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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role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has 
been widely recognized. Despite the widespread recognition and acceptance that 
such a relationship exists, empirical studies testing this hypothesis in the agricul-
tural sector is rare both in Korea and abroad. With a focus on th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conditions among region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ffect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n agricultural productivity. Using panel data on 
152 local autonomies throughout 2010-2016, the study employs spatial panel 
models that best fit our data’s spatial structure. The key findings of the study are 
that while both road and railway accessibility indice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 increase in railway accessibility in modal re-
gions is closely related to the efficiency gains of neighboring areas concern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Presenting the problems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be-
tween transportation SOC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discusses limitations in research for future direc-
tions for rel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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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낙후된 농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측되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13년 75개(32.9%)였던 소멸위험지역은 2018년 89개(39%)로 증가하는 등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이상호 2018). 지방소멸 위험은 국가 전체의 쇠퇴와도 맞닿아 있는 

연유로 우리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은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의 확충이다. SOC의 공급은 지역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역시 규모의 SOC 투자를 통한 국가균형발

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을 부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로 및 철도 SOC의 확충을 국가균

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교통 SOC의 확충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

한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더불어 농업 부문의 쇠퇴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정성호 

2019; 김경덕 2004).  지난 십여 년간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 비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

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업소득은 이십여 년째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농업은 우리나라 식량

생산 및 식량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기간산업이며, 농업부문의 성장은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는 필수요건 중 하나다. 그러나 낮은 농업소득은 농업을 기피하는 직종으로 만들고, 농촌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과 농업 부가가치 제고는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 SOC는 농산업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Kohls and Uhl 2002). 농

촌지역은 지리적 고립성이라는 특수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는 데 교통 SOC는 핵심적

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시장 접근성의 개선은 농산물 생산량을 제고

하고 운송 및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개별 농가와 지역 농업소득 증 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

으로 기 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에 한 실증 분석 결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

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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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교통 SOC 투자에 따른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변화가 농업

부문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

는 지역통계 자료와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입수한 교통 접근성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특성이 내재된 자료의 성격을 반영하는 공간패널모형을 적용하여 2010~2016년 기간에 거

쳐 도로 및 철도 접근성의 변화가 농업부문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토

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SOC 추진방향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2.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SOC 투자는 생산성 및 산출 증 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schauer(1989)는 공공인프라를 생산함수모형에 반영하여 생산량

을 추정한 결과 교통 SOC를 포함하는 주요 공공자본은 국가 생산성 증 에 있어 높은 설명력을 가

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Achauer(1990), Munnell (1990), Morrison and 

Schwartz(1996) 등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교통 SOC는 시장의 확 , 생산비용의 

절감, 경제활동의 기회 확 를 통해 수혜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Qi et al.(2020)에 따르면 교통 SOC의 확충은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시켜 타 지역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또한 Litman(2015), Speranz(2018) 등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교

통 SOC는 물류 보관과 운송비용 절감에 따른 생산 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교통 SOC의 확충에 따른 이동의 편리성은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시켜 고용의 유연성을 제

고하며, 전반적인 유통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Rokicki and Stepniak 2018).

이처럼 교통 SOC는 수혜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 발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 되기에 국내에서

도 도시-지방, 중심지역-낙후지역 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원호

(2015)는 교통 SOC 투자의 농촌지역 발전 효과를 거시적 차원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

르면 도로 총면적은 군 단위 농촌지역의 인구기반 활성화, 생산성 및 소득 증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생산성 및 소득 증  효과는 인구기반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직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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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 김찬성 외(2007)는 교통 SOC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지니 계수를 추정하여 교통 접근도에 따른 형평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간 교통 형평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공준현·김지욱(2016)은 공간패널모

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산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비교통 SOC와는 달리 교통 SOC는 특정지역

의 경제뿐 아니라 인접지역의 경제도 성장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안근원 외(2014)는 교

통 SOC는 평균 수준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을 보유하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GRDP가 낮은 수준의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기에 지역별 맞춤형 교통 SOC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

였다. 

한편 교통 SOC의 효과에 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교통 SOC는 네

트워크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혜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통 SOC가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야기한다는 연

구도 있으나(Hulten and Schwab 1991), 소위 ‘빨 효과’로 불리는 도시로의 인구 집중 가속화와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긍정적 외부효과에 비해 크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Boarnet(1998)은 

고속도로 투자는 수혜지역의 산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인접 지역의 손실을 전제로 한

다고 주장한다. 교통 SOC의 투자는 불균형적 공간체계 형성의 가능성을 수반하는데, 이는 SOC 투

자를 받은 지역의 비교우위가 증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Boarnet 1998). 또한 Evans and Karras(1994)와 Holtz-Eakin and Schwartz(1995) 역시 고

속도로 투자와 생산성 변화 간 유의한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Raphann and 

Andrew(1994)는 고속도로 투자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는 도시 인접 지역에서만 유효할 뿐 그 밖

의 지역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교통 SOC 투자가 특정 산업 부문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의 경우 제조업 입지 및 생산

성에 한 영향을 연구한 김형태·안상훈(2009, 2013)과 농수산, 제조업, 건설업 등 6개 산업에 해 

분석한 강경우·국우각(2001)이 유일하다. 농업부문의 경우 교통 SOC가 농업 발전에 있어 핵심적

인 매개체임에도(FAO 2017; Kohls and Uhl 2002), 그 상관성에 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비교

적 저조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1985~1998년 기간 도로 자본 투자의 효과에 해 연구한 강경구·국

우각(2001)에서 다른 산업과는 조적으로 농수산업 부문에서는 부(-)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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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해외에서는 Antle(1983)의 연구에서 교통 SOC가 농업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그러한 영향은 개도국에서 현저히 큰 것으로 확인된 이래, 농업 부문 성과에 한 연구는 주로 교

통 SOC 구축 수준이 비교적 저조한 개도국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Felloni et al.(2001)은 중국 내 

