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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농가의 6차산업화활동참여유형및

성과결정요인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이현정

국내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WTO 협정 및 여러 국가와의

FTA 타결 등 시장개방화로 인해 농업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지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생산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어 농업소득 평균 증가율의 하락 및 도·농간 소

득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농업·농촌은 대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원 발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6차산업화가

전개되고 있다.

6차산업화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1차산업인 농업생산,

2차산업인 가공, 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결합시켜 농업의 다각화 및



- ii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6차산업화는 국내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농업정책에서 소외되

었던 영세농 및 고령농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

고 있다. 또한 농업 가치의 재발견, 소득향상에 따른 여가 선용 문

화 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6차산업화와 관련된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6차산업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확대되었고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

직까지 6차산업화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재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

부분이 정성적인 방법으로 특정 참여 유형 및 지역범위를 연구대상

으로 하여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농

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6차산업화

실천 농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별 농가와 지역의 어떠한 특성이 6

차산업화 참여유형 선택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각 유형 간

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6차산업화 활동 참여 유형 결정요인은 종속변수의 선택지가

다양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다변량 프로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가 되는 6차산업

화 참여유형을 직매장,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으로 분

류하였다. 분석결과 귀농·귀촌여부, 지역축제 방문객수는 모든 유형

에 있어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

재배작목이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농가

소득 다각화 정도, 6차산업화 종사경력, 6차산업화 농가비율, 정보화

농가비율은 대체적으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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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각 참여유형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 가공은

어떤 유형과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농촌체험관광-농가식당과

같이 비교적 연계성이 높은 유형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는 것은 물론 상관계수 역시 크게 나타났다.

6차산업화 참여농가 성과 결정요인 분석은 개별농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도 함께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위계선형모형

(multilevel/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농

업소득과 6차산업화 사업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을 활용하였으며 남

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특용·약용작물 재배농가, 축산농가에 해

당할 경우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차산업화 결합유형

에 따른 소득향상효과는 전 유형을 다 운영하는 농가에 비해 한 가

지 유형 혹은 비교적 연계성이 떨어지는 유형들을 선택하여 운영했

을 경우 소득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6차산업화 종사경력, 6차

산업화 인지정도, 정보네트워크는 소득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만, 예상과 달리 농가소득 다각화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각 결합유형별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지역수준 변수는 친환경농업 농가비율, 농가호당 경지면적, 인

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을 경우, 정보화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소

득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6차산업화 농가비율도 예상과

달리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지

역 내 다양한 6차산업화 종사경력 농가, 결합유형이 존재하여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향후 6차산업화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지

역특성 역시 6차산업화의 참여 유형 선택 및 소득 향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농가의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특성 역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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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소속여부 역시 6차산업화 참여

및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 추진 시 이들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활용을 통해 6차산업화 시행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요어 : 6차산업화, 농가소득향상, 결정요인분석, 다변량 프로

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 위계선형모형

(Multilevel/Hierarchical Linear Model)

학 번 : 2015-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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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내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WTO 협정에 이어 여러 국가와

의 FTA 타결 및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시장개방화로 인해 농업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비중은 1990

년 약 15%에서 2013년에는 약 6%로 급감하였고 고령농 비중은

1990년 약 14%에서 2013년에는 약 36%로 급증하여 국내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저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2003년에서 2013년까지의 농업소득 평균 증가율은

-0.52%를 기록하였으며 도·농간 소득 격차는 82.5%에서 68.4%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농업·농촌은 대내외적인 환

경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원 발굴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6차산업화가 전개되고 있다.

6차산업화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국내에서

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정책이다. 그러나 6차산업화는 타 산업에

비해 침체되고 있는 농업에 활력소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남아있던 영세농 및 고령농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성훈 외, 2014). 그리고 정책이

시행된 것이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농촌·

농업 가치의 재발견, 소득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주

5일제 시행과 같은 여가 선용 문화 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6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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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관련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

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수요자가 평가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는 최소 6조 3,468억 원 에서 최대 9조 3,272억 원으로 추정되었으

며 평균지불의향 가격은 식량안보(10,719원), 환경보전(9,391원), 경

관 및 전통보전(9,098원)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요자가 농업의 공

익적 기능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히 수

요여건의 변화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차 산업의 대표적인

예인 농촌체험관광의 시장규모는 2011년 2,884억 원에서 2012년

2,953억 원으로 약 68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촌경제

연구원, 2012).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2015년 6월 시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시행),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6년 6월 시행)과 같이 6차산업화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로컬푸

드 등 육성 및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편성 방향 중 하나로 6차산업화 지

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2016년 8

월에 발표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6차

산업화 지원에 전체 예산 중 0.6%인 875억 원을 편성하였고(2016년

842억 원), 세부 내용으로 6차산업화 창업 활성화에 2016년 67억 원

에서 71억 원, 농촌관광 개선 및 홍보에 2016년 119억 원에서 145억

원을 계획하여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6차산업화와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해서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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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는 아직 6차산업화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재로 이와 관

련된 연구는 대부분이 정성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 왔다. 따라서 보

다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한 6차산업화의 활성화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대상의 확대 및 정량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의 수

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전국으

로 확대하여 국내 6차산업화 실천 농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농가의

어떠한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이 6차산업화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6차산업화 참여유형이 개별 농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시행하여 6차산업화 실천 농가의 성과 향

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6차산업화 실천 농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

한 농가가 어떠한 요소 및 특징에 의해 6차산업화 각각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얻

고자 함에 있다. 또한 각 참여유형별 농가 특징이 농가 성과에 미치

는 영향요인 분석을 시행하여 농가 성과 향상과 관련된 향후 정책

수립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각각의 분석을 위해 우선 각 개별농가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의

유형을 직매장(3차), 농산물 가공(2차), 농촌체험관광(3차), 농가식당

(3차)으로 분류한다. 이 때 농산물 생산(1차)은 농가가 반드시 참여

해야 하는 유형으로 2차, 3차에 해당하는 유형과 기본적으로 결합되

어 있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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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변량 프로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을 사용

하여 각 농가의 6차산업화 참여 유형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다. 다변량 프로빗 모형은 단지 하나의 선택지를 두고 이산된 종속

변수만을 반영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빗 모형과 달리 다양한 선택

지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직매장, 농산물 가공, 농촌

체험관광, 농가식당과 같이 농가의 6차산업화 참여유형 해당여부로

상정하였는데 이 때 농가는 한 가지 유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

만 동시에 여러 가지 유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6차산업화의

경우 수요자가 직접 해당지역에 방문해야 서비스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가 속한 지역적 특성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변량 프로빗 모형은 이를 반영하여 분석하

기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위계선형모형(Multilevel/Hierarchical Linear Model)

을 사용하여 6차산업화 참여 농가의 농가개별특성 및 지역 특성이

농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해 보고자 한다. 위계선형모

형은 서로 다른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예를 들어 두 집단이 위계 구조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미

치는 관계일 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집단을 일반적인 선형모

형을 통해 분석할 경우 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

여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각 수준 간 교차 및 상호작

용 효과도 분석할 수 있다.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농가는 개별농가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

기 때문에 소득 역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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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6차산업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6차산업화에 대한 통계자료

의 부재로 대부분이 운영실태 조사, 6차산업화 관련 수요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 시행을 통해 6차산업화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정성적인 연구를 시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6차산업화 중

에서도 농촌관광과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많으나 이러한 연구 역시

특정 지역을 지정한 후 농촌 어메니티 자원과 농촌관광의 결합, 농

촌체험관광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 방문객의

선호도 조사와 같이 비교적 한정된 지역 내에서 정성적인 차원에서

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정량적인 연구의 경우에도 6차산업

화 참여농가의 기초 자료 및 소득 자료의 부재로 작목별 판매소득

을 소득 변수로 대신 활용하거나 국내 농업·농촌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는 일본의 6차산업화 관련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

6차산업화의 유형 정의 및 발전방안 제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

구로는 김성훈 외(2014), 김용렬 외(2014), 김태곤 외(2013), 김태곤·

허주녕(2011)이 있다. 제시된 연구들에서는 6차산업화의 개념을 정

의하고 유형화를 시도하며 관련 정책들의 현황 및 추진실태를 조사

하여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6차산업화의 추진에 있어 인프라의 개선과 더불어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전문 인력의 확보가 6차산업화 성공의 관건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발전방안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 마상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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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 따르면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업경영체에 새로운 차원의

농업 경영 기법·기술과 숙련도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향후 농촌지

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 한 바

있다.

