 기준으로 고추, 사과,

인삼의 공간회귀계수() 값은 각각 0.34, 0.31, 0.38로 인삼을 예로 들면

이웃지역들의 평균 인삼소득액이 1단위 증가하면 참조지역의 인삼소득액

이 0.38단위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지역들이 서로 근접해 있음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의 공간회귀계수는 품목별 공

간분포에 집적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재배기술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하는 한

편 농산물 건조․가공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시장 점유 우

위권 확보 등과 같은 외부의 경제를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농업활동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요인 중 강수량 요인은 고

추와 사과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추와 사과농업은 비교적 강수

량이 적은 지역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농업의 경우 강수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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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재배적지 면적 규모는 세 품목의 농업활

동에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재배적지가 넓은 지역일수록 각

품목의 농업활동이 활발하였다.

도시화 정도와 관련된 도시지역면적(또는 비중) 및 인구수 요인의 경

우 세 품목 모두 부(-)의 관계를 보여 보다 농업생산이 활발한 지역에서

농업활동이 이루어짐을 유추할 수 있었다. 토지(밭)가격 또한 고추, 사과,

인삼 세 품목의 농업활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위 품목이 토지가

격 형성에 있어 토질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양질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사 산업 및 농업활동에 종사

하는 농업경영체 수 변수로부터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한 결과 품목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고추농업의 경우 농업경영체 및 조미채소농이 많은

지역일수록 고추생산은 저조한 모습을 보여 서로 상반된 공간분포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과와 인삼의 경우 농업경영체 수

및 과수(특약용작물)농 수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져 유사 농업

활동 간에 공간적 상호작용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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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1,475,006개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

용하여 농업경영체를 연령, 영농규모, 영농형태별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농업생산 측면에서 품목별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한국농

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농업경영체 유형화를 통해 분석한 한국농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쌀 중심 중소규모 고령농’으로 축약된다. 농업경영체를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노년층(60세 이상)이 전체 농업경영체의 61.2%로 농업인력이 상당

히 고령화되어 있었으며 30대 이하는 전체의 3.2%로 청년농업인은 극소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영면적 규모 기준에서 살펴보면 1ha 미만의 면

적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가 전체의 56.7%로 절반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으며 1ha이상〜2ha미만은 20.1%, 2ha이상은

18.5%를 차지하고 있다. 임차농지 측면에서는 47.8%의 농업경영체가 임

차농지 비중이 10% 미만으로 자가농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차농지

비중이 50%이상인 농업경영체도 전체의 28.7%에 달했다. 농업경영체 등

록정보를 통계청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와 비교한 결과 연령 및 지역

별 분포 측면에서는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경영면적(경지면적) 측면에

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상의 경영체가 보다 규모화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규모 측면에서 농업경영체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농촌진

흥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의 표준농업소득을 추정하였다.

표준농업소득의 사분위수를 구하여 전체 농업경영체를 4계층으로 분류한

결과 계층별 평균 표준농업소득이 1계층 60,427천원, 2계층 12,940천원, 3

계층 5,624천원, 4계층 2,360천원으로 계층별 농업소득규모에 상당한 차

이가 존재하였다. 표준농업소득 사분위수로 분류한 농업경영체를 동일한

사분위수를 쌀 소득에 적용하여 경영체를 재분류한 결과 쌀소득만으로

해당 계층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농업경영체는 전체의 약 16%로 소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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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였으며 쌀과 함께 다른 품목(조미채소 등)을 재배하는 경영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의 품목별 총 표준농업소득 비중에 있어 전문화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미국의 전문농 분류 기준(한 품목의 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을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 전문농이 계층별 평균 78%로 복합

농보다 많았으며 소득이 낮아질수록 쌀전문농의 수가 증가하여 많은 농

업경영체가 중소규모로 논벼를 재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통계청의 영농형태별 농가 분류 방법(총농업소득 중 최대소득을 창출

