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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의 발달과 상업농의 증

가는 농산물 유통체계의 광역화를 가져왔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

리를 점차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복잡한 유통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유

통체계의 광역화는 지역 농가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소비자에게는 농

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유통구조 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방안이 농산물 직거래이다. 직거래 유통과

정에서는 중간 유통비용이 감축되기 때문에 농가의 판매 소득이 증대되

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신뢰를 쌓고 거래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

전성 문제도 해결된다. 또한 기존 유통방식과의 경쟁으로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더 나아가서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지

역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로컬

푸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로컬푸드의 주요 공급방식인 농산

물 직거래는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직

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에 대

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들을 도

출하고,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 소득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 다. 먼저 농

가의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위계로짓모형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특히 지역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직거래 

유통을 인식하여 직거래 선택에 미치는 지역환경의 향력을 파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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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농가의 농산물 판

매금액에 미치는 농산물 직거래의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통

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농업부문 2010년 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전체 농가의 19.9%가 직거래 방식으로 농산물

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벼, 채소, 과수와 같은 작물보다는 

특용작물, 약용작물 같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직거래 유

통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와 강원 지역의 직거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전체 약 70% 농가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속하고 있었다. 직거래‧직판

장 사업을 운 하는 농가 비율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증가할수록 높

아졌으며, 판매금액에 따라 생산 농산물 품목의 비율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위계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 1개의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계수가 유의하게 도출되

었다. 경 주가 여성이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업 면적이 작고 고부

가가치의 작물을 생산할수록 직거래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적으로는 농가 비율이 낮을수록, 재래시장이 많고 산지유통시

설이 없을수록, 대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직거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유통시설입지와 시장접근성이 직거

래 유통에 주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농촌관

광사업과 지역축제가 활발할수록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

어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접촉 기회 증가가 직거래 선택으로 

이어짐을 시사해준다. 이로서 이와 같은 지역환경 요인들이 농산물 직거

래 선택에 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판매금액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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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순서형 로짓모형 추정 결과 직거래‧직판장 사업 운 이 농산물 

판매금액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컴퓨터 활용과 생산자조직 참여도 농산물 판매금액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습득 및 홍보와 판

매, 생산자조직 참여를 통한 정보교류 및 공동작업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유통‧판매를 유도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째, 농산물 직거래는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확실하나 기존 유

통체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직거래 활성화를 꾀함에 

있어서 유통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합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직거래 유통 비율은 지역의 농업․유통환경에 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심층 분석 후에 적합한 직거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거래 활성화에는 농촌관광사업과 지역축제 등

의 도농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

며, 정보인프라 구축과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직거래 활성화가 현실이 된다면 개별 농가를 넘어 농촌경제․
사회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가 전수 자료를 활용하여 농산물 직거래에 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도출하 으며, 직거래가 농업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

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부

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농산물 직거래에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지역환경 요인들을 전부 고려하지는 

못하 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선택하는 농가의 특성을 배제한 채 농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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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은 판매금액을 올린 하나의 판매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 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보완되

어 더욱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주요어 : 농산물 직거래, 로컬푸드시스템, 유통구조 개선, 농업 소득 

향상, 위계로짓모형, 순서형 로짓모형

◆ 학번 : 2012-2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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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은 농업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의 발달은 농산물의 대량 생산과 광역적 유통을 가능하게 하 으며, 

그 결과 현재의 전국적인 농산물 유통체계가 형성되었다(정은미, 

2011). 농산물 생산지의 인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최

소 3단계 이상의 과정(생산자→도매상→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을 

거쳐 농산물이 유통되기 시작하 다. 이후 1980년대에 농산물 수입개방

과 세계화로 인해 농산물 유통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무역

기구(WTO) 체제 하에서 국가를 넘나드는 농산물의 대량유통이 이루어

지면서 어디에서든지 쉽게 수입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산물 유통체계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농산물을 언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권이 광역화 되면서 단

순했던 유통구조는 점차 복잡하게 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장거리 이동

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농산

물은 여러 단계의 유통시설을 거치게 된다. 유통과정이 복잡해질수록 유

통업체에게 돌아가는 중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수익은 줄

어들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복

잡한 유통과정과 국가를 넘나드는 장거리 이동은 부패되고 변질되기 쉬

운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즉, 유통체계의 복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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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를 확대시킴으로

서 지역 농가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에 대한 불안

감을 안겨주게 되었다(김종덕, 2009; 홍경완 외, 2009; Ilbery and 

Maye, 2005). 이러한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꾸준

히 등장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 직거래 유통이다. 최근에는 로컬푸드시스

템과 같은 대안식품네트워크가 더욱 주목을 받으면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산물 직거래가 기존 유통방식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상

업농 증가에 따른 과잉생산과 수입개방으로 인한 식품 안전성 문제 인식 이

후이다(박법제, 2009).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 상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과 불공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유통구조에 대한 대안

적 경로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박철‧김형탁, 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장려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복잡한 유통단계에 따르는 중간 유통 비용이 없

기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은 더욱 높은 농산물 판매 수익을 얻게 되고 소비

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게 된다. 또한 유통과정이 투명한 직

거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 안에서 신

뢰를 축적하여 새로운 대안식품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더 나

아가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자연스

럽게 도농교류를 촉진시키고 농업 소득 향상을 이룸으로서 농촌 사회 ‧ 경제

를 활성화시킬 잠재성을 갖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유통망을 최소

한으로 단축한 직거래 기반의 로컬푸드시스템에서는 운송시간 ․ 거리를 줄이

고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교

류를 촉진하는 직거래의 특성을 사회적 거리의 축소라고 일컬으며 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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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더욱 강조한다(Ilbery and Maye, 2005). 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로

컬푸드시스템은 이러한 특성 덕분에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로도 인정받으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Hinrichs, 2000; Ilbery and Maye, 

2005; Marsden et al, 2000).

유통체계의 광역화로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농

산물의 품질을 넘어 생산 ‧ 유통 ‧ 소비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농산물 직거래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Ahearn and 

Sterns, 2013; Kirwan, 2006).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웰빙 열풍이나 

2000년대 멜라민 파동 등을 거치며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염려가 

증가하 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농산물 

직거래는 기존 유통방식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을 위해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지역 농산물의 공급 가능 수준과 

유통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존 유통체계가 하지 못한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거리 축소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정부와 지

자체에서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령 제정을 비롯하여 로컬푸드 직

매장 설치와 농촌관광 ‧ 지역축제를 통한 직거래 장려 정책 등을 통해 농산

물 직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은 직거래와 직판장이 

중심이 되는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

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사업팀을 꾸리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지역 차원의 직거래 활성화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산물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요인들이 농산물 직거래 유통에 

향을 주는 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선

택이 농업 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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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 관련 연구는 

1980년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직거

래에 관련된 연구는 개념 논의와 사례 조사 이상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연구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직거래 유통과 농업 소득 향상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

히 본 연구에서는 직거래 유통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농가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환경 특성도 포함될 것이라는 가설 하에서 직거래 유통의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고 어떤 지역환경 특성이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주는 

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수행된 농산물 직거래 관련 연구들에서는 설

명변수로 농가의 특성 요인만을 선정하 으며 지역환경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 차원의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직거

래를 인식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농가의 특성보다는 지역환경 요인의 향력

을 파악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연구 분석 시 농업환경과 

유통환경, 도농교류 등의 지역환경 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직거래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는 도농교류 활동이 실제로 직거래 선택에 

유의하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농산물 직거래가 농가의 농업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산물 직거래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가

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이다. 그동안 많은 문헌들에서는 농산물 직거래가 불

필요한 중간 유통 비용을 줄임으로서 농업 소득 향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언

급하며 농산물 활성화를 장려해 왔다. 그러나 직거래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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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농산물 직거래와 농가의 농업 소득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아직

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 소득 향상 효과를 가진

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유통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농산물 직거래의 농업 소득 향상 효과를 확인한 후에는 지역 차원에서의 지

역사회‧경제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춰 두 가지의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생산자 측면에서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주는 개별 농가 특성 및 지

역환경 요인을 도출한 후, 직거래 유통과 농산물 판매금액의 관계를 알

아볼 것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자료 구득이 용이한 2010년으로 설

정하 으며, 연구의 공간범위․단위는 전국 163개 시‧군으로 설정하 다.

직거래 유통 선택 분석의 지역 공간단위 설정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첫째, 생산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유통경로를 선택할 수 있

는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 단위여야 한다. 이는 충분한 규모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단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읍‧
면과 같은 소지역 단위 설정은 분석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

째, 유통경로 선택에 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

역 단위를 선정해야 한다. 지역환경 변수의 향력 분석이 의미 있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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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단

위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주요 생산지

와 소비지도 제대로 구분되지 않게 된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농산

물의 직거래 유통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주요 소비지인 

인근 대도시와의 거리를 언급하 다(Brown et al., 2006; Morgan and 

Alipoe, 2001). 이를 통해 주 생산지인 농촌지역과 소비지인 대도시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통합하는 시‧도 단위도 분석 단위로서 적합하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분석의 공간 단위는 유통경로를 

선택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며, 지역적 특성을 비

교적 잘 나타낼 수 있는 시‧군 단위로 설정하 다.

분석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농림어업총조사」의 2010년 데이

터를 사용하 다. 농림어업총조사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수행하는 전수

조사로서 기존에 따로 수행되어 온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

를 통합하여 실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농산물 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므로 어업 및 임업 부문을 제외한 농업부문(이하 농업총조사)의 자료

만을 활용하 다.

농업총조사의 조사 단위는 농업 생산 가구이며, 조사 대상 기준에 부

합하는 전국의 총 1,177,318개 농가를 모집단으로 한다. 농업총조사 원

시자료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개별 농가의 조사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조사 대상 농가들은 모두 고유의 가구키로 구분되며, 농

가가 위치한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지역 코드가 부여된다. 원시 자료는 

각 농가의 직거래 유통 여부를 알 수 있는 판매처 자료와 농산물 판매금

액 자료를 비롯하여 성별과 경력, 교육 수준과 같은 경 주 관련 정보, 

농업 면적과 재배 농산물 품목과 같은 농가의 농업 관련 정보, 그 외 컴

퓨터 활용 여부와 생산자 조직 참여 여부, 농업 관련 사업 운  여부 등



- 7 -

의 다양한 농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표 1-1 참조). 통계분석에

서는 이러한 다양한 조사 항목 중 일부 항목들을 추출하여 농업 생산자

의 직거래 유통 선택과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에 향을 주는 개별 농

가의 특성 변수로서 활용하 다.

농업총조사 자료는 전국의 개별 농가에 관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지역 단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는 별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직거래 유통 선택 분석의 변수로서 사용될 지역환경 

요인 정보는 기타 자료들을 일부 활용하여 구축하 다. 농업총조사 외에 

활용한 자료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년 자료와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한국도시통계연보」2010년 자

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농산물산지유통센터 현황」과 문화

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2010 문화관광축제 현황」자료가 있으며, 각 

자료가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 중 필요한 일부만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구분 내용

농

업

부

문 

조

사

조사대상 조사대상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전수 농가 가구 (1,177,318가구)

조사대상

기준

아래 조사의 대상 선정은 2010년 12월 1일을 기준일로 함

- 논이나 밭을 1,000㎡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1년 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조사항목

가구원 수, 경영주 성별 및 농업종사경력, 농산물 판매금액, 

재배 농산물 품목, 농지소유여부 및 농지면적, 시설종류 및 면적, 

친환경작물 수확여부, 농산물 판매처, 생산자조직 참여여부, 

농업관련사업, 전업 및 겸업 여부, 컴퓨터 활용 여부 등을 조사

출처: 통계청, 201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 개요를 바탕으로 정리.

표 1-1. 201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 개요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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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에 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과 직거

래의 농업 소득 향상 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음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를 다루는 다양한 문헌들을 고찰함으로서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 다. 또한 직거래의 농가 소득 향상 효

과와 사회적 거리 축소 효과를 설명하여 기존 유통체계의 보완책으로서 

농산물 직거래 유통의 필요성을 언급하 다. 연구 분석에 앞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고찰하 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 유통 결정 

요인 대한 선행연구들을 면 히 검토하여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대도시

와의 근접성, 생산자 단체의 형성 여부, 직거래 판매장 존재 여부 등이 

직거래 활성화에 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어 농가의 특성뿐만 아니

라 지역환경 요인도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직거래를 포함한 향 요인들의 구성과 분석 모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들을 분석 시에 참고하 다. 선행연구

를 고찰한 후에는 분석에 앞서 농산물 유통과 판매금액 현황을 대략적으

로 살펴봄으로서 직거래 유통 특성을 파악하고 농산물 판매금액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 다. 먼저 직거래 유통 선택에 

대한 지역환경 요인의 향력을 면 히 살피고자 개별 농가와 지역환경

의 두 수준으로 변수들을 구분하고 직거래 선택에 대한 각 변수들의 

향력을 분석하 다. 수준별 분석이 가능한 위계모형을 고찰하 으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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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가 이산형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위계로짓모형을 추정하 다. 다음

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유통이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판매소득의 관계를 분석하 다. 분석 모형은 

종속변수인 판매금액 분류를 고려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 다. 

두 가지 분석에서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하 고 추

가적으로는 기타 농업 ‧ 유통 관련 통계 자료를 사용하 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농업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경로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

출하 고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 소득 향상에 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다.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유통체계의 발달로 점차 복잡해져 가는 농산물 유통구

조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서 농산물 직

거래의 필요성이 대두 된 배경을 설명하 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에 

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직거래의 농업 소득 효과를 분석

함으로서 지역 차원에서 직거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는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 다. 제 2 장에서는 다양한 문헌 

고찰을 통해 직거래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농산물 직거래로 분류되

는 거래 유형과 그 특징을 정리하 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지역환경 요인들을 직거래 유통의 결정 요인으로 고려한 경우는 거의 없

었으며 직거래의 농업 소득 향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

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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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여 농산물 유통 특성

과 농산물 판매금액 분포 특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

해 지역환경 요인이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준다는 것과 

직거래가 농업 판매금액에 향을 준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제 4 장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선정하 으며, 위계로짓모형을 구축하여 개별 

농가와 지역환경의 두 수준으로 구분된 요인들이 농업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지

역환경 요인이 직거래 선택에 상당한 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제 5 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농가의 특성 요인들과 

함께 직거래‧직판장 사업 운 을 변수로 선정하고, 순서형 로짓모형을 구

축하여 농산물 직거래가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에 향을 주는지를 분

석하 다. 결과는 많은 문헌들에서 언급한대로 직거래가 농업 소득 향상

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에

서는 앞서 추정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농산물 직거래 유통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서 연구

를 마무리 하 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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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내용 제시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 및 특성 정리

- 직거래 활성화 방안, 직거래 결정요인과 소득향상효과에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농산물 유통경로 선택과 판매금액 분포에 대한 현황 분석

- 농가의 유통경로 선택과 판매금액 분포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 직거래 선택 비율의 공간분포 확인

직거래 유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 분석

- 종속변수 및 수준별 설명변수 선정 : 개별 농가 ‧ 지역 환경 수준

- 위계로짓모형(Hierarchical Logit Model) 구축

- 추정 결과 제시 및 결과 해석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과의 관계 분석

-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 선정

-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 구축

- 추정 결과 제시 및 결과 해석

결론 및 시사점 도출

-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시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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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이론 고찰

1)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 및 유형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늘 빠지지 않고 제

시되는 것이 농산물 직거래 유통방식이다. 농산물 직거래는 상업적 목적으

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과잉생산의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수

입개방이 시작되어 식품 안전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기존 유

통방식의 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박법제, 2009). 직

거래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유통 단계

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 ‧ 사회 ‧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Monson et al., 

2008; Morgan and Alipoe, 2001; Uematsu and Mishra, 2011).