6차산업화의 결합 유형과 소득 결정요인과의 관계를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한 연구에는 박종훈 외(2014), 황재희

외(2016)가 있다. 박종훈 외(2014)에서는 농가와 영농법인으로 구성

된 6차산업화 참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산업적 결합유형(1차+2

차+3차, 1+2차 및 1+3차)에 따른 수입 결정요인을 헤크만 선택모형

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농업법인의 경우 1+2+3차를 선택한 경우보다

1+2차, 1+3차를 선택한 경우 선택보정 변인의 계수가 정(+)으로 나

타남을 밝혔다. 그러나 6차산업화 참여농가 소득 자료의 부재로 범

주형 소득 및 작목별 판매소득을 보정하여 소득으로 상정 후 분석

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황재희 외(2016)는 본

연구와 같이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사용하여 1차×3차, 1차×2차×3차

와 같은 융복합 유형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때 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융복합을 강조하는 종합적 전략

보다는 단일결합형 6차산업화가 현재의 한국 농업환경에 적합하다

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실(2016)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와 Tobit 모형을

사용하여 6차산업화의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

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하는 농업·농촌 6차산업화 종합조사 자

료를 사용하여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의

효율성을 계측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6차산업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산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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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2차, 3차산업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의 산출을 증대시켜야 함

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일본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개별농가가 아닌 지역단위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한계

점이 존재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소득 또는 특정 6차산업화 유형 참

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권오상 외(2013)와 이다예 외

(2016)가 있다. 권오상 외(2013)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

계청 농가경제조사 자료 및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개별농가의

특성과 농가가 속한 지역 환경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고, 지역특성에 따라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의 비중이 크게 달라지

는 것을 밝혀냈다. 이다예 외(2016)에서는 2010년 통계청 농림어업

총조사 자료 및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개별농가의 특성요인과

지역환경 특성요인의 두 수준으로 구분하여 농가의 농산물 직거래

유통 선택에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 때 개별농가의 특성으

로는 경영주가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업종사경력이

짧을수록, 겸업, 특용·약용작물, 과수재배농가인 경우 직거래 선택확

률이 높아지고 지역환경 특성으로는 지역 농가 비율이 낮을수록, 재

래시장이 많고 산지유통시설이 없으며 대도시와 가까울수록 직거래

선택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범위를 전국의 개별농가로 상정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사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참여유형 중 하나만을 선정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시도하

거나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로 분류하여 소득 향상효과를



- 8 -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화 참여유형(직매장,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을 동시에 모두 고려하여 각

유형별 선택 결정요인 및 각 유형간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성과 결정요인의 경우 각 결합 유형을 따로 분리하여 결합

유형별 소득 향상효과를 계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범주형 소득인 작목별

판매소득을 보정 후 소득으로 사용하였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

는 개별농가의 구체적인 소득을 활용하여 소득 향상효과를 분석하

였다. 이를 활용할 경우 각 변수들의 인과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분

리하여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

진다.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살펴보며 이와 더불어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

제 2장에서는 6차산업화의 개념 및 유형을 정의하고 국내 6차산

업화의 현황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6차산업화 참여유형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사용

하는 분석 자료와 분석 모형을 제시 및 설명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6차산업화 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분

석 자료와 분석 모형을 제시 및 설명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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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제 3장, 제

4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6차산업화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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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6차산업화의 개념 및 현황

제 1 절 6차산업화의 정의 및 유형

1. 6차산업화의 정의

6차산업화는 1990년대 중반 일본 동경대학 명예교수인 이마무라

나라오미(今村奈良臣)가 최초로 주창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今村

奈良臣, 1998). 이에 따르면 6차산업화는 농업이 1차산업인 농림수산

물의 생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가공산업 또는 3차 서

비스업을 융합하여 농업의 다각화(diversification)와 종합 산업화(1

차×2차×3차=6차)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에서 정의된 6차산업화도 대부분이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동필 외(2007)에서는 국내 낙후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 강

화를 위해 시행된 신활력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6차산업을 창출해야 함을 서술한 바

있다. 또한 김태곤·허주녕(2011)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농업생산

이라는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산업 및 직판장이나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 3차산업을 농촌

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6차산업 웹페이지에서도 6차산업을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

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

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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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게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태곤 외(2013)에서는 농업의 6차산

업화를 생산영역 부문만 강조 되었던 기존의 농업부문에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 외식산업 연계, 관광·교

류·치유·복지 등의 기능에 주목한 확대된 비즈니스의 관점을 더하여

생산에서 가공·판매 등의 영역을 통합하고, 관광이나 교류·치유·복지

등도 비즈니스화 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

역을 회생하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6차산업화의 발전을 위해 관련된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6차산업화 전문 인력의 개념에 대해 정의도 논의

된 바가 있다. 마상진 외(2015)는 6차산업화 전문 인력을 농촌지역

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6차산업화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지

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이라는 1차산업을 농산물 가공의

2차산업 및 농촌체험, 관광, 외식 등의 3차산업과 결합시켜 부가가

치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6차산업화의 유형

6차산업화의 유형은 가장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의 결합

형태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이는 각각의 6차산업화 실천 농가를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의 결합 형태를 통해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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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별주체의 6차산업화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 시스템
주요주체 개별 경영체 (개별경영체)+지원기관, 지자체

생산핵심활동 농업,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동종품목)

(융복합활동)+집합적 
생산활동(이종제품결합)

지원대상 개별 경영체의 생산활동 (개별경영체)+지역농산업 
네트워크

생산주체집적 무관 집적 이익 추구
공간범위 무관 상호작용 가능한 공간적 영역

목표 품목 중심의 가치사슬 
구축과 부가가치 창출

6차산업을 매개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자료 : 정도채,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발표자료(2016.11)

<표 2-1> 개별경영체와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구분

을 의미한다. 이 때 1차×2차는 농산물 생산과 가공, 1차×3차는 농산

물 생산과 유통, 관광, 외식, 1차×2차×3차는 농산물 생산, 가공 및

관광, 외식을 동시에 하는 농가가 포함된다.

또한 6차산업화는 지원 대상 및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개별 주

체의 6차산업화와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 시스템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정도채(2016)에 따르면 개별 주체의 6차산업화는 농가 개인이

운영 주체이며 지원은 개별경영체의 생산 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동종 품목에 대해 농업,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시행하는

것이 생산핵심활동으로 규정된다. 반면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는 개

별경영체와 더불어 지원기관과 지자체가 주요 주체이며 지원대상은

개별경영체 및 지역 농산업 네트워크가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융복

합화 활동과 더불어 이종 제품 결합 등의 집합적인 생산 활동이 생

산핵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6차산업화는 목적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도

있는데 김태곤 외(2013)는 이를 커뮤니티형(지역공동체형),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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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형(계약거래형), 네트워크형(농공상연대형)으로 유형화를 시도 하

였다. 이 유형화에 따르면 커뮤니티형은 농촌지역에서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고령자나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때 해당유형의 대

표적인 형태는 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산물 혹

은 단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교류나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하는 6차산업화의 추진주체는 마을단위나 읍

면 단위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의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생활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형은 농업생산법인이나 기업(본부) 등이 지역에서 다

수의 영세농가(가맹점)와 계약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지역단위로 선도농가가 가진 기술을 가맹점에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고도의 재배기술이 필요한 원예부문이나 축

산부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형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브랜드화, 새로

운 시장 개척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유형은 농업 내부에서 가공부문이나 판매부문으로의 진출을 계획하

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제약에 대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이나 가

공기술, 판매망 등을 가진 농외 사업체와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이종산업간 연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역단

위 6차산업화 시스템과 같이 대규모 산지나 사업부문에서 유리하며

연결의 경제성에 의해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는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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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목적 방식 비고

커뮤니티형
(지역공동체형)

- 고령자·여성 일자리 창출
- 소득 향상
- 지역공동체 회복

- 생산자 그룹이 중심
- 생산·가공·판매의 통합방식
- 참여자 : 1차산업 종사자

- 소규모사업, 중산간지역에 적합
- 다양한 원료농산물 생산, 가공시설 확충, 판매망 개발 등이 과제
- 범위의 경제성

프랜차이즈형
(계약거래형)

- 신기술 확산
- 부가가치 향상
- 판로보장

- 선도농가(본부)가 주도
- 선도농가와 다수의 영세농가(가맹자)간 계약거래방식
- 참여자:선도농가 및영세농가

- 원예·축산부문에 활발
- 생산자 육성과 지역농업 진흥효과
- 연결의 경제성

네트워크형
(농공상연대형)

- 신시장 개척
- 신가치 창조
- 지역순환형 경제구축

- 제조업·서비스업이 주도
- 이종산업간 연대방식
- 참여자:1차·2차·3차 산업 종사자

- 대규모산지, 대규모사업이 유리
- 밸류체인 형성
- 연결의 경제성

자료 : 김태곤 외(2013),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

<표 2-2>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6차산업화의 유형과 특성

제 2 절 국내 6차산업화 현황

국내 농업정책들은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경쟁력 농

정, 친환경 농정, 소득 농정, 글로벌 농정 등을 제시하여 농업의 규

모화 내지는 전문화를 통해 시장 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

가는 데에 초점을 두어왔다(김성훈 외, 2014). 각 정부에서 제시한

농정 정책에는 농민·농촌 정책도 포함되어 고령농 및 영세농이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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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요 농정 패러다임
김영삼 정부

(경쟁력 농정)
- 전업농 육성을 통한 규모화
- 정책사업 투명성 제고

김대중 정부
(친환경 농정)

- 친환경 농업 육성
- 고품질, 가족농 강화

노무현 정부
(소득 농정)

- 소득 보전 직불제 확충
- 마을 종합 개발 등 농촌 삶의 질 제고

이명박 정부
(글로벌 농정)

-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 연계
- 농식품 수출 및 한식 세계화 강화

박근혜 정부
(스마트 농정)

- ICT·BT 융복합 등을 통한 농업의 첨단산업화 달성
- 6차산업화 시행을 통한 농촌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자료 : 김성훈 외(2014), 6차산업화 관련 정책사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 계 방안 연구 p.11 및 보완.

<표 2-3> 역대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 농정을 기조로 삼고 농

업분야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6차산업화가 대표적인 농정 브랜드로

등장하게 되었다. 6차산업화 정책 역시 이전 정부에서 직면하고 있

던 FTA, 쌀관세화 등에 의해 농업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농업

생산력 저하, 농가소득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고령화와 출산

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 발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도 되었다. 그러나 6차산업화는 적극적으로

기존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영세농, 여성 농업인 등을 사업 주체로

포함시키면서 침체되고 있는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동안 농업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외계층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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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관련정책 목적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향토자원을 활용한 1차, 2차, 3차 융복합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역농림수산물을 활용한 1차, 2차, 

3차 융복합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지자체연계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표 2-5> 국내 6차산업화 관련 정책 현황 비교

(단위 : 억 원, %)

분류 2014 2015 2016 2017

예산 788 820 842 875

증감(율) - 32(4.1) 22(2.7) 33(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편성 보도자료(각연도)

주 : 2017년 수치는 예산 편성안 기준임(농식품부 2016. 8. 30. 보도자료).

