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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새롭게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와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도출하고 발전방

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운영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정책 수혜자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에 대한 세 가

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농촌융복합

산업 정책과 이에 영향을 준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비교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법제도와 정책목표, 인증(인정)제도 및 인증 경영체, 지원기관 

운영 및 기타 정책사업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한국

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에 비해 1차산업(농업)의 활용

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정책의 정량적 목표 또한 일본에 비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인정제도는 사업계획에 대

한 인정으로 과정 중심적인데 반해 한국의 인증제도는 사업자에 대한 인증으로

서 자격 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인증(인정)의 규모도 일본의 경우 6차산

업화를 영위하는 전체 6만여 개의 경영체 중 약 3.8%인 2천3백여 개의 규모로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체 1.2만여 개의 경영

체 중 12.0%에 해당하는 1,397개의 규모가 인증이 되었으며, 이 또한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인증 경영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한국의 지원

센터는 일본의 서포트센터에 비해 경영체 접근성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운영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인

증제도, 현장코칭, 판로지원, 지원기관운영 및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등 5개 분

야에 대해 실무 전문가, 정책 전문가 및 인증 경영체 등 3개의 그룹을 대상으



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그룹별 인식의 경향

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인증제도가 경영체에 대한 인증인지 제품

에 대한 인증인지 명확하지 않고, 체험·관광형 경영체가 인증 경영체로 진입하

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이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임

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

인증 경영체와의 차별화, 시장 지향적 인증 등을 통해 인증 경영체가 안전하고 

높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

식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서 경영체를 지원하는 기관인 지원센터의 조

직과 직원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구조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체와 소통하

기 어려운 구조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센터 

조직과 고용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지원센터의 자율성 강화 및 업

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

책과 관련해서는 현 정책이 농식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이고, 성과 중심적

인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운영과정에서 정부는 정량적인 성과목표 

달성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

체의 발전단계, 핵심 산업 및 규모 등 다양한 경영체의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정책 수혜자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2016년 기준 897개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군집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인증 경영체의 유형을 분류하고 정책지원의 관점에서 유형별 특성

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농업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그리고 가공형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다. 도출된 유형을 살펴보면 농업중심형은 전체의 12.0%를 차지하고 있으

며, 농촌교육농장과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농업인 및 가족농 비중이 높고, 1차산

업 매출액 비율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제주, 전남, 경남의 분포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은 유형으로, 핵심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2차 3차산업 분야도 점진적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직매 농가식당형은 8.4%의 비



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농업인으로 1×2×3차 인증 경영체인 가족농이 상대적

으로 많고, 총 매출액 및 1차산업 매출액 규모가 가장 작으며, 경기지역 경영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2차산업과 3차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중심

으로 한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직매 가공형은 13.2%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

형으로, 농식품가공이 중심이나 직매장 운영 비중이 높고, 총 매출액 규모가 5

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으며, 인천, 경기 지역 분포 비중이 높은 유형으로, 제

조 가공 기술 분야의 더욱 견고한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체험

관광형은 12.8%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휴양마을과 마을공동체 형태의 사

업을 운영하는 1×3차 인증 경영체가 많고, 3차산업 평균 매출비중이 가장 높으

며, 강원, 충북, 인천지역 비중이 높은 유형으로, 핵심 산업인 체험 관광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인력 중심의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마지막

으로 가공형은 5개 유형 중에서 53.6%의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농식품가공

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많고, 대부분 매출이 2차산업에서 발

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 경북 지역의 경영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

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중심의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인증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 경영체에 대한 인증

인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인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 

자체가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높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담보해줄 수 있는 위상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과 관

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경영체의 규모와 성장단계,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영세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도 정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증 경영체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지원센터 업무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지원센터가 실질

적인 현장성이 뒷받침되는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식품가공과 

유통 중심의 정책 성향과 관련하여 정책을 통한 이득이 농업 농촌으로 환원되

는 구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정책 목표와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서 건전한 농촌융복



합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농촌융복합산업이 고도화가 되며, 이를 통해 지역공

동체가 유지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념을 포괄할 

수 있는, 미래 농업 농촌의 바람직한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목표가 설정

되어야 한다.

주요어 :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인증제도, 인증 경영체(인증 사업자),

정책 비교, 관계자 인식, 유형화

학  번 : 2014-3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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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50년대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섬유산업을 시

작으로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전자 및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 등 급속

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으로 인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람, 산업, 정보 등이 집중되었고 상대적으로 농업 농촌은 급격하게 축소 및 

쇠락되어 왔다.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농가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

되었으며, 상수도보급률, 의료접근성, 노후주택비율 등 농촌지역 환경이 위축되

면서 농촌공동화 현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농촌인구

와 농가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농촌

은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농업

과 농촌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게 된 계기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

대 초반 UR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유럽공동체(EC)와 미국 간의 농산물 분야의 

쟁점이 큰 역할을 했는데,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WTO, OECD, FAO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었

다. 논의의 결과 농업 농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및 경제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 농촌 기능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적으로 다양한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농

촌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 농업

생산기반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0년

대에 들어서 농촌관광을 핵심으로 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공모제 사업의 추진방식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내생적 농촌지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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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농업클러스터 구

축,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및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등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하여왔다.

이러한 시기에 이웃나라 일본이 2010년 약칭 “6차산업 지산지소법”이라 불

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

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장려하는 6

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정책

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법 제1조에 제도의 목적을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

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설정하였고, 농촌융

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반조성,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이하 농촌융

복합산업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법 제8조에서 제14조를 통해 “농

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를 핵심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법 제15조에서 

제29조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및 지

원센터 지정·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지원,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판로 지원사업, 협회의 설립, 금융지원, 홍보 및 교육 등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기반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이렇게 규

정된 세부 정책사업들을 통해 인증 경영체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목적인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증의 대상이 경영체인

지 제품 및 서비스인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증제도 자체도 소

비자 등의 관점에서 명확한 위상과 위치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

산되고 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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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융복

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나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원정책이 경영체의 다양한 규모와 특성을 반영

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등 정책 초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주요 지원 정책사업의 추진 초

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농업 농

촌을 중심으로 한 농촌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이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 정책사업, 인증 경영체

의 특성을 분석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시

급한 사안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시급한 사안에 대해 조경학이란 학문분야를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하

고자 한다. 조경학에서 일컬어지는 사회적 접근방법이란 행태학적인 측면과 심

리학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를 조경학에 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접근방법이다(양병이, 1977). 또한 조경학은 자연환경, 인문

환경 및 시각환경을 아우르는 “종합과학예술”로서 농촌의 산업, 사회, 환경, 복

지 등을 포함한 농촌계획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이다(임승빈, 1995). 따라

서 인구학적 특성, 행태, 심리, 가치관 등에 초점을 둔 조경학의 사회적 접근방

업과 인문환경적 관점을 활용하여 농촌계획의 한 분야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차원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분석을 넘어 

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에 있어 실용적이고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는 이 정책이 어떠한 배경과 목적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롭게 설계된 정책이 실

제 농촌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하

고 실행하는 정책 지원자의 관점과 그 지원정책의 혜택을 직접 받는 수혜자의 

관점, 그리고 지원과 수혜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정책의 

적용과정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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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구조적 특징, 정책 관계자의 

인식 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혜자의 특성과 현황파악이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

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유효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큰 틀을 수립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

책의 설계와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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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 번째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의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

히,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추진되는 실질적 계기가 되었던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인증 경영체를 중심으로 주요 

지원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실무 전문가, 정책 전문가 및 정책 수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조

사하고, 또한 각 그룹별 의견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정책 수혜자의 특성과 현황파악이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 수혜자이자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촌에서 

영위하는 주체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연구 결과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연구문제 1>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농촌

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농촌융복합산업 정책과 관련된 정책 관계자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 수혜그룹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개념과 의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어떠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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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일본이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 및 일본 6차산업화 

정책의 목표와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하고, 일본의 정책을 차용한 한국의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한국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목표와 주요 정책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사업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 초기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정책 관계자로는 현장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기관의 실무 전문가와 지원정책의 혜택을 직접 받는 수혜자인 인증 경영

체, 그리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의견을 줄 수 있는 정책 

전문가 등 3개의 그룹으로 설정하고, 정책에 대한 각 그룹별 인식이 어떠한 경

향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 수혜자이자 농촌융복합산

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주체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

본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들은 경영형태, 사업유형 및 규모 

등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방법으로 정책지원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집단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취하는 일이 가능하도록 경영체들을 몇 개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나누고 세분화

(segmentation)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1)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에 앞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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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책에 대해 추진실태 분석, 정책의 평가, 발전방안 도출 등을 수행했던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검토하였다. 김정섭 외(2011)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추진된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 가운데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리고 “신활력사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시기에 등장한 정책사업이나 법제도의 변경 등 정책방향의 변화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델파이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국승용 외(2011)는 산지유통정책 중 산지유통조직의 역량강화 및 산지유통 

인프라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및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작

성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활용한 문헌조사,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산지유통정책의 목표와 의식을 폭넓게 파

악하기 위해 1차 개방형 질문, 2차 인식조사 등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전

문가의 인식과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을 상호 비교하여 현재 정책 목표의 적합

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오병태(2012)는 농촌마을조성정책과 관련하여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

어온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뉴타운사업” 등 3개 사업

의 71개 사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및 조성의 실태를 분석하

고, 마을 입주 대상자 또는 입주예정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개의 개

별 사업에 대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외(2013)는 1990년대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로 이어

져 오는 농업 농촌 정책의 연속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

원, 민간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FGI)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의 틀과 과제를 정리하고,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Q방

법 조사를 실시하여 농정의 추진체계 정비방안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작은 단위의 개별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분석, 정책의 평가, 발전방안 

도출 등을 수행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호룡(2005)과 김선기 외(200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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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사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유호룡(2005)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혁신을 위한 방향과 전략, 지역역량과 균형발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신활력사

업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였고, 70개 시·군의 사업 추진실태를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김선기 외(2006) 또한 문헌연구, 현지사례조사 및 공무원 설문조

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의 소득창출이라는 관점에서 11개의 분석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통해 54개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신활력사업의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황만길(2011)과 박동진(2012)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황만길(2011)은 문헌조사를 통해 전북지역에서 추진된 22개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기획단계, 선정단계, 추진단계, 평가와 환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박

동진(2012)은 문헌조사를 통해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선정과정, 사업추진과정, 사

업종료 후 관리현황에 대해 경영학적 관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박한식 외(2008), 정환영 외(2008), 김강섭 외(2009), 배승종(2010) 및 이해진

(2012)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박한식 외(2008)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선정된 132개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

본계획에 수립된 사업내용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정

환영 외(2008)는 2004~2008년까지 5개년 동안 충청남도에서 추진된 15개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을 대상으로 정책 자료집, 정책보고서, 농촌개발 관련 논

문 및 책자 등에 대한 문헌연구와 함께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

촌공사 직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김강섭 외(2009)도 2004년 선정된 16개 사

업 권역을 대상으로 문헌연구, 현장 및 면접조사를 통해 사업의 현황과 내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승종(2010)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28개의 문제점을 DEMATEL(DEcision MAking

Trial Evaluation Laboratory)기법과 내용분석을 통하여 정량화 객관화하고, 사

업 추진 상에 나타난 객관화된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이해진(2012)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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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2005년에 착수된 36개 권역에 

대해 문헌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18개 권역을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설문조

사와 심층면접을 추진함으로써 농촌개발사업 성과의 차이와 농촌사회 발전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 관련 연구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문헌연

구,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정책의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심층인

터뷰, 델파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 관련 

연구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은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책사업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

(신활력사업 등 3개 사업)
김정섭 외(2011)

정책사업 평가수행 및 

발전방안 제시

문헌분석,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델파이, 면접조사

산지유통정책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 등 

5개 사업)

국승용 외(2011)
정책 목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농촌마을조성정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3개 사업)
오병태(2012)

사업에 대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
문헌 및 사례조사, 설문조사

농업‧농촌정책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송미령 외(2013)
농정의 추진체계를 정비방안 

및 발전방향을 제시

표적집단면접, 심층인터뷰,

전문가 델파이 조사, 

Q방법 조사

신활력사업
유호룡(2005)

김선기 외(2006)

사업의 의미 검토,

사업문제점 진단 및 정착방안 

제시 등

문헌연구, 사례조사, 설문조사

향토산업육성사업
황만길(2011),

박동진(2012)

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등
문헌조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박한식 외(2008), 

정환영 외(2008), 

김강섭 외(2009),

배승종(2010), 

이해진(2012)

사업의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등

문헌고찰, 현장조사, 면접조사, 

DEMATEL, 내용분석,

심층인터뷰

<표 1-1>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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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 및 경영체에 관한 연구

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

2013년에 농업의 6차산업화가 농업 농촌 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었고,

2014년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촌융복합

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관한 연

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2011년 일본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

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6차산

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국책연구원과 학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병오 외(2011)는 농상공 연대,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산지소 및 6차산

업화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농촌 활성화 정책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태곤(2012), 이병오(2013), 김태곤(2014) 및 이유경(2014)

은 일본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한 초기 6차산업화 정책

의 사례, 정책의 현황과 추진 동향, 정책의 시사점 및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김태곤 외(2011)는 우리나라와 같은 영세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6차산업화를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

을 살펴보면서, 지역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개별경영 주체보다는 지

역단위의 조직경영체 단위를 대상으로 한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

한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6차산업화 실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

다.

