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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세계화라는 시대적 트랜드 속

에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사회

적 자본은 사회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가의 참

여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사회적 자본의 구

체적인 축적경로이자 구현체는 ‘공동체 혹은 집단’이다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07). 사회적 자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소비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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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경제의 중요성도 최근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상호학

습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활 정치를 구현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경제, 지역 

거버넌스 등은 해당 지역사회 내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

고 있다(Jeon et al., 2012).

특히 농촌은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농

촌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출산･고

령화로 인하여 빈집이 증가하며 동시에 사람 공동화, 

토지 공동화, 주택 공동화가 나타나 공동체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과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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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와 스마트 전

문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 등 지역공동체 역할이 강

조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농촌의 지역공동체로는 다양한 조직이 존재하나 농업

생산자조직은 중요한 공동체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농촌

이라는 공간에서 농업의 비중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

으나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다.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경

영체는 가족 경영체와 생산자조직으로 나누어지며(Kim, 

2008), 가족농의 약화와 가족 내의 후계자 단절로 농업

경영소멸의 대안으로 농업생산자조직이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다(Park et al., 2009). 특히 Hwang(2011)은 ‘농업생

산조직사례연구’ 서평에서 농업생산자조직은 다수의 생

산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농업 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사회의 공동체 기능을 

유지하는 유력한 수단이라 강조하였다. 

농업생산자조직에 관한 연구로는 농업생산자 조직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Hwang(2008)

은 2005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생산자조직

을 기준변수로 군집분석을 시행하고, 군집 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지역농업 조직화가 유통구조 확대ㆍ농업소

득 증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16)

은 농업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영농인의 농업법인 조

직 참여를 중심으로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농인의 농업법인 참여와 영농 경지 규모가 농업

소득에 직접적인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Hwang et al.(2016)은 2000년 이후 10년간 농가의 

농업경영 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 관계

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농업생산조직에 참여하는 농

가 비중, 농산물 가공 및 농촌관광 등에 참여 농가 비

중이 크게 늘어났음을 지적하였으며 작목반과 농업법인 

참여가 농산물 판매액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제

시하였다. 

이러한 지역농업 조직화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상관

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농업경영 활동이 소득 혹은 농산

물 판매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농업인의 조직 참여가 

소득증대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농업 조직화의 지역별 특성 비교 및 편차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각 지역은 농업생산 특성과 자연환경이 서로 다르며, 

이미 구성된 농업공동체 조직의 현황을 파악함은 앞으로 

농촌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

을 도모함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총

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농업생산자 조직 현황과 

도농교류현황을 비교하여 지역별 특화된 농업공동체 활

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자료 및 방법 

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이하 농업총조

사) 지역조사 MDIS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농림

어업총조사는 농립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가구원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이다. 이 중 지역조사는 읍면지역에 

설치된 행정리를 단위로 행정리 이장이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조사표를 작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를 이용하여 전

국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조사항목 중 지역공동체 활

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활동조직과 도농교류활동 조사

항목 자료를 사용하였다. 농업총조사 지역조사표를 살펴

보면 Figure 1과 같이 농업경제활동조직 항목에서 작목

반 6가지, 어촌계와 산촌계, 법인 외 조직 4가지로 구분

되어 있으며, 도농 교류 사업은 7가지 항목이 조사되고 

있다.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생산자조직을 작목반과 법인으

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는데, 작목반과 법인은 경영형태

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복수의 농가가 공동의 목적(생

산과 판매)을 위한 협업을 통해 농업생산 및 경영을 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 작목반과 법인이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농업생산자조직의 구체적인 실체로 인식되고 있다

(Hwang, 2010).