<표 2-4> 6차산업화 관련 예산 편성 현황

<표 2-4>는 6차산업화와 관련된 각 연도 예산 및 예산 증감 추

이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화 관련예산은 2014

년에 처음으로 6차산업화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편성이 시작되었고

해마다 증감률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체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

에 있다.

구체적인 6차산업화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표 2-5>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기관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뿐만 아니라 각 시도별 지

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

체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강원, 전북 지역과 같이 도별 특색을 살린 지원을 시행하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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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공상 연대 및 협력을 통한 성장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 활용

농촌진흥청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소규모 창업시 제품개발
6차산업수익모델 융복합화 및 기술과 기반 조성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가공시설 지원

해양수산부 어촌활력정착지원 어촌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R&D, 
H/W, S/W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연고사업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중소기업청 지역발전특구 규제완화
안전행정부
(현.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 활용

경기 농어업6차산업화지원사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 인프라 정비 등

강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신지식 농업인 지향 및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달성

전북 6차산업화 마을만들기 전북형 슬로공동체 만들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및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지원
충북,충남,전남,경북, 경남,제주 농어업6차산업화지원사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판로확대, 홍보 및 현장 코칭 지원
자료 : 김용렬 외(2014),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산업 발전 전략 연구 및 보완.

또한 <표 2-6>는 각 도(道)별 6차산업화 담당부서 및 업무를 정

리한 것이며 이를 통해 각 도별로도 6차산업화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여 6차산업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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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부서 담당업무

경기 -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
- 6차산업 육성, 따복농장

강원 - 농정국 축산과
- 농정국 농정과

- 축산 6차산업화 관련 업무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전략사업 
추진 및 도 시행계획 수립 등

충북 - 농정국
- 농촌자원과

- 6차산업 추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 농촌자원과 기획업무, 6차산업화, 
특성화, 비교우위 등

충남
-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자원식품과
- 농정국 농업정책과

- 농촌자원활용 6차산업화 시범 등
- 6차산업 지원센터 운영(충남연구원)
- 6차사업 홈페이지 콘텐츠개발지원
-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지원
- 6차산업화지구지정
- 6차산업화복합농장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사업

전북
- 농식품인력개발원
- 자원경영과
- 농촌활력과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핵심리더과정 교육 기획 및 운영

- 6차산업화 관련 성공사례 분석 및 
모델개발

- 농식품 6차산업화 업무 전반 지원

전남 - 농업정책과
- 6차산업화 전담부서는 없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의 업무를 지원중임

경북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 
생활지원과
- 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 6차산업, 농촌체험관광, 
농업농촌자원 소득화사업 등
- 6차산업 경영분석 및 상온유통 연구

농업농촌융복합(6차산업)활성화지원

경남 -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6차산업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
- 6차산업 지원체계 구축
- 6차산업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지원

<표 2-6> 각 도별 6차산업화 담당부서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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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자치도)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 (제주시)농수축산 경제국 
농정과

- 식품6차산업담당 업무 총괄
- 6차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업무 추진 
제주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해올렛 
육성관련 업무 
- 6차산업 육성 및 업무총괄

자료 : 각 도청 웹사이트 정리 및 재구성(2016.11.24. 기준).

법령명 공포(시행)일자 목적
(조례는 제정한 지자체)

법

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06.22.

(2015.12.23.)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2015.06.22.

(2015.12.2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5.06.22.

(2016.06.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

조

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15∼2016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충북, 전북, 경남, 강원 철원군, 전북 
진안군, 전북 장수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08. 서울특별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2015.04.06.

/2013.06.05.
경기 양주시, 경북 구미시

<표 2-7> 6차산업화 관련 법령 및 조례



- 20 -

로컬푸드 등 육성 
및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1∼2016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경북, 경남, 
광주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 수원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곡성군, 
전남 나주시, 전남 무안군, 전남 
순천시, 전남 해남군, 경북 김천시, 
경북 울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6.11.24. 기준).

<표 2-8>과 <그림 2-1>은 2005년 및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농업관련 사업별 경영농가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6

차산업화 관련 활동은 직판장 및 직거래, 식당 경영, 농축산물 가공

업, 농기계 작업대행, 농촌관광사업 총 6개로 분류되었다. 6차산업화

와 관련된 사업별 경영농가수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 수는 2005년

1,272,908호에서 2014년 1,120,775호로 감소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사

업 경영농가 즉, 6차산업화 실천농가에 해당하는 농가는 2005년

88,290호에서 2010년 137,443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전체 농가

대비 6차산업화 참여농가 비율로 살펴보면 2005년 8%에서 2010년

13%로 5% 가량 상승하였고 이후 2012년 까지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6차산업화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가식당 경영 농가 수

는 2005년 5,714호에서 2014년 11,527호로 그 수가 약 122.8%가 증

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9.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는 농축산물 가공이 동기간 동안 약 107.8%의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8.5%로 나타났다. 반면 직판장

및 직거래, 농촌관광사업은 동기간 동안 각각 18.9%, 11.8%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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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과 1.9%, 1.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직판장 및

직거래의 경우 이미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유형이기 때문

에 성장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

촌관광사업은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 체험 프로그램 개설

등에 수반되는 인력 등의 운영비도 많이 들어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농기계 작업대행은 2005년 통계자료의

부재로 2010년부터 2014년을 기준으로 증감률 및 연평균 성장률을

산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각각 –41.4%와 –10.1%로 나타나 유일하

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호)

구분  
    

농가 농업관련사업경영농가
직판장직거래 식당경영 농축산물가공업 농기계작업대행

농촌관광사업
2005 1,272,908 99,879 88,290 5,174 6,503 - 4,014

2010 1,177,318 151,515 117,234 9,043 8,564 23,331 4,468

2011 1,163,210 129,312 103,186 9,757 10,111 13,829 4,279

2012 1,151,117 119,149 88,615 10,560 12,084 13,423 4,158

2013 1,142,032 136,622 103,836 11,566 13,687 14,093 4,461

2014 1,120,775 137,443 104,960 11,527 13,512 13,681 4,488

자료 :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주 1) ‘직판장직거래’는 농축산물직판장과 농축산물직거래 항목을 합한 수치임.

주 2) 농업관련사업경영농가수가 각 항목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중복응

답을 허용하였기 때문임.

주 3) ‘농기계 작업대행’ 항목은 2005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표 2-8> 연도별 농업 관련 사업별 경영농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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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체 농가 수 대비 6차산업화 참여 농가 수

（단위 : 호, %)

자료 : 통계청(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인 『농업·농촌 6차산업

화 기초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살펴본 6차산업화 현황은 <표 2-9>

와 같다.1) 우선 6차산업화 참여 농가의 경영주 성별은 전 참여유형

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형별로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본 연구에서는 전체 6,075개의 농가 데이터 중 농산물 생산 미참여로 답변한 농

가, 부정확한 답변 기재로 인해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한 농가를

제외한 총 2,452개의 농가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농산물 생산 미참

여로 답변한 농가 즉, 1차를 제외한 2차×3차 결합 형태는 생산기능을 결여하였

으므로 6차산업화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황재희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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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호)

남성 여성
직매장 144 365

농산물가공 619 1,173

농촌체험관광 260 673

농가식당 104 167

합계 769 1,683

<표 2-9> 6차산업화 참여유형에 따른 성별 구성

농업종사기간 역시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20년 이

상의 농가, 10년 이상∼20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농가 순으

로 농업종사기간이 길수록 6차산업화 참여 농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종사경력이 짧을수록 경영주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새로운 사업 구상 및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업생산물 및 농촌특성을 활용하는 6차산업화 사업수행에

있어 이들은 상대적으로 기반이 덜 갖추어져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단위 : 호)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직매장 15 39 109 96 250

농산물가공 93 134 297 365 903

농촌체험관광 38 65 168 229 433

농가식당 21 16 47 64 123

합계 121 175 376 499 1,281

<표 2-10> 6차산업화 참여유형에 따른 농업종사경력별 농가 수

한편 <표 2-11>에 제시된 각 참여유형별 평균연령 및 6차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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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경력은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농촌체험관광의 경우 6

차산업화 종사경력이 평균 9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 직매장에 비

해 1.8년 적은 7.2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체험관광 프

로그램 운영이나 고객 응대 등에 있어 비교적 강점이 있는 젊은 경

영주, 귀농·귀촌한 농가에서 본 유형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단위 : 세, 년)

평균연령 6차산업화종사경력
직매장 56.0 9.0

농산물가공 55.4 8.7

농촌체험관광 55.4 7.2

농가식당 55.6 8.5

전체평균 55.8 8.6

<표 2-11> 6차산업화 참여유형에 따른 농가 평균연령 및

6차산업화 종사경력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농가의 특성은 지역별로 비슷하지만 참여

유형에 있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6차산업

화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충남(20.9%), 전남(19.4%), 경남

(12.9%)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직판장은 전남

(28.1%), 강원(19.3%), 경기(17.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남, 강원 지역은 농업이 대표적 산업인 지역이며 경기의 경우 대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공의 경

우 전남(25.9%), 충남(21.4%), 경남(11.6%)의 순으로 나타나며, 농촌

체험관광은 전남(21.1%), 강원(18.1%), 충남(16.0%) 순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농가식당의 경우 강원(31.4%), 충북(23.6%),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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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호, %)

농가수 직판장 농산물가공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
경기 144

(5.9)

91

(17.0/57.2)

13

(0.7/8.2)

37

(4.0/23.3)

18

(6.6/11.3)

강원 195

(8.0)

98

(19.3/21.3)

108

(6.0/23.5)

169

(18.1/36.7)

85

(31.4/18.5)

충북 283

(11.5)

47

(9.2/12.1)

187

(10.4/48.2)

90

(9.6/23.2)

64

(23.6/16.5)

충남 513

(20.9)

20

(3.9/3.5)

384

(21.4/67.4)

149

(16.0/26.1)

17

(6.3/3.0)

전북 203

(8.3)

26

(5.1/9.8)

201

(11.2/75.8)

33

(3.5/12.5)

5

(1.8/1.9)

전남 476

(19.4)

143

(28.1/17.0)

456

(25.4/54.3)

197

(21.1/23.5)

44

(16.2/5.2)

경북 197

(8.0)

49

(9.6/15.1)

161

(9.0/49.7)

83

(8.9/25.6)

31

(11.4/9.6)

경남 316

(12.9)

2

(0.4/0.6)

208

(11.6/62.3)

119

(12.8/35.6)

5

(1.8/1.5)

제주 125

(5.1)

33

(0.4/20.0)

74

(4.1/44.8)

56

(6.0/33.9)

2

(0.7/1.2)

합계 2,452

(100)
509 1,792 933 271

주 1) 괄호안의 첫 번째 수치는 ‘특정지역의 유형별 참여농가 수/전체지역의 유

형별 참여농가 수’를 의미하며, 두 번째 수치는 ‘지역 내 특정 유형 참여

농가 수/지역 내 전체 6차산업화 참여농가 수’를 의미함.