‘농산물 직거래’라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83년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지침에서 직거래란‘생산자

가 직접 판매하거나 슈퍼마켓 및 직판장에 공급하는 거래’라고 정의하 다. 

이는 도매시장과 같은 중계 기구를 거치지 않으면 직거래로 여긴다는 것으

로서 직거래의 광의적 개념에 해당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직거래를‘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소매업체, 중간상인 

등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래 형태’라는 

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철‧김형탁, 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일반적으로 직거래의 협의적 개념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개개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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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간의 직접거래도 포함된다. 

따라서 생산자단체가 운 하는 꾸러미사업1)이나 아파트 부녀회와 농가의 

직접 거래도 생산자 ‧ 소비자 단체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직거래 유통에 

해당하는 것이다.

협의적 개념으로 정의되는 직거래의 유형에는 직거래장터 ‧ 직판장 ‧ 직

매장을 통한 직접 판매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꾸러미 사업 등이 있

다. 그림 2-1은 이러한 직거래 유형을 상업성 및 정보기술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공동체지원농업(CSA)2) 성격을 띠는 꾸러미 사업은 상업성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3.04.30.)의 그림을 재구성.

그림 2-1. 상업성 및 정보기술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직거래 유형

  

1) 꾸러미 사업이란 직거래의 하나로서 생산자 혹은 생산자단체가 매우 또는 격주 단위

로 일정 품목의 농산물을 박스에 담아 비용을 선납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이다.

2) 공동체지원농업(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CSA)이란 소비자들이 공동체 

지원농업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운 비용을 지불하여 농업을 지원하며, 수확기에 농산물

을 받아가는 농업의 형태로서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방법이다(박덕병, 

2005). 공동체지원농업의 운 에서 발생되는 위험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공동으로 부

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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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보기술 수준이 낮게 분류되는 반면 인터넷 직거래와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은 상업성이 높은 직거래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자 개인이 직접 온라인 직거래몰을 개설하여 운 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으며,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이 주체가 되

어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의 개설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 급식이나 꾸러미 사업 등이 주로 

행해졌지만 직접 직거래 사업을 운 하는 개인 생산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

라 상업적 성격을 가진 직거래 유형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 농산물 직거래의 특성

(1) 농산물 직거래의 이점과 한계점

농산물 직거래의 가장 큰 이점은 농업 소득의 향상 효과이다. 복잡한 

기존의 유통체계는 3단계 이상의 유통단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생산자가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유통단계에

서 발생하는 중간 유통 비용 때문에 낮은 판매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직거래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한다면 중간 유통 

과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농가는 보다 높은 판매금액을 얻을 수 있게 된

다(김경희‧박덕병, 2012; Govindasamy et al., 1999; Uematsu and 

Mishra, 2011). 특히 직거래 유통은 생산량이 적어 직접 생산 ‧ 포장하

는 것이 수월한 가족중심의 소농에게 더욱 장려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소규모 농장을 운 하는 농민들은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농산물 직

거래를 선택하고 있다(Bond et al., 2006; Monson et al., 2008).

농산물 직거래의 또 다른 이점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사회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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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여 거래함으로

서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행위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은 사회적 거리를 축소하여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향상시키며, 농

산물에 대한 정보교류와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더 나

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김남선‧이창수, 1998). 직거

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꾸러미 사업이나 자매결연을 통해 주기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하며,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농산물을 수확해보는 

농촌체험관광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농산물 직거래는 도농교류를 

촉진하는데도 긍정적인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직거래

는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할 잠재성을 가지며, 지역 

발전 전략으로까지도 제시되고 있다(김경희‧박덕병, 2012; Marsden et 

al, 2000). 농산물 직거래의 농업 소득 향상 효과와 사회적 거리 축소 

효과는 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푸드시스템의 연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직거래는 기존 유통체계를 대

체할 유통방식이 되지는 못한다(정찬길‧김기현, 1999). 농가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농

산물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또한 직거래 유통은 생

산 ‧ 포장 ‧ 유통의 과정을 모두 개별 농가 혹은 생산자단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직거래에 적

합한 농산물 가격책정방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직거래 유통 확

대의 걸림돌이 된다. 이렇듯 농산물 직거래 유통에는 해결하여야 할 한

계점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를 논할 때는 유통 방식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여 기존 유통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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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적 유통 방식으로서의 직거래 유통

최근에는 농산물 직거래를 단독으로 다루는 연구보다는 대안식량네트

워크3)나 로컬푸드시스템4)의 맥락 안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언급하는 연

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Ilbery and Maye, 2005; Kirwan, 2006; 

Marsden et al, 2000). 일부 연구자들은 직거래 유통 방식을 대안적 유

통 방식 혹은 로컬푸드의 공급 방식으로 인식하며 두 개념을 동일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Venn et al.(2006)이 정리한 로컬푸드시스템

의 유형을 보면 로컬푸드의 공급 방식이 직거래 유통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 참조). 네 가지 유형 모두 유통구조를 간소화하

여 사회적 거리를 축소한 형태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첫 번째

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거래 유통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안식량네트워크의 맥락에서 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다루는 

최근의 연구 흐름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가 갖는 농업 소득 향상 효과와 

사회적 거리 축소 효과는 대안식량네트워크, 특히 로컬푸드시스템에서 

더욱 강조되어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로컬푸드시스템의 속성을 설명

하는 다양한 이론 중의 하나인 유통망 단축(short food supply chains; 

SFSC) 이론을 통해 로컬푸드시스템 안에서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대안

적 유통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의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3) 대안식량네트워크는 로컬푸드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세계식량체계에서 발생하

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식량체계를 의미한다. 세계식량체계에서는 거대 

농기업과 곡물 메이저, 세계적인 식품 기업에 의해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이 이루어지

고 식량체계가 글로벌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식량체계 하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는 점차 증가하 고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김종덕, 2009).

4) 로컬푸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역 생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리적거리‧사회적거리의 축소를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소 애매한 물리적거리의 

개념보다는 사회적거리의 개념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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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설명 사례

소비자가 

곧 

생산자

• 소비자가 식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 건강한 생활양식 증진

 - 상업적 지향의 범위는 다양함

 - 생산물은 보통 지역에서 판매되지만, 특정집

단(저소득층, 소수민족)을 겨냥할 수도 있음

• 지역사회 공동텃밭

• 식품 협동조합(생협)

• 식품 자급 프로젝트

생산자-

소비자 

파트너십

• 농민과 소비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영농에 

따른 위험과과 보상을 공유

• 공동체 지원 농업

  (CSA)

직거래

• 농민이나 생산자가 중간 상인 없이 소비자에

게 직접 판매, 직접 대면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할 수 있음

• 농민시장(파머스마켓)

• 농가상점

• 박스 프로그램

• 생산자 협동조합

특산물 

소매

• 생산자가 기존 유통망을 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

 - 고부가가치, 고품질의 특산물을 판매하며, 관

광객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온라인 판매

• 특산물 도매

• 관광객 유치

출처: Venn et al.(2006), pp.256 의 내용 정리.

표 2-1. 로컬푸드시스템의 네 가지 범주

유통망 단축(short food supply chains; SFSC) 이론은 로컬푸드시

스템의 속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의 하나이다. 유통망 단축이란 

기존의 복잡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간소화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의 물리적 ‧ 사회적 거리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개념

이 다소 애매한 로컬푸드시스템 보다는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유통

망 단축의 개념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허남혁, 2009).

현재 농산물 유통체계 하에서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

가 매우 멀다. 긴 운송 거리와 시간은 농산물의 신선도를 낮춰 안전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때로는 탄소마일리지를 증가시켜 환경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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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유통망 단축의 초점은 긴 농산물 공급 체인

을 짧게 단축하여 소비자를 생산자에게 보다 가깝게 연결시키는 것이다. 

유통망 단축을 중시하는 로컬푸드시스템 하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높이며 기존의 유통체계에서 발생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로컬푸드시스템은 지역 경제도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

(Marsden et al. 2000). 또한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시스템이 성공적으

로 자리 잡아 생산과 소비가 연결된다면 농업 생산과 지역성의 긴 한 

결합을 통해 산업화 된 기존의 농업 관행을 자연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로 유도할 수 있는 잠재성도 가지게 된다

(Renting et al. 2003). 이러한 로컬푸드시스템의 특성은 앞서 언급한 

직거래 유통 방식의 특성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로컬푸드시

스템의 주요 속성이 유통망 단축이기 때문에 직거래 유통 방식의 특성과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로컬푸드의 주요 판매처인 직

거래장터와 직매장, 직판장이 모두 직거래 형태의 판매 경로이기 때문에 

직거래가 로컬푸드의 공급 방식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

Marsden et al.(2000)은 유통망 단축의 주요한 세 가지 타입을 제

시하 다. 첫 번째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대 일 

거래,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근접한‘지역’내에서 생산 ․ 유통된 제품의 

거래, 세 번째는 지역 외부의 소비자가 해당 지역 제품을 상표나 이미지

를 통해 인식하고 소비하여 지역 생산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받는 거래로

서 이 타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직거래다. 이들은 모두 사

회적 거리를 축소했다는 점에서 로컬푸드시스템에 해당하며, 이 중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는 직거래 유통이다. 이렇듯 농산물 직거래는 로컬

푸드를 공급하는 대안적 유통 방식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로컬푸드시스

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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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직거래의 선택 조건

농산물 직거래 유통은 농업 생산자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다. 

Monson et al.(2008)은 직거래에 대한 다양한 문헌들을 고찰하여 농산

물 직거래에 향을 주는 농가의 특성 8가지를 정리하 다. 농장규모, 

생산 농산물 품목, 가구규모, 경 주의 농업 경력 ‧ 성별 ‧ 교육수준, 농

가의 소득, 농산물의 유기농 인증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표 2-2 참조). 

이 중에서도 농장규모와 생산 농산물 품목이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농산물 직거래는 농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

확하여 선별 ‧ 포장 ‧ 배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농장 

규모가 작고 노동력이 풍부한 농가가 선택하는 유통방식이다. 또한, 쌀

이나 채소, 과수와 같은 일반 농산물 보다는 특용작물이나 약용작물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특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직거래 판매가 더 유

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농가의 입장에서 직거래가 농업 소득의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직거래 방식의 

유통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제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가 특성 설명

농장규모 농장규모가 클수록 직거래 유통 비율이 낮아짐

생산 농산물 품목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비율이 높을수록 직거래 비율이 높아짐

가구규모 가구 규모가 크고 노동력이 많을수록 직거래 비율이 높아짐

경영주의 경력 생산자의 농업 경력이 증가할수록 직거래 비율이 높아짐

경영주의 성별 여성이 경영하는 농장은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율이 높음

경영주의 교육수준 경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거래 비율이 높아짐

농가의 소득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직거래 비율이 높아짐

농산물의 유기농 인증 유기농으로 생산하지만 인증 받지 못하면 직거래에 의존함

출처: Monson et al.(2008), pp.2-4 의 내용 정리.

표 2-2. 직거래 유통 선택에 영향을 주는 농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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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는 지역의 환경과도 접한 관련을 맺는다. 시장접근성

과 사회적 접촉, 노동력 활용과 같은 요인들이 직거래 유통에 향을 주

며, 생산자단체의 판매장이나 직거래장터와 같은 유통시설이 직거래 판

매량을 좌우한다(정찬길‧김기현, 1999). 최근에는 농촌체험활동이나 도

농 간 자매결연, 지역축제와 같은 지역 도농교류 사업이 직거래 유통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농촌체험은 관광

객들의 산지 직거래를 촉진시켜 직거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하

다(안태 ‧김창곤, 2010; 정구조 외, 2010). 지역적 특성이 직거래 활

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향이 증명되면서 각 지자체는 지역 정책을 통

해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서는 1950년대, 국내에서는 농

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인식하게 된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로 한동안 연구가 뜸했지만 최근에는 도농교류와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직거래 관련 연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수행되어 온 농산물 직거래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농산물 직거래의 현

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농산물 직거래는 복잡한 농산물 유

통구조의 개선 방안으로서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직거래를 장려하며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 연구하 다. 둘째, 

농산물 직거래의 결정 요인 분석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소비자와 생산자 

각각의 측면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선택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여 농산물 직거래의 특성을 설명하 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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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셋째, 농산물 직거래의 

농업 소득 향상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직거래와 농업 소득

의 관계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직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 다. 이 절에서는 이 세 가지의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 농산

물 직거래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선행연구의 고찰 후에는 

본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함으로서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1) 농산물 직거래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직거래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오

랜 연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관련된 연구 문헌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Brown(2002)은 1940년에서 2000년까지의 농민시장 

관련 문헌들을 고찰함으로서 직거래 관련 연구 내용들을 정리하 다. 그

는 이 연구에서 농산물 직거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오지 못한 

것은 각 지자체마다 직거래에 대한 규정이 달라서 모든 연구자가 동의할 

만한 직거래의 정의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하 다. 또한 직거래와 관련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직거래에 대한 심층 분석 수행을 어

렵게 한다고 하 다. 

직거래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

다. 직거래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생산자와 소

비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한다는 개념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농산물 직

거래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실제적인 분석이 주가 되어 왔다. 

직거래 유통방식은 복잡한 유통체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

자들의 이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주로 직거래 활동의 현황을 살피고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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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런 특성은 국내 직거래 관련 연구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난다. 김남선‧이창수(1998), 김명환‧김병률‧정은미‧신승렬‧최지현

(1999), 박철‧김형탁(2001), 정찬길‧김기현(1999) 등을 포함한 국내의 

초기 직거래 연구자들 대부분은 현행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에 대한 대안으로 직거래를 제시하 다. 이들은 직거래 장터, 농협 상설

매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거래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직거래 지원 조례 마련, 협동조합의 협력, 도농교류의 활성화 등을 직거

래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 다(박법제, 2009; 박철‧김형탁, 2001;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12).