농업생산자조직 조직은 농가 단위조사와 지역조사 조

사표에서 중복되어 조사되고 있으나, 농가 단위조사의 

경우 영농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가가 65,850 개(6.05%) 

Figure 1. Questions about communities and activities in 

Censu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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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여 마을 단위 지역조사 자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였

다. 마을 또는 동리는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니라 자연취

락인 동시에 공동체 생활의 단위로서 그 자체가 주민의 

생활권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농업 중심의 전통 사회에

서는 마을은 자족적인 생활단위를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

은 대면적 상호관계를 지녔으며 마을 자체가 자치체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Jeong, 2016) 마을 단위 자료의 활

용이 공동체 현황 분석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년 농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 조사된 총 마을 수는 

36,792개이며, 분포 현황은 Figure 2와 같다. 등간격 주제

도의 경우 낮은 수치에 집중된 자료특성에 의해 집중된 

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jenks natural break 단계구분도로 

표현하였다. jenks natural break 단계구분도는 등급 내 분

산은 줄이고 등급 간 분산은 최대화하여 표시하여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시군구 단위 농촌마을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지역의 경우 마을 수가 적으며, 전주시 주

변의 전라북도 지역 마을 수가 많은 지역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마을 수의 편차는 지역 내 경제활동조직 

참여비율에 영향을 주므로 참여비율 해석 시 고려해야 한

다. 지역 내 마을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소수의 마을이 

참여하더라도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지역조사 자료의 행정구역코드

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경제활동조직 및 도농교류사업 현

황을 집계하여 구축하였다. 지역별 공동체 특성을 분석

을 위해 지역별 공동체조직 참여비율을 비교하고 지역별 

공동체조직 입지계수를 산정하였다(Figure 3). 

지역별 공동체조직 참여비율 비교에서는 지역 내에서

의 비중과 전국대비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지역 내 

마을 수 대비 참여비율과 전국 참여마을 대비 비율,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였다(Eq. 1). 또한 공동체 조직별 공

간 분포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ArcGIS를 이용하여 각 

지표를 도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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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동체활동 조직별 특화된 지역과 다

양한 공동체활동이 활성화된 지역을 파악하고자 입지계

수를 사용하였다.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특

정 산업 또는 산업군의 상대적인 지역 집중도를 측정하

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즉, 어느 지역의 특정 산업구성비

(혹은 고용, 부가가치 비중)를 전국의 해당 산업구성비와 

비교하고 지역 내의 특정 산업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

으로 어느 정도 특화되어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이다. 지역의 특성을 계량화하여 참고할만한 상위지역의 

동일한 특성과 비교하여 비율을 나타내므로 한 지역의 

특성 혹은 특화산업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이다(Kim et 

al., 2019). 이러한 입지계수는 지역경제와 산업입지에 대

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나, 도시공간구조 

분석에 토지이용의 입지계수를 적용한 연구(Koo, 2013), 

소매점 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중심지 분석(Lee, 2013), 농

업마이스터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품목별 전공의 지역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작물품목의 입지계수를 분석한 

연구(Ko, 2011), 지역특산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 현황과 

비교하여 정량적 평가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에(Kim et 

al., 2019) 이용된 바 있다. 

입지계수 산정은 Eq.(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예

를 들어 논벼 작목반의 입지계수는 지역 내 마을 수 중 

논벼 작목반 마을 수 비율을 전국단위 논벼 작목반 비율Figure 2. No. of villages by Si, Gun and Gu

Figure 3.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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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계산한다. 

















          


       



           


        

(2)

III. 공동체 참여 현황 비교 분석 

1. 공동체 참여 현황 

2015년 농업총조사 지역조사에서 조사된 총 마을( 

36,792개) 중 경제활동 조직이 있다고 대답한 마을은 

14,108 마을로 전체 마을 중 38.35%를 차지하였다. 경제

활동조직은 작목반, 영농영어조합법인, 공동선별ㆍ공동

출하회,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공동체

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경제활동조직별 참여마을 수는 

Table 1과 같이 조사되었다. 