주 2) 각 개별농가는 여러 개의 6차산업화 사업 유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백분율의 총합은 100% 이상이 됨.

<표 2-12> 지역 및 참여유형별 6차산업화 실천농가 수

(16.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농업적 특성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지역이나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일수

록 6차산업화를 실천하는 농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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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차산업화는 공급 측면의 증가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꾸준한 양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화 관

련 수요의 변화는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새로이 이루어지

고 있고 국민 소득 향상에 따른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주

5일제 시행과 같은 여가 선용 문화 여건 및 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

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요여건의 변화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 3차 산업의 대표적인 예는 농촌체험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

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에 조사한 연구에서 농촌관광 시장규모가

2011년 2,884억 원에서 2012년 2,953억 원으로 1년 사이에 약 6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촌관광의 이동총량은 2003

년 약 984만 일에서 2012년 1,505만 일로 증가하였고, 경험횟수 역

시 2003년에 244만회 정도에서 2012년에는 595만회로 약 2.5배가량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국내여행

이동총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농촌관광의 이동총량은 그 반대

로 나타나고 있고 농촌관광 경험횟수 역시 농촌관광 이동총량과 유

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농촌관광 수요의

증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농축산물

직판장을 통한 농축산물 및 가공 상품 판매와 농가 식당의 수요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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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일, % / 회, %)

구분 2003 2004 2009 2011 2012

이

동

총

량

농촌관광

이동총량(A)
9,843,945 7,524,224 13,024,136 14,002,748 15,052,044

국내여행

이동총량(B)
- - 375,340,664 286,947,961 264,422,552

비율(A/B) - - 3.5 4.9 5.7

경

험

횟

수

농촌관광

경험횟수(C)
2,442,284 2,511,737 4,008,764 4,418,766 5,949,915

국내여행

경험횟수(D)
- - 219,585,834 156,594,347 141,620,535

비율(C/D) - - 1.8 2.8 4.2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2012), 2012년 도시민 농촌관광 수요조사 결과.

주 1) 2012년 국내여행 이동총량은 예측치임.

주 2) 2012년 국내여행 경험횟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성장률

-9.6%를 적용하여 예측한 수치임.

<표 2-13> 농촌관광 이동총량 및 경험횟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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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6차산업화 참여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제 1 절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및 변수설정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이용하는 자료는 농촌진흥청의『농업·

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림어업총

조사』,『농가경제조사』 및 『농업면적조사』, 행정자치부에서 제

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관

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이며 자료의 기준년도는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의 설문조사 기준연도와 맞추

기 위해 2013년으로 하였다. 다만 농림어업총조사는 가장 최근에 발

표된 201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 조사기관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농촌진흥청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자치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표 3-1> 분석 시 활용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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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 중 본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할 자료는 농촌

진흥청에서 발간한『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이다. 본

자료는 2014년에 농업생산 이외의 경영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농가 중 2010년 농업총조사에서 농업 이외의 농업 관련 사업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를 모집단으로 정의하여 전체 농가에서

농업관련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농가로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여 얻은 것이다. 이 조사는 농업생산 이외의 경영활동인 6차산업

화 현황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효율적인 농촌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과 정책 실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기존의 6차산업화와 관련된 자료에 비해

6차산업화 실천농가 및 농업 법인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농업소득과 6차산업화 사업 소득을 따로 분리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국내 6차산업화와 관련된 정량적인 연구를 시도

하는 데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농림어업총조사』및 『농가경

제조사』에서 전체 농가 수, 지역별 6차산업화 참여 농가 수 및 유

형별 현황, 정보화 현황별 농가 수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대도시 인

구수 및 지역 축제 참여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주민등록 인구통

계』,『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6차산업화 참여유형 결정요인 분석을 위

해 종속변수는 직매장, 농산물가공,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 총 4가

지 유형의 참여여부로 설정하였다. 이 때 직매장은 상설시설에서의

판매뿐만 아니라 노상 판매점 형태도 이에 해당하며 개인뿐 아니라

단체가 운영하는 공동 직판장·직매장 형태도 포함하였다. 농산물 가

공은 농축산물을 건조, 세척, 절단, 혼합, 포장 또는 가공과정을 거쳐

즙, 차, 장류 등의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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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관광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 음식, 휴양, 방

문객 대상 교육, 신체 및 정서치유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가

가 이에 해당한다. 농가식당은 농촌지역에서 주로 자가 생산 혹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영주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는 연령을 제외하고 성별(남성=1,

여성=0), 귀농·귀촌여부(해당=1, 비해당=0), 가족농여부(해당=1, 비해

당=0) 모두 더미변수의 형태로 투입하였다.2)

농업특성에 해당하는 농업종사경력은 20년 이상 농가를 기준으로

하였고, 농가의 주요 재배 품목에 따라 논벼농가, 식량작물농가, 채

소농가, 과수농가, 화훼농가, 특용·약용작물 농가, 기타농산물농가,

축산농가로 나누어 논벼농가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리고 농가소득다각화의 경우 6차산업화 사업소득을 농업소득과 6차

산업화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비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역 내 6차산업화 농가비율, 6차산업화 인지정도(인지=1,

비인지=0), 단체 소속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네트워크(소속=1, 비소속

=0), 지역축제 방문객수, 정보화 농가비율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였다.

2)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역시 대표적인 농가 경영주 특성으로 활용되는 변수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해 교육수준 변수는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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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

속

변

수

직매장 더미 0.208 0.406 0 1

농산물 가공 더미 0.731 0.444 0 1

농촌체험관광 더미 0.381 0.486 0 1

농가식당 더미 0.111 0.314 0 1

경

영

주

특

성

성별 더미 0.686 0.464 0 1

연령 년 55.83 9.48 26 96

귀농·귀촌여부 더미 0.343 0.475 0 1

가족농여부 더미 0.691 0.462 0 1

농

업

특

성

영

농

기

간

3년 미만 더미 0.049 0.217 0 1

3년이상∼5년미만 더미 0.071 0.257 0 1

5년이상∼10년미만 더미 0.153 0.360 0 1

10년이상∼20년미만 더미 0.204 0.403 0 1

재

배

작

목

식량작물 더미 0.108 0.311 0 1

채소 더미 0.148 0.355 0 1

과수 더미 0.215 0.411 0 1

화훼 더미 0.021 0.143 0 1

특용/약용작물 더미 0.225 0.418 0 1

기타농산물 더미 0.082 0.274 0 1

축산 더미 0.043 0.203 0 1

6
차
산
업
화
특
성

농가소득다각화 % 72.439 32.846 0 100

6차산업화종사경력 년 8.648 7.433 0 70

6차산업화인지정도 더미 0.752 0.432 0 1

정보네트워크 더미 0.432 0.495 0 1

지

역

특

성

6차산업화농가비율 % 12.389 2.954 5.48 17.36

지역축제 방문객수 만명 188.5 118.7 8.4 333.4

정보화 농가비율 % 15.265 3.200 12.12 23.59

<표 3-2> 다변량 프로빗 모형에 투입된 변수의 기초통계량(N=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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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분류한 6차산업화 실천농가의 참여 활동 선택 유형

은 직매장, 농산물가공,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으로 총 4가지이다.

이 때 각 농가는 4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유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참

여유형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 종속변수가 되는 6차산업화 참여유형

에 대한 복수의 응답을 허용하는 경우를 반영하기 위해 다변량 로

짓 모형(multivariate logit model) 혹은 다변량 프로빗 모형

(multivariate probi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모형 중

다변량 로짓 모형은 교란항 가정으로 인해 변수 간 대체 및 보완관

계를 분석할 수가 없으나 다변량 프로빗 모형은 이러한 가정을 하

지 않기 때문에 대체 및 보완관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3)

다변량 프로빗 모형은 기본적으로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추정 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다변량 프로빗 모형은 SUR

추정과 달리 종속변수가 이항(binary)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

르다. 한편, 본 모형은 McFadden의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개인은 본인의 효용이

극대화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용극대화를 통해 나타난

3) 본 모형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효용극대화를 위한 선택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다항프로빗모형(multinomial probit model)과는 차이가 있다. 다항프로

빗모형은 여러 개의 선택지 중 한 가지를 고를 경우 다른 선택지는 고를 수 없

다는 배제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용함수에서 오차항(stochastic

error term)이 서로 독립(independent)임을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

시에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고, 선택지 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므로 다변량프로빗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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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참여, 미참여의 두 가지(binary) 형태이다. 그리고 효용함수

는 결정된 선호(deterministic preference)와 확률적 선호(stochastic

preference)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개인들은 자신의 선호를 확실하

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관찰자는

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개인의 선호를 확률적이라고 여기기 때

문이다. 이 때 식 (1)에서 결정된 선호를 나타내는 부분은 번째 응

답자의  선택지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변수가 번째 응답

자의  선택지 효용에 미치는 영향 의 곱  ′로 표현된다. 또한

확률적 선호를 나타내는 부분은 오차항 로 구성된다. 따라서 다변

량 프로빗 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 번째 응답자의 선택지에 대한 효용

그러나 효용은 관측될 수 없기 때문에 잠재효용(latent utility)이

며 는 잠재효용이 0보다 클 경우 선택( ),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비선택( )으로 나타난다.