도로 증축은 시장 가격이 낮은 곡물에서 고수익 작물로의 작목 전환을 촉진시켜 농업생산성 및 산

출량 증 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Fakayado et al.(2008), lLanto(2012), Fan et al.(2000) 역

시 실증분석을 통해 인도 및 아프리카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된 농촌지역의 도로 SOC 신설 또는 확

충은 농업생산성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취업 유발 효과 측면에서 농업부문 교통 SOC의 성과에 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Fan et 

al.(2000)은 실증분석을 통해 농촌 도로에 한 투자는 농업생산성뿐만 아니라 고용 촉진 및 소득 

증진 효과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Edeme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교통 SOC가 농업

생산성에는 부(-)의 효과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고용 창출에는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로 SOC 투자가 수혜 지역 농산물 생산량에 정(+)의 효과

가 있으며 주변지역의 농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철도는 부(-)

의 직접효과와 정(+)의 간접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Tong et al. 2013).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교통 SOC 투자가 농업소득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현

안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에 국가경제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증 와 같은 농촌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교통 SOC의 확충이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이 농업생산성 증 로도 귀결될 필요가 있다. 낮은 

농업소득에 의한 농업활동 축소의 우려와 농업 신규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농촌 지

역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소득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통 SOC가 농촌지역 발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농업 성과 측면의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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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론: 공간패널모형

 교통 접근성 변화가 농업부문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

는 본 연구의 분석에는 농림어업 지역내총생산 자료가 활용되었다. 농림어업의 지역내총생산과 농

업소득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어 기 수행된 연구들은 횡단면적 특성, 또는 미시적 수준에 국한되

어 수행되었다. 농업생산과 같은 변인은 지역 내 고유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가 결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횡단면적 특성과 시계열적 특성을 통합한 패널모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

널분석은 여러 가지 통계적 장점도 지니고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희연·노승철 2012; Hsiao  

2003). 패널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본 증 로 인한 자유도의 증가와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야

기될 수 있는 통계적 추정을 강건하게 해주며, 누락 변수나 연구모형의 불완전성에 따른 영향요인

을 오차항이 통제할 수 있다(박종훈 외 2017). 무엇보다도 실증분석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인 내생

성 문제(Endogeneity problem)를 효과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패널모형 내의 개체는 독립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개체 단위인 지역은 타 지역과 상호연관성

을 형성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개별 지역은 독립적이지 않고 다른 지역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공간모형을 적용하여 보다 엄밀한 추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널모형과 공간모형1 을 결합한 공간패널모형(Spatial panel 

model)을 주요 모형으로 선택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1. 패널모형

패널모형은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모형과는 다른 형태를 취한다. 패널모형은 아래 식 (1)과 같

이 표현된다(이희연·노승철 2012; Ashenfelter et al. 2003).

(1)       

      


1  공간모형에 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성우 외(2006), Anselin(1998) 등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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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특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단위 지역의 농업에 관련된 지역생산성을 나타내며, t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는 관찰되지 않는 개체특성 효과(Individual 

effect)를, 는 관찰되지 않은 시간특성 효과(Time effect)를 의미하며, 는 확률적 교란항

(Stochastic disturbance term)을 나타낸다. 

패널모형의 기본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선형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합동(Pooling)모형을 적용하

면 오차항에 한 동분산성(Homegeneity)과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을 위배할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패널 GLS모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희연·노승철 2012).

패널모형은 오차항에서 개체특성효과( )와 시간특성효과( )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모수를 추

정하게 한다. 이때, 오차항에서 개체특성과 시간특성을 고정된 형태의 상수항으로 고려하는 경우에

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확률적 오차항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된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설명을 위한 패널모형의 

수식은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고정효과모형은 오차항 와 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하며, 상수항이 개체별

로 상이하게 고정(Fixed)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     )는 개체별로 달라지

며 기울기 모수인 는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작용한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에 반해,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오차항 와 를 추정할 모수가 아닌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간주한다. 

고정효과모형은 개체 간 이질성의 영향력이 시간에 따른 이질성에 비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

간불변적인 개체특성효과를 살펴보는 데 활용된다. 확률효과모형은 자유도를 손실하여 효율적 추

정을 방해하는 고정효과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지만 관측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추

정치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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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간패널모형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은 공간적 의존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

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간적 의존성은 한 지역의 종속변인이 다

른 지역의 독립변인으로 작용하여 상관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성우 외 2006).  공간적 의

존성이 있는 경우   지역의 변수 의 관계는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단      ∼   ≠ 

공간적 이질성은 공간특성으로 인해 개별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형성되며, 설사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라도 지역특성에 따른 종속변인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

적 이질성에 한 수식은 아래 식 (4)와 같다.

(4)     

지역 간 이질성과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 단위 연구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계량모형을 적용

하면 독립성과 동질성을 훼손하여 분석 결과의 효율적 추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영

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간모형을 적용하여 공간구조의 특성을 모형 내에 반영하는 것이다. 

패널모형과 공간모형을 결합한 공간패널모형은 기본 패널모형과 마찬가지로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패널모형에서는 모형 선택을 위해 LM검정(Lagrange 

Multiplier test), 하우즈만 검정 등의 절차적 검정을 통해 모형이 선택된다. 하지만 공간패널모형에

서는 검정에 의한 모형 선택보다는 공간확산계수(rho & lambda)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에 따른 선

험적 선택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은 모집단 단위에서의 분석에 효율적이며, 확률효과

모형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자료에 적합하다(Kopczewska et al. 2017). 또한 공간적 특수

효과를 살펴보는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이상호 

2014; Elhorst 2014). 상기 논의를 고려하면, 당 연구가 지역단위 자체가 모집단이라는 점, 공간적 

상관관계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공간패널모형 중 고정효과모형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

이 지역단위 연구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간패널모형은 아래의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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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는 시차 종속변인의 계수를 의미한다. 만약 시차 종속변수 계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동

