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2013(613~630)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shyun147@gmail.com)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slee@sungshin.ac.kr)

한국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의 변화와 여성노동력의 영향 

현기순*·이금숙**

Changes in the Spatial Patterns of Organic Farming and the Women’s 
Roles in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Kisoon Hyun* · Keumsook Lee**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노동력의 역할에 주목하고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전국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다. 입지계수와 LISA 분석을 적용하여 친환경농

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먼저 입지계수를 통해 친환경농업 특화지역의 분포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 특화지역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LISA 지표를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을 파악한 결과 2000년 서울 남쪽의 수도권 지역에만 형성되었던 친환

경농업의 집적지가 2010년에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전남지역의 전역으로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친환경농업

에 작용하는 지리적 변수와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가 경영주 성별이 여성인 농

가수가 친환경 실천농가수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 경영주 농가와 친환경농

업 공간의 연관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공간으로의 농업공간 재구조화에 여성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여성 농가, 지속가능한 농업, 유기농업, 공간적 분포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organic agriculture in Korea dur-
ing the period of 2000~2010, focusing on women’s labor contribution to agricultural operations. Spatial 
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 of organic farming have been investigated using Location Quotient(LQ) 
and 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LISA), it was found that the specialized organic farmlan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de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while in Chungnam and 
Kyungpook province it has been rapid growth in the same period.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carried out to find out whether the spatial clusters in organic farming depends on women farmers. Results 
describing the correlation between organic farming and women farmers within identified clusters suggest 
that the possibility of the transition towards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armland restructuring in Korea, 
by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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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순·이금숙614

1. 서론

한국사회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고도성장을 

경험하면서 지리학 연구는 도시화 및 산업구조조

정, 서비스업의 성장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

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농촌 공간

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농촌

은 인구의 고령화 심화(최재헌, 2013), 농산물 시

장 개방에 따른 국내 생산의 축소와 가격 경쟁력 

저하와 더불어 도·농간의 소득 격차 확대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

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을 타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다각도

의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농산

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

력이 약화되면서 농업 생산구조 및 방식의 전환, 

노동력과 관련된 일련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증

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친환경농업은 우리나

라 농업지역의 붕괴위기를 극복할 성장 동력의 하

나로 인식되었고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한 방안으로 친환경농업이나 시설농 등으로의 농

업생산방식 전환 또는 특용작물이나 양채류 등과 

같은 재배작물로의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금숙, 2002; 현기순·이금숙, 2011; 이금숙·최

훈, 2002). 한편 1960년대부터 청장년층 인구의 

도시유출이 확대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귀농 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로 친

환경농업이 대안농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동

시에 청장년층 인구 유출과 1990년대 말 IMF 이

후 귀농 인구 유입 등에 따른 농촌지역 인구구조 

변화로 농업경영 및 생산인력 구조 또한 크게 변

화하였다. 

그러나 정작 WTO, FTA 체결 같은 농업의 구조 

조정기를 포함하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업공간의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1970년
대 이후 많은 지리학자들이 여성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고 성별에 따른 직업분화에 

대한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졌으나 ’80년대 초반

까지도 지역에 공헌하는 여성노동력의 역할을 연

구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Hayford, 1985; Lee, 
1990; Loyd, 1975; McDowell, 1983). 성별에 따른 

노동분화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는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지역변화에 있어 성별의 역할을 

다룰 수 있는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여성의 직업공간이 남성의 공간처럼 

다양하진 않았으나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은 

경제발달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남

성이 있는 모든 공간에 여성도 존재한다는 인식

이 성별에 따른 직업 분화에 대한 연구에 추진력

이 되었다(Mammen & Paxson, 2000). 농업에 있

어 여성의 역할은 주로 노동집약적 영농에 종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강혜정, 2008) 특히 친

