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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rning accelerated rural population aging,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marginal rate of population aging (MRPA) drawing on the economics and welfare literatures. It is defined as the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between aggregate capital and “aging” aggregate labor. The traditional
approach to (rural or agricultural) production wa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aging does not affect production. However, the physical and mental capability of working decreases as population becomes aged. The externality of
this declining capability needs to be reflected in aggregate productions and
to be treated more significantly as population becomes more aged. After a review of the trends and spatial distributions of aging in Korea, a rural town
is selected in this study as a case area whose parcel-level spatial data is analyzable in terms of MRPA. This exploratory analysis is focused on whether rural
economic and social welfare may become complementary in rural aggregate
production with MRPA if a design of the lifetime mortgage of farming assets
(LMFA) leads to large-scale production and welfar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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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년에 전체 인구 중 만

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세 이상의 인구비율인 고령화율이

년 기준 고령화율은

를넘

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배를

상회하는 심각한 상태이다 농가의 경우

년 기준 고령화율은

로

가의 경우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농가의 고령화율은
년

인어
년

로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고령화는 농촌노인에 대한 복지 차원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도시경제의 전통적 기반인 농촌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
이다 무엇보다 농촌은 인간 정주에 필수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며 산업화･도시화 과정
에서 노동공급의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왔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도시
에 비해 비생산적인 지역으로 경제와 복지 양 측면에서 소외되어 온 농촌 고령화는
요소집약적 공업 위주 국가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위해 후순위로 밀리거나 포기된 농
촌노동력 및 후생 등의 경제적 가치 즉 성장거점

의 집적경제에 기반

했던 고속성장의 기회비용을 상당 부분 떠안았던 농업인들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
체의 문제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도시에 비해 경제 복지 양 측면에서 모두
열위에 있는 농촌의 발전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만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최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은 전 산업에 걸친 위협인 동시에 기
회이며 이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와 복지욕구 해결은 농촌후생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이 없을 경우 고령화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더 빠르
게 군집

또는 확산

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더 큰 외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맞아 경쟁력이 뒤져 있는 농촌산업을 작금의
생산성 열위만을 근거해 결과론적으로 우선 포기하기보다는 혁신에 의해 비교열위
를 보완하고 경쟁우위

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에 대한 혁신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령화의 외부효과
지역의 규모경제

가 함께 누적인과과정

와
을강

화하여 경제 와 복지 양 측면에서 도 농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결국 국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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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비용
제조업도시인 울산이
을 유지해 온 과정은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년 광역시 승격 이래

역으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화된

인당 최고 국민소득과 최저 고령화율

젊음의 외부효과 와 집적경제 의 긍정적 누적인과과정의 대표

적 사례이다 젊음･비고령 은 경제성장의 직접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매개변수임은 확실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고령화에 따른 위기를 농촌혁신의 기회로 접
근하여 농촌경제와 농촌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계고령화
율 에 기반한 농촌경제의 이론적 규모화모형을 제시하고 대표적 농촌지역인 경상북도
영천의 사례지에 적용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배경하에 상기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본 논문은 고령화 진전에 따
른 농촌고령화의 현재적 공간군집 문제를 진단하고 이러한 공간군집이 노동력저하라
는 경제적 문제와 함께 복지소요

의 증가와 더불어 농촌경제의 생산력저

하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론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누적인과과정으로 이어져 농촌지역이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양 측면에
서 복합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론과정을 수리모형을 통해 점검하고 모형의 핵심
사항인 고령화 규모화 의 관계를 획득가능한 자료를 통해 기초사례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으
로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문제 심각성의 본질을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상충관계 에서
찾아보고 기술통계와 지리정보시스템

을 활용하여 상충관계의 조절기제인 고령

화의 공간군집

을 경험적으로 진단한다 둘째 이

러한 진단하에 고령화의 공간군집 에 따른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복합적 문제 해결에
있어

경제 복지 간 보완재적 관계

의 모형화 및 분석 필

요성을 다시 개념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셋째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경
제 복지 간 보완관계 고찰을 위해 한계고령화율
의 개념을 제안하고

에 기반한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이론적 규모화모형

과 공간모형을 제시한다 넷째 탐색적 공간자료분석

을 통해 고령화･생산성 등

누적인과과정
또는
은
이 특히
개발도상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집적
에 따른 내부적 규모경제
와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
의 상호작용이
누적되어 실질임금 상승과 이를 통한 구매력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증가라는 선순환
으
로 이어지 지 못하 는 과정을 개념 규정한 것이다
은 동일한 경제적 개념을 연관효과
로 정의하고 제도적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내의 공간개발전략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도 정책시행 이후 낙수효과
를 추구하는
의 불균형성장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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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표적 농촌산업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 영천시의 사례지를 대상으로 이론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제도적 대안으로서 현재 정부지원으로 개발 중인
농가자산연금 을 통한 농촌자산 농촌복지의 규모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
로 결론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종합한 후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경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연구와 정책의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농촌고령화의 공간군집에 따른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상충관계

고령화의 공간군집 심화 및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관계
최근 고령화에 따른 농촌문제의 집약적 지표로

이라는 수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용도구역상 농촌으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
하는 비율은

년

수준에서

년에는 약

반면 공간구조상으로 면적은 여전히

수준으로 감소해 있다 표

수준에 달하는 반면 인구구조상으로는 이미

전국 평균보다 배 이상 고령화되어 있다 통계청
고령사회가 되는

의 추계상으로 우리나라가 초

년 전후에 농촌에서는 평균연령 자체가

세에 이를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현재 공간적으로 군집되고 있는 농촌고령화는 복지지출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와 영농규모화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나라지표

주 년 단위로 실시되는 인구총조사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농촌인구는

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상기 주민등

록인구 지표의 근거자료인 통계청

의 행정구역상 분류가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의 성격을 동시에 지지고 있는 읍지역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계획차원의 용도구역상 분류 자체가 행정구역상의 분류에 의한 도시화율을 초과하고 있음
인구와 경지 면적의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하면 우선
으로
는

를 차지함 경지면적 차원에서는
로서

년 국내총인구

명 중 농가총인구는

년의 국토면적으로 비교할 경우 전체 국토면적

를 차지함 전체국토면적에서 행정구역상 농촌지역의 면적비중은 약

명
중 농경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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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에 있어 고령화의 시간적･공간적 공간군집은

의 국민에게는 먼

거리의 사안일 수도 있으나 소리 없이 소외되어가는 가족과 고령시민의 후생이 달린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이 집적경제
통해 각각 거대도시

와 거대지역

를

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만성

적으로 비생산적 지역이라 인식되어온 농촌지역은 향후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공간불
경제

각주

참조 의 군집지역 으로서 소위 고령화의 거대공간

으로 외롭게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른바 거대공간에서 농촌경제는 농촌복지의 문제와 복합성

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복합성의 측
면은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겠으나 고령화로 인한 차원의 문제는 액면상 대부
분 부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생산성은 저하되는 한편 복
지 면에서는 복지욕구 증대가 복합적･누적적으로 농촌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현재 또 다른 대안이 없다면 부정적 누적인과과정의 진행
이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경제 복지 간 복합성의 부정적 측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농촌에서 다른 정
책대안이 없다면 생산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기 중반 출생 베이비부머

의 은퇴에 따른 노동력의 급감과 복지소요의 급증 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
두될 것이다

년 국내 농가의 평균연령은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에 따라 복지소요

세이다 곧 가속화될 현재

세 전후인

는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책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미 전국 평균보다 배 이상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노동력
과 노후화된 자본･기술의 낮은 생산성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다 농촌고령화는 복지
욕구 증가에 따른 반대급부 없는 공공지출 증가와 지역노동력의 급감으로 이어지게
되어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는 결국 경제 복지 두 측면에 있어 잠재적으로 현재