        

     ≤ 
(2)

논의에 앞서 만약 선택지가 2개(  )인 경우를 상정해보면 오차

항은 식 (3)의 평균이 0이고 공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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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때 이변량 정규누적분포   는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4)

       



   

  
       

(5)

위의 이변량 정규누적분포를 가지고 로그우도(log-likelihood)를

구하기 위해  ,  로 두며 =1,2에 대해  

이면  ,  이면   이 된다. 이와 더불어  
′ ,

 ,   로 두고 우도함수가 포함된 확률 및 로그우도

를 구하면 각각 아래의 식 (6), 식 (7)과 같다(Greene, 2012).

               (6)

 
  



ln    (7)

이를 확장시켜 보기위해 다변량 프로빗 모형에서도 오차항을 평

균이 0이고 공분산 행렬이 인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MVN)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식 (8)과 같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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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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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출된 은 각 선택지 간의 상관계수의 부호 및 크기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택지간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Manchanda et al., 1999). 가령   으로 나타났다면

선택지 의 효용증가는 선택지 의 효용 역시 증가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지 와 선택지 는 함께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를 형성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결합확률(joint probabilities)을 통해 개의 정규확률(

-variate normal probabilities)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   ′    (9) ,

   …  

    


  

그러나 이러한 우도함수는 차의 다중적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선택지가 3개를 넘어가게 되면 표본 크기가 적당하더라도 계산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추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

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GHK 시뮬레이터(Geweke–Hajivassil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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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ne Simulator)나 SLM(simulated likelihood methods)를 사용

하면 상대적으로 계산이 복잡한 다변량 프로빗 모형도 추정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Gree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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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결과

<표 3-3>은 6차산업화 실천농가의 참여유형별 결정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6차산업화 참여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한 결

과이다. 그리고 <표 3-4>는 각 참여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때, 더미변수로 넣은 농업 종사 경력과 주요 재배작목

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20년

이상, 논벼 재배 농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6차산업화 참여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표 3-3>을 통해 각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직매

장 참여의 경우 농업 종사경력이 3년 이상∼5년 미만에 해당하거나,

귀농·귀촌 농가일수록, 6차 산업 종사경력이 높을수록, 단체에 소속

되어 있을수록, 지역 내 6차산업화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축

제 방문객 수가 많을수록, 지역 내 정보화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선

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종사경력

이 비교적 짧거나 귀농·귀촌 농가일수록 판로 개척이 어렵고 대량으

로 상품을 넘겨야 하는 전통적인 농산물 유통 경로인 공판장, 도매

시장 대신 보다 유연하게 대안적 유통 경로인 직매장을 선택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주변에 6차산업화를 시행하는 농가가 많을 경우, 정보화 농가비율이

높을수록 직매장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등의 집적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마찬가지로 직매장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구매

하는 유통형태이며 지역축제 방문객 수의 증가는 해당 지역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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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 농업 종사경력이 10년 이상∼20년 미만에 해당하거

나,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약용작물, 기타농산물 재배농가일 때

직매장 선택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농

업 농사 경력이 길수록 전통적인 유통 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

고, 다른 작물에 비해 직매장을 통한 쌀의 판매가 비교적 많기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공의 경우 여성일수록,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에 해

당하고, 특용·약용 작물 재배농가 일 때, 농가소득이 다각화 되어 있

을수록, 6차산업화 종사경력이 높을수록,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수록,

지역축제 방문객 수가 많을수록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생산은 주로 남성이 담당하는 반면 농

산물 세정, 건조, 절단, 혼합 및 된장이나 유자차, 잼과 같은 완성된

상품 제조를 담당하는 것은 여성인 경우가 많고, 20년 이상 농업 종

사 농가에 비해 농사경력이 짧을수록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

생산 이외에 농산물 가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특용·약용작물 가공은 홍삼처럼 논벼작물에 비해 높은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고, 6차산업화 사업수입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6차

산업화 종사경력이 길수록 상품 제조 노하우를 보유하거나 상품 판

매 경로를 잘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축제 방문객이 많은

경우 직매장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인해 선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

로 보인다. 반면 화훼 재배농가 일 때, 6차산업화 농가 비율이 높을

수록, 정보화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농산물 가공 선택에 부(-)의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훼의 경우 가공형태로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6차산업화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비슷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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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어 서로의 수익을 저하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정보화 농가 비율은 보통 높을수록 6차산

업화에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의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비율이 낮을수록 농산물 가공 유형을

선택한다기보다 전 농가 종사 경력이 농산물 가공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이에 따른 선택 확률이 일정하게 변화하는 형태

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농촌체험관광의 경우 귀농·귀촌 농가일수록, 과수, 화훼 재배농

가, 축산 농가에 해당하거나, 6차산업화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단체

에 소속되어 있을수록, 지역 축제 방문객수가 많을수록, 정보화 농

가 비율이 높을수록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귀농·귀촌 농가일수록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6차산업

화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수록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사업 초기

비용 조달이 용이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컴퓨터 및 기기 등을 활용한 홍보, 예약접수 등의 고객관

리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농촌체험관광 프

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과수 따기, 꽃물 염색,

압화 만들기, 화전 만들기, 치즈 만들기 등의 활동인데 과수, 화훼,

축산 농가일수록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 종사 경력이 3년 미만 농가에

해당하거나, 특용·약용 작물 재배농가일 때, 농가소득이 다각화 되어

있을수록, 6차산업화 종사 경력이 높을수록 선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종사 경력이 짧을 경우 농촌 체

험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특용·약용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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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체험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6차

산업화에 참여한지 오래 되지 않은 귀농·귀촌 인구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6차산업화 종사 경력이 낮을수록 본

유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가식당의 경우 여성일수록, 귀농·귀촌 농가일수록,

채소 재배농가, 축산 농가에 해당 할 경우, 농가소득이 다각화 되어

있을수록, 지역 내 6차산업화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축제 방문

객수가 많을수록, 지역 내 정보화 농가비율이 높을수록 선택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당 운영은 보통 여성이

담당할 확률이 높고, 귀농·귀촌 농가일수록 새로운 시도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큰 것에 기인한다. 또한 농가식당의 경우 자가 조달을 통

해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채소나 한우 농가 등이 포함된

축산의 경우 이를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다른 작목에 비해 용이

하기 때문에 선택 확률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과수, 특

용·약용작물 재배농가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과수, 특용·약용 작물은

식재료로 활용하기 보다는 다른 형태를 통해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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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직매장 농산물가공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

경

영

주

특

성

성별
-0.0002 -0.278 0.096 -0.302

(0.068) (0.068) (0.061) (0.079)

연령
0.003 -0.005 0.003 -0.001

(0.003) (0.003) (0.003) (0.004)

귀농·귀촌여부
0.293 -0.041 0.527 0.322

(0.074) (0.073) (0.066) (0.085)

가족농여부
-0.023 -0.090 -0.025 0.093

(0.073) (0.077) (0.067) (0.093)

농

업

특

성

영

농

기

간

3년 미만
-0.365 0.280 -0.333 0.136

(0.163) (0.150) (0.140) (0.162)

3년이상∼5년미만
0.034 0.238 -0.296 -0.226

(0.126) (0.127) (0.117) (0.160)

5년이상∼10년미만
0.202 0.277 -0.051 -0.058

(0.097) (0.101) (0.090) (0.120)

10년이상∼20년미만
-0.096 0.145 0.101 0.038

(0.088) (0.086) (0.078) (0.102)

재

배

작

목

식량작물
-0.371 0.006 0.014 0.034

(0.122) (0.115) (0.109) (0.137)

채소
-0.230 -0.160 0.105 0.294

(0.108) (0.105) (0.098) (0.119)

과수
-0.174 -0.149 0.430 -0.248

(0.101) (0.098) (0.093) (0.127)

화훼
0.071 -0.678 0.663 -0.488

(0.215) (0.213) (0.194) (0.341)

특용/약용작물
-0.185 0.647 -0.316 -0.260

(0.098) (0.108) (0.093) (0.125)

기타농산물
-0.394 0.157 0.092 -0.199

(0.136) (0.132) (0.122) (0.159)

축산
-0.072 -0.247 0.695 0.466

(0.157) (0.150) (0.152) (0.165)

6
차

산

업

화

특

성

농가소득다각화
-0.0002 0.004 -0.004 0.002

(0.001) (0.001) (0.001) (0.001)

6차산업화종사경력
0.014 0.011 -0.012 0.001

(0.004) (0.004) (0.004) (0.005)

6차산업화인지정도
0.090 -0.042 0.569 0.019

(0.079) (0.074) (0.071) (0.095)

정보네트워크
0.204 0.196 0.332 -0.098

(0.070) (0.072) (0.063) (0.088)

지역

특성

6차산업화농가비율
0.051 -0.036 0.009 0.109

(0.010) (0.010) (0.010) (0.016)

지역축제 방문객수
0.001 0.001 0.002 0.001

(0.0003) (0.0003) (0.0003) (0.0003)

<표 3-3> 6차산업화 활동 참여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결과(N=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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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농가비율
0.105 -0.104 0.089 0.066

(0.010) (0.010) (0.010) (0.015)

절편
-3.658 2.408 -2.790 -3.991

(0.319) (0.312) (0.301) (0.373)

주 1)  1%에서,  5%에서,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값을 의미함.