환경농업이 성별 노동 분업의 경계를 약화시켰으

며 농가의 성-평등적인 가족문화가 친환경농업으

로의 전환을 촉진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허미영, 

2008; Meares, 1997; Peter, G., 2000). 
여성노동력은 가정에서, 혹은 가구 밖에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왔는데,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생

산 확대에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면서 가구의 

재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

였다(Eldredge, 1991).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농촌

공간은 지역변화에 있어서 성별의 역할을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단위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까지 농촌공간에서 농가 경영주의 성별에 따른 문

제는 등한시 되었다(Oberhauser, 1995). 특히 농가

의 경영주는 농가의 생산양식의 결정자로서 경영

주의 특성이 농업 생산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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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 속에서 농업공간의 변화에 작용하는 요

인과 여성노동력의 역할을 상호 연계시켜 분석하

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아울러 

농가 경영주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과정이 지역을 

어떻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농촌지역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 농촌지역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노동력의 역할에 주목

하고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전

국의 친환경농업 공간의 변화과정과 구조를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여성의 노동력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의 분

포양상에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한다. 특히 입지계

수(LQ )와 LISA 분석을 적용하여 친환경농업 집

적지역 분포 변화를 파악하고, 친환경농업 집적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을 규명한다. 분석

을 위하여 농가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과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을 구성하였고 여

성경영주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 여성경

영주 수를 변수에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친환경농업 생산공간 범위는 전국 248개의 시군

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친환경 실천농가 수를 파

악하여 친환경농업 집적지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에 작용한 여성노동력의 영

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나라 통계자료의 

한계로 인해 경영주 성별이 여성인 농가를 이용하

였다. 

2. 농업 생산공간에 있어서 

여성노동력의 의미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1960년대 이후 선진공

업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는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 

출산율 저하, 여성의 결혼연령 지연, 3차 산업에

서 취업기회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유옥란, 2004;
이계우, 2002). 농업지역에서 노동력 분화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식량생산 공

간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새로

운 기술의 등장에 따른 성별 역할 변화에 대한 연

구, 성 역할의 확장이 생산양식에 영향을 미친 연

구 등으로 이어져 왔다.(Rubenstein, 1989; Stod-
dard et al, 1989; von Braun and Webb, 1989; Mul-
lins et al, 1996). 그러나 80년대 초 Massey(1984)
가 신산업지구의 입지문제를 다루며 여성노동력

이 생산노동력으로 일찍이 작용했던 농촌공간에 

대하여 언급한 이후 오히려 성별에 따른 노동분

화에 대한 연구의 대다수는 불평등문제를 다루고 

있다(Huber, 1991; Lorber, 1994; Chang, 2000; 
Cohen & Huffman, 2003; Cotter et al, 1997). 

노동지리학자들과 노동의 정치경제학을 연구

하는 이들은 현대 노동분화에 있어 지속가능성

과 사회적 정의의 결핍에 대해 공통적으로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Tufts, 2009). 지금까지 지리학

자들은 상품생산과정에서 노동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산업공간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Sayer, 1986; Scott, 1986; Storper & Walker, 
1983). 한편 Pratt & Hanson(1992)은 노동시장의 

지리학을 단순히 직업에 대한 물리적 거리의 접근

성 이상의 것으로 설명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상

호작용을 통해 상당한 규모로 직업시장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개인들의 상호작

용은 특히 지역의 고용분위기, 이웃들, 지역의 커

뮤니티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데 이는 결코 



현기순·이금숙616

대도시지역에 국한 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연평균 0.7% 증가하여 2010년 현재 36,989천 명

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가의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연

평균 3.9%의 비율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1,820
천 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49.8%로 나타나, 전국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

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표 1 참조). 이처럼 농가의 경제활동 인구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농가의 여

성경제활동인구는 전국과 비교해 소폭이긴 하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농업생산에 있어 

여성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더라도, 2000~ 

2011년 기간 동안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4%에서 73.1%로 1.3%p 감소했으나 여성은 

0.9%p 상승하여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4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는 대조된다

(그림 2). 또한 산업별 성별 취업자 비중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최근 여성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41.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0~2011년 동

안 농림어업 및 광공업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여성

의 비율이 각각 0.7%p, 0.4%p 증가하였다(표 2). 