김인중(2013)은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유학열(2013)은 6차산업화 인식 확

대와 전문인력 양성,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지원,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6차산업화 유통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6차산업화 산업영역 확대를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권용덕(2014)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산업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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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전략을 제시하고, 유형별 주요사례의 특징 및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서 6

차산업 정책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용렬 외(2014a)는 농업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6차산업화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AHP 분석을 추진하여,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

다. 김성훈 외(2014)는 기관별,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되는 6차산업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대한 검토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사업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권혜숙 외(2015)는 한국과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6차산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각 산업화 지

원이 균형적인 것에 비해서 한국은 6차산업화를 홍보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이 

많았으며,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은 기술설비나 시설, 판로개척 등에 지원이 

많은 반면 일본은 지적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박정일 외(2015)는 식품 및 외식 종합자금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6

차산업화 창업자금 자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6차산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및 AHP 기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세부 사업들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이병오(2015)는 한국 농업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6차산업화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으

며, 한재환 외(2016)는 도시 소비자들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및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6

차산업화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6차산업화 정책의 열악한 기반

을 서둘러 확충하고, 생산자 조직이 중심이 되어 2차 식품가공업과 3차 서비스

업이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성수(2016)는 국내 

6차산업화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독창성, 사업타당성, 고객유도, 고객지향성,

지역성 및 생각의 전환이라는 한국형 6차산업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공요

소 6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장민기 외(2016)는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농가맛집, 농촌교육농장, 농산물종합가공

센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참여한 6차산업 참여 농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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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30개 내외의 각 사업별 우수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일선 지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6차산업화 추진의 핵심 요소 및 성공 모델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을 <표 1-2>

와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이병오 외(2011) 일본의 농촌 활성화 정책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문헌연구

김태곤(2012), 

이병오(2013), 

김태곤(2014), 

이유경(2014)

일본의 초기 6차산업 정책의 사례, 추진동향, 시사점 및 과제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김태곤 외(2011)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6차산업화 실태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김인중(2013)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6차산업화 중요성 강조 문헌연구

유학열(2013)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 제시 문헌연구

권용덕(2014)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산업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으로의 접근 전략을 

제시, 주요사례 성공요인 분석
문헌연구, 사례분석

김용렬 외(2014a) 6차산업화 정책에 대한 수요 조사,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정책과제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AHP분석

김용렬 외(2014b)
농촌산업과 6차산업화 동향을 파악하고, 과거의 농촌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

문헌연구, 기술통계,

전문가 인터뷰

김성훈 외(2014)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실태 진단, 정책사업간 연계방안 제시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권혜숙 외(2015) 한국과 일본의 6차산업화에 대한 공적 지원 프로그램 내용 비교 사례비교 연구

박정일 외(2015) 6차산업 관련 사업 정책 중요도를 제시 AHP분석

이병오(2015) 6차산업화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 문헌연구

한재환 외(2016)
도시 소비자들이 농업의 6차산업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및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통해 분석

다항로짓 모형

(multinomial logit)

박성수(2016) 한국형 6차산업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성공요소 6가지를 제시 문헌연구

장민기 외(2016)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6차산업화 추진의 핵심 요소 및 성공 모델을 도출

문헌연구, 기술통계,

사례분석

<표 1-2>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

이처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다양하게 추진되었지

만,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증적이고 유효한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

았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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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실질적인 정책의 범위와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없으며, 또한 정책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

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책의 추진

실태 분석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

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경영체에 관한 연구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 목적은 근본적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기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러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발적 발전론에 근거하여, 농업인, 농촌

주민 및 농업관련 사업자 등 농업 농촌 주체의 주도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

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 대상도 이처럼 농업 농촌 현장에서 6

차산업을 추진하는 경영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는 경영체에 

대한 연구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6차산업화가 농업

농촌 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록환 외(2013)는 8개 시 도별 각 5명씩 농촌현장의 6차산업화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6차산업의 인지도, 6차산업의 장애요인,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의 역할, 6차산업화 기여도 등의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코자 하였으며, 서윤정 외(2013)는 6차

산업화를 수행하는 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수준, 리더역량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AHP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2013b), 농림축산식품부(2013c), 김용렬 외(2014a), 김태곤(2014)

및 농촌진흥청(2014) 등은 6차산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경영체 단위부터 지역단

위의 범위까지 사업내용, 중심산업, 사업의 추진방법, 참여주체 참여범위 및 특

성 등에 따라 6차산업 유형을 구분하였다.

박종훈 외(2014)는 효과적인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한국적 농산업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의 산업적 결합이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10,363호의 농가와 1,250개소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헤크만 선택모형”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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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급진적인 종합 결합(1+2+3차) 추진보다 일부 결합

(1+2차 또는 1+3차)을 통한 점진적인 소득증대가 한국적 토양에 적합한 6차산

업의 방향이라 제시하였다.

양정임 외(2014)는 6차산업의 5개 유형별 각각 10개의 주체(마을, 농가 또는 

법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차산업 현장에서 인식하는 6차산업의 

이해와 정책적 요구 사항 및 산업별 유형에 따른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

여 6차산업화 정책수립 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현호 외(2014)는 축산관련 6차산업화 우수경영체 30개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한우, 낙농, 양계, 특수가축의 품목에 따라 유통형과 어메니티형으로 구분

하고, 각 유형의 특성, 경영체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및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였고, 김종안 외(2015)는 6차산업 경영체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지표와 기술진단 지표로 나누어진 자가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24개 경영체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정오락 외(2015)는 경제적 

성과중심의 지표와 대별되는 지역사회 상생발전 등 사회적 성과도 평가지표를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경남지역 85개 6차산업화 참여기업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6차산업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순석 외(2015)는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213개

소의 사업 대상자와 일반농가의 소득변화를 분석하여, 6차산업화 시범사업 대

상농가가 일반농가에 비해 높은 소득증가율을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김정태(2016a)는 6차산업 경영체의 성장단계별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652개

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였고, 분

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경영체 특성변인이 분위별 매출액 

결정에 작용하는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정태(2016b)는 6차산업은 

1×2×3차라는 몰입적 접근에 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유형을 산

업적인 관점에서 1×2차, 1×3차 및 1×2×3차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인증 경

영체 752개의 2015년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법을 활용하여 6차

산업 유형선택에 작용하는 6차산업 경영체 특성과 환경적 변인을 찾아내고, 작

용형태를 통해 6차산업 육성모델 정립을 위한 일반화된 조건을 찾아내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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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향미(2016)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 노동시장 고용 

서비스의 운영실적을 살펴보고,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의 농가소득 3천

만 원 이상 농가 144,876명을 대상으로 이변량 프로빗 모델(Bivariate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6차산업 경영주들의 노동력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적으로 도출하였다.

김성규 외(2016)는 6차산업 진행 주체들의 기업가정신을 진단하고 개별적 필

요에 맞는 맞춤형 역량개발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문헌조사, 전문가검

토, 6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탐색적인 요인분석 및 타당성 측정을 

통해,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김연종 외(2016)는 김성규 외

(2016)의 6차산업 기업가정신과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력

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촉진요인으로 작용한 사회적 자본과 새

로 도입된 6차산업 인증제도 획득여부에 따라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확

인하였다.

황재희 외(2016)는 6차산업화 농가를 모집단으로 하는 2013년 기준 시점의 

“농업·농촌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종합적 융복합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6차산업화 정책이 농가 소득 제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

하고, 6차산업화 농가들의 융복합 선택과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

인을 규명하고자 실증분석을 추진하였으며, 김성섭 외(2017)는 6차산업에 참여

하는 농가의 회계처리 시 발생하는 쟁점 중 회계단위의 구분 여부 및 제조 가

공 부문의 원료매입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고 해소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경영체에 관한 연구의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은 

<표 1-3>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처럼 6차산업을 영위하는 주체이자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대상인 6차산

업 추진 경영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추진되었지만,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실질적인 핵심 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경영형태, 사업유형, 매출

규모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 지원의 관점에

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다. 정책 수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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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현황파악이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정책

의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핵심 수혜자인 농촌융복합산

업 인증 경영체가 현재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라 사료된다.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조록환 외(2013) 6차산업 주체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수립 활용내용 도출 설문조사

서윤정 외(2013) 경영체 경영 및 기술수준, 리더역량 등 평가 지표 개발 AHP

농림축산식품부(2013b), 

농림축산식품부(2013c), 

김용렬 외(2014a), 

김태곤(2014) 및 

농촌진흥청(2014)

6차산업 추진하는 경영체부터 지역단위의 범위까지 사업내용, 

중심산업, 사업의 추진방법, 참여주체 참여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

사례분석, 문헌연구

박종훈 외(2014) 산업적 결합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분석
헤크만선택모형

(Heckman Selection Model)

양정임 외(2014)
현장에서 인식하는 6차산업의 이해와 정책적 요구 사항 및 산업별 

유형에 따른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

설문 및 인터뷰,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최현호 외(2014) 축산관련 6차산업화 우수경영체 30개에 대한 현장 사례조사 사례조사

김종안 외(2015) 경영체 자가진단 지표 개발 및 적용 문헌연구, 지표적용

정오락 외(2015)
사회적 성과도 평가지표 도출 및 경남지역 85개 

6차산업화 참여기업분석
문헌분석, 요인분석

이순석 외(2015)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213개소의 사업 대상자와 

일반농가의 소득변화를 분석

문헌분석, 기술통계,

면접조사

김정태(2016a)
652개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매출액 기준 10분위로 구분,

경영체 특성변인이 분위별 매출액 결정에 작용하는 형태를 분석

분위회귀분석

(Quantile Regression)

김정태(2016b)
752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가 6차산업 유형선택에 작용하는 

6차산업 경영체 특성과 환경적 변인 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법

이향비(2016)
농가소득 3천만원 이상 농가 144,876명을 대상으로 6차산업 

경영체가 노동력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적으로 도출

이변량 프로빗 모델

(Bivariate probit model)

김성규 외(2016)
6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통한 

6차산업 기업가정신 지표를 개발
설문조사, 요인분석

김연종 외(2016)
6차산업 기업가정신과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

군집분석, 분류분석,

회귀분석

황재희 외(2016)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종합적 융복합을 강조하는 

정책이 농가 소득 제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확인

헤크만선택모형

(Heckman Selection Model)