적공간패널모형(Dynamic spatial panel model)을 적용하여야 한다(Yu et al. 2008). 는 종속변인

의 공간시차 계수이며, W는 공간가중행렬2 , 는 독립변인에 적용되는 공간시차 계수, 는 독립

변인과 공간가중행렬의 곱을 의미한다. 는 지역을 나타내는 고정효과(=지역 고유 특성으로 표출

되지 않는 특성), 는 연도 고정효과(=연도 고유 특성으로 표출되지 않는 특성), 는 공간오차 계

수, 와   각각 공간오차와 공간오차로 통제되지 않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공간패널모형은 공간자기회귀모형(Spatial Autoregressive Regression: SAR), 공간오차모형

(Spatial Error Model: SEM), 공간자기상관모형(General Spatial Model: SAC), 공간더빈모형

(Spatial Durbin Model: SDM)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개별 모형의 추정계수 및 의미는 하단의 <표 

1>로 요약할 수 있다.

모형 조건 추정 계수 의미 수식

SAR =0, =0 ,   추정 공간시차효과 고려   








SEM =0, =0 ,   추정 공간오차효과 고려        

SAC =0 , ,   추정 공간시차효과와 
공간오차효과 고려   










SDM =0 ,  ,   추정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공간시차효과 고려        

표 1. 공간패널모형 형태별 설명

자료:  저자 작성.

2 공간가중행렬은 역거리 행렬, 인접 행렬 등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공간가중행렬에 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성우 외(2006), 

Anselin(199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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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자료 및 변인

4.1. 분석 자료

패널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각 개체와 시점별로 일정 수준의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및 다양한 유

관기관이 지역단위 시계열 자료를 비교적 잘 구축해 놓은 편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

털(KOSIS), 광역시를 포함한 시도 지역의 통계연보, 국내인구이동통계, 농림어업총조사, 농업면

적조사, 그리고 도로 및 철도 접근성에 해 교통연구원에서 지역별로 산출한 자료를 토 로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통계청 및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뢰성을 담보한 다양한 자료의 활용은 종속

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인과관계를 다면적으로 탐색함과 동시에 통계적으로 효율적인 추정을 가

능하게 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 단위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기간 내 행정구역 통합이 시

행된 지역이 존재하여 공간적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켰다. 

한편, 농업특화수준이 낮은 특·광역시와 공간적 상호작용이 빈약한 도서지역(제주도, 울릉도)은 본 

연구의 분석 상에서 제외하였다. 상기 과정을 거쳐 최종 설정된 분석 상은 총 152개 지역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으로 한정하였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는 개체 수가 많고 시간 범위가 길수록 표본이 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연구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활용되는 농림어업부문 지역내총산출액이 2010년부터 공식

적으로 제공되었기에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시간적 범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으로 한

정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시군단위의 152개 지역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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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인

본 연구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변인은 <표 2>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상정한 농업생산성은 농림어업부문 지역내총산출액(당해년가격 기준)을 해당 지역의 총 농가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지역별 농가의 평균적인 생산성으로 표현하였다. 교통 SOC 투자에 따른 교통 접

근성의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 변인을 활용하였다.3  교통 SOC 

투자에 따른 교통 여건의 개선은 접근도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조남건 외 2004). 교통 접근성을 산

출하는 다양한 방식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활동기반 교통 접근성 지표는 지역 간의 경제활동에 따

른 공간적 교류를 나타내는 자료로 활용되는 경제적 접근도이다. 해당 접근도는 수단별 통행시간과 

통행비용뿐만 아니라 출발지와 목적지의 산업 활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두 지역 간의 경제활동에 의

한 공간적 상호작용 정도를 반영한다. 경제적 접근도의 수식은 식 (6)과 같이 산출된다. 

(6) 경제적 접근도() =  


 
    ≠ 






 

    ≠ 








여기서 은 지역 수,  는   지역의 도로 또는 철도의 통행유출량, 는 지역의 도로 또는 철도

의 통행유입량, 그리고 는 와   지역 간의 도로 또는 철도에 한 통행량을 나타낸다.

나머지 독립변인은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농업생산성과 

농가 수준의 다양한 변인과의 연관성에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지역 수준에서 농업생

산성과 개별 독립변인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변인인 교통 

접근성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인들을 크게 인구학, 지역경제, 농업환경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통

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 중 농촌인구의 경우 농가수가 많을수록 지역 농업규모가 큰 경향이 있어 

농업생산성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예상된다(김정호·이병훈 2005). 그러나 전반적으로 농촌인구

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상 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농업이 아닌 농외활동 기회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인구는 오히려 지역 농업생산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고령화의 경우 고령농일수록 신체적으로 영농활동에 한계가 있어 경지규모가 영

3  최은지(2020)는 도로와 철도를 모두 반영하는 효용 접근성이 농업조소득(농산물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2005년까지는 

정(+)의 효과가, 2010년 이후 2015년까지는 부(-)의 효과가 존재함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횡단면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

는 반면, 장기자료의 이용과 패널모형을 적용한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더욱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94 제43권 제4호

세하다는 측면에서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김수석 

2008). 인구유출 변인의 경우 농촌지역의 인구유출은 주로 40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 내 2-3세  농가수는 지역농업 규모와 양(+)의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변인

은 지역 농업생산성과 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김정호·이병훈 2005). 

지역경제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3차산업 사업체 비율과 재정자립도 비율을 선정하였다. 두 가지 

변인 모두 지역의 도시화 수준을 반영한다.4  유통 및 서비스업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발

달하므로 3차산업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성과는 부(-)의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는 주로 도시성향이 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비율이 높은 지역일

수록 농업 활성도가 낮아 농업생산성과는 부(-)의 방향이 예측된다(김성태 2004). 