2) 농산물 직거래의 결정 요인 분석 연구

초기에 이루어진 직거래 관련 연구는 직거래의 개념과 현황, 활성화 

방안을 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간혹 소비자의 직거래 선호를 분석하

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직거래 연구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측면의 

연구는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지만 그동안 소비 측면의 연구에 비해 공급 

측면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Monson et al., 2008). 이는 소

비자 측면에서 직거래 선호를 조사하는 것이 직거래 공급자의 특성을 조

사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직거래 관련 자료가 증가하면서 공급자의 측면에서 직

거래 선택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1) 소비자 측면의 농산물 직거래 결정 요인 분석

소비자 측면의 농산물 직거래 관련 연구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이



- 23 -

루어진 연구는 농민시장 등을 이용하는 직거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직거래 소비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것이

다(Govindasamy et al.,1997; Onianwa et al.,2005; Thilmany et 

al.,2008).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 으며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중년층, 중산층 이상, 교육 수준이 높

은 여성일수록 직거래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소

비자들이 직거래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신선도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Brown, 2002; Govindasamy et al., 1997; Thilmany 

et al, 2008). 국내에서도 백승우‧김수현(2013), 이희찬(2009) 등에 의

해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직거래 구입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안전성, 품질성, 친환경성, 가격 등으로 나타났으며, 

직거래의 주요 경로는 인터넷, 농촌관광, 지역축제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모두 이산형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향력을 추정하는 로짓, 프로빗, 토빗 모형을 사용하 다. 김경희‧박덕병

(2012)의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과 다르게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직

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동기, 만족, 충성도의 관계를 분석하 고, 

성별 조절효과를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

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직거래 구매동기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만족

도와 충성도도 다르게 나타나 소비자의 성별을 고려한 세분화된 직거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 다.

이처럼 소비자 측면에서 농산물 직거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직거래 방식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특성과 직거래 구매동기

를 분석하 다. 연구의 결과는 직거래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

으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이 갖추어야 할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기여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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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자 측면의 농산물 직거래 결정 요인 분석

공급자 측면에서 농산물 직거래 유통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Monson et al.(2008), Detre et al.(2011), Uematsu and 

Mishra(2011)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공급자 측면의 직거래 

결정 요인 분석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Monson et al.(2008)은 버지

니아주를 대상으로 하여 직거래 판매에 향을 미치는 개별 농가의 특성

을 분석하 다. 그 결과 농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할수록,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하나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을수록,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직거래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의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

해 직거래 판매를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Detre et al.(2011)은 

설문조사를 통해 농가의 직거래 판매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

한 결과, 유기농 기법의 활용과 지리적 위치가 직거래 선택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비자들은 유기농 기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산자를 믿고 유기농 농산물을 직접 거래

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선호한다. 따라서 유기농 재배를 하는 농가

는 직거래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Uematsu and 

Mishra(2011)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

들은 농업 생산자의 직거래 결정에 향을 미치는 개별 농가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서 농가의 직거래 선택 조건을 파악하는데 기여하 다. 그러

나 분석 시 농가가 속한 지역환경의 요인은 고려하지 못하 다는 한계를 

갖는다.

국내외에서 지역환경이 직거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직거래의 성공 요인이나 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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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연구들은 존재한다. Brown et al.(2006)과 Morgan and 

Alipoe(2001)는 직거래의 성공 요인으로 대도시와의 근접성을 언급하

다. 이들은 소비지인 대도시에 근접할수록 직거래 활동이 증가한다고 

하 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정찬길‧
김기현(1999)의 연구에서는 소비지와의 접근성과 더불어 직판장의 설치

가 직거래 활성화에 향을 준다고 하 다. 또한 안태 ‧김창곤(2010)과 

정구조 외(2010)는 그들의 연구에서 도농교류와 농촌체험, 인터넷을 통

한 구매 경로가 직거래에 향을 준다고 언급하 다. 이 연구들의 내용

을 종합해 보면 대도시와의 근접성, 직판장의 유무, 도농교류와 농촌체

험 활동 활성화 등이 농업 생산자의 농산물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과의 관계 연구

농업 생산자가 농산물 직거래 유통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 

소득의 향상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다. 직거래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 경제적 효과이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 유통 관련 연구가 시작된 이

래로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과의 관계성을 언급한 연구는 끊임없이 

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관심도와 중요성에 비해 농산물 직거래 유통과 

농업 소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이 수행되지 않

았다. 이는 농산물 직거래 결정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Govindasamy et al.(1999)와 Uematsu and Mishra(2011)

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Govindasamy et al.(1999)은 농가의 수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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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거래 마케팅의 종류를 조사하고, 

이러한 마케팅 기법들이 농가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향을 주는지 파

악하고자 로짓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는 소비자 직거래, 농촌관

광사업과 같은 직거래 마케팅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의 생산, 

온실 운 , 그리고 농민 시장의 도시 내 위치와 같은 요인들이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Uematsu and 

Mishra(2011)의 연구에서는 직거래가 농가의 농산물 판매소득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회귀모형을 추정하 다. 7가지로 세분화 

된 직거래 유형 외에도 개별 농가 특성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의 결과는 농장 직매장 운 을 비롯하여 농장규모와 정

부지원, 인터넷 활용 등이 판매소득에 유의한 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분석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가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직거래의 소득 

향상 효과를 입증하는데 기여하 다. 

국외에서는 조금이나마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국내에서

는 아직까지 농산물 직거래와 농가의 농업 소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명환‧김병률‧정은미‧신승렬‧최지

현(1999), 정찬길‧김기현(1999) 등 대다수의 직거래 관련 연구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반 유통 방식에 비해 직거래 유

통 방식을 선택할 때 농가가 얻는 판매금액이 높다는 것만을 언급함으로

서 직거래의 농업 소득 향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농업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에 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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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도출하고,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 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

함에 있어서 개별 농가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환경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에 수행된 직거래 결정 요인 분석 연구들에서는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별 농가의 특성만을 고

려하 다. 그러나 최근 직거래 유통이 로컬푸드의 공급 방식으로 언급되

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사용되는 등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

우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 을 때 지역환경 특성

이 농산물 직거래 선택에 미치는 향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 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대도시 접근성, 지역의 유통환경, 도농교류

와 같은 지역적 특성이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친다는 언급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 향

상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와 농업 소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 다.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농가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여 직거래의 농

업 소득 향상 효과를 입증하고 농가 경제를 위해 직거래 활성화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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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산물 유통 및 판매금액 현황

이 장에서는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

하여 농산물 유통 및 판매금액의 현황을 파악하 다. 1절에서는 먼저 국

내 농산물 유통구조와 농가의 유통경로 선택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후 직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농가 특성별 직거래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직거래 유통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으며, 직거래 선택의 지역별 격차

를 확인하고자 직거래 비율의 공간분포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농가 특성별 판매금액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농산물 판매금액의 분포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1. 농산물 직거래 유통의 특성

1) 농가의 유통경로 선택 특성

농업 생산자가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2010년 농

업총조사에서 조사한 농산물 판매처5)는 농협‧농업법인, 소비자직거래, 

수집상, 정부기관, 도매시장, 산지공판장, 가공업체, 소매상, 친환경농산

물 전문유통업체, 기타의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표 3-1 참조). 이 중 

소비자직거래 항목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농산물 직거래이다. 본 연구

에서는 직거래를‘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거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농업총조사에서 분류한대로 직판장, 직매장, 통신‧우편‧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판매, 거리판매, 소비자 방문판매를 직거래에 포함한다.

5)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에 나타난 각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처는 판매 금액이 가장 

많았던 판매처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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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설명

도매시장
정부기관 또는 허가받은 개인이 양곡류, 청과류, 화훼류 등을 도매하기 

위해 개설한 시장

산지공판장
농축산물 주산지에서 생산자단체(농협 등)가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 ‧ 운영하는 지역 농산물의 집하식 경매장

농협‧농업법인
지역 농협,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농업 작업대행 등을 위해 설립

한 농업 경영조직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정부기관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공공비축의 목적으로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수집상
중간상인이나 밭떼기 등과 같이 산지에서 생산자로부터 농축산물을 수

집하여 도매시장(상) 등에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직거래
직판장, 직매장, 통신‧우편‧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판매, 거리판매 및 소

비자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판매

가공업체 농축산물을 변형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업체

소매상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기관

친환경유통업체 생협, 초록마을, 유기농 녹색가게, 유기농 하우스, 이팜, 올가 등

기타

(판매없음 포함)

대형 유통업체(할인점, 백화점), 대량 수요처(사업체 및 각종 기관‧단체 

구내 식당 등), 판매 없음 등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지침서, 2010년.

표 3-1. 농산물 판매처 분류

 출처: 한국비즈니스정보(2013), 「대한민국 유통지도」.

그림 3-1.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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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중앙집중형으로서 농산물이 서울 가락시장

과 같은 큰 도매시장에 집결했다가 다시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로 이

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산물이‘생산자 → 생산자

단체(지역농협)‧산지유통인(수집상)‧산지공판장 → 도매시장 → 소매상 

→ 소비자’의 과정을 거쳐서 유통된다고 알려져 있다(그림 3-1 참조).

실제 판매처별 농가 비율을 살펴보면 농협‧농업법인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의 비율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농협‧농업법인과 

수집상, 산지공판장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는 농가의 비율을 합하면 

48.0%, 여기에 도매시장까지 추가하면 53.1%에 이른다.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은 3단계 이상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전체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직거래를 농산물 판매

의 주요 경로로 선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농협‧농업법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직거래 유통이 기존의 중앙집중형 유통방식을 완전히 대

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판  

판매처 농가수 비율

도매시장 60,167 5.1

산지공판장 56,503 4.8

농협‧농업법인 375,711 31.9

정부기관 76,169 6.5

수집상 133,150 11.3

소비자직거래 234,540 19.9

가공업체 42,362 3.6

소매상 22,252 1.9

친환경유통업체 5,224 0.4

기타 (판매없음 포함) 171,240 14.5
합계 1,177,318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2. 농축산물 판매처별 농가 비율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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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수치는 판매를 하지 않는 농가를 포함하여 산

정한 것으로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구만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면 실제 

직거래 유통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주요 농산물 판매처를 제외한 나

머지 유통경로인 가공업체와 소매상, 친환경 유통업체의 비율은 매우 낮

게 나타나고 있다(표 3-2 참조).

농업 생산자의 유통경로 선택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2005년

과 2010년의 판매처별 농가 비율을 비교하 다6). 2005년에도 농협‧농
업법인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는 농가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직거

래가 17.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두 시점을 비교해 보면 농협‧농업법

인을 통해 유통하는 농가의 비율은 6.4% 정도,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

을 판매하는 농가의 비율은 2.4% 정도 증가하 다. 도매시장과 산지공

판장 유통 농가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정부기관이나 수집상 

유통 농가 비율은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그림 3-2 참조).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05-2010년.

그림 3-2. 판매처별 농가 비율, 2005-2010

6) 2005년과 2010년의 농산물 판매처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되는 항목만을 추출

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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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과 2010년 두 시점의 판매처별 농가 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소비자 직거래와 농협‧농업법인 유통 농가 

비율이 함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유통경로를 제외한 다른 

경로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농업 생산자의 주요 유통경로가 농협‧농업법인과 직거래 두 가

지로 좁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협 중심의 통합적 

유통과 직거래 유통을 장려하는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향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생산자조직과 법인 설립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작목반과 같은 농업 생산자조직이나 농업법인은 공동으로 생산 

‧ 출하 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자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기보다는 농협‧농업법인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자

체 브랜드나 유통망을 형성하여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더

욱 선호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농협‧농업법인과 소비자 직거래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나머지 유통경로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2) 농가 특성별 직거래 유통 선택 비교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 경로 중 농산물 직거래에 초점을 

맞춰 2010년 농업총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 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는 농장면적, 생산 농산물 품목, 경 주의 경

력 ‧ 성별 ‧ 교육수준 등이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준다고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는 농산물 품목과 경 주 특성별 직거래 유통 비율을 중점

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직거래 유통 농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다. 또

한 이를 통해 개별 농가의 특성 요인들이 실제로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미치는지 일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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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품목과 직거래 유통

농산물 품목이 직거래 유통에 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농산물 품목

별 직거래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 다.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산물 

품목을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과수, 약용작물, 화

초‧관상식물, 축산의 총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각 농산물 품목에 대한 

설명은 표 3-3에 제시하 다.

먼저 품목별 생산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산물 품목별 생산 

농가 비율을 살펴보았다. 논벼는 44.4%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품목은 채소‧산
나물(19.0%)과 과수(14.5%)이다. 주 식량인 쌀을 비롯하여 채소와 과

일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

다. 식량작물과 축산물이 9.9%와 6.9%를 차지하여 그 다음 순으로 높

다. 채소나 과일만큼 늘 섭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소비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생산 농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품목 생산물

논벼 논벼

식량작물 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밀, 호밀, 조, 수수, 메밀, 녹두 등

채소‧산나물
(채소) 배추, 무, 고추, 양파, 대파, 마늘, 시금치, 상추, 호박, 양배추 등

(산나물) 취나물, 도라지, 더덕, 두릅, 참나물, 둥글레, 고비, 참죽 등

특용작물‧버섯 (특용작물) 인삼, 참깨, 들깨, 땅콩

과수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 감귤, 자두, 매실, 살구, 밤, 호두, 대추 등

약용작물 오미자, 산수유, 산양삼, 헛개나무, 구기자, 수액 채취 작물 등

화초‧관상식물
(화초) 카네이션, 국화, 수선화, 장미, 백합, 안개꽃 등 절화류

(관상식물) 조경수, 분재, 야생화, 잔디 등

축산 한우, 육우, 젖소 암컷, 돼지, 닭, 오리, 염소, 토끼, 사슴, 개, 꿀벌 등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지침서, 2010년.

표 3-3. 농산물 품목 구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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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용작물‧버섯과 약용작물, 화초‧관상식물, 기타작물은 3.0%이하

의 낮은 비율을 보인다(그림 3-3 참조). 특히 약용작물은 총 재배 농가

가 7,290가구로서 전체 농가의 0.6%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용작물과 약용작물은 고부가가치의 특수작물로서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배 면적도 넓지 않고 재배량도 매우 작은 특징을 보

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그림 3-3. 농산물 품목별 생산 농가 비율

품목 총농가 직거래농가 비율

논벼 523,153 67,258 12.9

식량작물 115,978 37,893 32.7

채소‧산나물 223,873 61,299 27.4

특용작물‧버섯 28,063 11,599 41.3

과수 170,237 34,709 20.4

약용작물 7,290 2,742 37.6

화초‧관상식물 18,635 3,437 18.4

기타작물 8,934 2,194 24.6

축산 81,155 13,409 16.5

합계 1,177,318 234,540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4.  농산물 품목별 소비자 직거래 비율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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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목별로 소비자 직거래 유통 비율을 비교한 결과 품목별 직

거래 비율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논벼는 생산 농가 수에 

비해 직거래 농가가 매우 적어 직거래 판매 비율이 12.9%로 나타난다. 