를

차지하는 면적비중 이상의 공간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급격한 도시화에 이어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농촌지역 경제 복지 간 복합성의 부정적 문제는 공간적으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이는 현재 나머지
령화되고 있는

의 인구 가 활동하는 농촌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고

의 인구가 생활하는

면적의 농촌지역에서 노동력 저하와 복지

욕구 증대의 부정적 누적인과과정은 국가 전체에 있어 면적비중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급격한 발전도상국형 도시화 속에서 노동공급원의 역할과 농산물 공급의 거
시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농촌에 있어 낮은 기술수준하에서 넓은 농경작 공간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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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이상으로 인구유출이 있었고 이러한 이출로 인한 비용증가분은 특히 농촌 베
이비부머에게 액면상의 노동량 감소보다 더욱 큰 기회비용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 전체에 있어 농촌고령화는 역시 더욱 큰 비용을 의미하게 된다 더욱이 이미
고령화된 농촌에서 현재 생산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
된다면 생산성 급감과 복지욕구 급증의 공간경제적
매우 높아지게 된다 ｢

파급 가능성은

농림어업총조사｣상의 농촌인구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

이 농촌은 이미 전국 평균의 배 이상에 달하는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농촌지역이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성 급감과 복지지출의 이중고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문
제는 농촌만의 자치문제라는 분권화

논리와 경쟁적 지역정책은 농촌

경제와 농촌복지의 이중고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저하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도 농 간 공간적 갈등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태생적으로 열등한 지역이 아니라 도시 후생증가의 원천
지역이자 보완지역으로서 존재해 온 것으로 현재 고령화율이

｢

농림어업

총조사｣ 기준 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 고령화율의 배에 가까운 농촌지역 문제를 계
속 도외시할 경우 모두 표면화되지 않더라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국
가 전체에 있어 후생을 논의할 때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회
적 비용 을 가치론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복지 후생 간 괴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국
부 증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 확대
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적절한 시장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농촌산업의 혁신은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적 인구비중

등 액면상의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어

경제 및 복지정책이 추진된다면 농촌지역의 발전은 더욱 후순위로 밀려나며 갈등이 심
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 도시권들이 그 집적경제를 통해 각기 거대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거대지역이
강조될수록 농촌지역은 전 국토의
에 달하는 거대공간임에도 면적 대비 낮은 생산성 때
문에 해당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만 더욱 부각되기 쉽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재적 비용편익
또는 생산성 중심의 결과론적
논리는 거대공간인 농촌문제 이면의 잠재적이
고 내생적인 경제적 발전요소들의 발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더욱이 윤리적 가치
론적으로도 마치 자녀 도시화인구 들을 위해 희생했던 노부부 농촌인구 를 자녀가 상식적 사
회적 시스템을 통해 돌보아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냉정한 논리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정책의 핵심이 될 경우 도 농 간 갈등의 강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계고령화율 고령화의 한계기술대체율 개념을 이용한 농촌지역 경제 복지의 보완관계 모색 연구

고령화의 공간적 패턴
계량분석의 관점에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부정적
공간외부효과

가 인접 도시 지역에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간계량분석의 필요성은 높아지게 된다 우선 다음 그림
정책에 있어 이러한 액면상의 인구비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은

만으로 가치평가 및 배분이 이루어 질 때
그림

은 대구대학교 농가자산연금 연구팀

년 설계한 ｢농지연금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농가자산통합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 고령화율이 낮은 지역인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고령화율

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을 보여주고 있다

은 공간계량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경제적 외부효과가 지
역단위 간에 파급
또는 확산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공간외부효과로 보고 있다 그리
고 이를 경제모형 내에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계량경제학 및 지역과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대구대학교 연구팀 연구책임자 조덕호 교수 에 의해
년 농어촌공사에 제
시된 연구결과가
년 월 제도적 시행으로 실현된 것으로
년 월 현재 가입자수는
약
명이다 현재 대구대학교
농가자산연금 및 농촌경제활성화 연구팀에서는 농지
외에도 유동화가 가능한 농가 대지 및 농업시설까지 함께 포함하여 통합적 자산연금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령화 진전에 따라 향후 영농타운을 조성하여 농촌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가자산통합시스템은 기존의 정부지원 토대연구 당시의 농
지연금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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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령화사회 고령화율이
초고령사회

이상

미만

고령사회

이상

미만

이상 라는 기준을 적용할 때 초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비

중이 이미 전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수도권과 부울경권의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만
의

세 이상 인구가 지역별 전체 인구

이상으로 광역시 이상과 기타 지역의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고령인구분포

의 격차 역시 매우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전 지역은 고령사회에 속하지 않은
반면 전남지역은 여수시･순천시･광양시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초고령사회이다 이러
한 공간적 연계패턴은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 지역인 충남북부와 충북 강원일부를 제
외하고 전국에 걸쳐 확인된다
그림

을 농촌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림

는 전국의 고

령농가 를 분위수로 나누어 역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는

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가장 짙은 색으로 표기

된 고령지역인 분위 지역의 분포가 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이 뚜렷
하게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지역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액면상의 인구비중

만으

로 농촌문제를 단순히 결과론적인 생산성 저하와 현재적 복지부담의 이중고를 안고 있
는 만성후진지역의 자치문제로서만 접근할 경우

그림

농가 집중 에 따라 공간적 연관성

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고령

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더욱이 고령농가 집중에 따라 현재 초고령화되어 있는 농촌지역 외에 도시지역에
도 역시 농촌으로부터 비롯된 고령화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미칠 수 있다
과

그림

에서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멀거나 군

그림

지역일수록 고령농가집중이

두드러진 가운데 남부지방에서 군 지역 못지않게 특기할만한 지역은 최근 통합이 논의
된시

지역인 여수시･순천시･광양시와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이다 이들은 그림

의 전체 인구 분석에서

년 기준 개 시 모두

이하의 고령화수준을 보여 광

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초고령지역인 남부지방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젊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공간적 연관성을 기존 지리 학 개념을 인지적 차원에서 정
리한 그들의 논문에서 동일 장소에서 동시발생의 경향이 있는 일련의 특성들
로 정의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이론모형
도입과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에 초점을 둔 본 논문에서는
이
을 정리하며 초점을 맞추었던 통계적 또는 확률적 측면에서의 특성
변수 들의 공간적 유사분포 로 접근하여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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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같은 시･군･구 수준 의 분석임에도 이들 지역의 고령농가 를 분석하였을 경
우 결과는 상이하다 여수시･순천시･광양시의 경우 그림

에서는 순천시보다 더욱

공업화된 여수시와 광양시가 오히려 고령농가 의 분위 지역에 속하고 있다 이는 동
일 시･군･구 에서도 도시화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간 고령화 수준의 커다란 격
차 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각각 석유정제･화학 여수 과
제철 광양 분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화구역과 비도시화구역 농어촌 간
에는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양 도
시 모두 원재료를 처리하는 상류산업

의 수출과 중간재 공급을 기반

으로 집약적으로 공단 도시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반산업의 경쟁력이 지속가능
한 선에서는 도시경제성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후화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 도시 내 숙련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유출과 함께 인근 지역 농어촌 의 인
구구조문제가 경제구조문제에 부정적 공간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다

년에 인구･산

업구조가 상대적으로 고령화･노후화된 마산시가 해안도시･산업도시로서의 근현대적
역사에도 불구하고 더 젊은 도시인 창원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집적경제를 통해
한일합섬 경남모직 한국철강 등 주요 기업의 입지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노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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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령화의 외부효과를 일부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산업단지와 함께 넓은 농어촌 배후지를 갖고 있는 통합 창원시
합포구가 상대적으로 고령농가 에 있어서는 통합시 관내의 다른 구보다 더욱 고령화
되어 있어 구