표 1. 경제활동 인구의 성별 비중 및 증가 추이
(단위: %)

구분  
전국 농가

남 여 남 여 

2000년 50.7 49.3 49.3 50.4

2005년 40.8 49.2 49.6 50.4

2010년 51.1 48.9 50.2 49.8
연평균 증감(00-10) 0.8 0.6 -3.7 -4.0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그림 1. 농가의 경제활동 인구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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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산업별로는 농업 부문 사업체 종사자 가

운데 여성의 비율이 2000년대 전반 약 20%의 비

중을 유지하다 2009년에는 25.1%까지 증가하였으

며 작물재배업의 경우는 2000년 32.4%에서 2009
년 44.4%로 여성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그림 3).

그림 2.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단위: %)

표 2. 산업별 성별 취업자 비중 

구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전산업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남 56.4 55.7 69.4 69.0 56.1 56.3 58.4 58.4 

여 43.6 44.3 30.6 31.0 43.9 43.7 41.6 41.6 

계(천명) 1,566 1,542 4,049 4,108 18,214 18,595 23,829 24,24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농업 작물재배업 

그림 3. 농림어업 및 작물재배업 종사자의 성별 추이(20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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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농업 부문에서의 여성 취업자 비중이 

남성과 비교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주 성별 

특성 측면에서도 2005년의 경우 경영주가 여성인 

농가는 216,706 가구로 전체 농가의 17%를 차지

하였으나 2010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1,548 
가구가 증가하여 전체 농가의 18.5%를 점유하고 

있다(표 3). 이처럼 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농

가 여성경제활동인구,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

도화에 따라 1차산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

였음에도 농업부문 여성 취업자 비중의 증가추이, 

여성 농가 경영주의 확대 등은 농업생산 공간에서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게 할 뿐 아니라 여성이 농

업 공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

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3. 한국 농업 생산공간의 변화와 

친환경농업 생산공간의 확산 

1) 한국 농업 생산공간의 변화 

2000년 이래 전국의 농가 인구는 연평균 2.7%

의 비율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현재 전

국 총 인구의 6.1%에 해당하는 3,063명을 기록하

고 있다(그림 4). 농가 또한 2000년에 비해 약 15% 

감소하여 2010년 현재 1,177천 가구가 농업활동

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만이 친환경농

업을 실천하고 있다. 앞서 수행된 연구에서 2000
년과 2005년 사이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전남·북지역과 충남 등지의 농업지역 농가수 감

소가 두드러지고，친환경 농가는 전체적으로 모

든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

다(현기순·이금숙, 2011). 연구대상 기간이 5년이 

증가한 현재,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농가수 감소

는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친환경 농가를 실천

하는 농가의 경우는 대구, 전남, 경북, 경남 지역

을 제외한 전국의 대부분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특히 전남지역과 경남지역만

표 3. 농가 경영주 성별 비중 변화(2005-2010) 

(단위: %, 호)

구분 남자 여자 농가

2005 83.0 17.0 1,272,908
2010 81.5 18.5 1,177,318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그림 4. 농가인구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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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일하게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친

환경 농가의 비중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났다(표 

4)．
그러나 광역시·도를 단위 대상으로 한 분석결

과는 보다 구체적인 공간특성을 파악하기에 어려

움이 있으므로 시군구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공

간변화를 살펴보았다. 5년 간격으로 지역 농업에

서 친환경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에 있는 시

그림 5. 시도별 농가 및 친환경 농가의 성장추이（2000－2010）

표 4. 시도별 농가 변화 및 친환경 농가 현황 
(단위: %)