반면 식량작물과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30.0%

를 상회하고 있다(표 3-4 참조). 그 외의 나머지 품목들은 평균 직거래 

비율인 19.9%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리해 보면 논벼는 생산 농

가 비율은 높지만 직거래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특용작물과 약용작

물은 생산 농가 비율은 매우 낮지만 직거래 비율은 높게 나타나면서 품

목별 직거래 비율과 품목별 생산 농가비율이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논벼와 같이 보다 넓은 지역에서 대량생산 ‧ 유통되는 구조를 

갖는 농산물은 직거래 비율이 낮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지역이 

한정되어있고 생산량이 적은 특수농산물의 경우 대량 유통보다는 구매를 

원하는 일부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직거래 비

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농산물 품목에 따른 직거

래 유통 비율의 차이는 농산물 품목이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

(2) 경 주 특성과 직거래 유통

① 경 주의 성별에 따른 직거래 유통 비율

농가의 경 주 성비를 살펴보면 경 주가 남성인 농가는 전체의 

81.5%, 경 주가 여성인 농가는 전체의 18.5%를 차지한다. 이는 농가

의 운 을 남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 주 성별에 따른 직거래 비율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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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총농가 직거래농가 비율

남성 959,064(81.5) 182,461 19.0

여성 218,254(18.5) 52,079 23.9

합계 1,177,318 234,540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5.  경영주 성별에 따른 소비자 직거래 비율               (단위: 가구, %)

여성이 농가를 경 하는 경우의 직거래 유통 비율이 23.9%로 남성이 

경 하는 경우 19.0%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표 3-5 참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통경로 선택에 있어서 더 많은 유연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② 경 주의 연령에 따른 직거래 유통 비율

경 주 연령별 농가 비율을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경 주가 20대인 농가는 

전체의 0.1% 정도로 매우 적지만 30대는 2.7%, 40대는 11.9%, 50대

는 24.4%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경 주가 60대인 농가는 29.9%로 전 연령 중에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인다. 70대도 26.7%의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60대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한 수치이며, 80대 이상이 농가를 운 하는 비율은 이전 연령

대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여 4.2%가 된다(그림 3-4 참조).

농가 비율은 경 주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만 경 주 연령

별 직거래 유통 비율을 보면 연령에 따른 직거래 유통의 차이가 거의 나

타나지 않는다. 모든 연령에서 평균 비율인 19.9%를 크게 벗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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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경 주의 연령에 따라 직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직거래 유통 비

율을 보이는 경 주 연령은 80대 이상으로 21.6%이며, 가장 낮은 직거

래 유통 비율을 보이는 연령은 20대로 16.8%이다(표 3-6 참조). 그러

나 두 연령층의 비율 차이도 5%가 채 안 되는 작은 수준이다. 일반적으

로는 경 주가 어릴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농산물 유통과 농업 소득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유통경로 선택에 있어서 유연함을 보인다고 알

려져 있다. 또한 직거래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경

주 연령이 어릴수록 직거래 유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그림 3-4. 경영주 연령별 농가 비율

연령 총농가 직거래농가 비율

20-29세 1,696 285 16.8

30-39세 31,447 5,611 17.8

40-49세 140,479 28,076 20.0

50-59세 287,139 58,685 20.4

60-69세 352,427 69,494 19.7

70-79세 314,403 61,636 19.6

80세 이상 49,727 10,753 21.6

합계 1,177,318 234,540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6.  경영주 연령별 소비자 직거래 비율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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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경 주의 연령이 직거래 유통의 선택에 큰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 주의 연령이 농산물 직거래 

유통 선택에 미치는 향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분석 할 것이다.

③ 경 주의 농업종사경력에 따른 직거래 유통 비율

경 주의 농업종사경력별 농가비율을 보면 전체 농가의 76.5%는 경

주의 경력이 2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 종사 기간이 5년 미

만, 5-10년, 10-15년, 15-20년인 경 주는 각각 5.1%, 6.6%, 7.8%, 

4.2%의 비율을 차지하며, 이를 전부 합쳐도 23.6%로서 20년 이상의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그림 3-5. 경영주 농업종사경력별 농가 비율

연령 총농가 직거래농가 비율

5년 미만 59,894 16,251 27.1

5-10년 77,298 22,769 29.5

10-15년 91,905 24,559 26.7

15-20년 48,984 11,214 22.9

20년 이상 899,237 159,747 17.8

합계 1,177,318 234,540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7.  경영주 농업종사경력별 소비자 직거래 비율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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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가진 경 주 농가 비율의 1/3도 채 되지 않는다(그림 3-5 참

조). 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농가 경 주가 적은 이유는 부모에 이어 

자녀가 농업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경 주 자리는 부모가 계속해서 맡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 주의 경력은 세대교체가 일어나 자녀가 경 주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길게 유지되는 것이다. 더욱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경력이 짧은 농민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경 주의 농업종사경력별 직거래 유통 비율을 살펴보면 경력 5년 미

만의 경우(27.1%)를 제외하고는 경 주의 경력이 길어질수록 직거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5-10년 경력 경 주의 직거래 선

택 비율은 29.5%이다. 10-15년 경력의 경 주는 26.7%, 15-20년 경

력의 경 주는 22.9%의 비율로 직거래를 선택한다. 20년 이상의 경력

을 가진 경 주가 운 하는 농가 비율은 매우 높지만, 직거래 유통 비율

은 17.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표 3-7 참조). 경력이 5년 증가할

수록 적게는 2.8%, 많게는 5.1%씩 직거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생산량이 적어 대량유통 경

로보다는 직거래 유통을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경력이 짧은 농업 

경 주의 경우에는 유통경로 선택의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경력이 긴 경

우 보다 직거래 유통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

농산물 직거래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농산물 직거래는 일반적인 농

산물 품목에서 보다는 고부가가치의 특수 농산물 품목에서 더 많이 일어

난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는 경 주가 남성인 경우 보다는 여성인 경우

에 더욱 선호되며, 경 주의 농업종사경력이 짧을수록 직거래 유통에 적

응하기가 쉽다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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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직거래 유통 선택 비교

(1) 시‧도별 직거래 유통 선택 비교

시‧도별 직거래 유통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지역별 농업 생산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시‧도별 농가 비율을 살펴보았다. 농가 비

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지역 간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농가 비율

이 가장 높은 경북 지역은 17.1%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14.5%인 전

남, 12.9%인 충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외 경남과 경기도도 10%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0.4%인 서울이며, 부산과 대전, 울산도 1.0% 이하의 낮은 농가 비율을 보

인다. 대체로 농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지역

이며,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들은 농가 비율이 1.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다. 제주(3.2%)와 강원(6.2%), 충북(6.8%) 지역은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

시는 아니지만 다른 도지역과는 다르게 10%가 넘는 높은 농가 비율을 보이

지 않는다(표 3-8 참조). 이 지역들은 농업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서 농업 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농가의 비

율을 비교하 다. 직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37.3%인 울산으로 나타

났으며, 대전(34.5%), 인천(34.4%), 부산(32.9%), 대구(32.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제주는 직거래 농가 비율이 가장 낮은 5.4%로 

타 지역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제주 다음으로 농가 비율이 낮은 

지역은 14.9%인 충남이며, 전남(15.3%), 경북(16.2%), 경남(18.3%) 역시 

직거래 농가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그 외의 나머지 지역들은 평균 직거

래 농가 비율인 19.9%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표 3-8 참조).



- 41 -

지역별 농가비율과 직거래 농가비율의 차이를 함께 보면 둘의 경향이 정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

시 지역은 농가 비율은 낮지만 직거래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도 단위의 지역들은 농가비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직거래 농가비율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직거래 유통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농업 활동이 적

고 농업 규모가 작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량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협‧
농업법인이나 공판장, 도매시장을 통한 대량유통보다는 직거래 유통을 선택

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유통방식보다 직거래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에 대규모 농업이 이루어지는 농

촌의 경우에는 중간 상인을 거쳐 도매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하는 방식

을 많이 택하기 때문에 직거래 유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시도 총농가 농가비율 직거래농가 직거래농가비율

전국 1,177,318 100.0 234,540 19.9

서울 4,123 0.4 1,146 27.8

부산 8,457 0.7 2,783 32.9

대구 16,974 1.4 5,557 32.7

인천 13,835 1.2 4,758 34.4

광주 13,079 1.1 2,706 20.7

대전 8,914 0.8 3,078 34.5

울산 12,124 1.0 4,522 37.3

경기도 135,332 11.5 37,788 27.9

강원도 72,472 6.2 21,991 30.3

충북 79,963 6.8 17,852 22.3

충남 151,424 12.9 22,549 14.9

전북 109,433 9.3 23,072 21.1

전남 170,213 14.5 26,060 15.3

경북 201,651 17.1 32,720 16.2

경남 141,431 12.0 25,915 18.3

제주 37,893 3.2 2,043 5.4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8. 시‧도별 소비자 직거래 비율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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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별 직거래 유통 선택 비교

직거래 유통 비율의 지역적 격차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163개 시‧군별 직거래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직거래 유통 비율을 시각

화한 도면(그림 3-6)을 보면, 소비자직거래 비율이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

게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대도시 지역 위주로 

직거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

나 그 외 대부분의 비도시 지역들은 대체로 낮은 비율을 보여 대도시와 비

도시 지역 사이에 상반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가평군으로 74.0%이고, 경기도와 강원도의 다수 지역과 경남 양산

시(47.8%), 경북 울릉군(41.9%)도 40.0%를 상회하는 높은 직거래 비율을 

나타낸다. 울산, 전북 무주군과 진안군, 충남 단양군도 모두 35.0% 이상의 

직거래 비율을 보이며, 수도권과 대도시들도 비교적 높은 직거래 비율을 보

이고 있다. 반면에 직거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신안군(3.0%)을 비롯한 전

북, 전남, 경북 대부분의 지역들이며, 제주도 지역은 10.0%가 안 되는 매우 

낮은 직거래 비율을 보인다(표 3-9 참조). 이처럼 직거래 비율은 지역에 

따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거래 비율이 이런 공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직거래 유통의 선택이 농업 

규모와 생산량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 규모가 작고 소비자가 

많은 대도시는 직거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농업 규모가 크고 대량 

유통이 이루어지는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율이 낮으며, 다른 

유통경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강원도의 직거래 비율이 높게 나

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농산물 품목의 향일 것으로 추측된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논벼나 채소‧산나물과 같은 일반 작물의 생산 비율이 낮고 식

량작물이나 특용․약용작물과 같은 특수 작물의 생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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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고부가가치의 특수 작물 생산은 높은 직거래 비율로 이어진다.

앞서 직거래 유통은 지역의 농업 규모나 생산 농산물 품목 등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그 비율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분포한다고 설명하 다. 이

런 이유로 직거래 유통과 상반되는 특성을 갖는 기존 유통경로의 비율은 직

거래 비율과 반대되는 지역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확

인하고자 농협‧농업법인 유통 비율의 163개 시‧군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

다. 분포를 시각화하여 나타낸 도면(그림 3-7)만을 보더라도 직거래 비율 

분포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협‧농업법인 비율이 높

은 지역은 대체로 국토의 서쪽에 집되어 있다. 반면 동쪽에 위치한 강원

도와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

는 지역은 75.2%인 강원 철원군이며, 경남 남해군(72.0%), 전남 신안군

(68.1%)의 순으로 높다. 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경기 과

천시로 2.39%이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북 군위군(4.1%), 강원 태백시

(4.1%)과 동해시(5.4%), 경남 거제시(6.2%) 등도 낮은 농협‧농업법인 비

율을 보이고 있다(표 3-10 참조). 직거래와 농협‧농업법인 비율의 상‧하위 

지역들을 살펴보면 서로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

제로 두 유통 경로의 지역별 비율에 대한 상관분석을 수행해보면 상관계수

가 -0.57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4 보다 큰 수치를 보이

면 두 요소 간에 상관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직거래 유통과 농협‧농업법인 유

통 간에는 서로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직거래 유통은 소량

의 농산물이나 고부가가치 작물인 경우에 주로 선택되는 유통방식이며, 농

협‧농업법인은 관행 유통방식으로서 대량 농산물, 일반 작물인 경우에 보편

적으로 선택되는 유통방식이라는 점에서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

처럼 유통경로 선택 비율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지역의 농업 특성

에 따라 분포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역환경의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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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시‧군별 직거래 비율

상위 지역 직거래 비율 하위 지역 직거래 비율

1 경기 가평군 74.02 149 경남 합천군 9.76

2 강원 동해시 63.25 150 경북 상주시 9.74

3 강원 속초시 52.90 151 전남 나주시 9.60

4 경기 광명시 51.50 152 충남 부여군 9.27

5 경기 의왕시 50.53 153 경남 의령군 9.20

6 경기 양주시 49.28 154 강원 철원군 9.01

7 경남 양산시 47.75 155 경북 의성군 7.77

8 경기 동두천시 46.35 156 제주 제주시 7.33

9 강원 삼척시 44.24 157 경남 남해군 7.09

10 강원 강릉시 44.24 158 전남 해남군 7.06

11 경기 안양시 42.86 159 전남 무안군 7.00

12 강원 양양군 42.47 160 경남 고성군 6.07

13 경북 울릉군 41.91 161 전남 진도군 5.51

14 경기 수원시 41.34 162 제주 서귀포시 3.03

15 경기 부천시 41.15 163 전남 신안군 3.00

표 3-9. 직거래 유통 비율 상위 ‧ 하위 15개 지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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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시‧군별 농협‧농업법인 비율

상위 지역 농협‧농업법인 비율 하위 지역 농협‧농업법인 비율

1 강원 철원군 75.22 149 충남 계룡시 9.29

2 경남 남해군 71.99 150 서울시 9.12

3 전남 신안군 68.12 151 경기 의왕시 7.48

4 경기 이천시 58.90 152 전북 무주군 7.27

5 전북 고창군 55.48 153 경기 성남시 6.89

6 전북 순창군 54.65 154 경기 광주시 6.48

7 충남 당진군 54.16 155 경남 거제시 6.20

8 전남 강진군 53.87 156 경기 가평군 5.93

9 경기 안성시 53.68 157 경기 구리시 5.48

10 강원 횡성군 49.41 158 강원 동해시 5.40

11 충남 태안군 48.88 159 강원 태백시 4.13

12 경기 여주군 48.83 160 경북 군위군 4.06

13 경기 파주시 47.58 161 경기 남양주시 3.51

14 충북 진천군 47.25 162 경기 하남시 3.48

15 전남 영광군 46.96 163 경기 과천시 2.39

표 3-10. 농협‧농업법인 유통 비율 상위 ‧ 하위 15개 지역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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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판매금액의 분포 특성

1) 농가의 판매금액 분포 특성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7)을 총 11개의 구

간으로 분류하여 조사하 다. 농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비율의 분포를 확

인하고자 이 11개의 판매금액 단계별 농가 비율을 살펴보았다.