마산지역에 있어 여전히 고령화가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상충관계의 공간군집
위와 같은 도 농 간 농 농 간 고령화의 공간적 연관성의 문제에 있어 공간군집을 군집
의 통계적 유의성과 규모를 통해 진단해 볼 수 있다 부정적 공간외부효과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군집성은 그림

에 적용한 공간연계의 국지지표

를 통해 공간적 측면의 검증이 가능하다

그림

및 그림

와 같이 공간적으로 대규모로 나타나는 고령화의 패턴이 군집화

에서

되어 공간적

으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상충관계의 공간군집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공간외부효과는

의 농촌인구고령화가 향후

이상의 공간적 확산성을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경제 농촌복지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모형의
논의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공간군집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기 위해서는 잠재적

공간확산

측면에서 다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공간분석과 연계하여

그 진행 정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의의가 크겠으나 장기시계열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장 최근의 전국조사자료에서 나타나는 공간군집의 수준을 우선 진단해 보기로 하였
다 이를 위해 식
계수

과

를 응용하여 시･군･구별 고령화율의 대표적 특화도 즉 입지
를 공간자기상관계수로 계량화한

그림

통해 그 공간군집패턴을 공간적으로 우선 확인해 볼 수 있다
역적 모런 공간자기상관계수

를

의 공간기초통계를
그림

은식

로 국지지표화 식

의전

하여 지도

로 나타낸 것이다




   
   

 


    

단 공간가중행렬



의 성분

 
 

는 지역 와

간 인접성을 역거리행렬로 정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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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 변수 값 x 는 변수 의 평균
– 부터

사이의 값을 가지며

관측치가 공간상에 군집
분포상태를
분산

은 관측치수 전역적 모런 공간자기상관계수는

이상의 값을 가질 때에는 비슷한 속성･모수를 지닌
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일 때에는 완전한 무작위

이하의 값을 가질 때에는 관측치가 공간상에 군집되지 않고

되어 있으며 높은 값들과 낮은 값들이 서로 점철되어 있음을 나타냄



   



 

x δ 여기서 δ는 의 표준편차 상대적으로 높은

단

유사한 속성의 군집을 상대적으로 낮은

그림

은

값은 인접지역 간의
값은 상이한 속성의 군집을 나타냄

의 대표적 지표인 국지적 모런 공간자기상관계수로 검정한 핫스팟

분석결과이다 붉은 짙은 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통계적으로

수준에

서 유의한 핫스팟 지역 즉 높은 수준의 고령화 군집지역이다 하늘 옅은 색으로 나타나
는 지역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콜드스팟 지역 즉 낮은 수준의 고령화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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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비고령화지역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과 그림

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수도권 부울경권과 함께 강원권에서 현재 광역시에 비해 높은 고령화수준
에도 불구하고

초 고령화의 공간군집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령화의 군집패턴은 중부내륙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군집이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연계지역 또는 공간적 파급지역인 강원권
과 충청권은 고령화의 콜드스팟인 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호남
권과 영남권은 고령화의 핫스팟으로 그 군집이 매우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고령화 군집의 양분화는 공간경제적으로 도 농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광
역권 비광역권 간 현재적 소득격차 외에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성 및 복지 측면
격차의 증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공간자
기상관의 패턴이 뚜렷이 확인되고 있어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지역경제학적 문제로서
고령화의 왜도와 군집 공간군집 의 문제에 대한 전역적･국지적 차원의 공간적 접근 필
요성을 통계적으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토 대비

고령화의 공간군집 의 검증을 통해 국

의 면적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공간군집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러한 공간군집의 외부효과는
농촌경제 농촌복지 간 누적인과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
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도 농 간 격차는 현재보다 더욱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현
재 농촌지역에 인접한 도시지역에까지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향후에는 고령화의 공간적 확산에 따른 외부효과 가 지역산업의 규모경제 와 함께 작
용할 때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촌지역에 전국적으로 제한
된 기존자원･자본의 재집중 재분산 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향후 고령화에 진전에 따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에 공적 확보량이 증가하는 농지 내 잠재된 농촌자원 및 자본
으로서 가치를 재발굴하고 규모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그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
는 혁신적 노력이 더욱 적실할 수 있다 복지 측면에서는 이러한 규모화를 이룰 때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을 함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의 공간외부효과 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차원
에서 경제 측면 요소와 복지 측면 요소 간 보완관계를 모색하여 양 측면에서 규모화
를 이룰 수 있다면 비고령 인구이출 이입 등 도 농 간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고 농촌의
내생적 역량을 발굴하여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
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우선 새롭게 제안하는
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계고령화율 을 중심으로 개념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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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와 농촌복지의 보완재적 관계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대안이 없다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되는
향후 약

년을 전후하여 베이비부머의 영농은퇴 가속화에 따라 농촌은 생산성 급감

과 복지소요 급증이라는 복합적 문제에 더욱 심각하게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
차원에서 액면상의 인구비중

에 초점을 두어 가치평가･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농촌

경제와 복지는 더욱 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면적상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가 부정적 공간외부효과로서 면적비중인
이상의 공간군집성을 지니고 있음을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제 상기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상충관계를 핵심 투입요소인 지역의 자
본

과 노동

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완

재의 개념을 적용하여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의정

의에 따라 생산 측면에서의 보완재

는 투입물에 대한 소득탄력성

이 일 때 즉 생산함수가 동조적일 때 한 투입요소의 가격하락 상
승 으로 수요가 증가 감소 할 경우 다른 투입요소의 파생수요
가 감소 하여 교차탄력성

역시 증
이 음으로 나타나는

투입물들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농촌경제와 농촌복지 자체가 보완재인 것은 아니며
농촌의 핵심적 생산요소가 보완성
제와 복지의 핵심 생산 요소들이 매개변수

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
를 통해 밀접하게 상호연계되어

있고 감가상각 또는 고령화될 수 있는 이들 투입요소

에 대한 파생수요

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핵심 요소 자체를
보완재로 접근하여 농촌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의 생산 측면 요소와 복지 측면 요소를 조절해 주는 매개변수 로
고령화에 주목한다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국제 및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
분 농촌사회보다는 국가경제･지역경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크게 거시경제
학적 연구와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야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시경제학 및 인구경
경제학 외 분야의 관련 선행연구로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야의 연구
가 있다 최남희 외
는 남부지방의 군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의 패턴을 분석하고 한계
고령화 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기능저하 간 부정적 상호작용을 시스템다
이내믹스상의 인과지도로 제시하였다 최남희 외
에서 제시된 고령화의 임계점
과 한계고령화 가속도 의 피드백 구조는 개념적 타당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
책적 접근에서도 유용한 함의를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다이내믹스 체계상에서 가속도
를 결정하는 다양한 인과과정 때문에 핵심 매개변수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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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 관점에서

은 인구구조를 경제활동연령 전후의 단계

로 구분하고 이를 변수로 하여

한계인구대체율

을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가 도입한
초기

과

에 기반하고 있는데
은 인구구조를

년에 해당하는

세기 중반의

개 기간으로 나누어 출생률과 노인

부양률이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을 비교분석해왔다
의 연구는

를 응용하여 선행연구에서

년 단위로

나뉘어졌던 연령대 구분을 경제활동연령대 로 재구분하고 이의 한계변화율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의 이론적 분석 결과 노인부양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자연스
럽게 복지지출을 위한 세대 간 소득이전