한편, 농업 관련 변인으로는 농지면적과 논벼, 채소 및 산나물 재배 농가 비율을 지역 수준 농업생

산성 결정 요인으로 적용하였다. 지역 내 농지면적의 크기가 클수록 농업이 활발한 지역일 가능성

이 높으며 농지면적과 지역 농업 규모가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김정호·이병훈 

2005), 농지면적은 지역 수준의 농업생산성에도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작목 변인

으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작목인 논벼, 채소 및 산나물을 선정하였다. 논벼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고령농과 소규모 농업 경영체가 다수를 차지하며(성재훈·추성민 2019), 채소 

및 산나물은 논벼 다음으로 고령농 비중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이다(통계청 2019). 따라서 이들 작

목을 재배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성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종속변인과 백분율 단위인 변인을 제외한 독립변인에 자연로그를 취한 전

수모형(log-log model)을 적용하였다.5 

4  이는  자료의 한계로 시군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도시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5  전 수모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분석결과가 전 수모형이 아닌 경우에 비해 호의적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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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변인 설명

종속변인
농업생산성 log(농림어업 지역내총생산/농가 수)

독립변인

인구학
농촌인구 log(농촌인구)
고령화 노인인구비율(%)

인구유출 log(지역 인구 유출)

지역경제
3차산업 3차산업 사업체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농업환경
농지면적 log(논, 밭 면적 합계)

논벼 논벼 재배농가/전체 농가(%)
채소, 산나물 채소, 산나물 재배농가/전체 농가(%)

교통 접근성
도로 접근성 log(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log(철도 접근성)

자료: 저자 작성.

표 2. 변인설명

5. 분석 결과

5.1. 공간분석 및 기초통계

하단의 <그림 1>은 농업생산성의 분포를 2010년, 2013년, 2016년 기준으로  GIS에서 제공하는 

Natural Break방식을 활용하여 10개 범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농업생산성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기북부, 강원도, 전라도 지역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수도권 

및 광역시는 부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업생산성 분포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

은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지역별 군집 경향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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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그림 2>는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성, 도로 접근성의 철도 접근성의 공간 군

집을 통해 지역의 군집경향을 2010년과 2016년 두 시점으로 분석한 것이다. 공간통계기법은 

Anselin(1995)이 제안한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s I)를 활용하였으며, 식은 아래와 같다.

(7)  





  




  





 




  



  

  
  



   

여기서 는 공간가중행렬, 는 개별지역의 값, 는 지역의 평균적인 값을 나타낸다.  국지적 

모란지수는 HH(High-High)유형, LL(Low-Low)유형과 같은 공간적 군집지역과 HL(High-Low)

유형, LH(Low-High)유형과 같은 공간적 이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희연·심재헌 2011).6   분

석 결과에 따르면, 농업생산성은 전라남도 지역에서만 2010년, 2016년 H-H 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도권 지역은L-L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간적 이례지역으로 분류되는 

두 시점 모두 H-L 지역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었으며, L-H지역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6  특정지역과 특정지역 주변의 값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H-H, 특정지역과 특정지역 주변의 값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L-L, 특정지역은 

높지만 주변지역이 낮은 경우에는 H-L, 특정지역은 낮지만 주변지역이 높은 경우에는 L-H로 분류된다.

2010 2013 2016

주: 농업생산성은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값으로 지도상에 표현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농업생산성의 공간적 변화



교통 SOC 투자에 따른 교통 접근성 개선이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97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은 수도권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충남 일부 지역을 중

심으로 H-H 군집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경상도와 전라도 전역은 L-L의 군집 경향을 보여주고 있

으며, 교통의 결절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H-L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과 <그림 2>의 공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생산성의 지역별 군집경향은 강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 농업생산성과 교통 접근성과의 관계를 국지적 모란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전반적으

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그 관계성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은 패널자료의 기초통계를 제공한 자료이다. 농가구당 농업생산성은  25.3백만 원으로 나

항목 농업생산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2010

2016

주 1) 농업생산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변인은 자연로그를 취하지 않은 값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2) H-H, H-L, L-H, L-L 순으로 지도의 명암이 흐려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공간통계분석을 통한 지역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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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지역 간 편차는 지역 내 편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농촌인구의 전반적 평균인원

은 약 1만 6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개체 간 편차는 약 9천 1백명, 개체 내 편차는 1천 6백명으로 조

사되었다. 고령화율은 전체 패널에 해서 19.6%로 나타났으며, 개체 간 편차는 7.9, 개체 내 편차

는 1.1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유출은 약 2만 6천 명이 지역에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지

역 간 편차는 3만 6천 명, 개체 내 편차는 약 2천 7백 명으로 드러나 지역 간 인구 유출 규모가 크게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3차산업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1차, 2차 산업을 압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패널 전체 평균은 24.7%로 나타났으나, 개체 간 편차

는 14.5% 수준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난 반면, 개체 내 편차는 2.3%에 불과해 재정자립도의 개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면적은 개체 간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 반면, 개체 내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어 농지면적에 한 지역 간 농업자본의 차이가 큰 것으로 추측된다. 농업

생산 작목의 경우에는 논벼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채소, 산나물의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경우에는 모두 개체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

난 반면, 개체 내 편차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교통 접근성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

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체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농업생산성 25.3 13.0 0.1 82.0 개체 간 11.9 0.2 63.0
　 　 　 　 　 개체 내 5.3 -4.6 54.1

농촌인구 16,350.6 9,300.0 1,079.0 54,631.0 개체 간 9,185.5 1,346.3 49,175.4
　 　 　 　 　 개체 내 1,610.4 9,739.8 21,987.3

고령화 19.6 7.9 6.2 37.5 개체 간 7.9 6.7 34.7
　 　 　 　 　 개체 내 1.1 15.9 22.5

인구유출 25,973.1 36,124.9 1,325.0 198,070 개체 간 36,118.8 1,486.4 183,171
　 　 　 　 　 개체 내 2,793.8 6,388.1 42,373.1