1단계는 판매 없음 항목으로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직접 

소비하는 농가를 포함한다. 생산은 하되 판매하지 않는 농가는 전체의 

1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단계 중 가장 높은 농가 비율을 

보이는 단계는 3단계인 판매금액 120-300만 원(16.3%) 구간이며, 가

장 낮은 농가 비율을 보이는 것은 11단계(0.7%)이다. 판매금액이 2천

만 원 미만인 2-6단계는 각각 10%이상의 농가 비율을 나타내며 전체 

농가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천만 원 이상의 판매 소득을 

얻는 7-11단계에 해당하는 농가는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낮은 단계

와 높은 단계 사이의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3-11 참조).

판매를 하지 않는 1단계를 제외하고 10단계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농

가 비율을 살펴보면 판매금액에 따른 농가 비율의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판매금액 단계가 높아질수록 농가 비율은 점차 낮아지며, 판

매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서 농가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농가가 연 2천만 원 미만의 비교

적 적은 농산물 판매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8 참

7)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 조사된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은 1년간의 생산비를 포함한 

전체 매출액이며, 교환이나 가공판매를 한 경우에는 생산물의 시중 거래가격으로 환산하

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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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농업을 통해

서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관련 

사업이나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농업 외 소득을 얻는 경우도 많기 때문

에 농업 판매금액이 낮은 경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판매금액 단계 농가수 비율

1 판매 없음 125,089 10.6

2 120만원 미만 148,287 12.6

3 120 - 300만원 191,938 16.3

4 300 - 500만원 160,063 13.6

5 500 - 1천만원 173,407 14.7

6 1천 - 2천만원 140,759 12.0

7 2천 - 3천만원 85,695 7.3

8 3천 - 5천만원 72,623 6.2

9 5천 - 1억원 53,401 4.5

10 1억 - 2억원 17,396 1.5
11 2억원 이상 8,660 0.7

합계 1,177,318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11. 농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비율                        (단위: 가구,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그림 3-8. 농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비율 (판매없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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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가 특성과 농산물 판매금액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농장면적, 농산물 

품목, 경 주의 특성, 농업관련활동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는 농산물 직거래가 농산물 판매금액에 미치는 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

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직거래 여부 외의 다른 농가 특성에 따라서도 

농산물 판매금액은 매우 다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직

거래 및 직판장 여부, 농산물 품목, 경 주 특성과 농산물 판매금액과의 

관계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봄으로서 판매금액의 분포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직거래 ‧ 직판장 사업 여부와 농산물 판매금액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판매금액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기 위

하여 농산물 판매금액별 직거래 ‧ 직판장 사업 운  농가8)비율을 살펴

보았다. 직거래 사업은 120만 원 미만의 구간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므

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확인하 다. 먼저 직거래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금액 3단계에 해당하는 300-500만 원 구간

의 직거래 사업 운  농가비율이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2단계인 

120-300만 원의 구간에서 직거래 사업 운  농가비율이 0.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 두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금액 단계에서는 

8) 여기서의 직거래 사업 운 은 앞에서 언급한 판매처로서의 소비자 직거래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판매처로서의 직거래는 가장 많은 판매금액을 얻은 유통 경로가 직거래

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직거래 사업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농산물 판

매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거래 ‧ 직판장 사업 여

부를 기준으로 하 다. 더 자세한 설명은 5장 1절 변수선정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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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10%에 근접한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판장 

사업을 살펴보면 판매금액 10단계인 2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 5.3%로 

가장 높은 직판장 운  농가비율을 보이며, 1단계인 120만 원 미만의 

구간에서 1.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표 3-12 참조). 그림 

3-9는 농산물 판매금액별 농가비율과 함께 직거래 ‧ 직판장 사업의 운

 농가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판매금액이 증가할수록 농가비율은 감소 

판매금액 단계 총농가수
직거래 사업 운영 직판장 사업 운영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1 120만원 미만 148,287 - - 1,676 1.1

2 120 - 300만원 191,938 542 0.3 3,476 1.8

3 300 - 500만원 160,063 28,599 17.9 3,715 2.3

4 500 - 1천만원 173,407 21,925 12.6 4,792 2.7

5 1천 - 2천만원 140,759 13,934 9.90 4,520 3.2

6 2천 - 3천만원 85,695 9,148 10.7 3,193 3.7

7 3천 - 5천만원 72,623 7,177 9.9 3,045 4.2

8 5천 - 1억원 53,401 5,213 9.8 2,363 4.4

9 1억 - 2억원 17,396 1,751 10.1 885 5.1

10 2억원 이상 8,660 818 9.5 462 5.3

합계 1,052,229 89,107 - 28,127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12. 농산물 판매금액별 직거래‧직판장 운영 농가비율         (단위: 가구,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그림 3-9. 농산물 판매금액별 직거래‧직판장 사업 운영 농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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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직거래 사업 운  농가비율은 2-3단계 사이에서 큰 증가를 

보이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여 10%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직판장 사업 

운  농가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직거래 ‧ 직판장 사업 

운  농가비율은 전체 농가비율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거래 ‧ 직판장 사업 농가의 비율이 낮은 판매금

액 구간에서 보다 높은 판매금액 구간에서 더 높아지는 것은 농산물 판

매소득이 높은 농가가 사업 운 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직거래 ‧ 직판장 운 이 높은 판매금액을 얻도록 해준

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직거래 ‧ 직판장 사업 운 과 농산물 판매금

액과의 관계는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지만 판매금액이 증가

할수록 사업의 운  농가비율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농산물 품목과 농산물 판매금액

농가의 연 판매금액이 농산물 생산 품목에 의해 향을 받는지 알아

보고자 판매금액에 따른 농산물 품목별 농가비율을 살펴보았다. 판매금

액의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과수의 농가비

율이 다른 작물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작물들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작물들로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특용작

물‧버섯, 약용작물, 축산은 상대적으로 생산지역이 한정되고 생산량도 적

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판매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각 농산물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비율의 변화를 살

펴보면 논벼와 식량작물은 생산 농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축산은 오히려 생산 농가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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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단계 총농가수 논벼 식량
채소

산나물
특용‧
버섯

과수 약용 축산

1 120만원 미만 148,287 46.4 21.2 24.1 5.5 8.6 0.6 1.4

2 120 - 300만원 191,938 55.8 12.9 23.1 3.4 11.5 0.7 3.2

3 300 - 500만원 160,063 56.8 5.2 13.5 1.5 10.2 0.5 3.7

4 500 - 1천만원 173,407 50.5 4.8 18.4 1.7 18.3 0.7 7.7

5 1천 - 2천만원 140,759 40.1 2.8 16.2 1.5 18.3 0.6 7.6

6 2천 - 3천만원 85,695 29.9 1.7 15.2 1.4 15.7 0.4 7.1

7 3천 - 5천만원 72,623 23.2 2.3 24.8 2.1 21.9 0.5 11.1

8 5천 - 1억원 53,401 18.0 1.8 23.9 2.5 16.3 0.4 12.8

9 1억 - 2억원 17,396 12.7 0.8 9.5 1.5 4.7 0.2 9.9

10 2억원 이상 8,660 5.2 1.0 7.3 2.7 2.0 0.2 31.6

합계 1,052,229 - - - - - -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13. 농산물 판매금액에 따른 생산 농산물 품목별 농가비율  (단위: 가구, %)

그 외의 작물들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일정하지 않은 수치를 보인다

(표 3-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작물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과 같은 작물은 늘 소비하는 일상품으

로서 생산하는 농가가 많으며 가격이 높지 않다. 또한 특용작물‧버섯과 

약용작물은 판매 가격은 높으나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생산량이 많

지 않다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 과수와 축산의 경우에는 다른 작물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대규모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한 작물들이다. 따라서 농가의 판매금액 단계가 높아질수록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의 생산 농가 비율은 상

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과수와 축산 생산 농가 비율은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작물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

문에 판매금액에 따라 생산 농가 비율은 다르게 나타나며, 어떤 작물을 

생산하는지에 따라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이 달라진다. 이는 선행연구

들에서 언급한 대로 농산물 품목에 따라서도 농업 소득이 달라질 수 있

음을 대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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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주 특성과 농산물 판매금액

① 경 주의 전․겸업 여부와 농산물 판매금액

농산물 판매금액별 경 주의 전‧겸업 농가비율을 살펴보면 판매금액 

1단계 구간에서는 전업․겸업농가의 비율이 50.0%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판매금액이 높아질수록 전업농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0단

계 구간에서 67.8%에 이르게 되는 반면, 겸업농가의 비율은 꾸준히 감

소하여 32.2%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14 참조). 이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농업에만 집중하는 전업농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고 

농산물의 품질도 높아 판매금액이 높아지지만, 농업 외의 일을 함께 겸

하는 겸업농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농업에 집중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고 판매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경 주의 

전‧겸업 여부는 농업 생산량, 농산물 품질에 직접적인 향을 주므로 농

가의 연 판매금액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판매금액 단계 총농가수
전업 겸업

농가수 비율 농가수 비율

1 120만원 미만 148,287 74,101 50.0 74,186 50.0

2 120 - 300만원 191,938 100,492 52.4 91,446 47.6

3 300 - 500만원 160,063 86,456 54.0 73,607 46.0

4 500 - 1천만원 173,407 96,581 55.7 76,826 44.3

5 1천 - 2천만원 140,759 78,232 55.6 62,527 44.4

6 2천 - 3천만원 85,695 48,316 56.4 37,379 43.6

7 3천 - 5천만원 72,623 43,027 59.2 29,596 40.8

8 5천 - 1억원 53,401 34,269 64.2 19,132 35.8

9 1억 - 2억원 17,396 11,101 63.8 6,295 36.2
10 2억원 이상 8,660 5,870 67.8 2,790 32.2

합계 1,052,229 578,445 - 473,784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14. 농산물 판매금액별 전‧겸업 농가비율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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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 주의 농업종사경력과 농산물 판매금액

농산물 판매금액에 따른 농업종사경력별 농가비율을 보면 모든 판매

금액 구간에 걸쳐서 20년 이상 경력의 농가비율이 그보다 낮은 경력의 

농가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농업에 종사해왔던 사람들이 계

속 경 주로 남아있으며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산물 판매금액 단계가 높아짐에 따른 농업종사경력별 농가비

율 변화를 살펴보면 0-15년 경력을 가진 농가비율은 점차 감소하 다

가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 증가하며, 15-20년 경력을 가진 농가의 비율

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농

가의 비율은 판매금액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마지막에 감소세로 나타

난다(표 3-15 참조). 일반적으로는 경력이 길어짐에 따라 농업규모가 

확장되고 판매금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농업 

경력과 판매금액 사이의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업종사경

력이 판매금액에 미치는 향은 5장의 분석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판매금액 단계 총농가수
농업종사경력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1 120만원 미만 148,287 7.6 9.3 9.3 3.9 70.0

2 120 - 300만원 191,938 5.5 7.1 8.1 3.7 75.6

3 300 - 500만원 160,063 4.2 5.9 7.2 3.6 79.2

4 500 - 1천만원 173,407 3.4 4.8 6.4 3.6 81.7

5 1천 - 2천만원 140,759 2.8 4.3 6.2 3.8 82.9

6 2천 - 3천만원 85,695 2.4 4.1 6.2 4.4 83.0

7 3천 - 5천만원 72,623 2.2 3.9 6.8 5.2 81.9

8 5천 - 1억원 53,401 1.9 3.9 7.6 6.4 80.2

9 1억 - 2억원 17,396 1.7 4.3 8.8 7.7 77.4
10 2억원 이상 8,660 2.2 6.1 10.0 9.4 72.2

합계 1,052,229 - - - - -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10년.

표 3-15. 농산물 판매금액에 따른 농업종사경력별 농가비율        (단위: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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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직거래에 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 분석

1. 분석 모형 및 변수 선정

1) 위계로짓모형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회귀모형이나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직거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다. 그러나 회귀모형과 로짓모형을 사

용한다면 설명변수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각 수준이 직거래에 미치는 

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직거래 유통에 향을 주는 요인을 

개별농가와 지역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계선형모델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계선형모델은 분석 자료가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에 각 수준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통계 모델로서 다층모델로도 불

린다. 어떤 시스템 하에서 하위 수준 집단이 상위 수준에 포섭되어 있다

면 하위 수준은 상위 수준의 향을 받게 되고 상위 수준 역시 하위 수

준의 특성에 의해 향을 받게 된다. 이렇듯 두 집단이 위계 구조를 이

루고 서로 향을 미치는 관계일 때 두 집단을 하나의 위계에서 분석한

다면 두 수준 중 하나의 향력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여 결과가 잘못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간혹 개인 수준의 특성을 상위 수준으

로 집단화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실제의 향과 다른 모순된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 이는 요인들 안에 내포된 위계 구조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 요인들

의 위계를 제대로 구분하고 각 수준의 향을 동시에 통제해 주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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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때 사용하는 모델이 위계선형모델이다. 위계선형모델을 사용하

면 각 수준별 요인이 미치는 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각

기 다른 수준의 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의 설명력도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농가 수준과 농가가 속한 지역 수준으로 위계를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두 수준으로 구성된 위계선형모델의 식은 각 

수준별 변수를 투입함에 따라 무제약모델, 임의절편모델, 임의계수모델

의 순서로 확장될 수 있다.

<무제약모델>

     1수준 모델           ∼ 


2수준 모델          ∼ 
 

통합모델       

 ∼ 
 ∼ 

    

: 표본 전체 평균, : 1수준 오차, : 2수준 오차

위의 통합모델은 평균과 각 수준의 오차로만 구성된 무제약모델이다. 

이는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로서 표본 전체의 평균 와 1수준 

오차항 , 2수준 오차항 로만 구성된다.

무제약모델에서 각 수준 오차항의 합(  )은 종속변수의 총 분산

을 나타낸다.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 ICC) 값은 총 분

산에서 2수준의 집단 간 잔차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이 수치가 

크다는 것은 2수준의 설명력이 높으므로 수준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때문에 집단 내 상관 값은 위계선형모

델 사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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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 상관 (ICC)>

 

  







: 1수준의 개인 간 잔차 분산


: 2수준의 집단 간 잔차 분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집단 내 상관 값이 5~25%로 나타나

며 5%가 넘어야 위계로짓모형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의절편모델>

1수준 변수 투입      

∼ 
 ∼ 

 

: 추정계수, : 1수준 설명 변수

2수준 변수 투입       

∼ 
 ∼ 

 

: 추정계수, : 2수준 설명 변수

임의절편모델은 무제약모델에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확장한 형태이다. 