이 증가하면서 출생

률이 누적인과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적 출생률 저하는 부양인구
즉만

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연령 미만의 인구를 감소시켜 부양비율을 낮추는 데

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소년 부양비율을 낮추지 못하여 결국
국가 전체의 부담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과과정에서 대안이 없다면
소비 측면에서도 출생률 사망률 간 상충관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이전지
출 증가분은 인당 구매력을 감소시켜 결국 출생률이 낮아지는 경제구조가 나타났다
은 대안의 관건이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있음을 강조
하였다 역시 경제활동연령대 로 인구구조를 구분한
비중

은 각 연령대의

을 독립변수로 도입하여 성장회계접근법에 의해 인구고령화가 아시아 국가

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이영성

은 고령화가

국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경제성장모형에 고령화의 내생변
수를 도입하고 이를 성장회계접근법을 기초로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될 때 노동자 인당 생산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귀

한계고령화의 개념이
이상의 고령화율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
작하고 더 나아가서 존속 가능성이 위험해지는 과정 으로 정의되어 있는 반면
년 나가노
대학교의 오노 아키라
가 ｢산촌의 고령화와 한계집락｣ 연구에서 제안한 한계집락
즉
이상의 고령화율과 인구 명 미만의 과소마을 로 진행해 가는 과정 이 인
과지도상의 개념구조로 계량적 정의 없이 모형화됨으로써 실증적 분석을 적용하기 다소 어렵
다 현재 한계집락은 일본에서는 영문으로
등으로 번역되고 있어 한계 라는 개념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의 의미
로 정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남희 외
의 연구에서는 한계집락으로 이행하는 사회경제
적 과정 을 한계고령화 및
으로 정의하여 경제학적인 한계변화율
을 활용한 한계분석
은 불필요하거나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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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들은 고령화의 외생변수 또는 내생변수에 따른 지역별 생산량의 한계효과를
추정한 경험적 연구이며 이론적으로는

가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 즉 인

구의 자연증가율을 매개변수로 한 내생성장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며 경제와 인구
동학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경제학적인 접근을 취하여 매개변수인 고령화 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한계고령화율 을 이론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계고령화율
이란 농촌 경제의 거시적 생산규모를 등량곡선

으로

표현했을 때 연령이 한 단위 개월 높아질 때마다 고령의 비자발적 노동으로 인해 포기
해야 할 농가 자산의 기회비용 즉 고령화의 한계기술대체율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서 분석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연령은 만

세 이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평균연령 또는 특정 연령그룹의 지역평균연령 등을 채택하여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라 자연히 증가하는 복지의 기회비용과 감소하
는 생산성을 영농규모화를 통해 보완재적 관계
접근하고자 한다

로 새롭게

의 한계인구대체율 은 가지 연령그룹의

매개변수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비율 과 유소년부양비율 이 국민소득과 소비를 유지하
기 위해 어떠한 무차별곡선

상에 있어야 하는지 소비 차원에서 모형화

한 것으로 본 논문이 생산과 소비 를 함께 고려하여 비용함수와 생산함수상에서
를 인구고령화에 따른 한계기술대체율로 정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보완재적 관계의 모형화에 있어 핵심 개념인 한계고령화율

은

년나

가노대학교의 오노 아키라

가 ｢산촌의 고령화와 한계집락｣ 연구에서 정의하고

케이타 쿠스노세

가 재주목한 한계집락

적으로 응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생산함수
상에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일본의 한계집락이란
만

세 이상 인구비율 고령화율 이

의 개념을 경제학
와 비용함수
명 이하 거주인구 중

이상인 취락 으로 정의되었다 오노 아키라

가 제안한 한계집락의 가지 차원에 따라 최근 충남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
원 등이 거주인구

명 이하의 마을을 과소마을 로 고령화율

마을 로 정의하여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한계마을 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조영재 외

이창우･정용한

이상의 마을을 고령

국내에서 한계마을은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상 문제인식 차원의 개념으로서 아직
까지는 그 이론적 측면보다는 정책적 효용성에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림

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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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과소와 고령이라는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충청남도 금산군 내 한계마을
의 기초분석 사례로 금산군의 경우

년

월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마을이 상기 가

지 기준 중 가지 이상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마을이지만 고령화율이
중 역시

이상인 마을이 전체 마을의

명 이상으로 비과소
이상이며 나머지 마을

가까이가 과소 또는 고령마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조성신

그러나 한계집락 한계마을 의 고령화율 기준인

는 거주인구

명 이하라는 기

준과 마찬가지로 다소 임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사회 물리학적인 임계
의 의미로 흔히 혼용되는데 오노 아키라

한계 는

의 의미와 경제학적인 한 단위
의 한계집락은 사회학적인 임계

또는 주변 부 의 의미로 정의되어 이론적･정책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경제학적인

한계 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계집락의 임계적 고령화 개념과는 차

별적으로 고령화 자체를 매개변수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대체탄력성의 분모
일반적

의 변화율 를 고령화에 따른 한계기술대체율

의 변화율로 수학

적으로 응용하여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모형에 대한 논의 시

가 적용되는 생산 비용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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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한다 우선

한계고령화지역 및 한계고령지역 을 제시하고

를 적용할 때 경제학적

대한 일반적 기준인 고령화율

한계 의 개념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이상인 지역들 중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생산성이

감소하는 지역 을 한계고령화지역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분석수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국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이상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생산성이

감소하는 지역을 한계고령화지역 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한계고령지역 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임계기준을 적용하여 고령
화율

이상인 지역들 중 생산성 저하 정도가 임계수준 이하인 지역 으로 일반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한계고령화지역 에서 한계고령지역 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부터 실제로 존재해왔을 한계고령화지역 및 한계고령지역에 있어 지역경제학
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들 지역의 자본 또는 자산에 주목해 오지 않았다 이유는 간명하
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자본에 비해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에서의 자본
은

이후 이론적으로 본격화된 신경제지리모형이나

이후

본격화된 내생성장이론에서 모두 주목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과 규모화
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농업강국인 덴마크의 경우 농업기
술혁신 규모화 현재 농가당 평균경작면적

년대의

배 전문화 조직화 농업교육 확충 유통개선 등으로
품이 전체 수출액 대비

수준으로 한국의 약
의 농업인이 수출하는 농식

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며 농업 지역 은 수차례 위기에도

불구하고 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당 국민소득 창출의 중추산업 지역 역할을 하고 있
다 사이언스타임즈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지역경제관점에서 고령화라는 위기에 대응한 농업･농촌혁
신의 가능성을 상기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보완재적 관계와

등을 기초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농촌이 생산성이 낮다고 인식되어온 이유는 특히 젊은 세대가
주로 도시에서 교육･성장･활동함으로써 농촌의 자본･기술･노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
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현재의 낮은 생산성은 무엇보다 농촌자본인 농지
의 효율성을 농촌기술인 농업기술의 혁신을 통해 제고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며 농
촌고령화를 정책대안 없이 방치할 경우 진취적 세대의 참여가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농촌노동의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복지욕구는 급증하
여 결국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에 대응하여 위와 같은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한 정
책대안은 우선 농지의 농촌자본 으로서의 재발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발견의 제도적 장치로서는 농업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소극적인 소득보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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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직불제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규모화 차원의 농지연금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비생산적 담보물인 주택연금에서의 주택과는 달리 감정평가･거래가 가능한 농지와 농
가시설 대지를 포함한 농가주택 생산시설 생산설비 포함 은 생산성을 지닌 일종의 자
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정책적인 모형
과 방안을 고민해 보는 일은 단순히 농촌노인에 대한 연금지급을 넘어 농촌경제와 복
지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영농이 규모화되면 될수록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규모 농지･시설뿐만 아니라 주거 타운 및 근린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선호 역시 증가하게 된다 또한 향후 고령화의 공간외부효과 가 확산될 수 있는
농촌의 노인에게 농지연금제도 또는 현재 개발 중인 농가자산연금제도 를 통해 비자발
적 노동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소득을 보장
하고 이러한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라 확보된 농지를 체계적으로 교환･분합하여 농지
를 규모화 할 때 농가자산 농지와 농가시설 을 생산적 자본 및 환경요소로 혁신함으로
써 농촌경제 농촌복지 간 보완재적 관계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다음 절부터는 이러한
보완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농촌경제 농촌복지 간 규모화의 기본모형을 소개하고 탐
색적 공간자료분석을 통해 이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한계고령화율에 따른 농촌경제와 농촌복지의 규모화
최근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후도시화의 대표적 패턴인 귀농･귀촌
수요와 함께 중･장년 영농인의 기업가 정신