3차산업 83.8 8.8 16.7 98.9 개체 간 8.7 22.3 98.7
　 　 　 　 　 개체 내 1.6 53.4 91.9

재정자립도 24.7 14.6 7.3 69.4 개체 간 14.5 9.0 64.4
　 　 　 　 　 개체 내 2.3 8.8 42.0

농지면적 5,968.6 5,191.9 0.0 23,451.0 개체 간 5,198.4 0.0 22,807.3
　 　 　 　 　 개체 내 292.5 4,323.9 7,263.1

논벼 40.4 18.9 0 81.95 개체 간 18.5 0.5 79.0

표 3.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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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패널 GLS 모형 분석 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일반선형모형(Pooled OLS)을 통해 지역과 연도에 상관없이 교통 SOC가 

지역 수준 농업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농촌인

구, 고령화, 인구유출, 3차산업, 재정자립도, 논벼, 채소 및 산나물 등 농지면적을 제외한 모든 변인

은 농업생산성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분의 변인에서 높은 수준의 통

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독립변인인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 또한 1% 수준

에서 농업생산성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1) 도로 접근성 (2) 철도 접근성

Coefficient Std. Error Coefficient Std. Error

절편 3.8372 *** 0.4229 3.9348 *** 0.4269
농촌인구 -0.4756 *** 0.0738 -0.4989 *** 0.0740
고령화 -0.0391 *** 0.0048 -0.0401 *** 0.0048

인구유출 -0.0350 0.0510 -0.0723 0.0539
3차산업 -0.0053 *** 0.0020 -0.0048 ** 0.0020

재정자립도 -0.0065 ** 0.0029 -0.0114 *** 0.0025
농지면적 0.7750 *** 0.0533 0.8139 *** 0.0525

논벼 -0.0033 *** 0.0012 -0.0036 *** 0.0012
채소, 산나물 -0.0011 0.0015 -0.0019 0.0016
도로 접근성 -0.2073 *** 0.0425
철도 접근성 -0.1407 *** 0.0415

F 174.57*** 171.24***

표 4. 일반선형모형(Pooled OLS) 분석 결과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체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체 내 3.9 19.9 52.2
채소, 산나물 24.2 14.6 2.7 81.5 개체 간 13.6 4.3 74.6

　 　 　 　 　 개체 내 5.3 2.7 49.4
도로 접근성 1,966.8 3,994.1 56.6 25,831.1 개체 간 4,005.4 56.6 25,788.9

　 　 　 　 　 개체 내 5.1 1,928.6 2018.7
철도 접근성 4,737.0 7,638.9 143.1 45,876.0 개체 간 7,656.7 147.9 45,242.4

　 　 　 　 　 개체 내 241.0 1,470.3 7,469.1

주: 기초통계는 자연로그를 취하기 이전 값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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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모형을 통해 분석한 위의 결과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squared) 값은 두 가지 모형

에서 모두 0.59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 모형은 교란항의 동분산

(homoscedasticity)과 비자기상관(no autocorrelation)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시군 단위 지역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형태의 패널이라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동분산과 

비자기상관 가정의 비현실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구하기 위해 두 가지 가정을 완화

한 일반화최소자승(GLS)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선형모형에서 유의한 변수들이 GLS 

모형에서도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변인
(1) 도로 접근성 (2) 철도 접근성

Coefficient Std. Error Coefficient Std. Error

R-squared 0.5985 0.5939
Adj. R-squared 0.5951 0.5904

N 1,064 1,064

주: *** p<0.01, ** p<0.05, * p<0.1.

변인
GLS1 GLS2 GLS3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절편 3.8372 *** 3.9348 *** 2.9799 *** 3.2101 *** 3.4454 *** 3.5796 ***

농촌인구 -0.4756 *** -0.4989 *** -0.5741 *** -0.6188 *** -0.6051 *** -0.6496 ***

고령화 -0.0391 *** -0.0401 *** -0.0194 *** -0.0200 *** -0.0222 *** -0.0216 ***

인구유출 -0.0350 -0.0723 -0.0172 -0.0584 -0.0223 -0.0508
3차산업 -0.0053 *** -0.0048 ** -0.0018 -0.0030 -0.0035 *** -0.0043 ***

재정자립도 -0.0065 ** -0.0114 *** -0.0001 -0.0022 -0.0041 *** -0.0057 ***

농지면적 0.7750 *** 0.8139 *** 0.8245 *** 0.8743 *** 0.8247 *** 0.8643 ***

논벼 -0.0033 *** -0.0036 *** -0.0033 *** -0.0033 *** -0.0034 *** -0.0033 ***

채소, 산나물 -0.0011 -0.0019 0.0001 0.0002 0.0006 0.0008
도로 접근성 -0.2073 *** -0.1601 *** -0.1352 ***

철도 접근성 -0.1407 *** -0.0947 ** -0.0744 ***

Log Likelihood -870.3311 -876.4342 - - - -
Wald 1,586.03*** 1,555.80*** 2,608.95*** 2,614.94*** 2,309.24*** 2,327.28***

Number of groups 152 152 152 152 152 152
Time Period 7 7 7 7 7 7

N 1,064 1,064 1,064 1,064 1,064 1,064

표 5. 패널 GLS 모형 분석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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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S1은 개체 간 동분산과 비자기상관을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한 모형으로 표준오차 값만 다를 

뿐 계수 값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GLS2와 GLS3은 각각 동분산과 자기상관, 이분산

과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동질성 및 자기상관이 없음을 가정하

고 분석을 수행한 모형에 비해 두 가정을 더욱 완화한 모형(GLS1 → GLS3)일수록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계수 값이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GLS3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인구, 고령화, 인구유출, 3차산업, 재정자립도, 논벼 변인은 지역 수준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유출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유의성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지면적은 1%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채소·산나물은 예상과는 반 로 부(-)의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은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영향력의 크기

(magnitude)는 도로 접근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5.3. 공간패널모형 분석 결과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함에도 모형 내 공간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공간관계를 외면한 채 전통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효율성

(Efficiency)과 편의성(Bias)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간

구조를 반영하는 공간계량모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간적 효과를 반영하는 공간패널모형 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농업생산성에 한 전역적 

모란지수(Global Moran’s I) 검정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역적 모란지수 

검정은 공간계량경제모형에서 출발한 검정 형태로 공간적 자기상관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 

주 1) GLS1은 개체 간 동질성(=homoskedastic)과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없음을 가정하고 분석을 수
행한 모형임.