지역 
연평균 성장(2000-2010) 친환경농가 비중

농가 친환경 농가 2000 2005 2010

서울 6.90 -0.10 9.2 17.6 4.7 

부산 0.06 -14.47 9.4 5.4 2.0 

대구 2.79 1.32 2.8 5.5 2.5 

인천 -1.04 -0.97 3.7 8.4 3.8 

광주 0.90 -3.57 3.5 3.0 2.2 

대전 2.34 -11.83 9.4 7.0 2.1 

울산 -0.15 -0.61 4.9 7.5 4.7 

경기 -0.92 -11.31 10.6 8.2 3.5 

강원 -0.66 -2.03 5.3 9.3 4.6 

충북 -1.41 -0.37 4.0 5.7 4.5 

충남 -1.69 -9.04 5.5 5.6 2.5 

전북 -2.25 -1.23 2.7 5.1 3.0 

전남 -3.08 14.50 2.2 9.1 11.7 

경북 -1.57 2.96 2.5 7.5 3.9 

경남 -1.84 2.96 4.1 5.0 6.5 

제주 -0.32 -13.66 4.3 3.4 1.0 

전국 -1.60 -0.31 4.4 6.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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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를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육성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기 시작한 2000년
에는 대체로 농업지역이 아닌 서울·부산을 중심

으로 한 대도시 지역과 경기도의 양평군과 강원도

의 양구군이 친환경농업을 주도해 나갔다(표 5). 
대도시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난 것은 절대적 농가수가 적은 상태에서 친환경농

업을 실천하는 농가수가 많은 것에 기인하며, 양

평군의 경우 여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서 환경유

기농업에 대한 목표설정을 추진(1997)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구군의 경우

는 2000년에 이미 친환경농업 상위지역으로 기록

되고 있으나 지역차원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

원은 2003년에 들어 처음 시작하였다. 이는 친환

경농업에 대한 농가의 실천의지 및 자발적 참여가 

반영되어 지역 농업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시점에서는 양평군이 여전히 국내 친환

경농업 실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철

원군과 울진군이 친환경농업 수위지역에 진입하

였다. 특히 울진군은 2003년 6월 ‘친환경농업 5개
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면서 지역 농가들이 친환경농업 실천을 가

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경남 

남해군이 새롭게 친환경농업 수위지역에 진입하

면서 전국 1위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구

례, 완도, 해남, 담양 등의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남해군의 

경우 2000년부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시

작하였으며 2005년에는 ‘남해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나아가 최근에는 농림

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로 선정되면서 지역 농가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강

화시키고 있다. 또한 전남은 2005년 ‘친환경농업 

육성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 공

간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지역 농가의 자

발적 참여가 제도마련에 선행되기도 하지만 친환

경농업 정책이 실제 농가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친환경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 수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친환경 농가의 비중이 30％이상 되

는 지역은 2000년 6개 지역보다 감소한 4개 지역

으로 나타났으며 10％ 이상 30％ 미만인 지역 또

한 2000년 36개 시·군·구보다 크게 감소한 24개 

표 5. 친환경농업 비중을 통해 본 상위 10개 지역 

순위
2000 2005 2010

시·군·구 비중 시·군·구 비중 시·군·구 비중 

1 구로구 42.2 서울 중구 75.0 경남 남해군 37.0

2 영등포구 41.7 송파구 42.8 경북 울진군 32.9 

3 양평군 40.9 도봉구 42.6 울릉군 32.6 

4 부산 북구 37.6 철원군 39.5 부산 동구 30.4 

5 인천부평구 35.7 울진군 38.1 구례군 27.0 

6 분당구 32.1 양평군 35.8 완도군 26.3 

7 강원 양구군 31.2 중랑구 34.4 하동군 21.3 

8 부산 연제구 29.4 종로구 33.3 해남군 20.5 

9 부산 수영구 28.6 성동구 32.2 담양군 19.3 

10 부산 영도구 27.8 은평구 31.7 강동구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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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적되면

서 친환경농업 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친환경 

농가의 비중이 1％ 이상 5％ 미만인 지역에 전국 

248개 시·군·구의 60％인 149개 시·군·구가 포

함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시도하는 농가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표 6).