한편 <표 3-4>의 각 참여유형간 상관관계를 통해 보완/대체 관

계를 살펴보면 농산물 가공의 경우 어떤 유형과도 음(-)의 상관관계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산물 가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 및 설비 투자가 요구되며 이로 인해 한 사업에만 집중하여 운

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농산물 가공이라 할

지라도 가공 과정을 거쳐 곧바로 농산물 유통시장에 판매하여 부가

가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과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농산물 가공-농촌체험관광과 농산물 가공-농가식당은

상관계수가 각각 –0.7788, -0.4969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농산물 가

공-직매장은 -0.1153으로 다른 선택지에 비해 값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과 마찬

가지로 최소한의 설비나 투자가 필요하여 동시에 운영하기가 어렵

지만 직매장의 경우 농산물 가공 후 가공된 상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농촌체험관광과 직매장, 농가식당과 직매장, 농촌체험관광과

농가식당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계수가 각각 0.2007,

0.2051, 0.4215로 나타났다. 직매장은 농가에서 생산된 상품을 상설

시설 혹은 임시판매장이라도 판매시설이 있으면 직매장에 참여한다

고 간주하였는데 농촌체험관광을 운영하거나 농가식당을 운영하면

서 농가에서 재배한 상품이나 가공한 상품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 43 -

농촌체험관광과 농가식당의 경우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면서 체험 프로그램과 동시에 음

식, 휴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가령 농촌체험관광의 경우 짧게는 반나절동안 프로그램에 참

여하거나 길게는 1박 2일 정도 머무르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

은데 이 때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농가 자체에서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촌체험관광과 농가식당

운영은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추정결과가 실제 6차산

업화 운영 실태와 일면 부합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직매장 농산물가공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

직매장 1

농산물가공 -0.1153 1

농촌체험관광 0.2007 -0.7788 1

농가식당 0.2051 -0.4969 0.4215 1

<표 3-4> 각 참여유형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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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6차산업화 참여농가 성과

결정요인 분석

제 1 절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및 변수설정

본 장에서는 앞서 참여유형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

인 농촌진흥청의『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농림어업총조사』,『농가경제조사』 및 『농업면적조

사』,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외에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수,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면

적조사』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인 6차산

업화 사업 소득을 합한 값으로 구성하였다.4) 그리고 주어진 소득 자

료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는 1수준에 해당하는 개별농가특성과 2수준에 해

당하는 지역특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농가특성에 해당하는 변수

는 연령, 농가소득 다각화 정도, 6차산업화 종사경력을 제외하면 모

두 더미(dummy)변수로서 개별농가가 각 특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가진다. 지역특성에 해당하는 변수

4) 일반적으로 농가소득은 ‘농업소득+농업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소득)+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의 한계 및 6차

산업화와 관련된 소득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농업소득과 농업

외소득에 해당하는 6차산업화 사업소득만을 합한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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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가호당 경지면적, 대도시 여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율의 형태

로 포함되었다.

경영주 특성 변수로는 성별(남성=1, 여성=0), 연령, 농업종사경력,

귀농귀촌여부(해당=1, 비해당=0), 가족농여부(해당=1, 비해당=0)가

있다. 이 때 농업종사경력은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을 더미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6차산업화 관련 변수로는 6차산업

화 종사경력, 6차산업화 인지정도, 정보네트워크가 있다. 정보네트워

크는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농협, 마을공동체 조직에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으로 간주하였다.

6차산업화 참여유형특성으로는 직판장, 농산물가공, 농촌체험관

광, 농가식당 중 각 농가가 운영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두어 총 14개의 더미변수를 투입하였

다. 이들 참여유형종류 중 기준농가는 직판장, 농산물가공, 농촌체험

관광, 농가식당을 모두 운영하는 농가이다.

농업특성은 농가의 주요 재배 품목에 따라 논벼농가, 식량작물농

가, 채소농가, 과수농가, 화훼농가, 특용·약용작물 농가, 기타농산물

농가, 축산농가로 나누었으며 논벼농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농가소득다각화의 경우 6차산업화 사업소득을 농업소득과 6차산업

화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비율을 산정하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변수들에는 도(道)별 6차산업화 농가비율, 친

환경농업 농가비율, 농가호당 경지면적, 지역 내 50만 이상 대도시

보유 여부, 정보화 농가비율을 각각 계산하여 변수로 투입하였다.

아래 <표 4-1>은 이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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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단위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농가소득 log(소득) 10.179 1.501 1.386 13.816

농

가

특

성

경

영

주

특

성

성별 더미 0.686 0.464 0 1

연령 년 55.83 9.48 26 96

귀농·귀촌여부 더미 0.343 0.475 0 1

가족농여부 더미 0.691 0.462 0 1

농

업

특

성

영

농

기

간

3년 미만 더미 0.049 0.217 0 1

3년이상∼5년미만 더미 0.071 0.257 0 1

5년이상∼10년미만 더미 0.153 0.360 0 1

10년이상∼20년미만 더미 0.204 0.403 0 1

재

배

작

목

식량작물 더미 0.108 0.311 0 1

채소 더미 0.148 0.355 0 1

과수 더미 0.215 0.411 0 1

화훼 더미 0.021 0.143 0 1

특용/약용작물 더미 0.225 0.418 0 1

기타농산물 더미 0.082 0.274 0 1

축산 더미 0.043 0.203 0 1

6

차

산

업

화

참

여

유

형

특

성

직판장 더미 0.038 0.190 0 1

농산물가공 더미 0.489 0.500 0 1

농촌체험관광 더미 0.142 0.349 0 1

농가식당 더미 0.034 0.181 0 1

직판장/가공 더미 0.051 0.221 0 1

직판장/체험 더미 0.024 0.155 0 1

직판장/식당 더미 0.002 0.045 0 1

가공/체험 더미 0.092 0.289 0 1

가공/식당 더미 0.005 0.070 0 1

체험/식당 더미 0.019 0.136 0 1

<표 4-1> 위계선형모형에 투입된 변수의 기초통계량(N=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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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장/가공/체험 더미 0.053 0.225 0 1

직판장/가공/식당 더미 0.001 0.035 0 1

직판장/체험/식당 더미 0.010 0.100 0 1

가공/체험/식당 더미 0.012 0.110 0 1

6

차

산

업

화

특

성

농가소득다각화 % 72.439 32.846 0 100

6차산업화종사경력 년 8.648 7.433 0 70

6차산업화인지정도 더미 0.752 0.432 0 1

정보네트워크 더미 0.432 0.495 0 1

지

역

특

성

6차산업화 농가비율 % 12.389 2.954 5.48 17.36

친환경농업농가비율 % 5.330 3.390 1.03 11.65

농가호당 경지면적 ha 1.532 0.223 1.13 1.86

대도시여부

(50만이상)
더미 0.675 0.468 0 1

정보화 농가비율 % 15.265 3.200 12.12 23.59

2. 분석모형

개별 농가의 소득은 농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도 영

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6차산업화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이를 수

요 하는 소비자와의 접근성 등이 6차산업화 실천 농가의 소득향상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의 선정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귀 모형을 사용할 경우 설명변수를

수준별로 구별하여 각 수준이 6차산업화 실천 농가의 소득에 얼마

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때 각 수준을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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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향상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

계선형분석모형(multilevel/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위계선형모형은 분석 자료가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개별 단위가 그보다 상위 수준(level)에 속해 있는 구조를

통합하여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다. 예를 들어 개별농가를 하위

수준, 지역단위를 상위수준이라고 할 때 주어진 자료가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농가의 특성이 지역특성에도 영향을 받고, 지역

특성 역시 개별농가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두 집단을 하나의 수준에서 분석할 경우 한 수준의 영향력이 제대

로 분석되지 않고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간혹 개인 수준의

특성을 상위 수준으로 집단화 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실

제의 영향과 다른 모순된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 이는 각 요소 간에

내포된 위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했기 때문이다(이다예,

2014). 따라서 모형의 설명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계층

성을 파악하여 수준을 구분하고 각 수준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

여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였을

경우 변수들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각 수준 간 교차 및 상호

작용 효과도 고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추정된 계수와

분산량을 해석하는 데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이희연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각 개별 농가를 1

수준, 각 농가가 속해있는 지역을 2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

한다. 2수준 위계선형모형(two-level multilevel linear model)은 각

수준별 변수를 투입하여 무제약 모형, 임의절편모형, 임의계수모형

의 단계적 순서로 모형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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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제약모형

식 (10)은 설명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지 않고 표본전체의 평균과

1수준 오차, 2수준 오차만을 고려한 무제약모형이다. 이 때 무제약

모형에서 나타나는 두 오차항의 합   은 종속변수의 총분산이

되며 총분산 중 각 오차항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 

  ∼ 
       

(10)

 : 표본 전체 평균,  : 1수준 오차,  : 2수준 오차



: 1수준의 개인 간 오차항 분산



: 2수준의 집단 간 오차항 분산

 : 1수준의 개별개체(농가)

 : 2수준의 집단(지역)

위계선형모형 사용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 내 상관

(ICC, interclass correlation)을 구할 수 있다. 집단 내 상관은 종속

변수의 총분산 가운데 집단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된 분산량을 의미

하며 2수준의 분산을 1수준과 2수준 분산의 합계로 나눈 것이다. 만

약 2수준의 분산이 총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을 경우 2

수준의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나타내며 이는 위계선형모형

활용의 타당성이 적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사회과

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집단 내 상관 값이 5∼25%의 범위 내에

서 나타나며, 5%를 넘어야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Hox,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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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 추정계수,   : 1수준 설명변수

(1수준 변수 투입)

       
∼  

  ∼ 
 

 : 추정계수,   : 2수준 설명변수

(2수준 변수 투입)

 

 






(11)

2.2. 임의절편모형

임의절편모형은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무제약모형을 확장시킨 형

태이다. 첫 번째 식은 1수준(개별농가)의 설명변수()만을 넣은 것이

고 두 번째 식은 이와 더불어 2수준(지역)의 설명변수()까지 투입

한 것이다. 임의절편모형의 경우 회귀식의 절편은 집단 간 서로 차

이가 있지만 회귀식의 기울기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각 집단의 회귀선은 전체 평균 회귀선을 중심으로 분산되지만 기울

기는 같으며 2수준 오차인 의 값에 따라 절편만 다르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도 1수준의 설명변수만 투입했을 때와 2수준의 설명

변수를 투입하여 같이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분산의 변화를 추정하

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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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의계수모형

임의계수모형은 각 집단의 절편뿐만 아니라 기울기의 분포에도

차이가 있어 절편과 기울기 모두 임의효과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구

축할 수 있는 모형이다. 여기서 는 1수준(개별농가)의 설명변수

의 기울기에 대한 집단수준에서의 잔차를 의미한다. 만일 모든

설명변수들에 대한 공분산을 한꺼번에 추정하는 경우 연산이 많아

지며 과대모수 추정이 될 수도 있다(이희연 외, 2013). 따라서 설명

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유의한지를 검정하면서 모형에 적합한 설

명변수를 선정해야 한다.