가장 많은 참여마을을 가진 경제활동조직은 채소ㆍ산

나물 작목반(6,121개 마을)으로 나타났으며, 작목반 외에

서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이 2,916개 마을로 가장 많이 참

여하는 경제조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경제활동조직

에 비해 작목반 참여 마을이 많았으며 채소ㆍ산나물, 과

수, 논벼, 특용약용 작물 순으로 나타났다. 

도농교류활동의 경우 참여마을은 11,854개 마을로 전

체 마을 중 32.22%로 경제활동조직 마을비율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Table 2). 도농교류활동별 참여마을 비율

을 살펴보면, 자매결연이 2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직거래가 12.39% 높게 나타났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매결연, 직거래, 농촌체험관광의 경우 

오랜 기간 시행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효과

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별 참여비율 비교 분석

지역별 경제활동조직 참여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마을 수 대비 참여비율과 전국 참여 마을 수 대

비 비율, 두 가지 지표를 통하여 비교하였으며, 지도로 

살펴보면 Figure 4, Figure 5, Figure 6과 같다. 

Total 

villages

Crop clubs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Joint 

selection, 

joint 

shipment 

Agricultural 

and Fishery 

Corporation

Cooperative

Village 

companies, 

community 

companies, 

etc.

no 

organizati

on
Paddy 

rice
Vegetable

Special/M

edicinal 

crops

Flowers Fruits

etc 

(including 

livestock)

(Work1) (Work2) (Work3) (Work4)(Work5) (Work6) (Group1) (Group2) (Group3) (Group4) (Group5)

36,792 3,600 6,121 2,217 372 5,316 2,002 2,916 723 372 699 887 22.684

(9.78) (16.64) (6.03) (1.01) (14.45) (5.44) (7.93) (1.97) (1.01) (1.90) (2.41) (61.65)

※ There are villages having two or more organizations and the sum of the percentage exceeds 100

Table 1. Villages participated in crop clubs and cooperations  (unit: villages, %)

Total 

villages

sisterhood 

relationship

farming experience 

& tourism

direct 

transactions
direct sale

food sale and 

lodging

weekend farm 

& rental
other

no activity

(R2) (R2) (R3) (R4) (R5) (R6) (R7)

36,792 8,047 2,240 4,560 699 897 230 987 24,938 

(21.87) (6.09) (12.39) (1.90) (2.44) (0.63) (2.68) (67.78)

※ There are villages participating two or more activities and the sum of the percentage exceeds 100

Table 2. Villages participated in urban and rural interchange activities (unit: villages, %)

(a) Rate of villages participating 

in crop clubs in each region

(b) Percentage of villages 

participating in crop clubs

Figure 4. Crop 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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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 참여 분포(Figure 4)를 살펴보면 지역 내 작목

반 참여비율을 경우 경상북도에서 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의 

지역에서도 높은 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전

국대비 작목반 참여 수 비중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상주

시, 안동시, 김천시, 의성군, 영동군 등이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두 지표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동시에 속

하는 지역으로는 경북 안동시, 김천시, 의성군, 충북 영

동군, 괴산군, 경남 함양군, 밀양시로 나타났으며, 경상북

도에서 작목반 활동이 활발하며, 지역농업활동 중 작목

반 참여에 특화된 특성을 알 수 있었다. 

Figure 5에서는 작목반 외 경제조직 참여 현황을 지도

상에 도시하였으며, 지역 내 경제조직 참여율을 살펴보

면 제주도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연천군, 

충북 태안군, 당진시, 전남 해남군과 경북 청송군이 지역 

마을 중 다수의 마을이 경제조직을 가지고 있어 참여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반과 달리 경북 지역은 

참여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남쪽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 참여율이 낮은 시군구가 많이 분포하

였다. 전국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지역과 전남 해남

군과 충북 당진시가 작목반 외 법인 등 경제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농교류활동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충청남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전체 

마을 수 대비 도농교류활동 참여 건수가 1.3 이상인 지

역은 충북 청양군, 서산시, 충남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제천시, 강원 양구군, 고성군, 화천군, 경남 함양군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강원도 지역은 총 마을수가 100