첫 번째 식은 1수준 설명변수 만 투입한 것이고, 두 번째 식은 2수

준 설명변수 까지 투입한 것이다. 임의절편모델은 계수는 고정효과, 

절편은 임의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각 집단의 회귀

선은 전체 평균 회귀선인   를 중심으로 분산되지만 동일

한 기울기를 가지며 에 따라 절편만 다르게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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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수모델>

       

 ∼ 
 ∼ 

 

임의계수모델에서는 각 집단이 절편 뿐 아니라 기울기도 다르게 분포

하여 절편과 기울기가 모두 임의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

에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가 고정되지 않지 않는다. 임의절편모델에서 추

가로 포함된 1수준 설명변수  앞의 가 기울기의 임의효과를 보여

주며, 이는 2수준 오차항 와 함께 전체 평균 회귀선과 각 집단 회귀선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위계선형모델은 하위 수준이 상위 수준 집단에 포섭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통계 분석 모형이며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의 형태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농산물 생산 농가의 직

거래 선택 여부(직거래 선택=1; 다른 판매처 선택=0)로 이산변수이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수가 아닐 경우에는 위계선형모형에 로짓모형이 결합

된 위계로짓모형(hierarchical logit model)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계로

짓모형의 식은 로지스틱 회귀모델 식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의계수

모델에서 종속변수 를 로짓연계함수 로 대체하여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계로짓모형을 임의계수모형까지 확장하여 추정하

다. 그러나 2수준 집단인 시‧군 단위 지역의 분류가 163개에 이르기 때

문에 임의효과를 갖는 1수준 설명변수의 각 지역별 회귀선 기울기를 세

세하게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별 임의효과를 비교

하는 것 보다는 임의계수모형의 추정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고 변수

의 유의성을 높 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위계로짓모형의 단계별 모형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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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로짓모형>

무제약모형   log

    ,  ∼ 

 

: 표본 전체 평균, : 2수준 오차

임의절편모형

(1수준 변수 투입)

      ,  ∼ 
 

: 추정계수, : 1수준 설명 변수

임의절편모형

(2수준 변수 투입)

       , ∼ 
 

: 추정계수, : 2수준 설명 변수

임의계수모형        ,  ∼ 
 

: 추정계수(기울기의 임의효과)

위계로짓모형은 종속변수의 잔차 분산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기 때문에 위계선형모형과 달리 1수준의 오차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위의 모형에서도 1수준 오차항이 생략된다. 위계로짓모형에서 집단 내 상관 

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집단 내 상관 (ICC)>

 

  





: 2수준의 집단 간 잔차 분산

위계로짓모형의 적합성 판정은 2수준 분산과 편차(Deviance)값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계로짓모형의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모

형의 해석 방법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HLM 7.01버전을 사용하여 위

계로짓모형을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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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2010년 농업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 농업부

문)」이다. 농업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여 5년마다 이뤄지는 전수조사로, 

2010년 1,177,318 농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농가 

중 일부 항목 값이 누락된 농가와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는 농가를 제외한 

1,052,122 농가 전수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 다.

종속변수는 어떤 요인들에 의하여 다양한 판매처 중에 직거래를 선택했

는지 알아보려는 분석 목적에 맞춰 농가의 직거래 판매처 선택 여부로 선정

하 다. 종속변수에 향을 주는 설명변수들은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 다. 먼저 1수준의 개별 농가 특성 변수들은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 다. 첫째, 경 주 특성 변수로 경 주의 성별, 연령, 경력, 교육수준, 

전업 및 겸업 여부가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경 주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고 경력이 짧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업보다는 겸업일수록 직거래 

선택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연령이 높고 농업 경력이 오래

된 경 주는 직거래보다는 익숙한 기존 유통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유통방식에 적응하기 쉬운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경 주는 상대적으로 직거래 선택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겸업인 경우 농업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형유통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소량 거래가 가능한 직거래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

할 수 있다. 둘째, 농가의 농산물 특성 변수로, 논밭의 면적, 농산물 품목, 

친환경 작물 여부 등이다. 논밭의 면적이 작은 소농의 경우 농협이나 공판

장을 통한 대량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직거래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친환경 작물 생산도 직거래 선택에 긍정적인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농가의 정보네트워크 특성변수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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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컴퓨터 활용 여부와 생산자 조직 참여 여부를 포함하 다.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컴퓨터 활용 여부는 직거래 

선택에 향을 준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조직 참여는 농민들 사

이의 정보교류나 공동작업을 촉진하여 유통의 다각화로 이어진다는 사례연

구를 참조하여, 생산자조직 참여가 직거래에 긍정적인 향을 줄 것으로 예

상하 다.

2수준인 지역환경 변수도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선정하 다. 첫째, 

농업환경 변수로 지역의 농가비율과 친환경작물 생산 비율을 포함하 다. 

농가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요 농업지역임을 의미하므로 직거래 선택 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의 친환경작물 생산비율은 직거래 선택에 긍

정적인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역의 유통환경 특성 변수로 인

구 만명당 재래시장 수, 공판장 유‧무, 산지유통시설 유‧무가 포함된다. 재래

시장에서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형태로 파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

래시장이 많으면 직거래 선택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장과 산

지유통시설은 직거래가 아닌 다른 방식의 유통을 유도하는 시설이므로 직거

래 선택에 부정적인 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도농교류 특성

변수로 농촌관광사업 운  농가 비율과 지역축제 개최 유무 변수를 포함하

다. 농촌관광은 도시민이 농촌에서 직접 농산물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농촌관광의 운 은 직거래 판매에도 긍정적인 향

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축제 역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직거래 판매에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지역접근성 변수로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하 다. 대규모 소비지인 대도

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직거래 유통 선택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대도시로의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도시와 인구 백만 이상의 모든 도시들과의 평균 거리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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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로짓모형에 투입된 설명변수는 1수준의 개별농가 16개 변수와 2수

준의 8개 지역환경 변수이다(표 4-1 참조). 각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는 표 4-2에 제시하 다.

구분 변수 단위 변수 설명

종속변수 직거래 유통 선택 여부 - 직거래: 1, 기타: 0

농

가

수

준

경영주

특성

성별 더미 여자: 1, 남자: 0 

연령 세 연속변수

교육수준 더미 대졸:1, 고졸이하:0

농업종사경력 년 연속변수

전‧겸업 여부 더미 겸업:1, 전업:0

농업

특성

논‧밭 합계 면적 ha 연속변수

농산물_논벼 더미 생산: 1, 생산안함: 0

농산물_식량작물 더미 생산: 1, 생산안함: 0

농산물_채소산나물 더미 생산: 1, 생산안함: 0

농산물_특용작물버섯 더미 생산: 1, 생산안함: 0

농산물_과수 더미 생산: 1, 생산안함: 0

농산물_약용작물 더미 생산: 1, 생산안함: 0

농산물_축산 더미 생산: 1, 생산안함: 0

친환경작물 수확 더미 친환경작물: 1, 일반작물: 0

정보
네트
워크

컴퓨터활용(판매, 사업)여부 더미 컴퓨터 활용: 1, 미활용: 0

생산자조직(작목반)참여여부 더미 참여: 1, 참여 안함: 0

농가비율 % 총농가수 / 총가구수

지

역

수

준

농업

환경 친환경작물 생산 농가 비율 % 친환경작물 생산 농가수 / 총농가수

유통

환경

만명당 재래시장 수 개소 재래시장수 / 인구 * 10000

농산물 공판장 유무 더미 있음: 1, 없음: 0

산지 유통시설 유무 더미 있음: 1, 없음: 0

도농

교류

농촌관광사업 운영 농가 비율 % 농촌관광사업 운영 농가수 / 총농가수

지역축제 개최 여부 더미 있음: 1, 없음: 0

접근성 대도시까지의 평균 거리 km 인구 백만 이상 대도시까지의 평균 거리

표 4-1. 위계로짓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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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별 농가 수준 (N = 1,052,122) 

종속변수 직거래 유통 선택 여부 0.22 0.42 0.00 1.00

경영주

특성

성별 0.18 0.38 0.00 1.00

연령 62.39 11.27 21.00 99.00

교육수준 0.09 0.28 0.00 1.00

농업종사경력 34.02 17.06 1.00 80.00

전‧겸업 여부 0.45 0.50 0.00 1.00

농업

특성

논‧밭 합계 면적 1.34 2.59 0.00 506.88

농산물_논벼 0.44 0.50 0.00 1.00

농산물_식량작물 0.07 0.26 0.00 1.00

농산물_채소산나물 0.20 0.40 0.00 1.00

농산물_특용작물버섯 0.03 0.16 0.00 1.00

농산물_과수 0.16 0.36 0.00 1.00

농산물_약용작물 0.01 0.08 0.00 1.00

농산물_축산 0.07 0.26 0.00 1.00

친환경작물 수확 0.06 0.23 0.00 1.00

정보
네트
워크

컴퓨터활용(판매, 사업)여부 0.02 0.14 0.00 1.00

생산자조직(작목반)참여여부 0.26 0.44 0.00 1.00

지역 수준 (N = 163) 

농업

환경

농가비율 0.23 0.17 0.00 0.53

친환경작물 생산 농가 비율 0.05 0.06 0.00 0.37

유통

환경

만명당 재래시장 수 0.67 0.59 0.00 2.59

농산물 공판장 유무 0.40 0.49 0.00 1.00

산지 유통시설 유무 0.70 0.46 0.00 1.00

도농

교류

농촌관광사업 운영 농가 비율 0.00 0.01 0.00 0.04

지역축제 개최 여부 0.26 0.44 0.00 1.00

접근성 대도시까지의 평균 거리 179.99 39.74 131.48 361.44

표 4-2.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 63 -

2. 모형의 추정 결과 및 해석

1) 모형의 추정 결과

위계로짓모형의 단계별 추정 결과는 표 4-3과 같다. 먼저 무제약모형의 

추정 결과를 통해 농산물 생산자가 직거래 유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역 

수준의 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를 분석하 다. 무제약모형에서 2수

준 분산 값은 0.659로 산출되었다. 집단 내 상관 값이 0.167로 도출되어 

지역 수준의 향력이 16.7%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지역 수

준 변수들이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위계로짓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무제약모형에 1수준의 개별농가 특성를 투입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0.0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수준의 분산 

값은 0.579로 무제약모형의 분산 값에 비해 약 12% 감소하 다. 편차도 크

게 감소하여 1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 매우 적합함을 말해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2수준의 지역환경 변수를 투입하 다. 2개 변수를 제

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수준 분산은 0.282로 무제

약모형에 비해 약 57% 줄어들었다. 분산 값이 줄어든 것은 2수준의 설명변

수들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상당히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편차 값

도 감소되어 2수준 변수까지 투입한 임의절편모형이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수준 변수인 농업종사경력에 지역별 계수 임의효과를 

지정해 주었다. 이 외에도 친환경작물 수확이나 컴퓨터 활용, 생산자조직 참

여 변수의 지역별 계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적합성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종사경력에만 계수 임의

효과를 지정하 다. 임의계수모형의 2수준 분산은 0.304로 무제약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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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제약모델
1수준

변수 투입
2수준

변수 투입
임의계수모델

고정효과 (fixed-effect)

절편 -1.1093*** -1.3745*** -0.9063*** -0.9613***

지
역
수
준

농가비율 -3.2188*** -2.2789***

친환경작물생산비율 0.7501 0.8210*

만명당재래시장수 0.2387** 0.2606***

농산물공판장유무 -0.4404*** -0.3222***

산지유통시설유무 -0.4269*** -0.3929***

농촌관광사업운영비율 19.0470*** 17.8750***

지역축제개최여부 0.0359 0.0219
대도시까지의 
평균거리 -0.0059*** -0.0045***

농
가
수
준

성별 0.2363*** 0.2364*** 0.2431***

연령 0.0198*** 0.0198*** 0.0197***

교육수준 0.2351*** 0.2348*** 0.2312***

농업종사경력 -0.0158*** -0.0158*** -0.0153***

전‧겸업 여부 0.3289*** 0.3286*** 0.3272***

논‧밭 합계면적 -0.3052*** -0.3051*** -0.3041***

농산물_논벼 -0.6094*** -0.6084*** -0.6180***

농산물_식량작물 1.0992*** 1.1002*** 1.0967***

농산물_채소산나물 0.5229*** 0.5238*** 0.5197***

농산물_특용작물버섯 0.9099*** 0.9111*** 0.9061***

농산물_과수 0.3000*** 0.3011*** 0.2925***

농산물_약용작물 1.1525*** 1.1538*** 1.1452***

농산물_축산 -0.2636*** -0.2623*** -0.2656***

친환경작물수확 -0.0400*** -0.0400*** -0.0397***

컴퓨터활용여부 1.0554*** 1.0556*** 1.0481***

생산조직참여여부 -0.8090*** -0.8091*** -0.8083***

임의효과 (random-effect)

2수준 분산 0.65908 0.57886 0.28204 0.30416

   농업종사경력 0.00005

집단 내 상관 (ICC) 0.167

편차 (Deviance) 2961627.47 2842601.08 2842484.38 2841228.29

편차감소분 119026.39 116.70 1256.09

확률 (p) 0.000 0.000 0.000

주 : *** α=0.01, ** α=0.05, * α=0.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표 4-3. 위계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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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약 54% 감소하 다. 임의절편모형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이지만 편

차 값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으며, 지역환경 변수의 유의성이 높아져 1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임의

계수모형이 잘 추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추정 결과 해석

추정된 임의계수모형 결과를 바탕으로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농가 수준에서 경 주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을 제외하고는 예

상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전업보다는 겸업인 경우에 직거래 선택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

다. 이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여성일 경우에 유통경로 선택에서 보다 유

연함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령은 예상과 반대의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직거래 선택에 긍정적이라는 의

미라기보다는 연령에 따른 직거래 선택 확률 변화가 일정한 형태가 아닐 수

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3장의 경 주 연령별 직거래 비율 분석 결과에서

도 보았듯이 연령에 따른 직거래 선택 확률은 실제로 일정한 증감을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경 주 연령의 향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개별농가 수준의 농산물 특성을 보면 논밭의 합계 면적이 작고 생

산량이 적을수록 직거래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서도 직거래 선택 확률이 달라진다. 논벼와 축산

물의 경우 농산물 특성상 대량으로 유통되거나 전문적인 유통체계를 거치기 

때문에 직거래 선택 확률을 낮추는 반면에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은 직거

래 선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작물들은 생산지역과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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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계가 있어 특산품으로 분류되거나 브랜드화 되어 인터넷을 통한 자체 