과 혁신

의역

량이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다면 고령화의 공간외부효과 로 인해 심각
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경제 농촌복지를 보완재적 관계로 접근하는 창조적 파괴
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절에서는 이제 전 절에서 정의한
한계고령화율에 따른 농촌경제와 농촌복지의 규모화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농촌경제 농촌복지 간 보완재적 관계의 기본수리모형과 공간모형을 정의하고자 한다

한계고령화율에 따른 규모화의 기본모형
한계고령화율에 따른 규모화의 기본수리모형은 우선 행렬연산을 통해 수식
지역 간 생산함수로의 직접변환이 가능한 다음의 비용함수

의

을 중심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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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는 지역 의

시점에서 집계된 지역수준의 총비용

시점 에서 지역 의 임금률

는 시점 에서 지역 의 영농규모화의 기술수준 그리고
인 ρ 또는 σ

소비자의 다양성에 대한 선호
≥

–

는

σ로 조절되는 매개변수

시점 에서의 지역 의 자본 π 는 시점 에서의 자본임대료율

서 수입의 변화율 이론적인 일반경쟁균형
과 총비용

는 시점 에
에서 총수입

의 일치와 함께 비용함수와 생산함수 역시 완전상응

한다는
등에 의해 정립된 상응이론

에 따라 지

과 총비용

이일

역차원에서 집계된 총수입
치하는 균형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비용함수

에서

의 경우

로 나타남

는 영농규모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수준 을 나타낼 수 있는

매개변수로서 본 기본모형의 핵심 변수이다 식

에서

는 보다 일반적인 기술체화

의 외부효과인 γ– 외에 노동자가 지니는 내재적 기

자본

의 외부효과를 λ– 로 함께 표현할 수 있다 본

술 또는 신체적 역량
연구에서는

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화 진행에 따른 유효노동 또는 인당 노동력
의 자연적인 감소가

λ– 을 조절하는 것으로 접근한

다 인구고령화의 진행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자본 본 논문에서는 특히 농가자산 의
생산성을 변화시키는 기술진보의 외부효과 γ– 와 함께 고령화의 외부효과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기 가정 하에서

는 다음 식

λ– 를 고

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한계고령화율 은 분모의 γ– 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분자의 λ– 에 따라 변
화하게 된다
      
  
      
     
  

단

는 시점 에서 지역 의 노동량 λ–

고령화로 인한 외부효과의 역수로 젊음
유효노동

은 이론적으로는 바로 전 시점에 발생한
의 외부효과로서

와 결합하여

으로 나타내며 값이 일 때 현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전 시점

외부효과가 없음을 나타냄 이러한 외부효과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성장회계
접근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노동의 질적 차이를 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반영할 수도 있음 물론 고령이라고 무조건 생산성이 낮은 것은 아니며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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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실제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생명표
지역별･국가별로 조정될 수 있음 식

등에 따라 고령화율을 반영하여

는 자본화된 기술의 외부효과에 해당하는 γ– 와

함께 정의에 따라서는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젊음의 외부효과 대신 숙련된 노동자가
지니는 내재적 지식･기술의 외부효과를 매개변수 λ– 로 반영할 수 있음 이러한 반영에
따라 소비지출의 원천인 실질임금이 기술소유자인 노동자에게 더욱 적정하게 지급되도
록 모형화할 수 있는 동시에 금전적 외부효과
능함 하첨자 – 은 한 단위의 시차

의 계량화 역시 가

를 나타냄 간명한 논의를 위해 이하 수식에

서는 별도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변수에서 하첨자 는 생략하기로 함
식

및

는 농촌과 도시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하나 농지 및 대지를 중심으로 한

농가자산의 경우 대부분 자체로서는 기술체화자본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 기
술외부효과인 γ– 의 경우 실제 농업기술개선의 수준을 정량화하여 표현할 때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농촌 연금지급의 담보로서 농지를 비롯한 농가자산의 확보규모
가 증가하며 이루어질 농가자산 의 지역적 규모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농촌자본의
외부효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분자와 분모의 관계 때문에 농촌고령화에 따른 생산
성 감소 와 복지지출 의 기회비용은 생산성이 내재되어 있는 농지의 규모화 와 연금지
급 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며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보완재적 관계가 가능해지게 된다

한계고령화율에 따른 규모화의 시공간모형
규모화의 기본모형인

및

에서

λ– 에 따라 한계고령화율 이 조율되는 한편

기술진보 규모화의 외부효과 γ– 도 함께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식
에서 우변 첫 번째 항은 바로 총수입을 표현하고 우변 두 번째 항 중 π는 생산에
소요된 고정비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비용함수인 식
이 가능하다 기술진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식
효과의 시차
의
치

자체가 생산함수로의 직접변환
에서 생명표로 조정된 고령화 외부

λ– 가 지역별 고령화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다음 식

의 정방행렬

은 고령화에 따른

지역 간 규모화된 산출량

과 부가가

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경험적 분석에서 필요에 따라 시차는 시점별로

각기 다른 값으로 분석될 수도 있는데 일정률의 외부효과가 가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공간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수식은 고령화 및 기술체화된 자본의 외부효과
에 의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되어 지역 간 투입 산출

이 가능한 구조로 표현
행렬의 시공간모형의 기본 형태를 정식화하고

한계고령화율 고령화의 한계기술대체율 개념을 이용한 농촌지역 경제 복지의 보완관계 모색 연구

있다 본 모형에서 고령화의 수준은 논문의 분석초점에 맞추어 전술한 바와 같이 간략
히 고령화율로 나타낼 수도 있으며 식

의 고령화의 외부효과

λ– 는 식

를 통해

고령화의 공간외부효과 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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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벡터 π 의 각 원소는
률자본임대료율 대각행렬
인 농산품은
중심

지역경제의 최초시점 –

에서 자본도입을 위한 정

의 각 대각원소는 각 지역 대표재화의 가격으로 기준재화

일 경우 임 스칼라

는 분석지역의 평균임금률

과 지역 의 중심 간 거리이며 행렬에서 동일 지역

역의 평균반경 는

또는 가 자기 내수 지역

외부지역
여기서

의 거리는 해당지

의 위치일 때 자기지역 외의

을 나타냄
는

와

른 인당 기술체화자본

로 나누어 모형화할 수 있다 우선 식

의

는 고령화에 따

본 논문에서는 규모화가 가능한 인당 농가자산 의 시차효과

에 대한 공간 매개변수로 재화의 수직적 차별화
다 한편

는 지역 의

는 고령화에 따른 인당 소비

를 나타낼 수 있

시차효과의 공간 매개변수로 매개변수를

정의하고 있는 노동 자본 간 대체탄력성 σ 에 의해 재화의 수평적 차별화
가 궁극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시공간체계에서 σ 및 와 의 역
할과 장단기균형에 대한 개념적 설명으로는

을 참조 식

변수는 λ– γ– 와 σ이며 행렬의 반복계산으로 내수 지역인

에서 핵심 매개

또는 는 또한 반복적으로

외부 지역 가 되어 지역 간과 산업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기술수준을 별도로 구분할 경
우 산업 간의 통합
그리고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의 공간범위는