2) 친환경농업의 공간적 집적 패턴 

친환경농업 수위지역의 변화와 최근 친환경농

업 중심지의 공간 집적과 그 구조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가수를 바탕으로 입

지계수(LQ )를 도출하고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 간 국내 친환경농업 실

천농가는 증가했으나 농업공간은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의 입지계수(LQ)가 1보
다 큰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의 특

화지역은 2000년~2010년 간 전국에 걸쳐 감소하

고 있으나 입지계수(LQ )가 5이상의 값을 보이면

서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최

근 5년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특화지역을 살

펴보면 2000년의 경우 수도권 지역과 부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지역이 친환경농업의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수도

권 지역과 부산에서 나타났던 친환경농업 특화지

역이 감소하면서 전남·북 지역과 경북지역에서 

특화도가 큰 지역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한편 

2010년에 이르러서도 수도권의 친환경농업 특화

지역 감소세는 지속되었으나 경북지역에서 특화

지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남은 전국 최대의 친

환경농업 특화지역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성장하

였다(그림 6). 
2010년의 친환경농업 특화지역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친환경농업이 특화된 

지역(LQ＞1)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서울, 경

기 등의 수도권 지역과 강원, 충북, 전남, 경남·북 

지역이다(표 7). 특히 남해군, 울진군, 울릉군, 하

동군 등의 경남·북 지역과 구례군, 완도군, 해남

군 등의 전남지역에는 입지계수(LQ)가 5 이상으

로 친환경농업 특화도가 높은 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6). 
다음으로 표 8은 국지적 차원에서의 공간연계

를 측정하는 방법인 LISA 지표를 이용하여 2010
년 시점에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집적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이나 집적경제는 지리적 클러스

표 6. 시군구별 친환경 농가의 비중 변화 

구분 
시·군·구 

2000년 2005년 2010년

30% 이상 6개 10개 4개 

20% 이상- 30% 미만 14개 7개 4개 

10% 이상-20% 미만 22개 43개 20개 

5% 이상 10% 미만 51개 78개 41개 

1% 이상 5% 미만 117개 97개 149개 

1% 미만 38개 14개 30개 

출처: 현기순·이금숙（2011） 
통계청, 2010, 농업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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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친환경 농업의 특화지역 변화 

자료: 현기순·이금숙, 2011
통계청, 2010, 농업총조사를 기초로 작성 

2000년 2005년 2010년

표 7. 친환경농업 특화지역（2010）

시도 시·군·구 개수 

서울 강동구, 서대문구, 광진구, 송파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구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10개 

부산 동구, 중구, 해운대구, 사상구, 영도구 5개 

대구 없음 －

인천 동구, 옹진군, 남동구 3개 

광주 없음 －

대전 중구 1개

울산 울주군 1개

경기 가평군, 양평군, 분당구, 부천 소사구, 안양 동안구, 성남 중원구, 수원 팔달구, 동두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10개

강원 양구군, 화천군, 동해시, 정선군, 삼척시, 강릉시, 횡성군, 원주시, 홍천군, 9개

충북 옥천군, 청원군, 단양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7개

충남 홍성군, 청양군, 아산시 3개

전북 진안군, 남원시 2개

전남
구례군, 완도군, 해남군, 담양군, 장흥군, 곡성군, 화순군, 여수시, 진도군, 영암군 함평군, 보성군, 신안군, 

장성군, 광양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영광군, 강진군, 목포시 
21개

경북 울진군, 울릉군, 고령군, 문경시, 포항 북구, 예천군, 영천시, 청도군, 영덕군, 9개

경남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고성군, 거창군, 사천시, 통영시, 함양군 8개

제주 없음 －

주: LQ＞1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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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geographic cluster）에 연관되어 있으며(Ellison 
and Glaeser, 1997) 특정지역의 Local Moran’s I를 