경로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거래 선택 확률을 높인다고 풀

이할 수 있다. 친환경작물 수확 여부의 추정 계수는 예상과 달리 음의 값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전문 유통업체가 따로 존재하며, 대형

마트에서도 친환경작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친환경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직거래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마지막 정보네트워크 특성의 추정 결과를 보면 컴퓨터 활용은 직거

래 선택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지만 생산자 조직은 부정적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자 조직 참여가 실제 유통의 다각화로 이어

지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역환경 요인의 향력을 보면 지역 농가비율의 계수는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농가 비중이 적은 지역일수록 직거래 선택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가 비율이 낮아 농업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경우 직거래가 아닌 다른 방식의 유통경로가 잘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친환경작물 생

산농가 비율은 직거래 선택에 긍정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농가의 친환경 작물 수확 여부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친환경작물 생산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농가

들이 협력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중점에 둔 꾸러미 사업이나 자매결연 등

의 자체적 유통경로를 만드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역의 유통환경을 나타내주는 인구 만명당 재래시장 수, 공판장 유‧무, 

산지유통센터 유‧무 변수는 예상한 대로 결과가 추정되었다. 재래시장이 많

을수록, 지역 내 공판장이나 산지유통시설이 없을수록 직거래 선택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지역 내 유통시설 입지가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치고 있

음을 의미한다. 한편 농촌관광사업 운 비율은 직거래에 선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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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체험사업을 운 하는 농가 비율이 높

은 지역에서 직거래도 많이 이루어짐을 말해준다. 실제로 국내에서 농촌관

광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강원 지역은 직거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와의 접근성 변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와의 접

근성이 양호할수록,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직거래 선택 확률이 높아짐을 말

해준다. 그러나 접근성 변수의 계수는 예상보다 작은 값으로 도출되었다. 우

리나라의 경우 워낙 면적이 좁기 때문에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큰 향을 미

치지는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지역축제개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양의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축제가 직거

래 판매 선택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의효과를 지정해 준 농업종사경력 변수의 지역별 계수(기

울기)를 살펴보면 분산이 0.00005로 낮게 도출되어 지역별 격차가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군 지역이 음의 계수 값을 보여 농업종사

경력이 높아질수록 직거래 유통의 선택 비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 다. 경

기도 광주군(0.001)과 경남 양산시(0.000)는 양의 기울기를 보 으나 계수 

값이 작아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예상과 달리 농업종사경력

이 직거래 선택에 미치는 향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았

지만, 결과적으로는 농업종사경력에 계수 임의효과를 줌으로서 모형 전체의 

적합성이 낮아지고 다른 변수들의 유의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

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소결

농산물 직거래는 중간 유통과정을 줄여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생

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 거래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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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이점을 가진다. 직거래가 가진 이러

한 이점들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책은 농업 경제나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서 꾸준히 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 비해 관련 연구는 

많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서 효과적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농가의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거

래 유통 선택에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의 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농가의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 지역환경 요인의 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변수들을 개별 농가의 특

성과 지역환경 특성의 두 수준으로 구분하 고, 수준별 분석이 가능한 위계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첫째, 무제약모형의 2수준 변수 추정 결과 집단 내 상관 값이 16.7%로 

도출되어 종속변수인 직거래 유통 선택에 대한 지역 수준의 향력이 크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농가의 직거래 선택에 있어서 실제로 지역환경의 

향이 충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가의 특성만을 주로 언급하 지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지역환경의 향도 농가의 특성만큼이나 중요하

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 농가 수준에서는 농가의 농업 특성과 농업 관련 정보 네트워

크 특성에 따른 향이 직거래 선택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농산물 품목에 따라 직거래 선택 여부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하는 농산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생산 ‧ 유통량이 달라지며 

구입하려는 소비자 층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통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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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컴퓨터 활용도 직거래 유통 선택에 많은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직거래 방식이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판매인

만큼 컴퓨터 활용이 홍보나 판매의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직거래 유통에 긍

정적인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 수준에서의 유통 환경과 도농교류 활동은 직거래 유통의 선택

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유통 시설 여건

은 농가의 유통 경로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내의 공판장, 산지유통센터는 직거래 선택 확률을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재래시장은 직거래 선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도농교류 활동의 하나인 농촌관광사업 운  역시 직거래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농촌관광체험이 농촌에서 농산물을 

접할 기회를 높여 직거래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의성이 만족

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축제의 개최 여부도 수치상으로는 직거래 선택의 확률

을 높여준다는 결과를 보 다.

이상의 결과는 농가의 직거래 선택에 있어서 지역환경의 향이 매우 중

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에 맞춰 직거래 활성화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직거래는 현재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

는 방안임에는 틀림없지만 모든 지역 모든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무작정 직거래 활성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지역의 농업 특성이

나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직거래 유통의 확대가 지역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 직거래 유통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 ‧ 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직거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컴퓨터 활용이나 농촌관

광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직판장이나 농

민시장 등을 운 하여 직거래 유통을 유도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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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직거래와 농업소득 간의 관계 분석

1. 분석 모형 및 변수 선정

1) 순서형 로짓모형

본 장에서는 농산물 직거래가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거래와 농가 판매금액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

석을 수행한다.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종속변수로 사

용되는 직거래 판매금액이 연속변수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선형회귀모

형을 주로 사용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는「2010

년 농업총조사」자료의 개별 농가 농산물 판매금액은 실제 액수가 제시

되지 않으며 11단계의 금액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의 특

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

용하여 농산물 직거래 판매와 농가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변수의 형태가 연속적일 때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정이 전제되는 선형회귀모형(linear regression model)이

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이산된 형태라면 선형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충

족시키지 못한다. 분석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위해서는 선형회귀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여야 한다. 로짓모형

(logit model)은 종속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다. 

로짓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불연속성을 확률모형을 도입하여 해결하고, 

확률함수의 비선형성 문제는 로그를 취하여 선형의 형태로 변환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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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로짓 변환한 종속변수(log odds)와 설명변

수 사이의 선형회귀식을 추정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로짓모형은 종속변수의 자료 형태에 따라 모형이 더욱 세분화 된다. 

종속변수가 이항의 형태라면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 다항이

라면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서열화 된 형태라면 순서

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야 정확한 모형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열화 된 판매금액 자료를 사용하므로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순서형 로짓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순서형 로짓모형>

모형의 기본 식 log


≤ 
≤  


   ∑

 : 종속변수의 범주 값,   : 종속변수 범주 선택의 기준 값

: 설명변수 의 계수,  : k번째 설명변수

확률 계산식 Pr≤  


∑

∑

모형 식은 좌변은 로짓함수, 우변은 선형회귀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위 식의 좌변을 보면 이항‧다항로짓모형과는 다르게 로짓 값이 누

적적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률 계산식을 이용하면 종

속변수의 특정 범주까지의 누적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며, 각 범주에 해당

하는 확률은 해당 범주까지의 누적확률과 그 이전 범주까지의 누적확률

의 차이로 알 수 있다. 그러나 확률 계산과 해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는 설명변수 계수()의 부호만으로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순서형 로짓모형의 적합성 판정은 MF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

구에서는 SPSS 18.0버전을 사용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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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선정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과의 관계 분석에서도 직거래 유통 결정 

요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2010년 농업총조사」원시 자료를 사용하

다. 농업총조사에서는 개별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을 11단계로 구분

하여 조사한다(표 5-1 참조). 이 중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아 판매금액

이 없는 1단계와 일부 설명변수 항목이 조사되지 않은 2단계에 해당하

는 농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903,865 농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종속변수로는 5단계로 재분류한 농산물 판매금액을 선정하 다. 기존

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1, 2단계를 제외하고도 단계 수가 9개에 이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알아보기 어려우며, 각 단계에 속하는 농가수가 매

우 불균등하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수를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하여 판매금액을 재분류하 다. 판매금액이 낮은 농가들이 상대적으

로 많기 때문에 기존 판매금액 분류의 3-6단계는 1-4단계로 명칭만 

바뀌고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7-11단계는 속하는 농가의 수가 적기 때

문에 하나로 통합하여 5단계로 정하 다. 종속변수인 농산물 판매금액의 

5단계 분류와 단계별 농가수 분포는 아래 표 5-2에 제시하 다.

분석에 투입 될 설명변수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

다. 가장 중요한 농산물 직거래 관련 변수로는 직거래 사업9) 여부와 직

판장 운  여부를 선정하 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직거래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하여 그 사업의 시행 여부를 각각의 설명변수로 투입하는 경

우가 많았다. 각 직거래 사업의 향이 다르기 때문에 직거래의 종류를 

세분화 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앞선 직거래 유통 결정 요인 분석에서 종

9)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지침서(2010)에 따르면 직거래 사업은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인터넷, 전화, 우편 및 과수원, 원두막, 밭, 도로변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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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판매금액

1 판매 없음

2 120 만원 이하

3 120-300 만원

4 300-500 만원

5 500-1000 만원

6 1000-2000 만원

7 2000-3000 만원

8 3000-5000 만원

9 5000만-1 억원

10 1-2 억원

11 2 억원 이상

표 5-1. 판매금액 단계 구분

종속변수 설명 N 비율(%)

판매금액1 120-300 만원 191,918 21.2

판매금액2 300-500 만원 160,045 17.7

판매금액3 500-1000 만원 173,390 19.2

판매금액4 1000-2000 만원 140,748 15.6

판매금액5 2000 만원 이상 237,764 26.3

표 5-2. 종속변수의 단계 구분

속변수로 사용한 직거래 판매처 선택 여부는 모든 직거래의 종류를 포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직거래 사업 여부와 직판장 운  여부로 분

류해서 직거래 사업 운 이 농업 소득에 향을 주는지를 보고자 한다. 

또한 판매처 분류에 따르면 여러 판매처 중에 직거래를 통한 판매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만 직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판매처로 직거래를 선택하

지는 않았지만 농산물 중 일부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못

하게 된다. 직거래 유통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여러 유통경로 중에서 직

거래를 주요 경로로 선택하는데 향을 주는 요인을 보고자 했기에 종속

변수로 직거래 판매처 여부를 선택했지만, 본 분석의 목적은 직거래 판

매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농업 소득이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직거래 판매처 여부가 아닌 직거래 사업과 직판장 운 을 설

명변수로서 선정하 다.

농산물 직거래 관련 변수 외의 나머지 설명변수들 역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정하 으며, 앞선 분석의 변수들과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설

명변수들은 직거래 관련 변수를 제외하고 크게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 주 특성 변수로서 농업경력, 교육수준, 전업 및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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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오랜 경력과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경

주가 농업 생산 경험과 지식을 통해 더 높은 농업 소득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 생산을 전업으로 하는 경 주가 겸업인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생산량과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

째, 농업 특성 변수로 논‧밭 합계 면적, 농산물 품목, 친환경 작물 생산 

여부 등이 포함된다. 논‧밭 면적이 클수록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

업 소득이 높아질 것이고 농산물 품목에 따라 판매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지에 따라 농업 소득 또한 달라질 것이다. 친환

경 작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소비자의 지불용의액이 높아 판매금액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에서 농가의 소득에 긍정적인 향을 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셋째, 농가의 농업 관련 활동 여부로서 컴퓨터 활용 여부,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농촌 관광 사업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컴퓨터 

활용이나 생산자조직 참여는 농산물 생산자들 사이의 정보교류를 원활하

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 활용 항목은 컴퓨터를 통한 정보 습득은 

물론 홍보나 판매 여부도 포괄하기 때문에 농업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 조직 참여 역시 개별 농가가 작목반이나 농업 

법인, 농업 회사와 같은 생산자 조직에 참여함으로서 단독으로는 하기 

힘든 생산, 수확, 포장, 판매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며, 

조직원들끼리의 정보 공유를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거나 고유의 브랜드

를 창조하여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 소득을 높

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촌 관광 사업 여부의 경우에는 농촌 

체험을 통해 직거래 판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농업 소득에

도 긍정적인 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농촌 관광 사업 자체가 소규모‧
친환경의 특정 농장에서 주로 운 되는 사업이고 사업을 통한 수익은 판

매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에 소득과의 관계가 음의 계수로 도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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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수로는 지역 관련 변수로 인구 백만 명 

이상의 대도시 여부를 선정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생산되

는 농산물 품목이 다르고 소비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업 소득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여러 지역으로 구분 된 지역 더미를 설

명변수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

구에서는 지역을 분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이미 농산물 품목을 세분

화 하여 변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과 소득에 있어서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로만 지역을 구분하 다.

순서형 로짓모형에 투입 된 설명변수는 총 18개이며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5-3과 같다.

변수 단위 변수설명
농가비율(%)

0 1

종속변수 판매금액 5단계 단계별로 구분된 판매금액 - -

직거래
변수

직거래사업 더미 사업 운영: 0, 미운영: 1 97.1 2.9

직판장운영 더미 사업 운영: 0, 미운영: 1 90.1 9.9

경영주
특성

농업경력 년 연속변수 - -

교육수준 더미 대졸: 0, 고졸이하: 1 91.7 8.3

전‧겸업 여부 더미 겸업: 0, 전업: 1 55.8 44.2

농업
특성

논‧밭 합계 면적 ha 연속변수 - -

농산물_논벼 더미 생산: 0, 생산안함: 1 56.1 43.9

농산물_식량작물 더미 생산: 0, 생산안함: 1 94.7 5.3

농산물_채소산나물 더미 생산: 0, 생산안함: 1 79.6 20.4

농산물_특용작물버섯 더미 생산: 0, 생산안함: 1 97.8 2.2

농산물_과수 더미 생산: 0, 생산안함: 1 83.1 16.9

농산물_약용작물 더미 생산: 0, 생산안함: 1 99.4 0.6

농산물_축산 더미 생산: 0, 생산안함: 1 91.5 8.5

친환경작물 수확 더미 친환경작물: 0, 일반작물: 1 94.1 5.9

농업
관련
활동

컴퓨터 활용 여부 더미 컴퓨터 활용: 0, 미활용: 1 77.7 22.3

생산자조직 참여 여부 더미 참여: 0, 참여 안함: 1 71.0 29.0

농촌관광사업 여부 더미 사업 운영: 0, 미운영: 1 99.6 0.4

지역 대도시(백만이상) 여부 더미 대도시: 0, 대도시아님: 1 94.3 5.7

표 5-3. 순서형 로짓모형에 투입된 변수들과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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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추정 결과 및 해석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순서형 로짓모형

을 추정하 다.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해주는 MF검증10) 결과 유의확률

이 0.000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말해주는 Pseudo-R2 값 

역시 적정 수준으로 도출되어 추정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이 검증되었

다. 순서형 로짓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는 표 5-4에 제시되어 있다.