개 미만으로 마을 수가 적어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이며, 충북 청양군과 서산시, 충남 괴산군, 음성

군, 보은군, 청양군, 경남 함양군은 전국대비 비중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하

여 수도권과 다른 도시지역에서 접근이 유리한 충청남도 

지역이 도농교류활동이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LQ지수 결과로 살펴본 조직 및 활동 

특화지역 분석

시군구 단위 경제활동조직 및 도농교류활동의 입지계

수 값을 산정한 결과, 각 조직 및 활동 별 입지계수의 

(a) rate of villages participating 

in urban and rural interchange 

activities

(b) percentage of villages 

participating in urban and rural 

interchange activities

Figure 6. Urban and rural interchange activities villages

(a) rate of villages participating 

in economic organizations in each 

region

(b) percentage of villages 

participating in economic 

organizations 

Figure 5. Economic organizations

average st. dev. CV* min max

LQ_work1 1.01 0.79 0.78 0.00 4.47 

LQ_work2 1.10 0.91 0.83 0.00 5.08 

LQ_work3 1.10 1.17 1.06 0.00 6.22 

LQ_work4 1.05 1.67 1.59 0.00 11.18 

LQ_work5 1.06 1.23 1.16 0.00 8.67 

LQ_work6 1.11 1.00 0.90 0.00 6.95 

LQ_group1 1.20 2.10 1.75 0.00 21.25 

LQ_group2 1.18 2.36 2.00 0.00 23.20 

LQ_group3 1.04 1.30 1.25 0.00 8.09 

LQ_group4 1.19 1.38 1.16 0.00 8.22 

LQ_group5 1.08 1.63 1.51 0.00 14.19 

LQ_R1 1.07 0.94 0.88 0.00 3.71 

LQ_R2 1.12 1.17 1.04 0.00 7.04 

LQ_R3 1.10 1.17 1.06 0.00 6.09 

LQ_R4 1.06 1.73 1.63 0.00 12.82 

LQ_R5 1.26 1.32 1.05 0.00 6.84 

LQ_R6 1.19 1.76 1.48 0.00 10.00 

LQ_R7 0.97 1.48 1.53 0.00 9.77 

* CV(Coefficient of Variation)= st.dev./average

Table 3.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LQ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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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은 Table 3과 같다. 입지

계수 값의 편차가 큰 것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

해 큰 입지계수 값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며, 일부 지역

에 편중된 조직 및 활동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작목반의 

경우 화초작물의 입지계수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과수 작목반이 두번째로 큰 편차를 보였다. 작목반 

중 논벼 작목반의 경우 가장 적은 편차를 보였다. 논벼

의 경우 우리나라 대표작물이며 경작지 또한 전국에 분

포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작목반 외 경제활동조

직에서는 모든 조직유형에서 평균값 이상의 표준편차값

을 보였으며, 그 중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공동선별ㆍ공

동출하회가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따라서 작목반 외 

경제활동조직의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확연히 구분됨을 예상할 수 있다. 도농교류

활동에서는 직판장과 주말농원 활동이 가장 큰 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매결연은 가장 작은 편차를 

갖는 도농교류활동으로 나타났다. 

입지계수 값이 1 이상인 지역은 다른 비교지역에 비

해 참여율이 높음을 의미하며, 1.25 이상의 값을 가질 때 

특화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O’Donoghue & Gleave, 

2004; Ki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값을 기

준으로 각 지역별 경제활동조직 및 도농교류활동 입지계

수 값을 도시화하였으며, 다양한 조직 및 활동에서 큰 

입지계수 값을 가지는 지역을 살펴보았다. 