김성섭 외(2017)
6차산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회계단위의 구분 여부 및 제조‧가공 

부문의 원료매입 기준과 관련된 쟁점 검토 및 해소방안을 제시
문헌연구

<표 1-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경영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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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

본 연구의 한 축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은 일본의 6차산업

화 정책과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문헌분석 및 정책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구조적 특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① 분석의 범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이 추진된 배

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제정 시행된 법과 그로 인해 설계된 제도와 

정책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주

요 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정책의 목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

증제도와 이 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경영체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통해 새롭게 추진되

는 주요 지원사업 등이며,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정

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1년 

시행된 일본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

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를 통해 추진되는 일본의 6차산

업화 정책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② 정책비교 연구

정책비교 연구란, 정책의 정적인 또는 동적인 측면을 비교 연구하는 분야를 

의미하며, 정부정책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전개되어 가는

지를 국가 간에 비교분석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Feldman, 1978;

박대식, 2001). 비교분석에서의 사례선정방법은 실험을 위한 사례선정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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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처리나 사례연구를 위한 사례선정 방법과는 다르다. 비교분석에서의 사

례선정은 많은 변수가 관련된 복잡한 현상을 소수의 정책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연구하는 관계로, 관심대상이 아닌 변수들의 간섭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연

구자의 주관적 방법에 의한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한다(이송

호, 1995). 본 연구의 비교정책 대상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의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보다 4년 앞선 2011년부터 시행하

고 있는 일본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

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

는 정책으로 한정하였다.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의 방법은 각 정책의 주요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지역개발정책을 비교분석했던 정원식

(2009)은 비교대상의 세부항목으로 정책목표, 대상, 정책의 실행 주체 및 참여도

로 설정하였고, 농촌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정책을 비교분석했던 김재현 외

(2012)는 한국의 마을기업육성사업 및 농어촌공동체회사활성화사업과 일본의 커

뮤니티비지니스 추진정책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세부항목으로 정책의 목표와 대

상, 실행주체, 정책의 전개방식 및 사업내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기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와 정책목표를 비교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또한 세부적으로는 각 법에서 추진하도록 규정된 농촌융

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주요 지원정책에 대한 실행주체인 농촌융복합산

업 지원기관,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통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정책

지원사업의 체계 등을 비교항목으로 설정하였다.

(2) 정책 관계자의 인식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축인 “정책 관계자의 인식 분석”의 목적은 농촌융복합산

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사업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농

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 초기 발생되는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 관계

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지원정책이 추진되는 과정과 관련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심층인터뷰 및 질적 내용분석을 추진하였

으며, 인터뷰의 대상으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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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 그리고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인

터뷰의 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와 인증 경영체에 지원되는 주

요 정책사업,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이다.

①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는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경험의 표면

적인 내용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대상자의 경험 안에 내재된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심층적인 경험을 탐구하는 방법이며(Holstein

& Gubrium, 1997), 대상자들의 경험과 그 생생한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양희은 외, 2013; Kvale, 1993) 따라서 심층인터뷰는 단순

한 답변 이외에 응답에 관련된 의견과 동기, 평가와 해석에 대한 심층적인 정

보를 관찰하고 연구주제에 관한 답을 인터뷰 대상자들의 일방적인 경험과 사고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고(김선남, 2012; 손승혜, 2002), 또한 면접자가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 자유롭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으

며, 타당한 정도가 높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강병준 외, 2015; 남궁근, 2010).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윤순진 외(2013)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각 영역

에 대한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들 간 선호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개선방안 및 향후 정책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반면에 통계적인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

적으로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손승혜(2011)는 정책추진과 

관련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은 현실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심층인터뷰가 이러한 연구를 충족하는데 거의 유일

한 연구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찬수(2017)는 정책 추진과정의 실질적인 분

석을 위해서는 정책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관계자들의 

경험적 기대치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추진하는 것이 설문조사 등의 다른 연

구방법보다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책의 집행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양적인 자료를 통한 연구보

다는 심층인터뷰 등 질적인 연구방법이 보다 많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첫째,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집행될 때 관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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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은 관계된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통해 과정을 포착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과정을 하나의 시점에서 단일한 척도

로 평가하게 되면 유동적인 정책의 추진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마

지막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추진과정의 분석 및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양적방법만으로는 포착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정아름,

2013; Patton, 2008).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추진실태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실증 연구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관

계자의 인식”이라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② 인터뷰 대상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의 추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관련 정보를 갖

고 있는가?”, “누가 가장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은 입장에 있는가?”, “누

가 가장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정보 제공자 중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Gläser 외,

2012).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관계자 인식”을 통해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

는 내용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재구성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가 느끼는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도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거 실무 전문가 그룹, 정책 전문가 그룹, 인증 경영체 그룹 등 3

개의 정책 관계자 집단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무 전문가 그룹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와 인증 경영체에 지원되는 정

책 지원업무를 직접 현장에서 수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 소속의 직원 

그룹으로 새롭게 추진된 정책의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

한 현장감 있는 실무적 의견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정책 전문가 그룹은 농촌

융복합산업 중앙자문단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중앙자문단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책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한 

전문가들로, 정책지원과 정책수혜 사이 중간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

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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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경영체 그룹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수혜를 받는 그룹으로 정책의 수혜

를 받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인증 경영체 그

룹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수혜의 관점에서 정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과 정책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1)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증 경영체 대표를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세 그룹은 농촌융복

합산업 정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수혜자로서 농촌

융복합산업 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의 경험적 기대치를 요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무 전문가 그룹으로 선정된 대상은 전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지원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거나 해당기관에서 추진하는 전체 

사업을 파악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를 각 1인씩 선정하였다. <표 1-4>

소 속 업 무 이 름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A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B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C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D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E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F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G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H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I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6차산업 정책지원 업무 총괄 실무J

<표 1-4> 실무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자

정책 전문가 그룹은 농촌융복합산업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을 제도·

정책, 체험·관광, 판매·유통, 제조·가공, 농경제 및 기타 등 5개 분야별로 1인 이

상 선정하였으며,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의견을 나

1) “전국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회원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인증 경

영체 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7월 설립된 사단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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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분야의 연구를 추진했던 전문가의 선정 비중

을 높게 설정하였다. <표 1-5>

분 야 관련 역할 이 름

제도·정책
6차산업 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정책 자문 정책A

6차산업 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정책 자문 정책B

체험·관광
6차산업 정책 자문 정책C

6차산업 정책 자문 정책D

판매·유통
6차산업 정책 자문 정책E

6차산업 정책 자문 정책F

제조·가공 6차산업 정책 자문 정책G

농경제 및 기타

6차산업 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정책 자문 정책H

6차산업 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정책 자문 정책I

6차산업 관련 정책연구 추진 정책J

<표 1-5> 정책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자

인증 경영체 그룹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본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

러 인증 경영체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6차산업인

증사업자협회 및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역협회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협회장, 지역협회장, 사무국장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1-6>

경영체명 직 위 이 름

○○○○○○○영농조합법인 대표 경영A

○○○○○○○농업회시법인 대표 경영B

○○○○○○○○○○○○영농조합법인 대표 경영C

○○○○○○ 대표 경영D

○○○○농업회사법인 대표 경영E

○○○○○농업회사법인 대표 경영F

○○○○○○○농업회사법인 대표 경영G

농업회사법인○○○ 대표 경영H

농업회사법인○○○○ 대표 경영I

영농조합법인○○○○○ 대표 경영J

<표 1-6> 인증 경영체 심층인터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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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터뷰 내용 및 시기

본 논문의 방향과 부합된 결과를 추출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

증제도”의 운영과정을 질문 항목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인증 경영체에 직접 지

원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사업인 “현장코칭사업”과 “판로지원사업”의 

운영과정도 질문 항목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인증제도와 현장코칭사업 및 판로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인증 경영체를 지원하는 역학을 수행하

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질문 항목에 포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 항목을 추가하였다.

질문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무 전문가 그룹에 대한 심층인터뷰 질

문 항목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인증 경영체를 중심으로 직접 

지원되는 핵심 사업인 현장코칭사업 및 판로지원사업, 인증 경영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지원기관의 운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무자 관점에서 바라보

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견해 등 크게 5개의 항목을 질문에 포함하였

다. 정책 전문가 그룹에 대한 심층인터뷰 질문 항목은 실무 전문가 그룹의 질

문 항목과 마찬가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와 현장코칭사업 및 판

로지원사업, 그리고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농촌융복합산

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특징에 대한 질문항목을 추가적으

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증 경영체 그룹에 대한 질문 항목도 실무 전문가 

그룹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나,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

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실무 전문가 그룹의 경우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추진

하였고, 정책 전문가 그룹은 2018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인증 경영체 그룹은 2018년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추진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단독으로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평균 60분 정도 소요되었다. 다만 일부 서신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원하는 대

상에 한하여 메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추가 인터뷰가 필요한 

대상과 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추가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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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질적 내용분석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질적 내용분석은 원전 텍스트에 담겨 있는 정보베이스를 토대로 연구 과제

의 답을 얻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며(Gläser 외, 2012),

연구 질문을 기본 축으로 하여 자료가 지니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귀납적 

분석이다(Hsieh 외, 2005). 그리고 원전 텍스트에서 일괄적으로 분리해낸 정보

뭉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 목적에 따라 구조화하는 방법으로서 질적 텍

스트분석의 유일한 방식이기도 하다(Gläser 외, 2012). 또한 질적 내용분석은 많

은 양의 자료를 분명한 연구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범주를 도출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획득

하기 위해 사용하며,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기존 이론이 부족할 때 사

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정연옥,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터뷰 대상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하여 문서

화하였다. 그리고 질적 내용분석을 위해 첫째,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

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여 현상의 본질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둘째, 원자료에서 

핵심 의견과 생각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주제어를 부여하였다. 셋째,

주제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비슷한 주제

어들을 동일한 범주로 통합하고 범주에 이름을 부여하였다. 넷째, 주제어들 간

의 연결성과 관련성을 근거로 서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묶어 세부

범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범주를 다시 압축하고 통합하여 최종 범주

를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구

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증제도, 현장코칭사업, 판로지원사업, 지원기관 운영 

및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며, 각 그룹별로 5

개 분야에 대해 각각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그룹별 인식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특성

본 연구의 세 번째 축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특성”은 농촌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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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업 정책의 핵심 대상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형화를 실

시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정책 대상에 대한 유형화는 정책 지원의 관

점에서 전체 경영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수 있게 하며, 또한 서로 다른 

유형에 있는 경영체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립, 정책 지원 및 정책 평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및 효과적인 지원전

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서근하 외, 2011 ; 이준호 외,

2012 ; 유효선 외, 2012). 유형화를 위해서는 “K-means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

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자료로 2017년 농진청 등에서 실시한 “6차산업 기초실

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① 분석의 범위

유형화를 위한 분석의 대상 범위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이며, 이들 경영체에 대한 자료는 2017년에 농촌진흥청, 농촌융복합

산업 지원 전문기관 및 각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실시

한 “2016년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경영주 특

성, 사업운영 및 조직 형태, 산업차수 조합형태, 산업별 매출규모 및 비중 등 

2016년 기준 897개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현황이 파악

되어 있다. 이 자료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로서 정책 

수혜대상에 대한 유형화를 위해 적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② 군집분석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은 같은 군집 안의 객체끼리는 높은 유사성을 갖게 

하고 다른 군집들의 객체와는 높은 상이성을 갖도록 군집이라는 클래스로 데이

터를 그룹화 시키는 과정이다(이양구 외, 2005 ; 하지철 외, 2010 ; 이준호 외,

2012). 군집분석의 방법에는 군집의 형성에 위계가 있어서 일단 한 군집에 속하

게 되면 두 개체는 다시 분리되지 않으면서 군집화해가는 방법인 계층적 방법

과 일정 기준에 따라 각 개체들이 다른 군집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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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게 되며 더 이상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최종 군집의 해로 제시하는 