가 정의한 수요역

에따

른 지역 시장 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빠른 지역의 경우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적 상호작용은 시간에 따라 축적된 규모화 진
전에 의한 외부효과 γ–
생산성향상

외에 젊음의 외부효과 λ– 에 의해 촉진된다 결국 이에 따른

으로 구매력

이 향상되어 지역 시장 의 범위가 확대

되는 긍정적 누적인과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등에 따라 역으로 규모
에 대한 수확체감

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위 과정의

역으로 부정적 누적인과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상에서 특히 고령화와 관련하여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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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매개변수는 λ– γ– 와 σ임을 알 수 있는데 재화 간 대체탄력성 σ 은 위의 수요역에
따른 지역시장을 거리와 함께 통합 또는 분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본 절에서 새롭게 제시한 고령화 규모화 수준 그리고 소비 측면의 금전적 외부
효과

를 고려한 투입 산출의 중력모형

변인

은 수확불

이후의 전통적 투입 산출모형에 수확체증･수확체감의 변수를 추

가하여 시간과 차원 공간의 경제적 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본 모형에 농
업시설이나 기계･설비를 고려하여 감가상각 을 적용할 수도 있다 기술적 외부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 정률의 감가상각 δ

δ 을 적용할 경우

–δ

π 이 되며 이때 자본은 비고착 고착 고정자본
된다 한편

– δ

–
이

π 일 때 자본은 비고착 비고착 변동자본

–
이 된다

본 절에서 도입한 한계고령화율에 따른 농촌 경제모형이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는 점은 분명하다 농촌경제와 농촌복지의 양 측면에서 있어 식

에서

에 이르는 규모화모형 상의 젊음의 외부효과 λ– 는 농가자산 규모화의 외부효과 γ–
그리고 재화 간 대체탄력성 σ 과 함께 규모화를 촉진하는 누적인과과정의 핵심 매개
변수이다 다른 정책대안이 없다면 향후 인구고령화가 대규모로 진행됨에 따라 농촌경
제의 규모화 역량은 역시 대규모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따라서 고령화의 외부효
과

λ– 는 절에서 논의한 한계고령화지역 및 한계고령지역 의 경제와 복지문제

를 접근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계고령화지역에 율

의 개념인 한계고령화율을 적용할 때 본 논문의 규모화

모형상 핵심 변수인 고령화율 엄밀하게는 고령화인구의 비율 즉

의 역수

λ– 는 곧 지역경제에 있어 젊음의 외부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해
비용함수 차원에서의

는 등량곡선을 좌측으로 하방이동시키는 데 반해 비용함수에

규모화 진전에 따른 외부효과 γ– 와 소비 측면의 금전적 외부효과를 동시에 도입하여
가 결국 생산함수에서는 등량곡선을 우측으로 상방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역 간 시
계열 모형화가 가능하게 된다 지역 간에

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이 없다면 상대적

으로 생산성이 높고 젊은 지역의 젊음의 외부효과는 곧 역으로 한계고령 화 지역 에
서는 외부불경제가 될 수 있다

감가상각은 생산성 차원에서 내구기간 효율성 프로파일
과 내구기간 가
격 프로파일
에 따른 자본 재 또는 자산 가치의 감소분으로서
이와 같은 감소
의 개념은 일반적 비용함수 생산함수상에도 적절히 적
용될 필요가 있다

한계고령화율 고령화의 한계기술대체율 개념을 이용한 농촌지역 경제 복지의 보완관계 모색 연구

이와 같은 고령화의 외부불경제는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산성 저하와 함께 복
지비용 증가를 동시에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정책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는

의 인구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서 고령화로 인한 외부불경제

의 공간비중 이상으로 거시 경제 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농지연금제도 또는 농가자산연금제도 경과에 따라 확보되는 농가자산을 체계
적으로 교환･분합함으로써 한계고령 화 지역 인 농촌의 복지향상과 농업의 규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농촌활성화의 잠재된 기회이기도 하다 본 절에서는

절의 한계

고령화율에 따른 규모화모형의 기본적 접근에 입각하여 고령화에 따른 규모화의 기초
사례를 분석한다 시간경과에 따라 실제로

절의 기본모형 상의 고령화의 부정적 외부

효과 즉 생산성 감소 및 복지지출 증가 를 향후 확보규모가 증가될 농가자산의 규모화
진전 을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로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규모화의 변수를
추가한 공간분석 을 통해 일차적으로 진단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적 진단은 학
문적으로 시계열자료 확보에 따른 후속연구 인과적 계량분석의 기초근거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 이론적 문제정의가 실제적･정책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 점검해
보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모형의 형태상으로 식

에서

가 규모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실질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후속연구에
서 이루어질 시뮬레이션분석을 위한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을 기초로 향후 고령화 확산에 대응하여 규모화모형을 통한 농촌경제 농촌복지 간 보
완재적 관계 모색 의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의 분석
에서는 한계고령화지역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핵심적 관계로서 고령화 규모화 간 관계
를 필지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본 절의 수리모형이 지닌 핵심적 특성을
실제자료를 통해 기초적으로 증명하고 향후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한계고령화지역의 농촌경제 농촌복지 규모화에 대한 기초사례분석

한계고령화지역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핵심적 관계로서 고령화 규모화 간 관계 분석
을 위해 국내에서 대표적인 한계고령화지역 인 영천시 관내의 사례지를 선정하여 탐
색적 공간자료분석을 중심으로 고령화에 따른 규모화의 공간군집 을 진단하고 향후
공간군집의 심화에 대비한 시사점을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한계고
령 화 지역 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감소의 상쇄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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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는 한계고령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규모화 의
기술진보 를 통한 생산성 상승 γ– 이 고령화의 외부효과

λ– 를 초과한다면 지역의

실질임금 또는 구매력 향상이 가능해지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규모화가 농촌에서는
생산성이 내재되어 있는 농지 및 농가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령의
농촌노동자에게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한편 확보규모가 증가되는 농지 등을 체계적
으로 교환･분합하여 기술혁신 및 쾌적성 증진과 함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렇게 이론적 모형상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보완재적 관계를 통한 규모화가 실제로 가능
할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노동자 연령 프로파일
이에 따른 규모화 프로파일

각주

참조 과

의 변수 간 관계에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적

용한 기초사례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고령화에 따른 규모화의 공간군집에 대한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위해 고령화와 생
산성 면에서 대표적인 한계고령화지역 인 경상북도 영천시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
다

년 통계청
농경지

의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전체 면적의
기타

구주택총조사｣를 기준

인 영천시는 표

에서와 같이 평균연령이

세로 전국 평균

세보다

초고령사회인 상태이다 또한 통계청
원
원

를 초과하여 전체 지역이

상의 경북지역 지역 내 총생산
년에 총 산출액이

년 가격을 기준으로

지역 내 총 부가가치가

원 이며

년 ｢인

세 높게 나타난다 영천시는

년을 기준으로 읍･면･동 수준에서 모두 고령화율이
자료에 따른 최근 생산성은

가 농경지 임야

원

년에는 각각

중간투입계

원

원 으로 중간투입액 대비 부가가치 지역소득 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다
영천시 관내에서 상세한 필지단위의 분석을 위한 사례지로 대표성을 위해 지역평균
연령의 중위값

인 화산면을 선정하였다

그림

치 지형 도로 및 마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통계청

는 화산면 일대의 지리적 위
그림

은 통계청

의

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례지의 연령분포를 필지단위로 분석한 지도이다
분석대상지인 화산면의 평균연령은