2) GLS2는 개체 간 동질하지만 자기상관이 개체 간 부분적으로 1계 자기상관에 있음을 가정함.

3) GLS3은 개체 간 이질적이며 자기상관이 개체 간 부분적으로 1계 자기상관에 있음을 가정함.

4) *** p<0.01, ** p<0.05, * p<0.1.



102 제43권 제4호

통계량 중 가장 선호되는 방법의 하나다. 동 지수는 연구 상지역 내 유사한 값들의 전반적인 군집

경향을 측정하며,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여 관측 값이 유사할 때는 정(+)의 값이 도출되고 그 반

의 경우에는 부(-)의 값이 나타난다. 

<표 6>은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농업생산성에 한 연도별 모란지수이다. 분석 상 연도인 

2010~2016년에서 모두 모란지수가 정(+)의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이것은 군집 패턴 존재에 한 

가설검정에서 모든 연도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하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자료는 자기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생산성은 공간가중행렬로 계

산된 인접지역들의 영향력과 양(+)의 관계가 있기에 일반 패널모형보다는 공간효과를 통제하는 공

간패널모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oran’s I 0.150*** 0.160*** 0.141*** 0.127*** 0.116*** 0.128*** 0.121***

주: 공간가중행렬은 역거리가중치행렬(Inverse distance weight matrix)을 이용함. 

표 6. 전역적 모란지수

공간패널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차(Spatial lag)를 적용하기 위해 공간가중행렬

(Spatial weight matrix)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가중행렬의 표적인 형태는 거리기반 행렬

과 인접기반(Continuity) 행렬로 구성할 수 있다. 거리기반 행렬은 역거리행렬(Inverse distance 

weight), 역거리제곱행렬(Inverse squared-distance weight matrix)로 구분되며, 인접기반 행렬은 

Rook과 Queen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7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상기의 두 가지 기반

의 행렬이 주로 활용된다. 인접기반 행렬에서는 인접 지역(Neighbor region)에 미치는 국지적 공간 

효과(Local spatial effect)를 살펴볼 수 있는 반면, 거리기반 행렬에서는 i지역과 j지역 간의 영향 관

계 전부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전역적  공간효과(Global spatial effect)를 살펴볼 수 있다(Lesage 

and Pace 2009; Kopczewska et al. 2017). 다양한 공간가중행렬의 적용은 공간계량모형의 분석 결

과를 엄밀하게 추정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공간가중행렬의 선택은 절차적 논의를 준용하기

보다는 연구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자의 경험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네

7  Rook과 Queen 등 인접기반 행렬의 종류에 한 설명은 이성우 외(2006) 또는 Anselin(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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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화된 교통 SOC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바, 단순히 국지적 공간효과에 국

한되어 살펴보기보다는 전역적 공간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역적 공

간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거리기반의 역거리 행렬을 본 연구의 공간가중행렬로 선정하였다.  

<표 7>은 이원고정효과모형(Two way 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공간패널모형에 해 분

석한 결과이다. 공간패널모형 분석에 있어 SAR, SEM, SAC, SDM 등 네 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1) 

도로 접근성, (2) 철도 접근성, (3) 도로 접근성 + 철도 접근성  모형8 에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

기 모형 중 SAC모형을 제외하고는  rho와 lambda값이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나 공간패널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확인하였다. rho값은 부(-)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되며(Kao and Bera, 2013) 

lambda 값 역시 부(-)의 방향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모형에서는 지역 간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 모형선택에  있어서는 다양한 검정과정, AIC, Log likelihood의 값 등을 비교하여 선택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변인인 교통 접근성 변인의 통계적 유의성, 독립변인

의 공간상호작용( )에 한 효과도 내포하고 있어 SAR, SEM 모형 보다 광범위한 해석을 가

능하게 해주는 SDM모형9 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SDM의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인구학적 통제변인인 농촌인

구, 고령화 변인은 농업생산성에 각각 통계적으로 1%, 10% 유의 수준 내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인구 유출에 한 변인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농촌인구의 규모가 증가하면 노동력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액이 증가할 개연성도 존재하였지

만, 농업구조 변화에 따라 농업활동이 아닌 농외활동의 비중이 높은 겸업농가가 농촌지역에서 증가

하고 있는 현상에 의해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 변인의 경우 고

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체적으로 고령화율이 

1% 증가하는 경우 농업생산성은 약 0.3% 수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8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을 모형 내 동시에 고려한 것은 교통 접근성에 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함과 동시에, 교통 인프라별 영향력

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9  SDM 모형의 경우에는 가 모형 내에 포함되어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과 식별로 인한 추정치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편의성과 관찰불가능한 요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Lesage  

and Pa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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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생산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농업생산성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를 변하는 재정자립도와 3차산업 변인은 각각 부(-), 정(+)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3차산업 변인의 경우에는 예측한 것과 상이하

게 정(+)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화와 같은 가치사슬을 연계한 형태가 농촌지역

에 도입되어 농촌관광, 농산물 가공 등 3차산업과의 결합이 농업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나, 관광 및 가공 등을 제외한 고유한 3차산업의 지역 내 비중은 1차산업의 확 를 억

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면적은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1% 

수준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농지면적 1%의 증가는 농업생산성 0.5%의 상승

을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농업생산성 증 에는 다양한 관련 산업의 육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농업생산의 본원적인 역할을 하는 농지면적의 확보가 중요함을 추