비계층적 방법, 그리고 연속형 속성과 범주형 속성이 같이 있는 경우 효율적으

로 사용이 가능한 2단계 군집분석 방법 등이 있다(2009, 이영효).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의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세

분화 및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거나 유형별 접근 전략을 수립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손일락 외(2008)는 2단계 군집기법을 활용하여 맥주 프랜차이즈 전문점의 선

택속성에 관한 요인들을 군집화하고, 군집들의 유형화를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하여 특성을 도출하였다. 김민중 외(2009)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전국 

골프장의 입지요인을 유형화함으로써 골프장의 입지적 유형과 그 특성을 도출

하였다. 이기철 외(2009)는 대표적인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하나인 K-means 군

집분석을 활용하여 이용실적, 교육, 내부 활동, 수용잠재적 지표 등을 기준으로 

전국 85개 자연휴양림을 5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박광서 외(2010)는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확인된 적정 군집 수를 토대로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을 3개의 유형으로 분

류하고, 각 유형별로 수출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및 활용성과의 차이

를 파악하였으며, 송민경 외(2010)는 계층적 군집방법을 활용하여 수도권 도시

를 5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애주 등(2010)은 호텔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범주형 변수인 인구통계적 

특성과 고용특성을 동시에 투입한 2단계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활동 

및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유형과 낮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재윤 외(2011)는 

계층적 군집방법을 활용하여 관광동기를 중심으로 전통주 관광객을 3개의 군집

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차별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문옥선 외(2011)는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막걸리 구매 및 음용 동기

에 따른 소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였고, 서근하 외(2011)는 

조직화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가치관에 대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격경쟁, 마케팅경쟁 및 무개념 경영집단 등 3가지 유형을 도출

하였으며, 서교 외(2012)는 농촌지역의 유형화를 위해 주성분 분석을 통해 19개

의 지표에 대한 4개의 주성분을 산출하고,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6개의 군집



- 27 -

을 도출하였다.

이준호 외(2012)는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계층

적 군집분석을 통해 최적의 군집 수를 도출한 후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

여 군집별 유형화 및 지원기업에 대한 세분화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유양

(2013)은 와인축제 방문객의 방문목적, 동반인, 거주지와 같은 범주형 변인과 지

출경비와 같은 연속형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4개

의 군집으로 나누 세분화전략을 제시하였다.

김기현 외(2014)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4개의 유효 군집 수를 확정하고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쇼핑관광 서비스품질에 따라 분리된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김진효 외(2015)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도시

의 비오톱을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도출된 군집유형들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이찬도(2017)도 여가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적

절한 군집수를 결정하고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과시중시형, 웰빙추구

형 및 운동형 등 3개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오동록(2017)은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적절한 군집수를 결정하

고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3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

다.

군집분석을 활용한 각종 대상의 세분화 및 유형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군집

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1-7>와 같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군집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은 계층적(hierarchical),

비계층적(non-hierarchical), 2단계(two-step) 군집분석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

체로 대표적인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방법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세분화 및 유형화가 필

요한 모든 주제에 군집분석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유형분류를 위해 관련 연구에서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K-means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K-means의 K는 군집의 

수를 의미하며, 분석하려는 대상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해진 군집의 수(K)에 

따라 대상이 군집에 할당되는 방식으로 군집이 결합된다(구동모, 2010). 따라서 

군집 수의 결정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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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수를 선정한 상태에서 설정된 군집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대상을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인 K-means 방법을 병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 계층적 군집분석 K-means 군집분석 2단계 군집분석 비고

손일락 외(2008) ●

김민중 외(2009) ●

이기철 외(2009) ●

박광서 외(2010) ●

송민경 외(2010) ●

이애주 등(2010) ●

고재윤 외(2011) ●

문옥선 외(2011) ●

서근하 외(2011) ●

서교 외(2012) ●

이준호 외(2012) ●

이유양(2013) ●

김기현 외(2014) ●

김진효 외(2015) ●

이찬도(2017) ●

오동록(2017) ●

<표 1-7> 군집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

③ 분석의 모형

본 연구의 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사업운영형태, 매출액, 사

업별 매출비중, 가족농 여부 등 일반현황 자료를 투입하고, 이들 변수를 축약하

여 의미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도

출된 요인 값(factor score)을 투입하여 계층적 군집분석(Ward 분석방법)을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군집 수를 결정한 후, 결정된 군집 수를 적용한 비계

층적 군집분석(K-means 분석방법)을 실시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유형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의 공통점과 차

이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군집분석에 앞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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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관찰변수들 중에서 영향력이 없는 변수들을 군집분석에 

활용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변수의 수를 축약함으로써 군집분석 결과 산출된 

군집의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서일, 1992 ; 남궁근, 2010

; 이훈영, 2014).

<그림 1-1> 유형화 모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각종 지원정책들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업 농촌의 발전을 꾀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만큼 유용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적인 수혜자이면

서 동시에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의 사업추진 주체인 인증 경영체들은 매우 다양

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각종 지원정

책에 대한 평가와 니즈(needs) 또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다양한 농

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규모, 형태 등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

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

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유형화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및 각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기초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의 일반현황 중에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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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분류함에 있어서 산업분야와 매출규모

를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고려했다. 이와 동시에 이훈영

(2006)이 제안한 대로, 변수 간 상관관계가 낮은 변수들을 차례로 제거했으며,

군집 내에는 동질성, 군집 간에는 이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류 항목을 발견

하고자 반복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업운영형태(4개 항목), 총 매

출 및 매출비중(4개 항목), 가족농 여부(1개 항목) 등 총 9개 항목을 기준 변수

로 선정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유형

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 <그림 1-1>과 같은 분석

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4)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복합

적인 연구방법을 추진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1>과 관련해서 문헌 및 정책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과 그 모태가 되었던 일본의 6차산업

화 정책에 대해 인증(인정)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지원정책을 비교함으로서 정책

의 설계 및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하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3개의 핵심 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 등 각 그룹이 정

책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여, 그룹별 인식의 경향과 유사점 및 차이

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3>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수혜자인 농촌융

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기초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

하고, 인증 경영체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인 특징,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핵심 관계자의 인식 분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유형별 특성 분석

의 세 가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도시하면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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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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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장별 구성 및 흐름을 도시하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

였고, “제2장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의의를 가지는지 논하였다.

“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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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특징에 대해 논하였고,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관계자 인식 분석”에

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5장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특성 분석”에서는 인증 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 시사점, 연구의 

한계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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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및 정책적 의의

제1절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및 유형

1.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산업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에 대한 실질적

인 논의는, UR협상 당시 농산물수입국 중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비교

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 NTC)이라 명명하며, 농업의 환경보호 기

능과 식량안보 기능 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

다. 그리고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WTO, OECD, FAO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

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지속

되었다(오세익 외, 2001).

국제기구의 논의 외에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요 정의

를 살펴보면, Romstad 외(2000)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이 전통적으로 인

식되었던 주된 기능인 식량과 섬유 생산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

으며, Lankoski 외(2002)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식량생산이라는 주된 기능 이

외에 식량생산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식량적 편익이나 비용을 산출함으

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라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도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

는데, 장우환(1997)은 중산간 지역 농업은 농가소득 형성기능, 보조적 노동력(고

령자 등) 고용기능, 농가자산 형성기능, 삶의 보람 및 즐거움 제공기능, 농산물 

지역자급 기능, 지역농촌문화 및 사회유지 기능, 자연환경 보전기능, 경관 보전

기능 및 휴양환경 보전기능 등 11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지역 활성화에 공헌한다고 하였다. 서동균(2001)은 농업 농촌이 식량을 공급하

는 기능 외에도 환경보전, 농촌경관 제고, 농촌활력 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및 식량 안보 등에 기여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정의

하였고, 이러한 기능은 외부경제 효과로서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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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임정빈(2003)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의 생산 활동 과정에서 파생

되는 다양한 긍정적 가치나 기능을 보다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나타난 

개념이라 지칭하였다. 그리고 엄기철 외(2006)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국민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식량안보, 농촌 지역사회 유지, 농촌 경관 및 문화적 

전통, 농촌환경 등의 농업 비상품재를 생산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비상품재는 대개 농업 상품재와 결합되어 생산되며 단순한 교환가치를 넘

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므로 농업생산자가 시장거래를 통해 그 대가를 얻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농업 비상품재 생산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농업 비상

품재 생산의 축소는 농업 비상품재와 연결되어 있는 농업 상품재 생산의 감소

와 전반적인 농업의 침체를 초래하여, 다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저하시킨다

고 하였다.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

해서는 농업 비상품재의 생산을 보상해 줌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구 분 기 능

WTO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개발

OECD

경관보전, 종생태계다양성 유지, 토양의 질 보전, 수질보전, 대기의 질 보전, 

수자원의 효과적 이용, 경지보전, 온실효과예방, 농촌활력 유지, 식량안보/식품안전, 

문화유산 보호, 동물복지

FAO

사회적 기능 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피난처/휴양처 기능

문화적 기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환경적 기능 홍수방지,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생물다양성유지

식량안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적 기능 국가/국토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

<표 2-1> 주요국제 기구별 농업의 다원적 기능 주요 논의 내용

출처 : 서동균(2001) & 임정빈(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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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농업 농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및 경제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를 유지하는 기

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이 이러한 기능을 지속할 수 있

도록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되

고 있다.

(2) 농촌지역 활성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선성장 후분배 전략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대

중소기업 간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에서도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

고 있다. 농업 농촌 문제는 산업(농업과 비농업), 계층(농업인과 비농업인), 지역

(도시와 농촌)에 걸친 양극화로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데, 급격하게 팽창하고 성

장한 도시나 제조업과는 반대로 농업 농촌 농업인은 급격하게 축소 쇠락해 왔

다. 구체적인 예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농가 소득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

여 두 소득간의 비율이 1998년에서 2016년 사이에 80.1%에서 63.5%로 악화되었

으며, 도 농간 주택 의료 교통 거주 및 복지 측면에서도 그 격차가 확대되었는

데, 상수도 보급률은 도시가 99.4%, 농촌이 56.1%이며, 의료기관 당 인구수는 

도시가 571명, 농촌이 1,033명이고,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도시가 6.6%, 농

촌이 20.7%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 환경이 위축되면서 농촌공동화

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인구 중 농촌인구의 구성비가 1990년에 25.9%

이던 것이 2015년에는 18.6%로 하락하였다(정운찬, 2018).

농촌인구의 구성비 감소와 함께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감소하고 있

는데, 총가구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9.7%에서 2015년 5.7%로 하락

하였고, 총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8%에서 5.0%로 감

소하였다. 반면에 농가의 고령화는 심화되는 추세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농가

인구가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연평균 0.8%, 70세 이상은 연평균 

2.4%로 증가하고 있으며, 4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00년 이후 연간 6.8%씩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농가인구 비중은 2000년 21.7%에서 

2015년 38.4%로, 4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00년 37.0%에서 20.3%로 감소하였다.

(우병준 외, 2018). 이러한 농촌 및 농가인구의 감소는 지방소멸론에서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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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해 비관적인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농촌의 고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층이 없어 출생자도 극히 적은 

상태여서 이대로 가면 장래 농촌이 소멸되고 만다는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농촌에 가면 노인들만 남은 마을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면 

소재지에도 문을 닫은 가게가 늘고, 학생이 없어 학교도 유지가 힘들어지는 등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

작되는 10~20년 내에 농촌은 급격한 인구 기반 붕괴로 더욱 깊은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심재헌 외, 2018).