이용하면 단위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천 행위가 다

른 지역의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판

단할 수 있으므로 LISA 지표를 이용한 분석은 친

환경농업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즉, Local Moran’s I 통계량이 주변지역

이 갖는 값의 가중 평균값과 유사하면 정（＋）의 자

기상관이 있는 것이며, 그 반대면 부（－）의 자기상

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Anselin, 1995; 유지

연·이금숙, 2013). LISA에서 공간적 연관성의 유

형은 HH, LL, HL, LH 형태로 나타나며 HH는 

평균보다 높은 값 주변에 평균보다 높은 값이 있

는 것이며, LL은 평균보다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

이 있는 것을 지칭한다. HL의 경우는 평균보다 높

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있고, LH는 평균보다 낮

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HH는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의 집중도가 모두 높은 지

역이며 LL은 해당지역과 주변지역 친환경농업의 

집중도가 모두 낮은 지역이다. 이와는 달리 HL은 

해당지역의 친환경농업의 집중도는 높지만 주변

지역의 집중도는 낮은 지역이며，LH는 해당지역

의 친환경농업 집중도는 낮으나 주변지역의 집중

도는 높은 지역이다. LISA 분석 결과 2010년 친환

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공간상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집적되어 있는 지역인 핫스팟(HH)은 전

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의 경남지역에서 확인되

며, 전북지역에서는 남원만이 핫스팟에 포함되고 

있다(표 8). 
이어서 시기에 따른 핫스팟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2000년 이후 친환경농업의 핫스팟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0년 경기 일부

지역과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지역，그리고 이들

과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경남지역과 제주지역

에서 핫스팟이 발견되었으나 2005년에 들어서면

서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핫스팟은 전혀 발견되

지 않고 전라권에서 새롭게 핫스팟이 형성되고 있

다. 이 시기에 전남의 핫스팟이 눈에 띄게 증가하

그림 7. LISA를 통해 살펴본 전국 친환경 농업공간의 분포 양상 변화 

2000년 2005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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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러한 현상이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

졌고 결국 전남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경남권

의 경우는 2000년부터 핫스팟이 나타나기 시작하

면서 핫스팟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4개
의 시군구가 핫스팟에 포함되고 있다. 2000년과 

2005년, 2010년의 세 시기 동안 지속적으로 핫스

팟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으나, 2005
년부터는 2010년까지 핫스팟으로 연달아 나타나

는 지역이 형성되면서 국내 친환경농업의 중심지

가 전남권, 경남권에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그림 7, 표 9). 

표 8. LISA를 통해 분석한 친환경농업의 집적지역(2010년) 

시도 시·군·구 Index Z-score p-value Type 

경기
가평군 －0.000855 -5.96998 0 HL
양평군 -0.001942 -13.9234 0 HL

충북 청원군 -0.000985 -2.93791 0.003304 HL

충남 홍성군 -0.000359 -2.97652 0.002915 HL

전북 남원시 0.000455 3.76974 0.000163 HH

전남

여수시 0.002162 24.081301 0 HH
순천시 0.001396 12.1434 0 HH
나주시 0.001208 8.15914 0 HH
광양시 0.000645 5.4974 0 HH
담양군 0.001642 10.0664 0 HH
곡성군 0.001511 11.7583 0 HH
구례군 0.001698 13.9172 0 HH
고흥군 0.001385 15.6581 0 HH
보성군 0.001424 12.6669 0 HH
화순군 0.001913 12.8208 0 HH
장흥군 0.002088 17.879801 0 HH
강진군 0.000231 2.00581 0.044487 HH
해남군 0.003472 36.350201 0 HH
영암군 0.002121 17.2906 0 HH
함평군 0.000976 7.27577 0 HH
영광군 0.000284 2.53246 0.011327 HH
완도군 0.001639 23.377719 0 HH
진도군 0.000711 10.4345 0 HH
신안군 0.000562 7.84005 0 HH