1. 작목반 활동 특화지역

먼저 작목반 활동의 경우, 작물별로 차이가 존재하나 

모든 작목반 항목에서 1.25 이상의 입지계수값을 가진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 경북 안동시로 나타났다. 또한, 1 

이상의 입지계수 값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 

강화군, 경북 구미시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다

양한 작물에 대한 농업생산조직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목반별 특화된 시군을 살펴보기 위해 입지계수 상

위 5개 지역을 비교한 결과(Table 4), 논벼 작목반의 경

우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주시, 충남 당진시, 경북 울

진군이 가장 큰 입지계수 값을 나타냈으나 충남 당진시

를 제외하고 모두 200개 미만의 마을 수를 가진 지역으

로 나타났다. 채소 작목반의 경우 입지계수가 큰 상위 5

개 지역을 살펴보면 경북 성주군이 5.08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경남 밀양시, 강원도 양구군, 제주 서귀포시, 

충북 괴산군이 3.5 이상의 입지계수 값을 보였다. 특용작

물의 경우 경남 함양군이 6.22로 매우 큰 수치를 보였으

며, 경북 안동시와 영주시, 충북 제천시도 5.5 이상의 큰 

값을 나타내어 특용작물의 경우 일부 지역에 특화된 작

물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작목반 중 가장 큰 입지계수 값은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의 화초작목반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입지계수 

값은 11.1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화초의 경우 수요지 

인근에서 주로 재배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큰 입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과수의 경우도 재배환경

요인에 의해 특화된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북 영동군의 입지계수 값이 8.67으로 가장 큰 값을 보

Paddy rice Vegetable Special/Medicinal crops

Yeoncheon, Gyeonggi* 4.47 Seongju, Gyeongbuk 5.08 Hamyang, Gyeongnam 6.22 

Gapyeong, Gyeonggi 3.81 Miryang, Gyeongnam 4.04 Andong, Gyeongbuk 5.71 

Dangjin, Chungnam 3.28 Yanggu, Gangwon* 3.96 Yeongju, Gyeongbuk 5.67 

Yangju, Gyeonggi 3.27 Seogwipo, Jeju* 3.72 Jecheon, Chungbuk 5.50 

Uljin, Gyeongbuk 3.14 Goesan, Chungbuk 3.62 Sunchang, Jeonbuk 3.57 

Flowers Fruits etc (including livestock)

Masanhappo-gu, Changwon, 

Gyeongnam
11.18 Yeongdong, Chungbuk 8.67 Yanggu, Gangwon* 6.95 

Suncheon, Jeonnam 8.70 Gimcheon, Gyeongbuk 5.74 Hapcheon, Gyeongnam 3.89 

Yanggu, Gangwon* 7.24 Uiseong, Gyeongbuk 4.27 
Masanhappo-gu, Changwon, 

Gyeongnam
3.68 

Hapcheon, Gyeongnam 6.89 Cheongsong, Gyeongbuk 3.87 Hwacheon, Gangwon** 3.50 

Icheon, Gyeonggi 5.51 Muju, Jeonbuk 3.83 Seogwipo, Jeju* 3.39 

*Areas with less than 100 villages surveyed in the region

Table 4. Top 5 regions in LQ of each crop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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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다음으로 경북 김천시, 의성군, 청송군, 전북 무

주군이 큰 입지계수 값을 보여 과수 작물에 특화된 지역

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작목반의 경우 상위 5개 지역 중 

경남 합천군을 제외한 지역 모두 마을 수가 120개 이하

로 나타나 지역 내 적은 마을 수로 인해 큰 입지계수 값

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Figure 7을 통해 작목반별 큰 입지계수를 보이는 지역

의 분포를 살펴보면, 논벼 작목반에 특화된 지역은 충청

남도 지역에 집중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채소 작목

반에서 큰 입지계수를 갖는 지역은 강원과 경북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용작물이나 과수가 특화된 산

간지역이 많은 지역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중산간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용약용 작물은 강원도에 

집중된 분포를 보였으며, 과수 작목반의 경우 경북지역

에 넓게 분포하고 있어 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온 및 지

형 조건에 의한 분포로 판단된다. 화훼작목반의 경우 입

지계수가 큰 지역이 집중된 분포가 아닌 전국에 산발적

으로 분포하였다. 