하는 품목)을 응용하여 농업경영체를 8개 농업생산 부문으로 구분한 결

과 미곡농(40.4%)이 가장 많은 가운데 조미채소농(20.7%), 과수농(15.9%),

채소농(11.2%), 특약용작물농(3.2%), 축산농(3.2%), 화훼농(0.3%) 순으로 나

타났다. 평균 표준농업소득은 축산농(76,568천원)이 가장 높았으며 특약

용작물농(70,176천원), 화훼농(49,876천원), 채소농(36,724천원), 과수농

(23,598천원)으로 경영체 수가 적은 품목들의 평균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농업현황 분석을 통해 농업인력 고령화 대책으로 청년농업인력

양성 및 쌀 농업에 치중된 현재 영농형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생산 측면에서 품목별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농업활동

부문에서 공간종속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고추, 사과, 인삼농업의 품목

별 공간분포 분석을 통해 각 농업활동에 집적효과가 존재함을 증명하였

다. 농업활동의 공간적 집적 유무를 판단하는 전역적 Moran’s I 지수를

통해 8개 농업생산 부문별 집적 유무를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집적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과수, 전작물, 조미채소의 집적 정도가 강하였

다. 128개 세부품목별로 공간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84개 품목이 공간적 자기상관을 가져 많은 농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집적

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Moran’s I의 지수값이 커 상대적으로

집적강도가 강한 품목은 노지감귤(0.88), 시설감귤(0.65), 만감(0.56), 백합

(0.49), 노지옥수수(0.48), 담배(0.47), 노지고추(0.47), 가을무(0.44), 참다래

(0.40), 봄무(0.40), 콩(0.40) 등이다. 특히 상위 3개 품목은 제주도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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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95%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공간적 집중도가 가장 큰 원인을 설명

한다.

집적이 확인된 품목을 대상으로 어떠한 지역에 집적되어있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Local Moran’s I를 사용하여 집적지역을 지도로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집적지(hot spot)란 Local Moran’s I를 통해 도출된 HH지

역(High-High)으로 특정 품목을 많이 생산하는 연접한 지역들의 군집을

의미한다. 농업생산 부문별 집적지역을 살펴보면 쌀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 집적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전작물은 강원, 제주, 충

남, 전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과수는 경북과 제주에 채소는 강원, 충

남, 제주지역에 집적되어 있었고 조미채소는 충남과 전남지역의 집적지

역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약용작물은 강원, 충북, 전북을 잇는

긴 군집모양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축산은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 및 충

남지역에 집적된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 집적지는 품목별로 유명한 지역

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있어 행정구역 간 경계구분

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인삼의 경우 강원의 춘천, 홍천, 횡

성, 원주와 경기도의 여주, 이천, 충북의 음성,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

동, 금산, 충남의 논산, 전북의 완주, 무주, 진안이 연결되어 인삼 집적지

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구마, 옥수수(노지), 사과, 매실,

고추(노지), 복분자, 프리지아, 돼지, 육용계, 젖소 등 여러 품목에서 나타

났다. 따라서 품목별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함에 있어 행정구역 단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리적 거리를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고 광역적인 클러

스터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활동에 있어 공간적 집적이 존재하고,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수가

농업생산 부문 중 가장 많은 고추, 사과, 인삼농업을 대상으로 공간회귀

모형을 통해 품목별 공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업활동의 공간 분포

에 있어 일반적으로 농업생산활동에 미치는 자연․사회적 요인뿐만 아니

라 집적효과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세 품목 모두 공간자기상관

을 나타내는 공간회귀계수가 신뢰수준 99%에서 유의하여 일반선형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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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보다 공간회귀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시차모형을 기준으로 고추, 사과, 인삼의 공간회귀계수() 값은 각각

0.34, 0.31, 0.38로 사과를 예로 들면 이웃지역들의 평균 사과소득액이 1

단위 증가하면 참조지역의 사과소득액이 0.31단위 증가하여 집적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정(+)의 공간회귀계수는 품목별 공간분포에 정의

공간 외부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재배기술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하는 한편 농산

물 건조․가공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시장 점유 우위권 확

보 등과 같은 외부의 경제를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보다 넓게 확장하면 고추농업의 경우 농업인이 고추를 경작할 장소

선정에 있어 자연환경 등이 동일하다면 고추농업이 활발한 지역을 선택

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간자료가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별 유형화를 통해 한국농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고추, 사과, 인