농촌 및 농가인구 감소와 함께 경지면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

의 경지면적은 1965년 2,318천ha로 최대치였으며, 1990년에는 2,109천ha, 2015년

에는 1,679천ha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최대치였던 1965년 이래로 전체의 

25% 이상의 경지가 감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일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김경찬 외, 2014 & 통계청, 2016). 국제적으로는 2008년도와 

2010년도 등 세계적 곡물파동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30여개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식

량자급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는 “농지의 지속적 

감소”, “식량자급 위기” 등의 표현을 활용하며 한국 농업의 미래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김경찬 외, 2014).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 및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

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 지역자원 및 국토의 보전 기능, 국토의 균형발전 기

능,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기능, 전원생활의 공간 제공 기능, 관광 및 휴식

의 장소 제공 기능, 그리고 국민의 정서함양과 사회의식 양성 기능 등을 보유

하고 있는 농업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농촌지역 활성화는 지역 

활성화, 농촌 활성화, 농촌지역 활성화 등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지역 활

성화의 “지역”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으로 농

촌을 포함하는, 농촌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농촌 활성화의 “농

촌”과 농촌지역 활성화의 “농촌지역”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농촌

지역 활성화 관련 개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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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1994)은 “지역 활성화”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1970년

대 일본의 지역개발이 정부의 공공투자와 외부기업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다

는 비난과 공업화·도시화가 농촌사회를 급속하게 붕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확

산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까노 도시후미(2017)는 지역 활성화는 

중앙정부와 외부기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로부터 활성화를 일으

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표환

(1997)은 지역 활성화란 지역의 “자원(resources)”, 자원을 활용한 “활동(activities)”,

자원을 활동에 연결 짓기 위한 “계기(triggering)”라는 3요소의 상호작용으로 표

출된 지역의 활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역 내부에 부존하는 유 무형의 자

원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각종 활동을 전개하거나 상호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 활동을 유발 혹은 창출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작용하는 계

기(triggering)만들기, 예를 들면 강력한 리더십이나 행정지원 등도 활동의 일환

으로 포함시켜 지역 내에서 이러한 활동이 전개되는 정도로 지칭하고 있다. 그

리고 지역 활성화가 지역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스스로가 

자주성과 책임성에 입각하여 주민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주민의 

자발적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섭 외(2011)는 지역 활성화

를 지역 내부의 자원 동원과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에 있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강조하면서, 내생적 또는 내발적 발전1) 개념과 상당 부

분 맥락을 같이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유정규(2013)는 지역 활성화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광의의 지역 활성화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

역주민의 자치력(지역의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력)”의 증대가 복합적으로 작동하

는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

화, 추진시스템의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 구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협의의 

지역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의어로서 “주민과 지자체 혹은 국가가 

1) “내생적 발전” 또는 “내발적 발전”은 정부 주도 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념으

로, 농촌 지역의 내발적 발전 전략은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 역량을 함양하고 생산활동을 증진시켜 지역발전을 이루어가는 지속 가능한 농촌개

발 전략을 말함(정기환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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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진흥을 위해 주민을 조직화하거나 자연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

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행위” 혹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주민소득을 높이며 신규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로 정의하였다.

정하우 외(1999)와 최수명 외(2011)는 농촌 활성화를 대상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제적 발전, 문화적 발전, 사회적 발전과 이들을 지원해 주는 물적 

환경의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발전은 농림축산업, 관광

업, 상업, 공업 및 지역산업 등의 발전에 따른 생산 고용 소득증대 및 지역 재

정기반의 확대를, 문화적 발전은 식문화 발전, 애향심의 고취, 지역 간 교류 증

대를, 사회적 발전은 지역주민 조직의 활동 다양화 등을 의미하며, 물적 환경의 

발전은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공공시설의 확충, 쾌적한 환경의 조성, 자연 생

태계의 보전 및 창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연환경, 지역자원 및 국토를 보전 관

리 활용하며, 도시문화와 다른 고유의 농촌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의 정

서함양과 사회의식을 양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농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생활환경의 정비, 토지 물의 이용

조정 등 농촌 주거환경의 형성에 관한 과제, 둘째, 고령화에 대처하고 농촌여성 

활동의 촉진, 농촌 지역사회의 운영 등 농촌마을환경조성에 관한 과제, 셋째,

농업 농촌활동의 체험, 농산물의 산지직송, 명예 군민제도,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관한 과제, 넷째,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전과 활용에 

의한 농촌형 여가시설, 지역산업의 육성, 농촌공업의 도입 등 농촌지역에서의 

취업과 소득기회의 확보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며, 농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서 앞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한 각종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

리고 방한영(2004)은 농촌의 경제, 생활, 문화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원활한 경제활동의 부재 등 상대적

으로 열악한 농촌의 사회문제를 강조하면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 사회,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나 정책, 사

업들을 농촌 활성화로 표현하고 있다. 결국 농촌 활성화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으로 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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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항을 강조하였다.

김태곤 외(2006)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내발적 발전론에 근거하여, 농촌지역

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지역 진흥을 위해 주민을 조직화하거나,

자연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을 확보하

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활성화는 농

업생산을 기본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물 개발 등의 2차산업 활동, 나

아가 농산물 유통이나 도농교류, 농촌관광 등 3차산업 활동 등을 농촌지역이 

담당함으로써 농촌 내부에서 고부가가치화와 고용창출 등에 의한 소득향상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전업농 고령자 여성 등을 포함하는 생산자 

그룹을 비롯하여, 작목반, 마을, 농협,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활성화, 농촌 활성화, 농촌지역 활성화의 개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농촌지역 활성화”란,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이 주

체가 되고, 농업자원을 중심으로 농촌의 자연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다

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이 확보되고 고용기회가 창출되는 등 

농촌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며, 동시에 농촌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수준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 활성화의 여러 요소 

중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및 농업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다각화가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3) 농산업 및 농업경영 다각화 

농산업은 농업과 산업의 합성어로서 농업 및 농업과 관련된 산업을 총칭하

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농산업을 농업과 농업관련 산업

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먼저 농업은 사전적 의미로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는 산업으로서, 축산업과 

임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업은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바뀌고 있어 농

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및 경제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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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농업

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으로 노동, 자본, 자재 및 기술 등에 대한 산업이 

성장하고 또한 소비자의 농업 농촌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어, 농업관련 산업

도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 성장 발전하고 있다.

농업관련 산업, 즉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는 농업(agriculture)과 산업

(business)의 합성어로서 1955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J. H. Davis와 R. A.

Goldberg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며, 농산물 생산이나 유통 또는 판매를 주된 업

무영역으로 하는 농기업과 관련 산업을 지칭하였다. 이 개념은 1960년대 말까

지 많은 관심을 모으지 못했지만, 1970년대 이후 농업부문의 역할에 대한 재조

명으로 인해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부터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김윤형, 2001).

국내 농업관련 산업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김완배(2000)는 전통적인 농업

생산부문을 제외하고 농업생산과 전 후방으로 연관된 산업과 이를 원활하게 하

는 서비스 및 지식산업이라 하였다. 한국식품과학회(2004)는 농업관련 산업을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산업을 뜻하는 것으로 농기구, 농약, 화학비료 등의 

농업생산 자재산업, 농산물가공업, 농식품의 유통산업 및 외식산업 등을 총칭하

는 말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최수명 외(2014)도 농업관련 산업을 농업, 축

산업, 임업 부분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산업과 농축임산물을 

저장 가공 운송 판매하는 유통산업, 그리고 농축임산물과 관련된 지식 및 서비

스 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산업 및 농업관련 산업의 개념과 함께 “농업경영의 다각화(diversification)”

에 대한 개념도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농업경영의 다각화는 좁은 의미에서는 

농업 경영체가 다품종의 농산물 생산을 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농업 경영

체가 농업 외의 산업과 결합을 통해 경영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농업에 

대한 경영리스크의 감축과 농외소득 확보라는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Heady(1952)는 미국 농업이 대규모 단작과 전업농 경영이 확대되는 상황에

서 중소농이 다품목 생산체제를 갖춤으로써 안정된 경영을 추구하는 현상을 포

착하고, 농업경영의 다각화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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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작목결합의 범위에서 농업생산 이외의 영역으로 농

업경영 다각화의 인식 범위가 확대되었다. EU(2013)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EU의 농가 중 34%가 농업 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농외 소득활동을 영위한다는 농업인의 77%가 본업인 농업활동보다 농업 외

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농업 외 소득활동을 추진하는 겸업농가

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0년 기준으로 전업농가 65.2%, 1종 겸업농

가2) 16.2%, 2종 겸업농가3) 18.6%의 비중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전업농가 

55.0%, 1종 겸업농가 15.8%, 2종 겸업농가 29.2%로 나타나, 농업 외 소득이 높

은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철희 외(2015)는 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수직적

(Vertical, 垂直的) 다각화, 수평적(Horizontal, 水平的) 다각화, 그리고 혼합형(混

合形) 다각화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수평적 다각화는 신규 작목이나 신규 생

산부문을 도입하는 경우를 말하고, 수직적 다각화는 생산을 주축으로 가공이나 

판매를 도입하는 형태이며, 혼합형 다각화는 외식, 관광농업 등을 도입하는 경

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농산업 및 농업관련 산업의 개념이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이유

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차산업인 농업의 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식량분야, 원예 식품분야, 임업분야, 축산분야 등으로 나누어 농업생산기반과 

생산 및 유통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인력육성, 소득보전 및 소득원개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어왔다. 특히, 2000년 중반부터는 6차산업 개념에 근거한 상향식 정책사

업이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는 지연산업을 미래의 지

역 대표사업으로 선정하고, 농촌주민, 지자체 및 외부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역량 강화와 지역의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

업의 융합을 도모하기 위한 신활력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농촌자원의 다각

2) “1종 겸업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 수입이 농업 외 수입보다 높은 농가를 말함.

3) “2종 겸업농가”는 겸업농가 중 농업 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높은 농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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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용과 관련해서 지역에 특화된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융합

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산업화로 연결하는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활동의 다

각화를 추진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은 현재까지도 활발히 추진되

는 대표적인 농산업 관련 정책사업이다. 이후 6차산업 개념은 농산업을 중심으

로 다양한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및 유형

(1)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농촌산업”과 “융복합”이 더해

진 형태이다. “농촌산업”에 앞서 “농산업”은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및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을 가리키며, “농촌산업”은 농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농촌이라는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융복합”은 녹여서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의 “융합(融合)”과 두 가지 이상이 하

나로 합친다는 의미의 “복합(複合)”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단어이다. 따라서 “농

촌융복합산업”은 사전적인 관점에서 “농촌에서 일어나는 둘 이상의 산업이 조

화롭게 결합된 산업”이라 해석될 수 있다(김경찬 외, 2015a). 하지만 농촌융복합

산업은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농촌융복합산

업의 개념과 의의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6차산업” 또는 “6차산업

화”라는 신조어의 탄생과 그 개념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6차산업화”의 개념은 현재 일본 동경대 명예교수인 이마무라 나라오미(今

村 奈良臣)에 의해 1994년 처음 도입되었다. 이마무라 교수는 오이타현(大分縣)

의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다이센정(大山町)의 지역농협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나무의 꽃(고노하나) 가르텐(木の花（このはな）ガルテン)”이라는 농산물 직매

장를 중심으로 농업인 및 조합원, 조합원의 농산물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품의 생산, 그리고 가공품의 판매 및 체험 관광 등에 대한 운영상황을 조사하

면서 “페티-클라크 법칙(Petty-Clark's law)4)”을 근거로 하여 “농업의 6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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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여기서 이마무라 교수가 정립한 6차산업화 개념에

는 1차산업인 농업과 제조·가공업인 2차산업, 판매·유통 및 체험·관광을 의미하

는 3차산업을 더하여(1차+2차+3차=6차산업)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서 농업 농촌

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今村奈良臣, 1998 & 今村奈良臣,

2012).