측할 수 있다. 이는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업생산성 증 를 도모하는 

농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목변인인 논벼, 채소 및 산나물의 경우에는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

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핵심인 접근성 변인의 경우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은 각각의 개별모형과 두 접근

성을 모두 통제한 모형 모두에서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계적

으로 모두 10% 이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을 모두 

통제한 모형의 경우에는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1% 변화에 농업생산성이 각각 –4.2%, 

-0.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도로 접근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철도 접근성에 비해 큰 것으로 예측된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통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 했음에도 이러한 공적 투

자가 농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2000년  이후 시행된 교통 SOC의 확충은 농촌지역에서의 농업활동을 위한 교통 접근성 개선과

는 유리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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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SAR SEM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혼합모형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혼합모형

농촌인구 -0.6817 *** -0.6903 *** -0.6853 *** -0.6680 *** -0.6827 *** -0.6768 ***

고령화 -0.0423 *** -0.0428 *** -0.0408 ** -0.0444 *** -0.0445 *** -0.0427 ***

인구유출 -0.0655 -0.0702 -0.0679 -0.0626 -0.0699 -0.0679
3차산업 0.0041 0.0040 0.0042 0.0045 0.0044 0.0045

재정자립도 -0.0043 -0.0040 -0.0039 -0.0044 -0.0039 -0.0038
농지면적 0.4221 ** 0.4113 ** 0.4158 ** 0.3816 ** 0.3699 ** 0.3746 **

논벼 -0.0011 -0.0012 -0.0013 -0.0010 -0.0011 -0.0012
채소, 산나물 -0.0012 -0.0010 -0.0012 -0.0012 -0.0010 -0.0011
도로 접근성 -2.6763 -2.4258 -2.1401 -1.9047
철도 접근성 -0.3838 ** -0.3647 * -0.3311 * -0.3161 *

rho -0.7734 *** -0.7784 *** -0.7804 ***

lambda -0.7919 *** -0.8022 *** -0.7773 ***

Log Likelihood 150.2991 160.1630 161.0537 159.2641  160.1910 160.8179
AIC -296.5983 -298.3259 -298.1075 -296.5281 -298.382 -297.6358 
BIC -241.9306 -243.6582 -238.47 -241.8604 -243.7143 -237.9983

Number of groups 152 152 152 152 152 152
Time Period 7 7 7 7 7 7

N 1,064 1,064 1,064 1,064 1,064 1,064

주 1)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에 대한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 내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2) *** p<0.01 ** p<0.05 * p<0.1.

표 7. 공간패널모형 분석 결과 



106 제43권 제4호

변인
SAC SDM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혼합모형 도로 접근성 철도 접근성 혼합모형

농촌인구 -0.6805 *** -0.6902 *** -0.6853 *** -0.6923 *** -0.6836 *** -0.6853 ***

고령화 -0.0431 *** -0.0436 *** -0.0411 ** -0.0310 * -0.0317 * -0.0297 *

인구유출 -0.0656 -0.0710 -0.0682 -0.0311 -0.0343 -0.0257
3차산업 0.0042 0.0042 0.0042 0.0044 0.0039 0.0045

재정자립도 -0.0044 -0.0040 -0.0039 -0.0016 -0.0014 -0.0016
농지면적 0.4123 ** 0.3985 ** 0.4125 ** 0.5302 *** 0.5158 *** 0.5255 ***

논벼 -0.0010 -0.0012 -0.0012 -0.0011 -0.0015 -0.0014
채소, 산나물 -0.0012 -0.0010 -0.0012 -0.0020 -0.0018 -0.0020
도로접근성 -2.5496 -2.3874 -4.5177 ** -4.2779 *

철도접근성 -0.3680 * -0.3612 * -0.5329 ** -0.5113 **

W*독립변수
농촌인구 -0.7324 -0.4926 -0.6670
고령화 -0.4197 ** -0.4011 ** -0.4134 **

인구유출 -0.5478 -0.7602 -0.6849
3차산업 0.1299 * 0.1134 0.1338 *

재정자립도 0.0570 * 0.0628 * 0.0579
농지면적 -3.3003 * -4.0060 ** -3.5725 *

논벼 0.0243 0.0197 0.0222
채소, 산나물 -0.0141 -0.0133 -0.0131
도로 접근성 23.4805 22.7096
철도 접근성 1.1326 1.0651

rho -0.5740 -0.5272 -0.7216 -1.0449 *** -1.0340 *** -1.0665 ***

lambda -0.1750 -0.2295 -0.0537
Log Likelihood 159.3777 160.2723 161.0693 167.0330 167.6068 169.4645

AIC -294.7554 -296.5446 -296.1385 -294.0659 -295.2137 -294.929
BIC -235.1179 -236.9071 -231.5313 -194.6701 -195.8179 -185.5936

Number of groups 152 152 152 152 152 152
Time Period 7 7 7 7 7 7

N 1,064 1,064 1,064 1,064 1,064 1,064

주 1)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에 대한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을 
수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 내에서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2) *** p<0.01 ** p<0.05 * p<0.1.