삼 농업활동의 공간분포에 있어 집적효과가 존재함을 증명하여 농업활동

에 집적경제가 중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의 한

계(소득자료 미기입 등)로 인하여 유형별 특성 분석에 있어 농업경영체

의 정확한 소득규모에 따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2010년 농가경제

조사에 따르면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농업소득만을 고려한 본 연구는 소득 측면에서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생산 공간분포 분석에 있어 설

명변수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간 분석 단위를 시군구로 설정하였는

데 보다 정확한 공간분석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된다. 이러한 본 논문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농업활동에 집적경제가 존

재하며 이는 농업활동 공간 분포 결정요인의 하나로 작용함을 증명한 본

논문은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품목별 클러스터 구축 사

업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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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대분류 중분류 기준 비고

쌀 미곡류 1 논벼 10a

전

작

작

물

맥류

2 겉보리 “

3 쌀보리 “

4 맥주보리 “

5 밀 “ 소면적 품목

두류

6 콩 “

7 팥 “ 소면적 품목

8 녹두 “

9 완두 “

잡곡류

10 옥수수 (노지/시설) “

11 메밀 “ 소면적 품목

12 율무 “

서류
13 감자 (노지/시설) “

14 고구마 “

과

수
과실류

15 사과 “

16 배 “

17 포도(노지/시설) “

18 복숭아 “

19 단감 “

20 자두 “

21 참다래 “

22 감귤(노지/시설) “

23 만감(한라봉) “

24 유자 “

25 매실 “

26 무화과 “

27 체리 “

과일과채류 28 수박(노지/시설) “

부록 1. <부표 1> 농업소득 추정 품목 및 분류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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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대분류 중분류 기준 비고

채

소

29 참외 10a

30 토마토 “

31 딸기(노지/시설) “

32 메론 “

33 방울토마토 “

과채류

34 오이(노지/시설) “

35 호박 “

36 가지(노지/시설) “

엽경채류

37 봄배추 “

38 김장(가을)배추 “

39 월동배추 “

40 고냉지배추 “

41 시설배추 “

42 양배추 “

43 상추 “

44 시금치(노지/시설) “

45 미나리 “

46 부추(노지/시설) “

47 깻잎 “

48 근대 “

49 달래 “ 소면적 품목

50 머위대 “

51 돌나물 “

52 청경채 “

근채류

53 봄무 “

54 고냉지무 “

55 가을무 “

56 시설무 “

57 당근 “

58 연근 “

양채류
59 양상추 “

60 피망(단고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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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대분류 중분류 기준 비고

61 브로콜리 10a

62 알로에 “

63 파프리카 “

산채류

64 취나물(노지/시설) “

65 고사리 “

66 도라지 “

67 산마늘 “ 소면적 품목

68 곤달비 “

조

미

채

소

류

조미채소류

69 양파 “

70 대파 “

71 쪽파 “

72 고추(노지/시설) “

73 꽈리고추 “

74 마늘 “

75 생강 “

특

·

약

용

작

물

특

·

약

용

작

물

특용작물류

76 참깨 “

77 땅콩 “

78 담배 “

79 차류 “ 녹차

버섯류

80 느타리버섯 “

81 양송이 10a

82 영지버섯 330m
2

소면적 품목

83 상황버섯 330m
2

약용작물류

84 인삼 10a 4년근 인삼

85 참당귀 “

86 맥문동 “

87 지황 “ 소면적 품목

88 천궁 “

89 천마 330m2 소면적 품목

90 황기 10a

91 구기자 “

92 오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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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대분류 중분류 기준 비고

93 복분자 10a

94 오갈피 “ 소면적 품목

95 삼백초 “

96 산약 “

원예

화목류 97 장미 “

초화류 98 금어초 “ 소면적 품목

난류
99 덴파레 “

100 심비디움 “

숙근류

101 거베라 “ 소면적 품목

102 국화 “

103 안개꽃 “ 소면적 품목

104 작약 “

구근류

105 백합 “

106 시클라멘 “

107 프리지아 “

관엽식물류 108 포인세티아 “ 소면적 품목

가

축

한우 1
한우(비육우) 두당

한우(번식우) “

육우 2 육우 “

젖소 3 젖소 “

돼지 4 돼지(비육돈) “

닭 5
닭(산란계) 100수 2011 소득자료

닭(육용계) 100수

오리 6 오리(육용) 100수 소면적 품목

누에 7 양잠(약용)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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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표준농업소득 추정 관련 사항