총 18개의 설명변수 중에‘농산물_과수’변수를 제외한 17개의 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직거래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참조범주인 직거래와 직판장 사업 모두 사업을 하지 않

을 때(=1)에 비해 사업을 할 때(=0)가 농산물 판매금액이 더 높아질 

확률이 크다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그동안 많은 문헌들에서 언급된 것

처럼 직거래 판매를 하는 경우에 농업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 주 특성의 계수를 보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농업 경

력이 짧을수록, 학사 학위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에 농업 소득이 

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 경력이나 교육수

준에 비례하여 농업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겸업

의 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전업(=1)일 경우가 겸업(=0)일 경우에 비

해 농업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농업에만 종사하는 경우

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농가의 농업 특성 중에서는 농업 면적이 농업 소득에 미치는 

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농업 면적이 클수록 농업 생산량이 많고 농

10) MF(Model Fit)검증은 모델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검증 방법이다. 절편만 있는 모형

과 최종 모형의 -2LL 차를 구하여 카이제곱 검정한 결과로 유의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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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농산물 품목의 

경우에는 논벼와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을 재배

하지 않는 경우가 재배하는 경우보다 농업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축산물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인다. 논벼나 식량작

물, 채소산나물과 같은 일반 작물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아도 판매금액

이 높지 않고, 특용작물‧버섯이나 약용작물과 같은 특수작물의 경우에는 

애초에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농업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는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축산물은 판매금

액이 높기 때문에 농업 소득 향상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친환경 작물의 재배는 농업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관련 사업의 특성 중에서는 컴퓨터 활용 여부와 생산자조직 참

여 여부의 결과가 예상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컴퓨터를 활

용하고, 생산자조직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농업 

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홍보하고 판매를 하는 것과 생산자조직에 참여하

여 공동 생산을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농업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반면 농촌 관광 사업

의 경우에는 사업을 운 하지 않는 것이 소득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농촌 관광 사업을 운 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에서는 대도시가 아닐수록 높은 소득 단계에 속

할 확률이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농

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 활동이 많은 타 지역에 비해 농산물 

생산량이 적고 판매금액도 작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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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B 추정값 표준오차
PAR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한계
치

[판매금액 = 1] -1.031 0.015 0.000 -1.060 -1.002
[판매금액 = 2] 0.141 0.015 0.000 0.112 0.170
[판매금액 = 3] 1.345 0.015 0.000 1.316 1.374
[판매금액 = 4] 2.504 0.015 0.000 2.474 2.533

위치 [직거래사업=0] 0.151 0.012 0.000 0.127 0.175
[직거래사업=1] 0 . . . .
[직판장운영=0] 0.328 0.007 0.000 0.314 0.341
[직판장운영=1] 0 . . . .
농업경력 -0.003 0.000 0.000 -0.004 -0.003
[교육수준=0] -0.125 0.008 0.000 -0.140 -0.109
[교육수준=1] 0 . . . .
[전‧겸업여부=0] -0.279 0.004 0.000 -0.288 -0.271
[전‧겸업여부=1] 0 . . . .
농업면적 1.115 0.003 0.000 1.110 1.120
[농산물_논벼=0] -1.354 0.014 0.000 -1.381 -1.327
[농산물_논벼=1] 0 . . . .
[농산물_식량작물=0] -1.441 0.016 0.000 -1.472 -1.409
[농산물_식량작물=1] 0 . . . .
[농산물_채소산나물=0] -0.123 0.014 0.000 -0.151 -0.096
[농산물_채소산나물=1] 0 . . . .
[농산물_특용작물버섯=0] -0.577 0.019 0.000 -0.615 -0.540
[농산물_특용작물버섯=1] 0 . . . .
[농산물_과수=0] 0.008 0.014 0.566 -0.020 0.036
[농산물_과수=1] 0 . . . .
[농산물_약용작물=0] -0.813 0.029 0.000 -0.869 -0.757
[농산물_약용작물=1] 0 . . . .
[농산물_축산=0] 0.929 0.015 0.000 0.899 0.959
[농산물_축산=1] 0 . . . .
[친환경작물수확=0] -0.226 0.009 0.000 -0.244 -0.209
[친환경작물수확=1] 0 . . . .
[컴퓨터활용여부=0] 0.545 0.005 0.000 0.534 0.556
[컴퓨터활용여부=1] 0 . . . .
[생산자조직참여여부=0] 1.073 0.005 0.000 1.063 1.083
[생산자조직참여여부=1] 0 . . . .
[농촌관광사업여부=0] -0.459 0.033 0.000 -0.524 -0.394
[농촌관광사업여부=1] 0 . . . .
[대도시여부=0] -0.138 0.009 0.000 -0.154 -0.121
[대도시여부=1] 0 . . . .

* 참조범주는 각 변수에서 값이 큰 항목(=1)임.

표 5-4. 순서형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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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농가가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직거래 유통이 중간 유통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

에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

진 사실로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시키려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 다. 특히 

농업 생산량이 적은 소농의 경우에는 직거래를 선택함으로서 소득 향상

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 활성화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산물 직거래 유통

의 선택이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 소득의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 

소득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의 결과는 직거래 사업

과 직판장 운  둘 다 농업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넷 판매나 거리판매, 꾸러미 사업, 직판장 운  등의 다양

한 경로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높은 소

득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로서 실증 분석을 통해 직

거래 판매가 중간 유통 비용을 감소시켜 농산물 판매금액을 높이고 농가

의 소득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수많은 연구 문헌의 내용이 사실임이 입증

되었다. 직거래와 직판장 사업 외에도 농산물 품목에 따라 농업 소득이 

매우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컴퓨터 활용은 정보습득과 홍보 

및 판매, 생산자조직 참여는 정보교류와 공동생산을 통한 상품 가치 상

승으로 농업 소득 향상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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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분석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 다.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농가들, 특히 소농과 고령농을 대상으로 직거래 유통을 선

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농촌 경제와 지역 경제의 향상으로도 연

결 될 수 있으니 지역 차원에서 직거래 유통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

다면 앞 장에서 얻은 결과를 참고하여 직거래 유통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분석의 결과에서 농가의 농산물 직거래가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

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입증하 으나 어느 정도의 소득 향상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직거

래 판매가 어느 정도의 소득 향상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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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1. 요약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세계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체계의 광역화는 생산자

와 소비자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확대시킴으로서 농가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농산물 직거래는 이러한 

복잡한 유통구조의 개선 방안으로서 꾸준히 선호되어 왔다. 직거래는 중간

유통단계를 제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유통방식과의 경쟁으로 

가격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로컬

푸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로컬푸드의 주요 유통 공급방식인 농

산물 직거래는 이전보다도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가 갖는 다양한 이점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법 제정, 직거래장터‧직매장 설치, 농촌관광‧지역축제 지원 등의 다양한 직거

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사회를 활

성화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높

은 관심에 비해 관련 연구의 진행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직거래 활성화

를 위한 노력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

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직거래가 농업 소득에 긍정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 요인들을 도출하고, 농산물 직거래가 농업 소득에 미치는 향을 파악



- 82 -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

을 차례로 수행하 다.

먼저 농가의 농산물 유통 선택 현황과 농산물 판매금액 분포 현황을 살

펴보았다. 국내 농가의 19.9%는 직거래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논벼, 채소, 과수와 같은 작물보다는 특용작물, 약용작물 같은 

고부가가치의 작물인 경우 직거래 판매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강원 지역에서 직거래 비율이 높고, 

비도시 지역과 농업 중심의 중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율이 낮

은 특성을 보인다. 한편 전체의 약 70%의 농가가 연 판매금액 2천만 원 미

만 구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직판장 사업을 운 하는 농가

의 비율은 농산물 판매금액이 증가할수록 유지되거나 조금씩 높아졌으며, 

판매금액 단계에 따라 생산 농산물 품목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

다.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직거래 유통 선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농가와 지역환경의 두 수준으로 구분하 고 위계

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요인별 향을 추정하 다. 그 결과 개별 농가 특성에

서는 경 주가 여성이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겸업일수록 

직거래 선택 확률이 높아지며, 논밭면적이 작을수록, 특용작물, 약용작물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작물을 생산할수록, 컴퓨터를 활용할수록 직거래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농가비율이 낮을수록, 재래

시장이 많고 산지유통시설이 없고, 농촌관광사업과 지역축제와 같은 도농교

류가 활발할수록, 대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직거래 선택 확률이 높아

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예상한대로 지역환경 요인들이 농산물 직거래 선택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와 농산물 판매금액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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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로짓모형을 사용하 으며 직거래‧직판장 사업을 포함하여 농산물 판매금

액에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투입하여 각각의 향력을 추정

하 다. 분석 결과 직거래‧직판장 사업 운 이 농산물 판매금액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컴퓨터 활용, 생산자

조직 참여도 농산물 판매금액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습득 및 홍보와 판매, 생산자조직 참여를 통한 정보교류 

및 공동작업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유통‧판매를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농산물 직거래에 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농산물 직거

래와 농업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정책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거래 유통의 비율은 지역의 농업환경과 유통환

경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을 통해 직거래 유통이 농업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 지만 직거래는 기존의 유통방식을 대

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때문에 

무조건 직거래 활성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직거래 판매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활성화 전

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농업환경과 유통환경에 대한 심층

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더욱 많은 직

거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관광사업과 지역축제는 농산물 생산자의 직거래 유통 선택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촌체험관광사업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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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농교류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농림부의 

농촌체험마을사업과 농어촌공사의 농촌관광사업(웰촌)은 사업 진행 규모에 

비해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에 시행된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이를 직거래 활성화와 연

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직거래 외에도 컴퓨터 활용이나 생산자조직 참여가 농업 소득 향상

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총조사 자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국내 농가의 70%가 2천만 원 미만의 농산물 판매소득을 얻는 것으

로 나타난다. 특히 소농과 고령농은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거래 사업 운  지원은 물

론이고 농촌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진행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자

조직의 참여를 권장하고 공동 생산 ‧ 판매를 통해 상품의 질을 높이도록 지

원하는 것도 농가의 농산물 판매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농가가 다양한 유통 경

로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판매처 분류만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 다. 농업총조사의 판매처 분류는 농가의 모든 유통경로를 보여주지 

못한다. 판매금액이 가장 높은 판매처 하나만을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

매처 상에서 직거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하 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분석 결과가 부정확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능하다면 직거래 유통 비율이나 직거래 

판매 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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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직거래 선택에 대한 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환경 변수를 모두 고려하지는 못하 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지역

환경 요인들 외에 여러 지역환경 요인들이 직거래 선택에 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상되었으나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163개의 시군단위로 제공

되지 않기 때문에 미처 고려되지 못하 다. 직거래 유통의 선택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지역 내 직거래장터와 직매장의 입지 여부, 판매자의 직거래

에 대한 인식 등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추

가한다면 직거래 선택의 향 요인들을 더욱 정확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산물 판매금액에 대한 직거래의 향 분석 시 모든 판매금액 구

간이 포함되지 못했으며 판매금액을 분류한 뚜렷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판매금액 구간은 농업총조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간을 재

조정하여 농가의 비율을 비교적 균등하게 맞추려고 하 으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지는 못하 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120만 원 이하의 연 판

매금액을 얻는 농가의 직거래 사업 여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

득이 하게 해당 판매금액 구간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 지역 구분의 세분화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결과를 추정하고 해석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직거래 결정요인 분석의 임의계수모형 추정 단계에

서 163개 지역의 계수 임의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정 변

수의 계수가 지역별로 추정이 되더라도 일일이 향력을 살펴보는 것에 어

려움이 있었다. 또한 농가 판매소득에 대한 지역 특성의 향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판매소득에 지역적 향이 많

이 작용한다고 하 지만 전국 대상의 분석에서 지역 더미를 세분화해 변수

로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할 적정한 지역 

단위를 설정하거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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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Local 

Environmental Factors and Income 

Increase on the Direct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Lee, D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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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1980s, as a result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 in transportation and the increase in commercial 

farmers broadened the distribution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us expanded the distance between the producers and the 

consumers.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broadened distribution 

system not only created economic difficulties for the local farmers 

but also made the consumers worry about the quality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The direct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was therefore created to solve such complex problem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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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system. The direct marketing reduces intermediary 

costs, which increases farmers' revenue and builds trust between 

the producers and the consumers, and therefore solves the safety 

issues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direct marketing further 

promotes more active urban-rural exchange and invigorates local 

economy. Recently, both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working on creating various direct marketing strategies thereby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as well as the local economy. 

The research on the direct marking of agricultural products is 

essential in order to support such efforts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regional environment 

on the direct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understand 

the agricultural income increase effect of the direct marketing. In 

order to achieve these two objectives, this research focused on 

two analyses. First, the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hoice of farm households' direct marketing using hierarchical 

logit model, focusing on the local environment. Second, the 

research estimates ordered logit model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direct marketing on agricultural income. The source 

of the data is 2010 Census of Agriculture.

19.9% of farm households is conducted through direct marketing 

in 2010. High value-added products, such as special crops and 

medical crops, had a higher reliance of direct marketing compared 

to regular crops, vegetable, and fruit. In terms of the region, the 

metropolitan area and Gangwon area had a higher reliance on direct 

marketing. Also, the study shows that 70% of the agricultural 

income is less than 20 million won. The portion of the farm 

households that use direct marketing stayed the same or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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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elling price of the agricultural product increased.

The hierarchical logit model shows that female and educated 

farm owners that produce higher value-added crops have higher 

propensity to choose direct marketing. In terms of the local 

environmental factors, a region with fewer farm households and 

less distribution facilities that is closer to the bigger cities have 

higher portion of direct marketing. Also, the portion of direct 

marketing increases when there is more active rural tourism 

business and local festivals. As expected, the local environmental 

factor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oice of the direct 

marketing.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marketing and 

the agricultural income level using ordered logit model shows that 

direct marketing has a positive impact in increasing the agricultural 

income. Computer utilization and producer organization participation 

also helped to increase the income. This is because information 

gathering and advertisement through computer as well as increased 

involvement of producer organization participation improves product 

quality and promotes efficient distribution and sales.

The study gives some implications to promote the direct 

marketing. The direct marketing increases agricultural income, 

however it cannot completely replace the existing distribution 

system. The direct marketing is influenced by the local agricultural 

and distribution environment. Therefore, the local environmental 

factors need to be thoroughly studied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customized strategy for each region. In order to promote direct 

marketing, the local government should support rural tourism 

business and local festivals. Also, computer and interne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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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also pre-requisite for more direct marketing. More active 

direct marketing would eventually contribute agricultural society.

The study is meaningful as it found out the determinants on the 

direct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using all samples of farm 

household and it shows that direct marketing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gricultural income. This finding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in further researches on promoting direct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the study misses some of the regional 

environmental factors due to lack of data, and only focuses on the 

largest sales channels, neglecting the fact that farm households use 

various sales channels.

◆ Keyword : Direct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gricultural 

Income Increase,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ystem, Hierarchical 

Logit Model, Ordered Logit Model

◆ Student Number : 2012-2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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