        
 ∼  

  ∼ 
 

(13)

제 2 절 분석결과

<표 4-2>는 개별농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이 6차산

업화 참여농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농가수준, 지역

수준을 고려하여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무제약 모형을 설정하여 지역수준이 6차산업화 참여농가의 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집단 내 상관(ICC) 값을 통해 파악하

였다. 무제약모형에서 집단 내 상관 값은 0.0774로 추정되었고 이는

지역 수준의 영향력이 7.74% 정도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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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지역수준의 변수들이 6차산업화 참여농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입한 위계선형모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무제약모형에 1수준 개별농가 특성변수들을 투입

하였다. 이 때 2수준 분산 값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1수준 분산 값은

감소하였다. 또한 로그 우도값(log likelihood)은 0에 가까울수록 모

델의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무제약 모형에 비해 1수준 개

별농가 특성변수들을 투입했을 때 이 값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였을 때 1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은 무제약모

형에 비해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설정한 모형에 2수준 지역수준 특성변수들

을 투입하였다. 해당 모형에서 1수준 분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2수

준 분산은 0.2900에서 0.0290으로 90% 가량 감소하였고, 로그 우도

값 역시 –4290.23에서 –4281.04로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2수준 분

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2수준의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가 되는 소

득의 분산을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임의절편모형의 도입

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임의계수모형 구축을 위해 1수준 개별농가 변수인

정보네트워크를 지역별 잔차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3장의 6

차산업화 참여유형 결정요인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네트

워크 이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6차산업화 종사

경력을 변수의 지역별 잔차로 설정하였으나 그 값이 0에 가깝게 나

와 계수 임의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추정결과 임의계수모형에서의 1수준 분산과 2수준 분산은 전 단

계에서 설정한 임의절편모형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제약모형에 1수준 분산과 2수준 분산에 비해서도 각각 약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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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감소한 수치이다. 그리고 로그 우도값도 이전 모형에 비해 줄

어들어 임의계수모형 사용의 타당성을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임의계수모형

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6차산업화 참여농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농가수준에서의 경영주 특성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

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

까지 농사나 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 남성이 주도적인 경우가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기존의 농업소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통해 농외소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앞서 6차산업화 참여유형 결정요인에서 대부분의 유형에서 유

의한 변수였던 귀농·귀촌여부는 본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수준의 농업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에서는 논벼농가에 비해 특

용·약용작물 농가, 축산농가에 해당할 경우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작목에 비해 특용·약용작물이나 축산이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농업종사경력은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6차산업화 결합유형에 따른 소득 향상효과를 분석한 결과 1

차+2차 혹은 1차+3차 결합 형태에 해당하는 직판장, 농산물가공, 농

촌체험관광, 농가식당은 모두 직판장-농산물가공-농촌체험관광-농

가식당을 다 같이 운영하는 유형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1차+2차+3차에 해당할지라도 직판장-농산물 가공, 직판

장-농촌체험관광, 농산물 가공-농촌체험관광, 직판장-농산물가공-농

가식당 유형 역시 소득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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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한 가지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

행했을 때 소득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 비교적 연계

성이 없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했을 경우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

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박종훈 외(2014)에서는 1차+2차, 1

차+3차의 결합이 1차+2차+3차에 비해 소득증대에 효과적일 것이라

고 분석하였지만 만약 농가에서 연계성이 높은 유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경우 1차+2차+3차 결합형태가 소득향상에 더 효과

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6차산업화 특성과 관련된 변수는 6차산업화 종사경력이 길수록,

6차산업화를 잘 알고 있을수록, 정보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단체에 소

속되어 있을 경우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소득 다각화는

다각화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예

상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각 유형별로 소득에 미치는 영

향요인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각 결

합유형별 모형구성을 통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준의 변수들의 결과를 보면 친환경농업 농가비

율이 높을수록,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넓을수록, 지역 내 인구가 50

만이 넘는 대도시가 존재하거나, 정보화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관

행 농산물에 비해 일반적으로 수취가격이 높고, 호당 경지면적이 넓

을수록 농산물 생산량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농업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내 인구가 많을수록 6차산업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소

득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역 내 6차산

업화 농가비율은 음(-)의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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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6차산업화 실천농가의 6차산업화 종사경력의 범위가 넓고 다

양한 결합유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경쟁증가의 영향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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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무제약

모형

1수준

변수투입

2수준

변수투입

임의계수

모형

고정효과(fixed-effect)

절편
10.124 10.851 6.241 6.473

(0.146) (0.345) (1.909) (1.743)

농

가

수

준

경

영

주

특

성

성별
0.240 0.241 0.231

(0.063) (0.063) (0.063)

연령
-0.014 -0.014 -0.014

(0.003) (0.003) (0.003)

귀농·귀촌여부
-0.019 -0.017 -0.023

(0.140) (0.139) (0.139)

가족농여부
-0.015 -0.011 -0.032

(0.123) (0.123) (0.123)

농

업

특

성

영

농

기

간

3년 미만
-0.058 -0.054 -0.031

(0.097) (0.097) (0.096)

3년이상∼5년미만
-0.211 -0.213 -0.200

(0.082) (0.082) (0.082)

5년이상∼10년미만
-0.025 -0.025 -0.020

(0.072) (0.072) (0.072)

10년이상∼20년미만
-0.039 -0.039 -0.030

(0.070) (0.070) (0.071)

재

배

작

목

식량작물
-0.178 -0.170 -0.179

(0.004) (0.004) (0.004)

채소
0.039 0.036 0.014

(0.072)(0.072)(0.072)

0.1360.144
과수

0.140

(0.110)(0.066)(0.066)

0.3210.332
화훼

0.329

(0.267)(0.267)(0.274)

0.2060.199
특용/약용작물

0.197

(0.185)(0.185)(0.186)

-0.029-0.027
기타농산물

-0.032

(0.197)(0.197)(0.197)

0.4660.474
축산

0.465

(0.248)(0.247)(0.247)

직판장
-0.694 -0.727 -0.857

(0.214) (0.214) (0.214)

농산물가공
-0.623 -0.604 -0.615

(0.258) (0.257) (0.257)

농촌체험관광
-1.141 -1.120 -1.145

(0.652) (0.652) (0.651)

<표 4-2> 6차산업화 참여농가 성과 결정요인 분석결과(N=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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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수

준

6

차

산

업

화

참

여

유

형

농가식당
-0.832 -0.800 -0.850

(0.197) (0.197) (0.197)

직판장/가공
-0.690 -0.682 -0.687

(0.441) (0.441) (0.441)

직판장/체험
-0.680 -0.655 -0.652

(0.270) (0.270) (0.269)

직판장/식당
-0.401 -0.388 -0.493

(0.211) (0.211) (0.211)

가공/체험
-0.406 -0.398 -0.421

(0.824) (0.824) (0.821)

가공/식당
-0.470 -0.459 -0.484

(0.328) (0.328) (0.327)

체험/식당
0.000 0.017 -0.029

(0.307) (0.307) (0.307)

직판장/가공/체험
-0.243 -0.227 -0.243

(0.113) (0.113) (0.113)

직판장/가공/식당
-1.589 -1.615 -1.576

(0.104) (0.104) (0.104)

직판장/체험/식당
0.302 0.316 0.285

(0.100) (0.099) (0.099)

가공/체험/식당
-0.208 -0.188 -0.254

(0.211) (0.211) (0.211)

6

차

산

업

화

특

성

농가소득다각화
-0.003 -0.003 -0.003

(0.094) (0.094) (0.094)

6차산업화종사경력
0.031 0.031 0.031

(0.126) (0.126) (0.126)

6차산업화인지정도
0.233 0.230 0.232

(0.156)(0.157)(0.157)

0.4330.513
정보네트워크

0.511

(0.001)(0.001)(0.001)

지

역

수

준

6차산업화 농가비율
-0.178 -0.158

(0.025) (0.024)

친환경농업농가비율
0.226 0.225

(0.067) (0.061)

농가호당 경지면적
1.072 0.788

(0.446) (0.404)

대도시여부

(50만이상)

1.874 1.762

(0.446) (0.418)

정보화 농가비율
0.178 0.185

(0.060) (0.055)

임의효과(ramdom-effect)

1수준 분산
2.1705 1.9119 1.9121 1.8994

(0.062) (0.547) (0.54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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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준 분산
0.1822 0.2900 0.0290 0.0181

(0.915) (0.143) (0.186) (0.016)