현재 농가소득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로 농가경제조사는 전국 560개 표본 조사구내 2,80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실태를 파악한다. 2011년 기준 평균 농가소득은

30,148천원이며 이 중 농업소득은 8,753천원으로 평균적으로 농가소득의

29%를 차지한다. 2008년〜2010년 농업소득은 각각 9,654천원, 9,698천원,

10,098천원으로 전체 농가소득의 31%대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소 가격

하락과 사료비 증가로 농업소득 비중이 하락하였다.17) 반면 본 논문에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농업소득(표준농업소

득)은 평균 17,613천원(전체 1,475,006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부록에서는 추정한 표준농업소득을 한국은행 농업소득

및 농가경제조사의 농업소득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

고자 한다.

먼저 추정한 총 표준농업소득을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농업소득과 비교

해보고자 한다. 1475,006개 농업경영체의 총 추정 농업소득은 25조 5천

930억 원이며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2011년 농업부문(재배업 및 축산업)

소득(부가가치)은 24조 6천 560억 원으로 9,370억 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소득으로 추정된 재배면적

의 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재배면적은 총 1,993,180ha인 반면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 1,698,040ha(2011, 경지면적 기준), 농림어업총조사

1,449,000ha(2010, 경지면적 기준), 농작물생산조사 1,055,847ha(2011, 재배면적

기준)로 전수조사인 농림어업총조사와 비교해도 경지면적에 있어 최소

295,140ha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통계청 농작물생산통계의 재

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분의 상품의 총산출을 추정하는 점을 고려

할 때 추정 농업부가가치에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농

17) 통계청, 2011년 농가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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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전체 1/4분위 2/4분위 3/4분위 4/4분위

연령 62.91 61.56 64.55 64.76 60.79

가족 수 1.77 1.63 1.70 1.80 1.95

농업소득 (천원) 1,475 1,089 4,158 10,463 43,312

경영면적 (ha) 1.31 0.29 0.61 1.27 3.06

재배면적 (ha) 1.30 0.28 0.60 1.26 3.04

임차면적비중 (%) 29.62 19.81 27.05 31.65 39.98

시설면적비중 (%) 4.19 1.54 0.78 2.27 12.18

<부표 2> 상․하위 1%를 제외한 농업경영체의 평균 특성

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소득자료는 품목별 평균 83개 농가(47작목 기준,

지역조사작목 제외)의 경영정보로 농산물의 품질, 품종, 지역적 차이에

따른 소득차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조사작목의 경우 표본수

가 더욱 작아 모집단을 대표함에 있어 무리가 있다. 농촌진흥청도 이러

한 조사 여건상의 한계로 농산물소득자료를 활용을 농업경영연구 및 지

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상의 재배면적 차이 및 농산물 소득자료의 자체적 한계에도 불구하

고 농촌진흥청의 농산물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표준농업소득은 농

업경영체 등록제가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신청인

의 농지소재지 등 토지대장 정보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농업의 현

황을 실제에 가깝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추정된 표준농업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은 상․하위

1%에 속하는 경영체를 제외한 1,445,505개 농업경영체의 기본특성을 표

준농업소득 사분위수를 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하위 1%를

제외한 농업경영체의 평균 농업소득은 1,475천원으로 농가경제조사의 농

업소득(2010년 10,098천원, 2011년 8,753천원)에 보다 근접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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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비중

(%)
농업

소득

(천원)
품목 수

비중

(%)
소득

(천원)
쌀 논벼 514,147 40.37 9,749

채

소

농

김장배추 13,208 1.04 12,989

전

작

농

콩 27,531 2.16 7,146 상추 12,212 0.96 34,465
고구마 17,447 1.37 9,188 딸기

시설 10,398 0.82 53,576
감자 9,152 0.72 15,951 도라지 8,485 0.67 14,725
옥수수 8,914 0.70 8,215 토마토 7,849 0.62 55,157
감자