표 7. 공간패널모형 분석 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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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의 W*는 독립변인들의 인접지역에 한 공간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부분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인과관계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

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변인과 접근성 변인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한 영향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지역의 재정자립도 증가는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2, 3차 산업이 발달된, 도시화 면모를 보이는 시

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지역에 가까운 농촌지역일수록 농업보다는 인접지역에

서 비농업 소득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생산성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

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정지역의 농지면적은 그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반 로 인접지역

의 농업생산성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면적이 클수록 농업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농업소득 창출 기회가 더 많은 인근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

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의 주변 지역에 한 공간적 자기상관성은 앞서 분석된 독립적인 효과

와는 반 로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음에도 결과의 함의를 서술

하면, 특정 지역의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면 인근지역의 농업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간적 측면에서 도시적 특성이 강한 철도 정차역의 특성상 지역 자체에서의 농

업생산성은 부(-)의 효과를 가지지만 철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도로망이 연계된 주변지역의 경우 철

도 접근성의 제고가 농업생산성의 제고로 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도로와 철도 모두에서 도시적 특성이 강한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자체

에서의 농업생산성 증 에는 부(-)의 효과가 있는 반면 인접지역의 농업생산성 증 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도로 접근성과 철도 접근성 모두 인접지역으로의 영향에 

한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도로 접근성의 효과가 공간적 제한을 가진다는 것

을 나타내며, 특정 지역과 인접 지역들의 경우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의 도로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시장경쟁력 우위가 주변지역의 기회 상실로 귀결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반면 철도가 가지는 광역 운송의 특성상 한 지역에서의 접근성 개선은 정차역이 위치

한 해당 지역보다는 인접한 주변 지역에서의 경제적 편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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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망 구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함의로 판단된다.

한편, Lesage and Pace(2009)는 공간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간계량모형의 자체 분석 결과

보다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에 한 분석을 통해 지역 간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철도 접근성에 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가 농업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식 (8)을 이용하였다.

(8)  





















  
   






 








   

  

식 (8)에서 지역 내 특성이 지역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식 우측 행렬의 의 평균이며, 

지역 내 특성이 타 지역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행렬을 제외한 행 값(또는 열 값)의 

평균을 의미한다(Lesage and Pace 2009).

<표 8>은  종속변인의 공간적 자기상관성(rho)에 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SDM과 SAR을 

적용해 직접 및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독립변수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통해 

인접지역에 한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SDM모형의 경우 식 (8)을 그 로 적용하면 간접효과가 중

복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SDM모형은 직접효과만을, 그리고 SAR모형은 직접 및 간접

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SDM모형의 경우 도로 및 철도에 한 직접효과는 두 모형 모두에서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

로 드러났으며 이것은 10% 또는 더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SAR모형의 경

우 철도 접근성은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했으나, 도로 접근성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AR모형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추정에서는 철도 및 도로 접

근성 모두에서 정(+)의 효과가 추정되었으나 그 크기는 직접효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총 효과는 철도 및 도로 접근성 모두에서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나, 직접효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은 10% 수준에서 철도 접근성의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도로 및 철도의 접근성 변화가 농업생산성에 부(-)의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앞선 공간회귀모형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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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SDM SAR

직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도로 접근성 -4.2948 * -2.2730 0.9768 -1.2962
철도 접근성 -0.5167 ** -0.3588 * 0.1545 * -0.2043 *

주:  ** p<0.05 * p<0.1.

표 8.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6. 결론

교통 SOC는 다양한 경제 주체의 생산·소비 활동과 산업 전반에 지 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이다. 교통 SOC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수행되

어 왔다. 하지만 교통 SOC의 농업 부문 효과를 규명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부족한 형편

이다. 이것은 교통 SOC가 주로 도시와 관련된 변수라는 학술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측면과, 응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축 및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교통 SOC 투자가 지역의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접근성 개선이 농

촌지역의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주요 자료로 2010~2016년 기간에 

한 통계청의 시군 집계자료와 교통연구원의 교통 접근성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공간자

료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패널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이 중 공간더빈모형(SDM)을 중

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상 기간 동안 교통 SOC 

투자에 따른 교통 접근성의 변화는 수혜 지역 농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는 SDM 모형 외에도 합동 OLS, GLS와 공간패널모형인 SAR, SEM, 

SAC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것은 교통 SOC 투자를 통한 접근성 개

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적 투자가 농업 부문에는 영향이 없었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는 것을 시사한다. 즉, 도로 및 철도와 같은 교통 SOC의 확충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업 활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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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접근성 개선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

만 철도가 가지는 광역 운송의 특성상 한 지역에서의 화물 및 여객의 접근도 개선은 정차역이 위치

한 거점지역보다는 주변지역에서의 경제적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신규 철

도건설 또는 기존 노선에서의 정차역 증설 시 주변 농촌지역과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계도

로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결과는 향후 농촌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망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함의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통 SOC 정책은 총량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효율성 

측면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 왔다. 교통 SOC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공간적 측

면에서의 공정한 시장진입에 한 보장과 이를 통한 지역 간 격차의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교통 SOC 분야에 막 한 재정을 투입해 왔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

다. 하지만 교통 SOC 확충을 통한 교통 접근성 개선 노력은 농촌자치단체의 지속적 발전에 동력원

이 되는 농업의 생산성 제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정책 방

향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물류이동의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큰 영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건설과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 등 도시 중심 교통 SOC 

투자로 인해 농업 및 농촌 부문에서의 인프라 구축에 한 고려가 미비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으로서의 농업 그리고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특이성에 한 고려 없이 

현재와 같은 교통 SOC 정책이 지속될 경우 산업 및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은 여전히 농촌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산업이다. 따라서 교통 SOC 투자가 지역 간 균형발

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으로의 농업 그리고 공간

으로의 농촌에 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막 한 예산의 교통 SOC 

투자를 통한 시장 접근성의 기회가 농민과 농촌을 기반으로 한 자치단체들에도 공정하게 배분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교통 SOC 투자가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공

간패널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다음

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먼저, 이용 가능한 자료 구독의 제약에 따른 한계이다. 패널자료 구성

에 활용 가능한 변인 등의 한계로 인해 지역 농업생산성을 변하는 변인으로 노동생산성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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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토지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등 모든 생산요소를 반영하여 총요소생산성을 종속변인으로 활

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생산성 계측에 지역의 작목 비중과 같은 실제 영농의 특성, 연도별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액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시군 수준보다 세분화된 읍면 수준의 지역자료 활용은 보다 차별화된 연구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무엇보다 교통 SOC 투자의 효과는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라 생

산성 유발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농업생산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과 이하인 지역을 구분한 분석은 교통 SOC 투자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한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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