경남

사천시 0.000273 2.31522 0.020601 HH
남해군 0.000294 30.00849 0 HH
하동군 0.0002298 18.9904 0 HH
산청군 0.00088 7.6893 0 HH

* Z -score : ＞1.96 or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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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농업 집적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005년의 국내 친환경농업 공간을 분석한 이

전 연구에서는 농가 경영자의 연령, 농업관련 사

업 경영농가, 농가의 정보화, 농가 경영자 교육수

준 등을 친환경농업의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분석하였다(현기순·이금숙, 2011). 친환경

농업 집적지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

해 2010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독립변

수로 선정하였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본 연구가 농가를 단위로 친환경농업 집적지역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농가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 

중심이 된다. 또한 본 연구가 여성노동력의 역할

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경영주 성별이 여성인 농가

를 농가의 인구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을 나타

내는 변수에 추가해 가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회귀계수들은 유의확률 0.05보
다 작으므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고, 모든 모

형에서 경영주 성별이 여성인 농가수와 친환경 실

천농가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농

촌관광사업, 농축산물 직거래 등 농업관련 사업경

영을 하는 농가수가 많을수록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지규모 0.5ha 이
하의 소규모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환경농업의 일종인 유기농업을 실천하

는 농가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농사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

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

나(Duram, 1999; Lockeretz, 1997, Tovey, 1997) 
본 연구 결과는 경영주 연령이 65세 미만인 농가

와 경영주 경력 20년 이하 농가, 경영주 학력이 고

등 이상인 농가는 친환경농업 공간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농업을 결정

짓는 농가의 특성에 국가 간에 상이한 농업환경의 

영향이 작용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2005년 우

리나라의 친환경농업 공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 농업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농가였던 

것처럼(현기순·이금숙, 2011) 2010년 친환경농

표 9. LISA 지표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공간의 시기별 hot spots(2000-2010)

시도 시·군·구 시기 

경기 평택,이천,화성, 여주 2000

충남 천안,보령,아산,서산,홍성,태안,당진 2000

경남 밀양,김해 2000

제주 제주,서귀포 2000

전북
군산, 김제 2005

남원 2005, 2010

전남 

고흥,여수,순천,나주,화순,장흥,해남,영암,신안 2005, 2010

장성 2005

광양,담양,곡성,구례,보성,강진,함평,영광, 완도, 진도 2010

경북 김천,상주,성주,봉화,울진 2005

경남 

하동, 산청 2005, 2010

거창 2005

사천, 남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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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공간에서도 농축산물 직거래, 농촌관광사업 같

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농가가 여

전히 친환경농업 공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모형 2와 모형 3의 분석결과, 고용인이 

있는 농가가 친환경농업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고 경지규모 5ha 이하인 가구는 친환경

농업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 친환경농업 지역이 가

족단위의 소규모 영세농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친환경농업 지역은 농업관련 사업

경영을 통해 농업생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활발

한 진출이 예상되면서 단순히 생산만이 아닌 소비

와 유통공간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공간이다. 특

히 여성 경영주 농가와 친환경농업 공간의 연관성

은 농촌 지역의 여성인력이 농업지역의 리더로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보다 유연하

게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공간으로의 농업공

간 재구조화에 깊이 관여하여 지역의 자생적인 발

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을 시사한다. 

4. 결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

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 및 생태

환경을 보호하려는 전 지구적인 움직임은 에너지

표 10. 변수를 달리한 모형 구성 (2010년 기준) 

모형 독립변수(호, %) 종속변수(호) 

모형 1 

여성경영주 농가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농가 

경영주 교육수준 고등 이상 농가 

농업관련사업 경영농가 

친환경 농가(2010)

모형 2 

여성경영주 농가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 

고용인이 있는 농가 

농축산물 직거래 농가 

모형 3 

여성농가/지역농가(%)

경영주 연령 65세 미만 농가/지역농가(%)