이 시기 다이센정(大山町) 농협은 “매실과 밤을 심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

자!”라는 구호를 내걸며, 오이타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같은 노동력을 투입하

더라도 생산성이 낮은 쌀보다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매실이나 밤으로 직판을 

하거나, 가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일본의 유

통산업 구조는 식품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의 일부 사업자들 간 독과점 형태

로 이루어져 기존의 1차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유통활로를 새롭게 

개척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유통활로의 방안을 찾고자 오이타현에서 개

설한 것이 “나무의 꽃(고노하나) 가르텐”이라는 직매장이며, 이것이 이마무라 

교수에 의해 6차산업화란 신조어가 탄생하게 된 실질적 배경이 되었다(박성수,

2015).

6차산업화 개념이 처음 정립되고 4년 후인 1998년, 이마무라 교수는 6차산업

화의 개념을 덧셈(1차+2차+3차=6차산업)에서 곱셈(1차×2차×3차=6차산업)으로 

수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농지와 농업이 없어져 1차가 0이 되면 "0×2차×3차

"는 0이 되고, 6차산업이 추구하는 목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의 후유증이 농촌에 깊이 침투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팔면 돈이 된다는 풍조가 만연하였으며, 이 시기에 

농지 투기를 위한 융자 문제로 막대한 부채와 적자를 내는 농협이 속출하고 있

4) “페티-클라크 법칙(Petty-Clark's law)” : 17세기 영국의 경자학자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가 그의 저서인 “정치산술(Political Arithmetick)”을 통해 한 나라의 소득이 1차산

업에서 2차산업,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갈수록 증대해가고, 취업인구 역시 같은 방향

으로 증대해가며, 그 결과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 사이의 소득격차가 확대해 

간다는 이론을 제시함. 그리고 1940년 영국 경제학자인 콜린 클라크(Colin G. Clark)가 

그의 저서인 “경제 진보의 조건(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을 통해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가 제시한 이론을 통계적으로 증명함.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가 

이론을 제시하고, 콜린 클라크(Colin G. Clark)가 그 이론을 증명하여, 이 이론이 페티-클

라크 법칙(Petty-Clark's law)이라 명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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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농업 농촌의 상황이 어려운 시기여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 둘째, 곱셈을 함으로써 농업(1차산업), 가공(2차산업) 및 

판매·유통·체험·관광(3차산업)의 각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와 소득을 

늘림으로서 기본적으로 농업 부문의 소득을 더욱 늘리자는 의미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셋째, 곱셈을 함으로써 농업부문은 물론, 가공 및 판매·유통 부문, 더 나

아가 체험·관광 부문 등으로 신규 고용의 창출되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소득

이 증대되어, 6차산업의 확대 및 재생산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今村奈良臣, 1998 & 今村奈良臣, 2012).

일본 정부는 농업·농촌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촌일품(一村一品), 지산지소(地

産地消),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 브랜드화, 식품산업 클러스터, 농상공 연대 

등 6차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이병오, 2013), 2011년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

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6차산업 활성화 정책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15). 이 법에서 6차산업화는 “농

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라는 법률적 용어로 정의되고 있는데, “농림어

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란 “농림어업자 등이 직접 생산에 관여한 농림수산

물 등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신상품 개발 생산 및 수요개척, 직접 생산에 관여

한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또는 개선, 그리고 앞의 새로

운 판매방식 도입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농림어업 시설의 개량 및 취득, 신

규 작물 또는 가축의 도입, 지역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방식의 도입”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정의된 6차산업화 개념도 기본적으로 이마무라 교수가 정립한 6차

산업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동필 외(2007)는 국내 낙후지역의 자생

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된 신활력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1차)과 가공

(2차), 그리고 유통 및 체험 관광(3차)을 잘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6차산업을 창

출하고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에 집중하여야 함을 서술하였다. 김태곤 외

(2011)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농업생산이라는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등 3차

산업을 농촌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용렬 외(2014a)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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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차산업화란 생산에서 가공 판매 등의 영역을 통합하고, 관광이나 교류 등

도 포함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형성하여 지역에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전략이며, 마을이나 작목반, 농업생산법인 등 생산자 주도로 지역의 농림

축산물이나 부산물, 자연자원, 경관 문화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생산)

2차(가공) 3차(판매)의 통합이나 지역단위의 농업 제조업 소매업 등의 연대 등

을 하는 비즈니스라 정의하였다.

박준기 외(2013)와 김용렬 외(2014b)는, 6차산업화는 “1차산업(농업)×2차산업

(제조업)×3차산업(서비스업)이 융복합”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를 

연계하거나 농촌관광과도 함께 결합해서,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

키고, 일자리도 창출함으로써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활동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또한 김용렬 외(2014b)는 6차산업화의 개념과 함께 6차산업에 대해서

도 정의하고 있는데, 6차산업은 농촌산업 중 1차산업(농업)×2차산업(제조업)×3

차산업(서비스업), 1차산업(농업)×2차산업(제조업), 1차산업(농업)×3차산업(서비

스업)의 융복합과 연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산업 영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권용덕(2014)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주도로, 지역

에 부존하는 다양한 자원(농산물 자연자원 인재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하여, 생

산에서 가공·판매·교류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생태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라고 정의하였다. 박성수(2015)는 6차산업을 1차산업

인 농산어촌의 기존 생산·매출구조와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 모델형성 및 타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정

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도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관광, 신활력사업, 향토산

업육성사업 등 6차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13년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천명하였으며(농림축산식품부, 2013a), 2014년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6차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김경찬 외, 2017), 이를 통해 정부에서도 6차산업 

개념을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2013b)는 6차산업화란 농촌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 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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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제조 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복

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2014)은 농업의 6차산업화란 1차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 특산품 개발 등 2차산업과 특산물 판매업, 음식·숙박·관광업 등 3

차산업을 농촌지역에 도입 하는 농업의 융·복합산업화로 정의하면서, 농업의 생

산적인 측면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것을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로 연계

하고, 나아가 농촌주민 주도로 농식품 유통과 관광산업으로 연계하여 농촌내부

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술하고 있

다.

그리고 정부는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이라는 법률적 용어를 활용하여 6차산업을 정의하고 있

는데, 법 제2조에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가 농촌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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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

다. 또한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및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이러한 식품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농촌지역의 유 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등 그 범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농촌융복합산업은 6차산업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여 제도

적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이기 때문에, 6차산업은 곧 농촌융복합산업이며, 6차

산업화는 농촌융복합산업화와 같은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을 “6차산업”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공간을 중심으

로 농산물과 농촌의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 특

산품 개발 등 2차산업과 농산물 및 특산품의 유통 판매, 음식 숙박 관광업 등 

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추가적으

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개념에는 그 추진을 통해 농업의 생산적인 측면

과 농촌의 환경적인 측면이 동시에 강화되고, 농촌 내부에 일자리가 창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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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차산업 간의 결합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짐으로서, 농업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의 유형

今村奈良臣(1998), 황영모(2011), 농림축산식품부(2013b), 서윤정(2013), 김용렬 

외(2014a) 및 농촌진흥청(2014) 등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유형을 사업내용에 따른 

구분, 추진방법에 따른 구분, 산업차수에 따른 구분, 추진 주체의 조직형태에 

따른 구분, 추진 주체의 조직형태 또는 참여범위와 중심산업을 함께 고려한 구

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첫째, 사업내용에 따른 구분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2014)은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복합적 사업영역 중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거나 경영체의 주된 매출

액을 달성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생산중심형, 가공형, 유통중심형, 관광·체험중심

형, 외식중심형, 치유중심형 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생산중심형은 농업생

산이 핵심 산업이 되며, 2차 가공 및 3차 유통·관광 등 부가적 산업영역을 통해

서 농업 생산부문이 더욱 강화되는 구조의 유형으로, 충청남도 홍성군의 문당

리 친환경농업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외에 가공형은 가공제품의 개발과 

생산이 핵심 산업이 되며, 유통중심형은 생산과 유통의 공간적 연계시스템 구

축이 핵심인 유형이고, 관광·체험중심형은 지역 내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연계

하여 고객이 방문과 체험이 핵심이 되는 유형이며, 외식중심형은 지역 자원의 

식재료화 및 맛의 스토리텔링화를 통한 외식이 중심이 되는 유형이다. 마지막

으로 치유중심형은 기능성 및 약용 농산물에 대한 재배와 함께 힐링 및 심신치

료 등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유형이다.

둘째, 추진방법에 따른 구분과 관련해서 황영모(2011)는 농업·농촌의 6차산

업화가 기본적으로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

서, 정책적 접근과 실천사례의 현실을 감안할 때 6차산업의 유형을 크게 “농산

업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경제 모델”로 구분하였다.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은 산업적 관점에서 6차산업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장영역에서 농업부문의 신

성장 동력을 강조하는, 주로 전통적인 농식품의 공급사슬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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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는 유형으로, 대표적 사례로 임실군의 치즈, 고창군의 복분자 등을 예

로 들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모델은 지역적 관점에서 6차산업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에 걸쳐 실천되고 있는, 주로 대안적 생산관계, 분

배를 통한 경제적 이해, 공동체 의식 공유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

는 유형으로, 대표적 사례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완주군의 건강한 밥상, 임실

군의 치즈마을 등 마을이 기본 활동단위가 되어 주민 참여형 지역만들기 전략

을 취하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용렬 외(2014a)는 농업의 농촌융복합산업화는 목적, 지역여건, 경영형

태, 주도하는 산업, 협력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

하며,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큰 틀의 유형으로 커뮤니티형(지역공동체형), 프랜

차이즈형(계약거래형), 네트워크형(농공상연대형)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커뮤

니티형은 지역공동체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농촌지역

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나 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득을 향

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프랜차이

즈형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판매망을 가진 선도농가가 지역에서 다수의 영세

농가와 계약거래를 하는 방식의 유형이며, 네트워크형은 생산이나 가공기술, 유

리한 판매망을 가진 농외 사업체와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이종산업 간에 

연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산지나 사업부문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유

형이다.

셋째, 산업차수에 따른 구분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2014)은 농촌융복합산업

의 주체를 지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에 따라 1차산

업 중심, 2차산업 중심, 3차산업 중심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부분

적 융복합 유형인 1·3차 융복합형, 2·3차 융복합형, 1·2차 융복합형 등 3개 유형

을 추가하여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차산업 중심의 사례로 양구 산채, 상

주 참외 등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나머지 2 3차산업이 1차산업을 견인하

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2차산업 중심의 사례로 순창 장류, 보성 녹차 등은 2

차 가공산업의 비중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1 3차산업이 2차산업을 견인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3차산업 중심의 사례로 영동 포도와인, 임실 치즈 

등은 체험 관광 등 3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나머지 1 2차산업이 3차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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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분형 융복합형은 1 2 3차산업 중 2가지 

산업이 중심이 되는 유형으로 1·2차산업 융복합형은 함안 수박, 영천 한방산업 

등이 있고, 2·3차산업 융복합형은 홍성 토굴햄, 담양 대나무산업 등이, 1·3차산

업 융복합형은 평창 친환경농산물, 장수 한우 등이 있다고 하였다.