정보 네트워크
0.0615

(0.045)

집단 내 상관(ICC) 0.0774

lnL -4443.20 -4290.23 -4281.04 -4276.69

주 1)  1%에서,  5%에서,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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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농업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6차산

업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

성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6차산업화의 정의 및 유

형과 국내 6차산업화 현황을 살펴보았고,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에

발간한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통계자료를 중심으로

6차산업화 참여유형 선택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

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6차산업화 참여유형별 결정요인은 종속변수의 선택지가 다양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다변량 프로빗 모형(multivariate probit model)

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가 되는 6차산업화 참여유형을

직매장,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 4가지로 분류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성별, 연령, 귀농·귀촌여부, 가족농여부, 농업종사경력,

주요재배작목, 농가소득 다각화, 6차산업화 종사경력, 6차산업화 인

지정도, 정보네트워크, 6차산업화 농가비율, 지역축제 방문객수, 정보

화 농가비율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귀농·귀촌여부, 지역축제 방문

객수는 모든 유형에 있어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산물 가공, 농가식당은 여성일수록 선택할 확률

이 높아지거나, 같은 작목일지라도 가령 특용·약용작물의 경우 농산

물 가공에서는 선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직매장, 농촌체험관

광, 농가식당 유형 선택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농가소득 다각화 정도, 6차산업화 종사경력, 6차산업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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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율, 정보화 농가비율은 대체적으로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만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각 참여유형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

산물 가공은 어떤 유형과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농촌체험관

광-직매장, 농가식당-직매장, 농촌체험관광-농가식당은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체험관광과 농가식당은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체험관광 운영과 동시

에 음식, 휴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연계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차산업화 참여농가 성과 결정요인 분석은 개별농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도 함께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위계선형모형

(multilevel/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였다. 우선 집단 내

상관 값을 통해 지역수준의 영향력이 있음을 밝혀 모형 사용의 타

당성을 획득하였다. 종속변수는 농업소득과 6차산업화 사업 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이다. 설명변수로는 농가수준의 특성변수인 성별, 연

령, 귀농·귀촌여부, 가족농여부, 농업종사경력, 주요재배작목, 6차산

업화 참여유형별 결합형태, 농가소득 다각화, 6차산업화 종사경력, 6

차산업화 인지정도, 정보 네트워크와 지역수준의 특성변수인 6차산

업화 농가비율, 친환경농업 농가비율, 농가호당 경지면적, 50만 이상

대도시여부, 정보화 농가비율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농가특성 변

수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특용·약용작물 재배농가, 축산농

가에 해당할 경우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보고자 했던 6차산업화 결합유형에 따른 소득향상효과의 경우 1차

+2차 혹은 1차+3차 결합 형태에 해당하는 직판장, 농산물가공, 농촌

체험관광, 농가식당은 모든 유형을 함께 운영하는 농가에 비해 소득

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1차+2차+3차에 해당할지라도 비교적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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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떨어지는 유형을 택했을 경우 역시 소득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

었다. 6차산업화 종사경력, 6차산업화 인지정도, 정보네트워크는 소

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예상과 달리 농가소득 다각화는 반대

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각 결합유형별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지역수준

변수는 친환경농업 농가비율, 농가호당 경지면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을 경우, 정보화 농가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6차산업화 농가비율은 예상과 달리 비율이 높

을수록 소득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지역 내 다양한 6차산업화

종사경력 농가, 결합유형이 존재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

을 시행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전국단위의 지역을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6차산업화 실천농가의 참여유형 결정요인과 소득 향상 효

과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6차산

업화 시행주체가 개별농가에서 농업법인 혹은 마을단위로 확대되어

규모화 및 조직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제를 향후 연

구과제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

계로 지역단위를 도(道)단위로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개별 시군 단위의 특성을 제대

로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자료의 보완을 통해 최종 정책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군구 단위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6차산업

화 활동 유형별로 보다 엄밀한 성과요인 분석 모형의 설계와 분석

도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 62 -

제 2 절 6차산업화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사점

앞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6차산업화 활성화 및 발전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6차산업화 실천농

가의 참여유형별 결정요인은 각 참여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

리고 같은 결정요인이라도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분석되었

다. 또한 각 참여유형 간에도 연계정도에 따라 상관관계가 높은 유

형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6차산업화 정책 시행시도 이

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세부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농산물 가공 및 농가식당의 경우

여성일 경우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는 여성농업인이 이러한 사업을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 및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혹은 반

대로 농산물 가공 및 농가식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일 경우 선

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업유형에

남성농업인의 참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이를 더욱 독려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바탕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농가 주요 재배 작목 역시 6

차산업화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

한 경영주 특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역시 고려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과수, 화훼, 축산은 농촌체험관광 선택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이들이 주요 재배 작목

인 농가의 경우 단순한 뿌리작물 캐기 등의 농촌체험에 비해 수확,

가공식품 만들기, 동물 먹이 주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특용·약용작물의 경우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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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중 농산물가공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용·약용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농산물을 가공제품으로

만들 경우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될 수 있으므로 이 유형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작목이 어떤 유형에 적합한

지를 파악하여 사업자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각 참여유형 간에도 농촌체험관광과 농가식당과 같이

서로 결합하였을 경우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

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2차×3차를 모두 달성하여

진정한 의미의 6차산업화 추진이 정책의 목표라면 유형 간 조합을

신중히 검토하여 농가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특성 역시 중요한 요소로써 향후 정책 수립 시 적극적

으로 고려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영한 변수 중 지역

축제 방문객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존재 여부, 정보화 농가비

율은 각각 6차산업화 유형 선택에도, 소득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도별로 6차산업

화를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사

업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 및 내

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시도가 아직까

지 큰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6차

산업화 정책이 중앙정부의 계획 하에 일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6차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6차산업화를 실천하고 있는 개별농가의 육성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지역 축제의 기획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바탕으로 6차산업화의 발

전 역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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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직 소속여부와 관계있는 정보 네트워크는 6차산업화 참

여유형 선택은 물론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앞으로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 추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서 이들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활용을 통해 6차산업화 시

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농가단위에서는 6차산업화 운영 및 정부

지원과 관련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조직 단위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원주체인 정부 및 지자

체에서는 예산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촌체험관광의 경우 한 농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다 조직

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 간에 연합하여 이를 운영할 경우 역할 분담

을 통해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을 할 수 있고, 예약 및 고객

관리,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조직 운영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 단체를 발굴하거나 이러한 조직의 육성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개별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도출에도 불구하고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주체, 즉 개별농가가 농업생산에 투입할 인력마

저 부족함을 호소하며 6차산업화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6차산업화의 추진보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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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hoice in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Farm Income 

Hyunjung Lee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agriculture has faced many problems such as

increasing uncertainties of farm income, widened income disparity

between urban workers and farmers due to globalization,

decreasing population, and aging phenomenon in rural area. Thus,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a new agricultural

policy,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whose final goal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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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e these problems, to revitalize rural economy, and to

improve a quality of life among rural community members.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firstly began from Japan in

the mid of the 1990s. It is a concept of converging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in agricultural field. However, in

contrast to the general definition of the three-sector theory, this

concept requires the involvement of rural community members

and use of local resources. In this manner, this strategy can help

farmers to diversify their farm income resources and create

added value. Although this policy has been implement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compared to other agricultural policies in

Korea, its effects are remarkable,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creation of job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and women farmers.

In addition, the demand for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has

significantly grown because of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increased leisure time.

In spite of its importance, there is little quantitative research

on the same. Consequently, most previous studies rely on a

qualitative data and are limited to some specific categories and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decision making of individual farm households when they choose

types of 6th industrialization activities in agriculture using a

statistical method. Also, this study investigates correlations

among the types and the determinants of farm income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ight provinces in Korea as well as

those of individual farm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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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choices among types of 6th

industrialization activities in agriculture, the first part of this

study employs multivariate probit model, which is a useful tool if

there are many alternatives and one can choose them

simultaneously. For the purpose, four dependent variables are set

as types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direct marketing,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s, agritourism, and farm restauran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eople who return to rural

community and the number of visitors at local festivals have a

positive effect on a choice for all the types. However, sex and

cultivated plants affect each type in different ways. Also, the

degree of farm income diversification, years of practicing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the regional proportion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information accessability

generally contribute farm households to choose direct marketing

and farm restaurant yet, for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tourism, those factors affect oppositely. The correlations of

each type reveal that processing agricultural products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all of the other types. Meanwhile, it is

estimated that if the two types, for instance, agritourism and

farm restaurant, are expected to be operated together, they are

not only positively related but also have a larger correlation

coefficient.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ich farm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onditions affect farm

income using multilevel/hierarchical linear model. The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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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s farm income, which is defined as the sum of income

from on-farm and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ctivities.

The result shows that men, younger farmers, cultivating

oil-seeds, mushroom and medicinal crops, and stockbreeding

contribute to obtain higher farm income. In addi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integration types of 6th industrialization

activities in agriculture lower farm income if a farm household

incorporates only one type or partial integration compared to the

integration incorporating all types of activities together. Although

farmers operate a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tegration, it

lowers their income if the integration has a relatively weak

connection. Years of practicing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knowledge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producers’

union participation decision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and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farm incom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rate of organic farms, cultivated acreage per

farm household, a city that has population more than 500,000, and

the proportion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also contribute to

obtain higher farm income. However, farm income diversification

and the regional proportion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do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arm income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effects of each type for farm income

are different and needed to be estimated by setting models

separately.

In sum, for invigoration and burgeon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differen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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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or farmers considering not only the types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but also region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producers’ union participation decision is also an

important factor for choosing types and increasing income of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Thus,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can be achieved efficiently by appropriate and active

governmental supports for producers’ union.

keywords :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determinants 

analysis, farm household income, multivariate 

probit model, multilevel/hierarchic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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