2. 작목반 외 경제활동조직 특화지역

작목반 외 경제조직으로는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ㆍ

공동출하회, 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ㆍ공동체회사 

등 5가지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1.25 

이상인 지역은 제주시로 나타났으며, 1 이상인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 경상북도 영주시. 강원도 화천군, 충청남

(a) paddy rice (b) vegetable (c) special/medicinal crops

(d) flowers (e) fruits (f) etc (including livestock)

Figure 7. LQ index map for clop clubs at the Si, Gun and Gu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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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당진시로 나타났다. 

경제조직별 입지계수 상위 5개 지역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으며,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제주도의 서귀포

시와 제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의 매우 큰 입지

계수 값을 보여 영농영어조합법인이 매우 활성화된 지역

임을 알 수 있다. 제주 이외에는 전남 해남군, 충남 태안

군과 같이 해안을 접한 지역과 산간지역인 강원도 정선

군이 영농영어조합법인이 활성화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입지계수 값을 기준으로 지도상에 나타낸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Figure 8(a)). 

공동선별ㆍ공동출하회 항목에서 가장 큰 입지계수 값

을 보인 지역은 과수작목반에서 높은 순위를 보인 경북 

청송군으로 나타났다. Figure 8(b)의 지도상의 분포를 살

펴보면 경북 지역 및 고도가 높은 산맥 인근이 큰 값의 

입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경우 공

동선별ㆍ공동출하회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는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경제조직 활동도 활발하게 이

뤄지고 있는 제주도임을 알 수 있다. 농어업회사법인 상

위 5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이 5 이상의 큰 

값을 보였다. 

협동조합의 경우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인제군, 강릉

시, 화천군과 인천 옹진군이 큰 입지계수 값을 보였으

며, Figure 8(d)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큰 입지계수 값을 

가진 지역이 강원도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과 마을기업과 공동체 회사의 경

우 지도상에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Figure 8(c), 

Figure 8(e)).

3. 도농교류 활동 특화지역 분석

도농교류활동은 기타를 포함하여 7가지 조사되었으나 

(a)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b) joint selection, joint 

shipment 

(c) agricultural and fishery 

corporation
(d) cooperative

(e) village companies, 

community companies, etc.

Figure 8. LQ index map for economic organizations at the Si, Gun and Gu level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Joint selection, joint shipment Agricultural and Fishery Corporation

Seogwipo, Jeju* 21.25 Cheongsong, Gyeongbuk 23.20 Yangpyeong, Gyeonggi 8.09 

Jeju, Jeju* 10.78 Seogwipo, Jeju* 10.04 Inje, Gangwon* 7.06 

Haenam, Jeonnam 5.65 Jeju, Jeju* 7.42 Gapyeong, Gyeonggi 5.49 

Taean, Chungnam 5.60 Jinju, Gyeongnam 7.12 Goesan, Chungbuk 4.93 

Jeongseon, Gangwon 4.58 Yanggu, Gangwon* 6.83 Pocheon, Gyeonggi 4.33 

Cooperative Village companies, community companies, etc.

Yeoncheon, Gyeonggi* 8.22 Seogwipo, Jeju* 14.19 

Inje, Gangwon* 7.52 Dangjin, Chungnam 11.26 

Gangneung, Gangwon 5.77 Yeoncheon, Gyeonggi* 4.75 

Hwacheon, Gangwon* 5.64 Goseong, Gangwon 4.54 

Ongjin, Incheon * 5.61 Jeju, Jeju* 3.89 

*Areas with less than 100 villages surveyed in the region

Table 5. Top 5 regions in LQ of each econom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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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를 제외한 6개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각 활동별 상

위 5개 지역은 Table 6과 같다. 모든 도농교류활동에서 

입지계수 값이 1.25 이상 값을 보인 지역은 강원도 화천

군으로 나타났다. 화천군은 마을 수가 100 이하로 마을 

수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다양한 도농교류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자매결연의 경우 강원도 고성군, 충북 괴산군, 충남 

서산시, 청양군이 3.5 이상의 입지계수 값을 보여 충청지

역이 다른 지역보다 특화됨을 예상할 수 있다(Table 6). 