표

필지에 대한 연령의 기초분석 결과인 그림

와 같이

세으로 나타난다 사례지의

에서는

세 이상을 세 단위로 세분화

한 공간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연령분포는 사례지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히 고령 또는 비고령이 부분적으로라도 집중되어 있는 마
을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계고령화율 고령화의 한계기술대체율 개념을 이용한 농촌지역 경제 복지의 보완관계 모색 연구

자료 평균연령은 통계청
의

년

의

년

월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며 고령화율은 영천시

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함 평균연령의 중앙값

은 화산면은

세임

출처 영천시 홈페이지 좌측 와

우측

우측 지도의 횡단 고속도로는 대구포항고속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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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년을 기준으로는 사례지 전체에 걸쳐 특별히 고령 또는 비고령의 집중지역

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년 월 농지연금제도의 시행 후 일정한 기간에 걸

쳐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귀속될 수 있는 토지의 패턴과 규모를 도시지역 영천시
중앙동 및 서부동 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 간에 비교해 볼 필요
가 있다 만약 차별적 패턴이 확인된다면 첫째로는 공간상의 거리 식
도시와 먼 지역일수록

에서의

가

λ– 에 따라 고령화 군집문제가 대두되는지 둘째로는 이러한

지역일수록 정책적 규모화 γ– 에 따라 고령화의 외부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의 최종분석으로서 연금경과 시기별로 규모
화 대상 농지를 필지별로 추출하였다 추출방법으로는 농지연금의 종료연령인
를 기준으로 자료시점의 농지소유자 현재 연령 기준

년 후

년 후

세

년 후

세가 넘는 필지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지도에 나타내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추출방
식은 간단하지만 자연적 고령화와 실제 제도상으로 확보되는 연령을 함께 적용하여
적절히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생명표를 보다 구체적･확률적으로 적용하여
기대여명을 확률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겠으나 규모화를 가능하게 하
는 제도 자체의 성격이 사회보험적으로 농촌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추구하는 한편
농지를 확보하여 향후 잘 활용될 수 있는 보완재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어

세까지

는 배우자에게 연금을 보장한다는 제도적 특성을 함께 반영하였다 향후 다소 불확
실한 기대여명변화를 세밀하게 확률적･학문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은 본 연구의 기초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는 우선

그림

의 상단지도

년을 기준으로 사례지를 필지별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사례지

전체지도에서는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리

이하 수준 의 미시적 필지분

석에서는 고령화의 수준이나 규모 그리고 이에 따른 규모화 가능 농지규모가 도시에
서 먼 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 시계열의 관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고령화의 효과를 시기별로 검토해 보기 위하여
를 반영하여
화를 차례로 분석하였다

년

년

년 연령과 생명표

년 경과에 따라 농지은행에 귀속될 토지의 규모

한계고령화율 고령화의 한계기술대체율 개념을 이용한 농촌지역 경제 복지의 보완관계 모색 연구

주 상단지도에서 권고퇴직연령이란 소득이 보전되고 성공적 노화가 가능한 복지제도가 마련된 상태에
서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퇴직여건이 조성된 자연퇴직연령

분석 결과

만

을 의미함

세 이후 농지연금제도 가입을 전제로 할 경우

필지소유권자의 생존에 따라

년 후에는

교환･분합이 가능한 상태로 귀속되며

이상

년 후에는

그림

과 같이

이상의 토지가

년 기준 고령화의 수준･규모가 높았던 지

역 즉 도시지역에서 먼 지역일수록 고령화에 따라 규모화 가능 농지가 더 많이 확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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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노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으나
는

년 후에

에 가까운 토지가 규모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년 후 의 경우에도

귀속필지의 액면상의 면적으로 규모화와 생산성 제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는 특히 그림

의 분석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농지만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이 이루

어졌기 때문에 농가에 속한 대지 등의 농가자산까지 함께 고려할 경우 면적이 확대되
어 생산 측면의 농지의 규모화 와 거주 측면의 영농타운 주택 근린환경 영농 규모
화 조합 공동체 교육 등이 연계된 농촌지역의 내생발전 타운 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상기 분석 결과를 기초로 월별 분석을 세분화하여 어느 시점에서 한계고령화율이 최
소화되는지 규모화 수준과 비교하여 지역적 차원의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분석이 더욱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응용된다면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서 뿐
만 아니라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성공적 노화

를 위해 농지연금 등 소

득원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고령농업인의 자발적 경제활동이 언제까지 소유농지
에서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또 정책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복지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
한 논의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 사례지를 대상으로 규모화
의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통해 확인된 상기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절에서 모형화한

고령화 및 규모화에 따른 외부효과의 모형화 및 정책적 고려는 향후 국내 다른 지역에
서도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농지의 분포를 고려할 때 영농규모화가 농지연금제도 또는 농가자산연금제도 의 경
과에 따라 귀속될 토지의 교환･분합을 통한 농지공급으로부터 시작될 경우 액면상으
로는 시내 도시 에 가까운 경우보다는 보다 농촌화된 지역에서 규모화가 용이할 것이
다 그러나 소비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차별적 근교화･원교화의 체계적인 농산업경
영

을 고려할 때 농지와 대지면적상의 규모화만을 고려하기는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근교지역에서의 생산규모와 교통비용
을 지역적 차원 에서 계산하여 입지경쟁력이 높은 영농타운
을 혁신적으로 도입하는 일도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의 차원에서
중반 이후 제안한 농도발전
농도복합도시
서 최대 약

및

가

년대

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농도발전은
를 지향하는 접근으로서 최소 만 천에

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적 공간영역

이다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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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높은 농산업 규모화 지역을 의미하는 데 경제계획
계획

과 국토

을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적어도 양적으로는 성공한 우리나라

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 규모화를 위해서는 농지자체의 면적뿐만 아니라 집적경제･교통비용
등의 지역경제학적 요소 그리고 교육･기술개발･마케팅의 경영적 요소가 동시에 요구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영농규모화를 위해서는 쾌적성
과 다양성

등 지역경제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육

성 역시 중요하다 특히 농촌노인 역시 복지 차원에서 편안하게 영농퇴직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민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정책 담당 기관 농어촌공사 과 농지관리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저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금정산의 경제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농
지연금제도 자체의 혁신도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을 고려한 최신모형으로는 최근
술지인

에 의해 농업경제학

를 통해 유럽지역에 소개된 바 있는 농가자산연금
의 차 모형 등이 있다

에서는 국제적으로

최초 설계되어 실시된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농지연금제도 의 이론적･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함께 기존모형의 수리적 개선방향과 농촌경제 농촌복지의 정책방향이 논
의되었다

의

모형은 특히 기존 계리모형 중 농촌 노인 복지증

진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일부 강화하는 한편 농촌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농지 외에
농가자산 농가의 대지 주택 농업시설 등 감정평가 및 감가상각의 계산이 가능한 자
산 을 추가함으로써 탐색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지연금
추가적인 헤지

모형은

에 비해 월지급금을 높일 수 있는 한편 정책 당국에
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향후

귀속될 토지를 체계적으로 교환･분합하여 영농규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촌복지 농촌
경제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나아가 귀농･
귀촌수요를 고려하여 농산업경영
본 논문의 모형과 함께

이 가능한 영농타운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의 영농규모화 복지연계모형을 기반으로 혁

신적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지원으로 개발 중인 이러한
농가자산연금모형 등이 영천 등 대표적 농촌･도농복합지역에 체계적 계획을 통해 적용
될 경우 국내 지역이

와 연계한 영농규모화 및 농촌복지향상의 국제적 사례지로

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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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복지의 기회비용과 영농규모화의 보완재적 관계를 통한 농촌활성화 차원
에서 지역 경제개념인 한계고령화율 을 정의하여