시설 1,292 0.10 57,025 참외 7,746 0.61 39,880
율무 226 0.02 10,502 수박

시설 7,107 0.56 47,716
팥 217 0.02 6,577 오이

시설 6,840 0.54 77,472
완두 131 0.01 6,302 시금치 5,217 0.41 14,449
메밀 86 0.01 15,477 깻잎 3,817 0.30 42,278
녹두 48 0.00 3,232 가을무 3,298 0.26 30,879
밀 42 0.00 6,367 취나물

시설 3,044 0.24 19,578
옥수수

시설 33 0.00 17,551 가지 2,872 0.23 28,787
쌀보리 30 0.00 3,452 부추 2,538 0.20 16,058

맥주보리 30 0.00 12,047 부추
시설 2,466 0.19 42,980

겉보리 29 0.00 7,538 고사리 2,466 0.19 11,921

과

수

농

사과 37,367 2.93 33,841 미나리 2,386 0.19 34,281
노지포도 27,029 1.79 22,112 방울토마토 2,367 0.19 70,741

매실 26,497 2.12 9,153 당근 2,270 0.18 48,432
단감 22,954 2.08 14,284 양배추 2,018 0.16 21,863
배 22,793 1.80 28,417 오이 1,782 0.14 25,853

복숭아 20,964 1.65 21,168 수박 1,693 0.13 34,030
노지감귤 18,233 1.43 19,420 멜론 1,499 0.12 62,193

자두 9,361 0.74 14,355 월동배추 1,237 0.10 38,406
포도

시설 6,007 0.47 39,947 브로콜리 1,135 0.09 30,914
만감 3,057 0.24 59,944 시금치

시설 1,130 0.09 23,541
감귤

시설 2,344 0.18 69,667 연근 1,083 0.09 14,603
유자 2,286 0.18 10,386 양상추 1,027 0.08 72,719
키위 2,271 0.18 28,511 고냉지배추 1,014 0.08 34,296
무화과 1,871 0.15 23,790 봄배추 769 0.06 20,326
체리 231 0.02 15,482 파프리카 711 0.06 120,312
호박 15,517 1.22 35,939 달래 674 0.05 25,621

부록 3. <부표 3> 영농형태별 농업경영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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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비중

(%)
농업

소득

(천원)
품목 수

비중

(%)
소득

(천원)

채

소

농

피망 610 0.05 65,617

특

약

용

작

물

농

구기자 633 0.05 14,621
취나물

시설 609 0.05 18,574 양송이 606 0.05 283,264
가지

시설 581 0.05 59,308 참당귀 482 0.04 19,901
봄무 464 0.04 20,571 천마 437 0.03 37,224
근대 409 0.03 73,777 산약 405 0.03 36,866
머위대 380 0.03 20,639 상황버섯 239 0.02 89,769
딸기 314 0.02 7,955 맥문동 177 0.01 10,869

배추
시설 276 0.02 11,451 지황 129 0.01 9,081

고냉지무 225 0.02 32,647 영지버섯 99 0.01 96,016
산마늘 205 0.02 34,646 삼백초 68 0.01 8,289
청경채 173 0.01 68,386 천궁 64 0.01 19,430
돌나물 95 0.01 61,267

화

훼

농

국화 1662 0.13 37,904
무

시설 80 0.01 20,312 장미 1205 0.09 61,094
곤달비 57 0.00 20,948 백합 185 0.01 53,527
알로애 35 0.00 57,290 안개꽃 160 0.01 53,015

조

미

채

소

농

고추 163,071 12.80 10,119 거베라 158 0.01 56,570
마늘 50,314 3.95 16,329 심비디움 121 0.01 88,969
양파 17,234 1.35 29,154 금어초 100 0.01 45,973

고추
시설 16,893 1.33 43,023 프리지아 98 0.01 73,823

대파 8,883 0.70 21,702 포인세티아 41 0.00 18,954
쪽파 3,700 0.29 27,951 덴파레 31 0.00 45,166
생강 1,581 0.12 20,482 시클라멘 26 0.00 33,317