경영주 교육수준 고등 이상 농가/지역농가(%)

고용인이 있는 농가/지역농가(%)

겸업농가/지역농가(%)

모형 4 

여성경영주 농가 

농사경력 20년 이하 

경지면적 0.5ha 이하 가구 

농촌관광사업 농가 

모형 5 

여성 경영주농가 

경영주 교육수준 고등 이상 농가 

경지면적 0.5ha 이하 가구 

농축산물 직거래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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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산업사회의 농업양식에서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양식으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농업생산 방식에 새로운 기술이 계속 소개되면서 

작물 생산에 있어 남성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으나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는 농업공간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도시 이주 등에 따른 농촌 공간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한국 농업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과 때를 

같이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먼저 여성인력이 

농업지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를 타진

하기 위해 농가 및 농업분야의 여성 노동력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농가의 여성경제활동인구는 

표 11. 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농가의 
인구학적 

특성 

여성 경영주 농가 
0.338
(8.958)

0.371
(10.589)

 
0.298
(5.678)

0.361
(10.017)

여성농가비율 
13.199
(2.947)

65세 미만 농가 

65세 미만 농가비율 
-17.670
(-8.754)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 경력 
20년 이하 

-0.240
(-5.992)

경영주 학력 
고등이상 

-0.136
(-6.602)

-0.132
(-6.377)

농가의 
경제적 
특성

농업관련 사업경영
0.180
(3.109)

농촌관광 사업 
17.530
(2.033)

농축산물 직거래 
0.218

(2.564)

고용인이 있음 
-0.105
(-5.199)

 

경지규모 0.5ha 이하 가구 
0.077
(2.144)

constant 54.757 45.046  1063.618 51.867 59.825

Observation 248 248 248 248 248

Ad R2 0.392 0.355 0.357 0.381 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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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농업부

문의 여성 종사자 비율과 여성 농가 경영주는 확

대 추세에 있었다. 이어서 전국 248개 시·군·구

를 대상으로 입지계수(LQ )를 통해 지난 10년 동

안의 친환경농업 공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0
년에서 2010년으로 갈수록 입지계수(LQ )가 1을 

초과하면서 친환경농업의 특화지역으로 나타나는 

공간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의 특화

도가 높은 지역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도

권지역에서의 친환경농업 특화지역 감소세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전남과 경북지역이 친환경

농업 특화지역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LISA 지표를 이용하여 주변지역과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친환경농업 지역을 판단한 

결과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친환경농업의 집중

도가 모두 높은 지역인 핫스팟(HH)이 시간이 흐

를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에는 

수도권과 충남, 경남, 제주지역에서 발견되었고 

2005년에는 전라권에서 새롭게 핫스팟이 형성되

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2000년부터 경남지역

에서 나타났던 핫스팟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권 전역으로는 분산, 확대양상을 나타

내고 있다. 

끝으로 최근 친환경농업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농가 특성을 도출한 결과 농가 경영주가 여성이고 

농촌관광사업, 농축산물 직거래 등과 같은 농업관

련 사업을 경영하며 농가 경지규모가 5ha 이하인 

농가가 있는 지역이 친환경농업 집중지역과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다른 나

라의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교

육수준이 높고 농사 경력이 부족한 세대들의 친환

경농업 실천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통상적

으로도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젊은 층과 친환경농업의 실천 간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되지만 본 연구결과는 고등교육 이상

을 받은 농가 경영주와 경영주 경력 20년 이하 농

가, 65세 미만인 농가와 친환경농업 공간은 부(-)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국가 간 다른 농업환

경과 농업의 지위가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농업공간이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노동력 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

긴 하지만 최근 생산활동 가능한 인구의 귀농, 귀

촌 현상의 증가, 친환경농업 공간 확대에 기여하

고 있는 여성인력 등은 우리나라 농업공간의 재활

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간과 농업관련 사업 공

간의 연계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농업 생산

공간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으

로의 이행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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