한계고령 화 지역 인 농촌의 고령

화 문제를 공간적으로 진단하고 농가자산 농지 규모화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복지의 기회비용을 영농규모화와 농산업경영을 통해 혁
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한계고령화율 의 개념은 농촌경제의 생산규모를 등량곡선으로 표현했을 때
세 이상의 연령이 한 단위 개월 높아질 때 퇴직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농가자산의
기회비용 즉 고령화의 한계기술대체율 으로 정의되었다 설정된 모형의 핵심 변수인
고령화 규모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필지수준의 사례분석에선 노동자 연령
프로파일

과 이에 따른 규모화 프로파일

의 변수 간 관계에 탐

색적 공간자료분석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한계고령화율과 규모화 간 관계를 본 논
문에서 수리모형상의 변수 중 핵심인 고령화와 규모화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실증분석
을 실시하였으나 실증분석이 시계열자료의 취득문제 등으로 인하여 횡단면에서 걸쳐
고령화라는 인구 동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실시됨으로써 분석 결과가 모
형 전체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규
모화의 연계 가능성을 앞서 탐색적 공간자료분석을 통한 고령화 자체의 공간군집문
제 진단과 함께 그 잠재적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시계열
자료의 확보를 통해 모형에서 상정한 이러한 동태변화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여 수리모
형이 전체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고령화 규모화의 연계 가능성을 보
다 효과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분석 결과 기타 지역이지만 면적으로는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비광역시 지역 전반에 걸쳐 공간패턴이 뚜렷이 연계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초고령화율의 배에 가까운

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향후 이와 같은 고령화가 확산된다면 농촌문제
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면적비중은
안하면

에 가깝기 때문에

년 농촌지역의 인구비중이 약
년 전국의 평균 고령화율이

정도이나
임을 점을 감

의 고령화율은 농촌지역 비농촌지역 간 더욱 커다란 격차를 시사하고 있

다 즉 전국의 평균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각 지역을 비교하면 지역별 면적당 인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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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고령화 지역분포는 왜도

가 매우 큰 상태로 고령화율이 높은 농

촌지역에서 왜도는 극대화된다 이렇게 높은 왜도의 고령화 지역분포를 전제할 때 농
촌 산업 육성을 상대적으로 포기하고 도시의 집적경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중시되
는 제조업 서비스의 생산증대에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미
한 도시경제 복지문제를 후도시화

의 도시화를 달성

와 함께 진행되는 베이비부머의 대

규모 은퇴 및 중장년 귀농 귀촌수요를 고려하여 농촌경제 복지와 상호보완적으로 해
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지역경제정책과 복지정책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경제적 관점 에서 농촌고령자의 비자발적 노동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농
지에서 전업의 기회나 타 소득원이 없어 할 수 없이 지속하는 노동으로 자발성은 개인
적으로는 의사결정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나 고령화 자체가 육체적 정서적 노동능력의
약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지역적으로는 고령화와 고령노동의 비자발성은 비례
한다고 볼 수 있다 농촌경제 농촌복지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또 다
른 중요한 이유는 합리적 이기주의자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으로는 고령화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 복지 간 보완재적 관계를 파악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개별적인 노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인당 복지비용을 정부가 반대급
부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한편 인구고령화로 감소하는 생산성에 따라 농촌경제문
제를 최우선적으로 포기할 경우에 경제 복지는 대체재적 관계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
서 합리적 농장주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때 농촌자본이라
할 수 있는 농가자산의 기회비용 을 파악하고 고령화의 외부효과 를 적절히 통제함으
로써 농촌문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의 외부효과 에 주목한 한계고령화율을 통해 농촌문제의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농촌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선입견으로 도시에 비교한 생산성의 열위
를 만성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창조적 파괴의 영역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지원으로 개발 중인 농가자산연금모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경제 농촌복
지를 함께 증진할 수 있는 혁신적 접근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개 및 논의되었
다 감정평가 또는 거래가 가능한 농지와 농가시설 대지를 포함한 농가주택 생산시설
생산설비 포함 을 포함한 농가자산은 주택연금에서의 주택과는 달리 생산성을 지닌
일종의 자본 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확보규
모가 확대되는 농지와 함께 감정평가 또는 거래가 가능한 농가시설을 농가자산으로 통
합적으로 계리하는 방법은 부분적 영농포기의 기회비용을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의미
를 지닌다 비록 농지연금제도 가입 후에도 가입자는 자발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
으나 연령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며 영농퇴직에 따라 확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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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확대되는 농가자산을 영농규모화에 활용함으로써 복지지출과 생산성 간의 상충
관계

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상충관계 극복에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환 분합을 위한 감
정평가의 정확성과 농가자산 거래시장의 형성 문제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년대

이후 국가적으로 체계화하여 구축한 공시지가 시스템과 표준지에 대한 감정평가 시
스템이 있고 또한 최근 주택과 토지 모두에서 실거래가와의 격차 또한 지속적으로 줄
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와의 차이를 분석적으로 고려하면 첫 번째 문제는 지속적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농촌복지 농촌경제의 보완재적
관계를 위한 현실적 농가자산 거래시장의 형성 문제이다 현재 일부 조합형식으로 거
래되고 있는 농가시설을 농가자산으로 통합적으로 규모화 표준화하여 거래하고 영농
및 농촌생활에 있어 점차 중요시되고 있는 쾌적성 을 고려하여 통합적 영농타운 개
발을 다년간의 분석 평가 시범운영 등을 통해 준비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표준화된 화
폐단위로서의 거래가 수요 공급 간 연계 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지연금제도가 고령자의 기본적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차후 귀속토지의 교환 분합과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이론체계는 물론 조직체계도 효과
적으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은 농촌발전의 현실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는 농촌문제의 정책적 해결에 있어 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의 틀로 인한 제도가 지닌 발
전성의 한계 라고 볼 수 있다 귀속토지의 영농규모화를 통해 노인 복지와 농촌 산업
의 보완재적 관계를 모색하는 일은 이러한 한계에서 기인한 재정적인 수급 공급 간 괴
리 극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서
규모화모형에 대한 탐색적 공간자료분석과 함께 농가자산연금을 시범적으로 소개하였
다 향후 농촌문제에 대응한 제도설계 및 정책집행에서는 이러한 보완재적 관계를 사
회복지

적 측면과 농촌경제

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에 있어 자산의 다각화를 통한 지급
금의 개선 영농규모화 기금의 건전성 확보는 본 연구의 서론에서 지적한 고령화 공간
군집에 따른 누적인과과정을 농촌지역 혁신의 영역으로 정확히 재진단함으로써 가능
할 것이며 이는 향후 학계와 정책당국 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라고 사료된다 또한 잘 구축된 국내의 웹
로 한 농가자산의

접근성과 빅데이터 처리능력을 바탕으

데이터관리분석 시스템 등의 기술체계구축 중요성 역시 증대될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선도적 대응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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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타임즈｣

농업의 신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

오노 아키라

산촌의 고령화와 한계집락

이창우 정용한

｣ 제

｢

호

월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 전주 전북발전연구원

조덕호 외

｢농촌형 역모기지 농지연금 도입방안 연구｣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조영재 유학열 윤정미 이관률 박경철 엄성준 김정하

｢과소화 고령화에 대비한 한계마

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대전 충남발전연구원
조성신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

케이타 쿠스노세

마을정책 시급

｢매일경제｣

｢한계집락｣화의 역사적 프로세스로 본 산촌의 미래

｢

｣ 제 호
｢연합뉴스｣
이영성

캐나다 농업 인구･농장 줄고 인력 고령화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남희 이종근 김근세 이명석
구조분석

｢국토계획｣ 제

우리나라 군지역의 고령화 위기와 동태성의 인과순환적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 권 제 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대전 통계청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 대전 통계청

통계청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대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권 제 호

｣ 대전 통계청

제 권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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