꽈리고추 1,272 0.10 39,341 작약 16 0.00 6,944

특

약

용

작

물

농

인삼 18,308 1.44 102,941

축

산

농

한우 22698 1.78 39,767
복분자 4,934 0.39 17,409 젖소 6326 0.50 200,374
참깨 3,600 0.28 9,793 돼지 5477 0.43 136,326
오미자 2,676 0.21 23,592 육용계 2908 0.23 32,295

느타리버섯 2,128 0.17 214,719 산란계 1411 0.11 18,157
담배 1,777 0.14 31,492 육우 772 0.06 47,971

차류(녹차) 1,776 0.14 16,227 오리 767 0.06 24,760
땅콩 1,221 0.10 6,639 양잠 35 0.00 13,598
오갈피 947 0.07 7,811

전체 1,273,535 100 20,338
황기 676 0.05 3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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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Farm Business Typology and

the Determinants of Spatial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Sungeun Yoon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arming activities have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advance of production technology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era.

Compared with the 1970th, which is about 40 years ago, Korean

agriculture has been declined in terms of external scale such as

farming population and area of agricultural land, but there were also

advances in productivity and added value of farming. Nevertheless,

the current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culture is somewhat

worrying because Korea has limited land and high labor costs, and

nowadays the market of farm products is opening due to the change

of environment such as Free Trade Agreement(FTA).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igure out some accurate facts about the farming of

Korea and get ready for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tried

to suggest accurate and detailed condition of Korean agriculture, by

classifying the types of farm business and analyz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using farm business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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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which consists of 1,475,006 records of Korean farm busines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 analyzed basic characteristics of farm business such as

age of the owner and the type and size of farm business. As a

result, medium or small size of farm business run by elderly was

dominant. When classified by the age of business owner, old

farmers(over 60 years old) run 61.2% of farm business, while farmers

under 40 years old run only 3.2% of farm business. When classified

by the size of business the portion of farm business which owns less

than 1hectare was 56.7%, which means small farm business is

dominant in Korea. And farm business which has more than 2ha of

farmland was 18.5%. It is about 3.7% higher than the 2010 agricultural

and fishery census data by Statistics Korea, which indicates farm

business of Korea is getting larger in scale. When classified by the

status of specialization, the portion of specialized farm business

(which is getting more than 50% of earnings from only one farm

product) was about 78%. When classified by the main farming

activity, rice(40.4%) was the dominant crop, followed by condiment

vegetables(20.7%), fruit trees(15.9%), vegetables(11.2%), special purpose

crops(3.2%), stockbreeding(3.2%) and flowers(0.3%). Determined by

classifying the types of farm business, th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Korean farm business is middle or small in economic scale, run by

the elderly, and focused on rice. Therefore, to make Korean farm

business competitive in the futu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young

farmers and to adjust the structure of farm business activity which

is mainly focused on rice.

This paper analyzed spatial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of Korea using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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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spatial information, and found there is agglomeration

economies in farming activities. The researcher examined the

presence of spatial autocorrelation of 128 crops using Moran’s I. As a

result, 84 crops show spatial autocorrelation in 5% level of

significance. Futhermore, from the hot spot analysis using local

Moran’s I, the boarder of administrative district was meaningless in

forming clusters of each products. This suggests that when having

regions designated as specialized region on a particular crop, which

causes an economy of scale, rational and regional selection of location

is needed considering both geographical distance and farming activity

of regions. Lastly, this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which affect on

distribution of farming of pepper, apple and ginseng using spatial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not only natural and social factors but

also agglomeration effects affect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each

farming activities. This implies farm business clustered in a region

can get some advantages. They can easily get information about

cultivation techniques and get benefits from external economies like

sharing infrastructure, such as agricultural products drying and

processing facility, and gaining more market power.

Keywords : Farm Business Typology, Local Moran’s I, Moran’s I

Spatial Econometrics, Agriculture Spatial Distribution,

Agglomeration Effect

Student Number : 2010-2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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