그러나 자매결연의 경우 다른 도농교류활동에 비해 최대 

입지계수 값이 낮고 편차가 적은 활동으로 지역별 차이

가 크기는 않다. 

농촌체험관광의 경우, 강원지역이 큰 값을 갖는 시군

이 많이 분포하며, 충북 제천시, 충남 청양군이 5 이상의 

입지계수 값을 가져 농촌관광활동에 적극적인 마을이 많

이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직거래 도농교류활동이 활

발한 상위 5개 지역으로는 충북 괴산군, 보은군, 충남 청

양군, 전북 진안군으로 나타났다. 

직판장 도농교류활동은 경북 영양군과 충북 보은군의 

입지계수 값이 12 이상으로 다른 지역 및 다른 활동에 

비해 특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 횡성군

과 충남 청양군과 아산시도 직판장 활동에서 큰 입지계

수 값을 보였다. 음식물 판매와 숙박은 강원도 인제군, 

양양군, 경기도 파주시, 제주 서귀포시, 경북 울릉군이 

상위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개 지역이 마을 수가 

100 이하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주말농원ㆍ임대분양 활동은 충남 계룡시, 부산 기장

군, 경기도 연천군과 양주시 울산 울주군이 특화지역으

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의 공통점으로는 대도시인근에 

위치하며, 도시 수요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된 것

으로 예상된다. 

도농교류활동별 특화된 지역의 분포(Figure 9)를 살펴

보면 자매결연에서 입지계수 값이 큰 지역이 북동-남서 

방향 대각선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도농교류활동 중 자

(a) sisterhood 

relationship

(b) farming experience 

& tourism

(c) direct transactions (d) direct sale (e) food sale and 

lodging

(f) weekend farm & 

rental

Figure 9. LQ index map for urban and rural exchange activities at the Si, Gun and Gu level

sisterhood relationship farming experience & tourism direct transactions

Goseong, Gangwon 3.71 Hwacheon, Gangwon* 7.04 Goesan. Chungbuk 6.09 

Yanggu, Gangwon* 3.68 Jecheon, Chungbuk 6.70 Yanggu, Gangwon* 5.90 

Goesan, Chungbuk 3.68 Cheongyang, Chungcnam 5.74 Cheongyang, Chungnam 5.73 

Seosan, Chungnam 3.66 Yeongyang, Gyeongbuk 4.28 Boeun, Chungbuk 4.28 

Cheongyang, Chungnam 3.57 Jeongseon, Gangwon 4.24 Jinan, Jeonbuk 4.15 

direct sale food sale and lodging weekend farm & rental

Yeongyang, Gyeongbuk 12.82 Inje, Gangwon* 6.84 Gyeryong, Chungnam* 10.00 

Boeun, Chungbuk 12.36 Paju, Gyeonggi 6.17 Gijang, Busan 9.64 

Hoengseong, Gangwon 6.62 Yangyang, Gangwon 5.95 Yeoncheon, Gyeonggi* 8.33 

Cheongyang, Chungnam 6.62 Seogwipo, Jeju* 5.40 Yangju, Gyeonggi 8.00 

Asan, Chungnam 4.12 Ulleung, Gyeongbuk* 4.92 Ulju, Ulsan 6.88 

*Areas with less than 100 villages surveyed in the region

Table 6. Top 5 regions in LQ of urban and rural interchang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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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결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Figure 6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또한, 자매결연과 직거래가 비슷한 분포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체험관광과 음식물 