넷째, 추진 주체의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와 관련해서 농촌진흥청(2014)은 추

진 주체를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촌공사 등 제3섹

터, 마을 또는 마을 내 소그룹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추진 주체의 활동 특성에 

따라 융복합산업화를 생산자주도형 융복합산업화, 여성 및 고령자 주도형 융복

합산업화, 지자체 농협 주도형 융복합산업화, 도 농교류 주도형 융복합산업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추진 주체의 조직형태 또는 참여범위와 중심산업을 함께 고려한 분

류와 관련해서 今村奈良臣(1998)는 활동주체를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고, 산업 

추진과정을 3개로 구분하여, 두 가지 기준을 조합함으로서 다양한 유형을 도출

하였다. 활동주체는 ①전업농 또는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 그룹, ②농가

여성그룹, ③고령자그룹, ④마을 또는 수개 마을단위의 지연성 집단(마을영농),

⑤지자체 또는 농협 등과 같은 지원조직, ⑥제3섹터의 농업공사로서 ①, ②, ③

은 자발적인 임의활동 주체이며, ⑤, ⑥은 제도화된 활동주체, 그리고 ④는 비

즈니스 주체로서 임의단체와 법인이다. 그리고 추진과정은 첫째, 1차산업 주도

형으로, 지역특산 농산물 개발 등 고부가가치형 농업 추진을 통해 농업진흥을 

기본으로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순차적으로 확산하여 6차산업에 이르는 유형이

다. 둘째는 2차산업 주도형으로, 2차산업의 진흥을 통해 그 원료의 공급기반인 

1차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이나 가공품 판매 등 3차산업도 다룸으로써 6차산

업을 실현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셋째는 3차산업 주도형으로 도농교류나 관광 

등 3차산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교류인구를 끌어들이면서 지역을 활성화하여 1

차산업과 2차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이처럼 今村奈良臣(1998)는는 

활동주체 6개 그룹과 산업 추진과정 3개를 조합함으로서 18가지의 6차산업 유

형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윤정(2013)은 추진주체의 참여범위와 네트워크, 사업추진방법, 수익

모델 등에 따라 6차산업을 크게 3가지 유형, 세부적으로 6개 유형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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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 번째 유형은 “지산지소형”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지역에서 가공되며 지역의 관광자원화가 되는 모델로서, 지역의 농가

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농업인 사업 다각화형”과 지역에 

존재하는 상업인 및 공업인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6차산업을 추진하는 

“농 상 공 연대형”, 그리고 농업인 사업 다각화형과 농 상 공 연대형을 결합한 

복합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농 상 공 협력형”으로 BtoC(Business

to Consumer)가 아닌 BtoB(Business to Business)로의 접근을 통해 규모의 경제

를 달성하고,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대량 수요처를 확보하는 유형으로서 ”유통

업체 제휴형“과 ”외식업체 제휴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

고부가가치 창출형“으로 제품기술, 생산기술, 마케팅기술의 융복합을 강화함으

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2013b)도 추진 주체의 참여범위, 중심산업, 핵심 

수익모델, 협력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을 12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먼저 추진 주체를 개별농가 단위, 마을 공동체 단위, 법인경영체 단

위, 지역 및 지자체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중심산업에 따라 1차 중심형, 2차 중

심형, 3차 중심형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모든 유형에는 1차산업인 농업이 기반

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주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수익모델에 따라서 이를 유

형화 한 것이며, 이들 간의 복합적인 매트릭스 구조로 12개의 유형을 제시하였

다.

농촌융복합산업은 앞의 개념 정의에서처럼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 등 주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농업을 기반으로 제조 가공업, 유통 판매업, 음식 숙

박 관광업 등의 산업을 어떻게 결합하여 운영하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산물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결과처럼 참여 주체의 경영형태, 농

촌지역 유·무형 자원의 활용형태, 그리고 1 2 3차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

의 결합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

자들이 제시한 유형은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도출된 유형으로, 경영형태, 매출액 등 정량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구분한 유형

이 아니며, 유형 구분의 대상도 농업인부터 지역단위까지 매우 폭 넓은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되는 농촌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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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에 대한 유형분류, 특히 인증 경영체에 대한 유형

분류가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수립, 정책 지원에 대한 

방향성 및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책의 핵심 수혜대상인 농촌융복합산

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특성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량적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인 유형분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사례

① 당진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5)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백석마을에 위치한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백석마

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고, 2

차산업인 한과 생산이 중심산업인 유형의 6차산업 추진 사례이다. 백석올미영

농조합법인은 2008년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귀농한 김○○ 대표에 의해 

시작되었다. 백석마을은 당진 시내에서 차로 15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

하며, 마을 104가구에 대부분 주민들이 70대 이상의 노령화 마을이다.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임한 남편과 함께 귀농하여, 텃밭 가꾸기와 조경수 관리를 하

며 농촌생활을 하던 김대표는 마을 대소사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마을 부녀회장

이 되었으며, 2011년에 33명의 부녀회원들을 모아 200만원씩 출자를 통해 법인

을 만들어 한과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순성면 백석마을은 대대로 벼농사를 지어온 지역이며, 순성면을 관통하는 

남원천변 길가에 10만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농산물로서 찹쌀과 

매실은 마을 매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백석마을에는 면천 복

씨의 시조로 알려진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 장군의 어머니로부터 한과제조 기술

이 구전되어 유지된 곳으로, 마을 주민들이 군것질거리로 한과를 만들어오고 

있었다. 김대표는 백석마을 한과의 상품화를 구상하고 한가원6)의 전문교육 프

로그램을 6개월간 이수하면서, 백석마을 전통 한과에 발효기술을 가미하고, 또

5) 김경찬(2014) 및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2014)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정리함.

6) “한가원”은 한과를 테마로 세워진 한과문화박물관으로 2007년 6월 개원하였으며, 400m²

규모의 전시관과 1200m²규모의 교육관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과에 대한 관람 체험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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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특산물인 매실을 한과에 접목하여 매실한과를 개발하였다.

상품개발을 마치고 상품을 생산할 99㎡ 규모의 작은 공장을 짓기 시작할 즈

음 조합원이 아닌 마을 주민들의 한과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민원과 항의가 빗

발쳤다. 그래서 공장 건설은 2달 동안 중단되었으나, 마을 부녀회의 중재로 10

년 후 공장을 마을명의로 환원하겠다는 공증을 하고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는

데, 이는 법인과 마을이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를 통해 도출

한 사례이다. 개발된 매실한과는 2012년 8월부터 생산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

으며, 한과의 원료는 농사를 짓는 조합원들은 물론 백석마을 농가들이 수확하

는 매실과 찹쌀을 소매가격으로 매입하고 사용하여 지역농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과 공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함으로서 변

변한 일거리가 없던 마을 노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은 이후 매실한과 이외에 조청, 매실장아찌, 매실발효

액, 매실고추장 등 2차 가공제품 생산을 다양화하였으며, 33㎡의 직매장을 추가

로 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온 오프라인을 통한 가공제품 유

통과 체험교실 등의 3차산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설립 2년

차인 2013년 2억3천만 원이었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7억4천만 

원으로 성장하였다.

백설올미영농조합법인은 전통한과 제조기술, 고품질 쌀과 지역의 풍부한 매

실 등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특히, 대표와 총무,

공장장 3인이 6개월의 한과전문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하면서 전통방식의 한

과 제조기술과 현대화 방식의 제조기술을 적절히 접목하여, 마을공동체 제품의 

상품화를 이루었다. 또한 기업으로서 규모는 작지만 노인으로 구성된 백석마을

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촌마을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대화와 소통을 통한 양보와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6차산업의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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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주 산머루농원영농조합법인7)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위치한 산머루농원영농조합법인은 산머루를 

직접 재배 생산하고, 머루와인, 머루즙, 잼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 유통하며,

와인시음, 나만의 와인 만들기, 잼 만들기와 같은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경영체로서, 1 2 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유형의 6차산업 사례이다.

산머루농원은 1979년부터 머루 재배를 시작하였는데, 적성면에 위치한 감악

산에서 흑염소를 방목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산머루를 밭에 옮겨 심은 것이 머

루 재배의 시작이었다.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머루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주

변 농가에 보급하고 작목반을 조직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주변 마을의 48농가

가 50ha의 면적에서 연간 300톤의 머루를 생산하고 있다. 산머루농원은 머루 

재배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부터 농가형 가공을 추진하여 머루즙을 생산 판

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는 머루와인 및 머루즙 생산 공장을 개설하여 

본격적인 가공식품의 생산기반을 마련하였는데, 가공의 주원료인 머루는 모두 

마을 작목반에서 재배한 것으로 높은 가격에 수매하고 있다. 토굴 내 자연 상

태에서 머루주를 발효하고, 질그릇 옹기를 이용한 바이오 숙성방법이나 유럽식 

오크통 숙성방법 등 다양한 와인 숙성방법을 연구하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에는 “머루드서(MEORU DE SEO)”라는 산머루농원의 대표 와인 제품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과실주 부문 

대상을, 2013년에는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 주최한 제2회 “코리아 와인 어

워즈”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머루주(12종), 머루 음료(8종) 등 총 20종

의 머루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산머루농원은 와인제품 생산을 시작한 초기에 대기업의 마케팅과 수입 와인 

시장에 밀려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한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

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소득구조의 다양화를 시도

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길이 73m의 와인숙성터널을 조성하여 머루와인을 제

조함은 물론 체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2009년에는 

7) 2017년 11월 14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 및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6)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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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운영이 가능한 132㎡ 규모의 산머루체험장과 116㎡ 규모의 홍보관을 마련

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14년에는 지하 숙성공간을 활용한 “나만의 와인체험

공간”을 구축해 관광객이 직접 만든 와인을 병에 담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행안부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산머루마을 

및 주변 농가와 연계하여 사과·버섯 수확 체험, 치즈 만들기 체험 및 식당운영 

등을 통해 마을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머루농원

의 방문객은 2012년 9,826명에서 2015년에는 72,168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외

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 로드쇼 및 대만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방문객 중 60%가 외국

인일 정도로 중국, 대만 등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산머루농원 영농조합법인은 지역 야생머루의 재배방법을 확립하여, 포도와

는 차별화된 특수작물의 생산기반을 확고히 다졌으며, 머루와인, 머루즙 등 20

여 가지의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각종 대회 수상 및 특허 획득을 통해 제품의 

품질 고급화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홍보와 판로확보, 마을의 활성화

를 위해 나만의 와인만들기, 와이너리 투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발하였으

며, 특히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한 1 2 3차산

업 복합형의 6차산업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③ 문경 오미자산업8)

경상북도 문경시 오미자산업은 지자체 주도로 중산간지역 유휴농지에 오미

자 생산을 시작하여 오미자 주산지를 이루고, 더 나아가 다양한 오미자 가공제

품 개발과 판매 유통의 클러스터로 성장한, 지역단위 주체의 1 2차산업 중심형

의 6차산업 추진 사례이다.

조선시대 각종 인문지리기록에 오미자가 문경의 특산물로 기록이 되어 있었

으나, 현대에 와서 문경은 오미자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었다.

1990년대 오미자의 주산지는 장수였고, 문경은 1993년경 야생오미자 이식재배

시험을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당시 농촌지도소)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준이었

8) 2016년 11월 15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 김경찬 외(2013) 및 김경찬 외

(2015b)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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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1996년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는 “유휴산지 및 고령농가 소득시범사업”

의 일환으로 오미자 재배를 시작하면서 문경의 오미자 생산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시 문경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편인 해발 300∼700m의 황장산 일대 동로면

을 중심으로 “유휴산지 및 고령농가 소득시범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동로면 적

성리의 13개 농가가 처음 오미자 재배농가로 지원을 받았으며, 1998년까지 53

개 농가 16ha로 증가하는 등 조금씩 재배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

으로 오미자 재배면적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2001년부

터 2003년 사이 동로면 일대 192ha에 시행된 “밭지역 종합정비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끝난 후 2004년에는 오미자 재배 규모가 270농가 150ha로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문경오미자산업특구로 지정되었고, 오미자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오미자를 한약재 원료로만 판매하였는데, 2000년대 중반 

갑작스런 오미자 생산의 증가로 인해 오미자즙을 시작으로 한 가공 산업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음료, 차, 주류, 과자 및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공제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과 유통은 다시 오미

자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공급도 더욱 증가하였는데, 2012년에는 700

농가 600ha의 농지에서 연간 3,000톤의 오미자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

라 전체 오미자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양으로 이전 주산지인 장수보다 훨

씬 많은 양의 오미자를 생산하는 수치이다. 현재 문경은 오미자 가공산업이 더

욱 발전하여 오미자 생산량의 70% 이상을 문경 내에서 가공용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

받아 오미자 신소재 가공센터 장비 강화, 6차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및 협력네

트워크 구축, 신상품 개발 및 지역브랜드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문경 오미자 산업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있다.