판매 및 숙박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자매결연과 직거

래의 경우 강원도와 충청지역이 짙은 색의 1.25 이상 입

지계수 값을 가진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음식물 

판매와 숙박에서 큰 입지계수를 보인 지역의 분포가 농촌

체험관광에서 큰 입지계수를 보인 지역의 분포와 유사하

게 나타나 두 도농교류활동이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짐을 

예상할 수 있다. 직판장과 주말농원은 참여마을 수가 적고 

입지계수의 편차가 큰 도농교류활동으로 집중된 지역분포

가 아닌 입지계수가 큰 일부 지역이 나타났다. 직판장의 

경우 공간적 분포특성을 충청지역 몇몇 지역만 큰 입지계

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농원의 경우 서울 인근 경기

도지역이 큰 입지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별 농업생산자조직 현황과 도농교류 현황을 비교하

여 농업공동체 활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농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의 행정구역코드를 이용하

여 시군구 지역별 공동체조직 참여비율을 비교하고 지역

별 공동체조직 입지계수를 산정하여 농업공동체 조직별 

특화된 지역을 파악하였다.

농업총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농업공동체활동은 

생산자조직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 경제활동조직, 도농 

교류활동이었다. 조사된 마을 중 경제활동 조직이 있다

고 대답한 마을은 14,108개 마을로 전체 마을 중 

38.35%, 도농교류활동 참여 마을은 11,854개 마을로 전

체 마을 중 32.22%로 나타났다. 작목반 중 채소ㆍ산나물

과 과수 참여 마을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조직

으로는 주로 영농영어법인으로 나타났다. 도농교류활동

으로는 직거래 참여 마을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역 마을 중 참여비율과 전국대비 비중 지표를 통해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비교한 결과, 경상북도에서 작목

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며, 작목반 외 법인 

등 경제조직 활동은 작목반과 달리 경북 지역은 참여율

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제주지역과 전남 해남군과 충

북 당진시가 작목반 외 법인 등 경제조직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농교류활동 참

여율이 높은 지역은 주로 충청남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

하여 수도권과 다른 도시지역에서 접근이 유리한 충청남

도 지역이 도농교류활동이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 입지계수 값을 통해 개별 시군구별 농업공동

체 활동 특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조직종류별 활동별 

다른 특성을 보였다. 작목반의 경우 화초가 지역별 편차

가 가장 큰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작목반 외 경제조직은 

작목반보다 대체로 지역별 큰 입지계수 값과 편차를 보

였다. 도농교류활동 또한 직판장과 주말농원이 가장 큰 

편차를 가지는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활동별로 지역별 

편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직종류 및 활동별 큰 입지계수 값을 갖는 상

위 지역과 지도상에 입지계수 값 분포도를 도시하여 각 

조직 및 활동별 특화된 지역과 지리적 분포를 비교하였

다. 작목반의 경우 화초를 제외하고 각 작목별로 입지계

수가 큰 지역이 집중된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작목별 

필요로 하는 기후, 지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

되었다. 작목반 외 경제활동조직은 영농영어조합과 협동

조합에서 큰 입지계수를 보인 지역이 강원지역에 넓게 

분포하였다. 도농교류활동에서는 자매결연과 직거래, 농

촌체험관광과 음식물판매 및 숙박활동이 지도상 유사한 

분포를 보여 서로 연관된 도농교류활동이 함께 이루어짐

을 예상할 수 있었다. 

현재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

역공동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농업총조사 조사자료의 한계로 

공동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공동체 참여 마을 수

로만 분석한 한계를 가지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별 생산 주요 작물, 지형 등에 의해 서로 다른 공동

체 조직과 활동이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작

목이나 중심 경제활동을 지역간 혹은 지역내 연계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된 공동체조직 활성화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공동체 조직과 활동

을 비교함에 읍면동 단위보다 시군구 단위가 지역분포를 

비교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군구 단위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시군 내 공동체조직 간

의 연계 등의 정책을 위해서는 읍면동별로 조직 및 활동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지역의 생산작물, 환경, 사회적 여건 등이 영향을 

받으므로 세부 지역별 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

업임 (NRF-2018R1A2B600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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