문경 오미자 사례는 관이 중산간지역 고령농업인을 위한 지원으로 시작되었

고, 이후 “밭지역 종합정비 시범사업”이라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오미자의 생산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 및 판매 유통 체

계의 성장으로 오미자 산업단지를 이룬 전형적인 관주도형 지역단위 6차산업화

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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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촌융복합산업의 의의와 정책적 필요성

1. 농촌융복합산업의 의의

앞에서 장우환(1997), Romstad 외(2000), 오세익 외(2001), 서동균(2001),

Lankoski 외(2002), 임정빈(2003), 엄기철 외(2006) 등의 연구를 통해 농업 농촌

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및 경제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 농촌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서영진(1994), 정하우(1999), 방한영(2004), 정기환 외(2005), 김태곤 외(2006), 한

표환(1997), 김정섭 외(2011), 최수명 외(2011), 유정규(2013), 다까노 도시후미

(2017) 등의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농촌지

역 활성화 개념의 중요한 요소로는 먼저 농촌이라는 공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

며,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촌주민 등 농촌공동체가 내발적인 주체가 되

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자원을 중심으로 농촌의 자연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활

용한 다각적인 활동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 결과 농촌지역의 소득이 안정적으

로 확보되며, 이를 통해 고용기회가 창출되는 등 농촌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

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농촌의 사회

적, 문화적, 환경적 수준이 같이 높아진 상태가 진정한 농촌지역 활성화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今村奈良臣(1998), 이동필 외(2007), 김태곤 외(2011), 김용렬 외(2014a), 박준

기 외(2013), 김용렬 외(2014b), 권용덕(2014), 박성수(2015), 농림축산식품부

(2013a), 농촌진흥청(2014) 등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농촌융복합산업의 개념에서

도 농업인 또는 농촌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농촌이라는 공간이 농촌융

복합산업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를 중

심으로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농산물 및 농촌의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농산물 가공, 특산품 개발 등 2차산업과 농산물 및 특산품의 유통 판

매, 음식 숙박 관광업 등 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영위하는 산업을 추

진함으로써 농업이라는 1차산업이 강화되고, 농촌 내부에 일자리가 늘어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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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농촌지역 내 소득이 더욱 증가하게 됨

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를 통해 농업 농촌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농촌융복합

산업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식량공급 및 식량안보 기능

‧농촌 지역문화 및 지역사회 유지 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및 경관보전기능

‧지역경제 유지 및 국가의 균형발전 기능 등

농촌지역 활성화 촉진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이

‧농업자원을 중심으로 농촌의 자연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다각적

으로 활용 등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수준 향상

농촌융복합산업

‧농업인 또는 농촌 등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농산물과 농촌의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2차산업과 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추진

‧그 결과 1차산업 강화,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증대

<그림 2-1> 농촌융복합산업화의 개념과 역할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농촌지역 활성화가 농

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체계를 <그림 2-1>과 같이 표현하였

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지역 활성화 개념과 기본적인 구성요소와 체계, 지향

하는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편 중 하나이며, 특히 농촌지역 활성화 중 경제 활성화에 많은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은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각 산업 

간의 복합적 결합, 즉,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차산

업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즉, 농촌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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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다양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중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특화된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농업경영의 

다각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이점은 정량적인 연구결과에서

도 밝혀지고 있다. 이순석 외(2015)는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213개소의 

사업 대상자를 표본으로 소득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일반농가는 농가소득 연평

균 증가율이 3개년 간 6.1%를 나타낸 반면, 6차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농가는 

14.3%로 일반농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또한 농촌진흥

청(2016)은 2016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농가맛집, 농촌교육농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참여한 6차산

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참여농가 평균소득은 2015

년 대비 19.4% 증가하였으며, 3년 평균 12.2%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러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이점은 EU의 농가 중 34%가 농업 외 소득활동에 참여

하고 있음을 밝힌 EU(2013)의 통계자료와 한국의 2종 겸업농가가 29.2%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의 통계자료에서도 간접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이점은 개별 농가나 경영체의 소득 증가에만 집중

된 것이 아니라 농업인 1차산업이 더욱 강화되고, 농촌 내부에 일자리가 늘어

나며, 1 2 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농촌지역 내 소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 이처럼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농촌융복합

산업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은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산머

루농원, 문경오미자 산업 등 앞에서 소개한 농촌융복합산업의 대표 사례들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백석올미영농조합은 지역 매실과 고품질 쌀을 활용한 한과 

생산으로 농촌마을의 노인들에게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준 

사례이며, 문경 오미자 산업은 지역에 오미자라는 작물을 도입하여 생산을 확

대하고, 가공제품 생산으로의 확대와 판매 유통 체계의 성장을 이룬 사례로서,

각 사례들은 1차, 2차, 3차산업을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개별 경영체, 농촌마을 

또는 농촌지역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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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융복합산업의 정책적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선성장 후분배 전략을 

추진하여왔고, 시장개방도 빠르게 진행하여 왔다. 특히 농업부분의 시장개방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경지가 분산된 구조이며, 농업인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

라의 환경에서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 등 농업환경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운찬(2018)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대비 농가 소득비율이 1998년 80.1%에서 2016년 63.5%

로 악화되었고, 우병준(2018)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농가인구 비중이 2000년 

21.7%에서 2015년 38.4%로 증가하였으며, 심재헌 외(2018)는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해 10~20년 내에 농촌은 급격한 인구 기반 붕괴로 더욱 깊은 침체를 겪을 가

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김경찬 외(2014)는 OECD 식량자급률 

최하위 및 농지의 지속적인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식량자급 

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각종 언론매체의 기사를 인용하여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의 구조를 

규모화 및 집단화하여 개선해야 하지만, 중 단기적으로는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통해 경영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

하였다. 또한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을 양성해야 하는 관점에

서 1차 2차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젊은 세대에 매력적인 새로운 형태의 비

즈니스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젊은 세대를 농촌으로 유인하고 젊은 

농업인 및 경영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농산물을 기반

으로 원물가공 및 유통, 외식 및 체험 관광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득제고 정책, 다양한 사업유형의 결합을 통해 중소농과 고령농이 취업과 창

업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 정책,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시 농업과 농촌으로 환원되어 농촌지역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의 복합적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융복합산업 개념이 농업 농촌에서의 소득제고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및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부각

되었다. 따라서 농촌융복합산업 개념을 근간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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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농촌에서의 일자리 증대,

그리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대상을 지역의 농산업으로 설정하고, 세부적

으로 농업 농촌을 근간으로 산업행위를 영위하는 경영체, 그리고 경영체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시 군의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 기반

을 핵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첫째, 시장분석을 통

해 정책설계 정교화 및 성과 분석 등이 가능한 기초통계자료 구축이다. 정책 

추진에 앞서 농식품 가공업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가맛집, 관광농원 등 6차산

업 참여 경영체에 대한 현황, 지역의 대표품목 및 관광인프라 등 6차산업과 관

련된 지역자원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어야 하며,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6차산

업과 관련한 시장현황 및 과거 정책성과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

다. 둘째, 정책의 핵심 대상인 6차산업 경영체의 육성이다. 6차산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농업인, 귀농귀촌인, 젊은 예비창업인 등 다양한 그룹에 맞춤형 컨

설팅 및 창업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6차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에게는 현재의 수준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 경영체로 선

정함으로써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확산 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

역단위의 발전을 위해 경영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6차산업 소비기반의 구축이다. 먼저 6차산업 활동으로 생산되

거나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홍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품이 주를 이루는 6차산업 제품에 대해 식품안전과 높은 질을 담

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6차산업 제품의 홍보와 함께 다양한 유

통경로를 통한 안정적 판매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

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지원기관 등 

핵심조직을 설정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여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

업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

청은 정책수립 및 총괄,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 확대, 산림분야 6차산업화 등 

각각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분담하여 각종 정책을 기획 및 추진하고, 시 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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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유관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조직 자

원의 활용을 통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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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

제1절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1. 6차산업화 정책 추진 배경

일본의 농업 농촌은 농산물의 시장개방, 농가인구의 감소, 고령화에 의한 노

동력부족, 비효율적 유통구조 진행, 장기적 경기침체와 엔고의 영향으로 생산거

점이 해외로 이전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로 일본 내 식품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수입 농산물이 확대되면서 

농업이 축소산업으로 전략하고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

업생산액이 감소되어 농업 농촌의 소득이 저하되며 농촌지역 경제가 쇠퇴하는 

문제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농업 농촌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농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업 농촌의 생존을 위해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화하고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를 추진하였으며, 체험 관광 외식과 연계하는 등 지역자원의 다각적

인 활용을 추진한 결과, 여러 농촌지역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이러한 활동에 더욱 지원을 하게 되었고, 더 나

아가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확대되어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

은 일촌일품(一村一品)1), 지산지소(地産地消)2),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 브랜드

화, 식품산업 클러스터, 농상공 연대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으로 이어져, 2010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

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앞서 6차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1) “일품일촌(一村一品)”은 1979년 히라마쯔 모리히코 오이타현 지사가 제창한 지역진흥 운동

으로, 각 시정촌이 각각 하나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으로, 일정 

농촌 지역 내에서 농식품의 안정성 및 안정적 공급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축된 신뢰

를 바탕으로 한 거래를 통해, 지역 농식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64 -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2007년 5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

역자원활용촉진법)”과 “기업입지의 촉진 등에 의한 지역의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산업집적형성법)”, 2008년 5월에 제정된 “중소기

업자와 농림어업자의 연대에 의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농상공연

대촉진법)” 등이 있다(이병오, 2013). “지역자원활용촉진법”은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

업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법이며, “지역산업집적형성법”은 

산업집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업입

지의 촉진에 의한 지역 산업집적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실시

하는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

로서, 지역경제의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 법이다. 그리고 “농

상공연대촉진법”은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각자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사업활동을 촉진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향상

과 농림어업의 경영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9년 새롭게 일본의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농업 농촌의 6차산업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당시 농림수산분야 성장산업화의 주축으로 농업 농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김태곤, 2014 &

이유경, 2014). 그 결과 2010년 3월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

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6차산업

지산지소법)”이 제정되었고, 법이 시행되는 2011년 3월부터 6차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 6차산업‧지산지소법과 정책목표

“6차산업 지산지소법”의 목적은 법 제1조에 “농림어업 진흥을 도모하는 동

시에 농림어업경영의 개선 및 국산 농림수산물의 소비 확대의 중요성에 비추어 

농림수산물 및 농산어촌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사업의 다변화 및 고도화, 새로운 사업의 창출 등에 관



- 65 -

한 시책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어업 등의 진흥, 농산어촌 및 기타 지역의 활성화,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등, 식료자급율의 향상 및 환경 부하가 적은 사회 구축에 기

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6차산업에는 일본 정부의 구조상 기본

적으로 어업이 포함되며, 6차산업화 정책을 바탕으로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의 

발전, 농림어업자와 농산어촌 주민의 소득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을 위한 시책으

로 “종합화 사업계획 인증제도”와 “농업개량 자금융통법”의 특례, “농지법”의 

특례,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의 특례 등 인증된 종합화 사업계획에 대한 

각종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둘째는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 시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부 강화, 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 진흥에 의한 지

역 활성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추진,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필요

한 기반 정비, 직매소 등을 이용한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 학교 급식 등

에 있어서의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 지역의 수요 등에 대응한 농림수산물

의 안정적 공급 확보, 다양한 주체의 연계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구 분 내 용

법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6차산업‧지산지소법)

담당부처 농림수산성

시행년도 2011

주요내용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을 위한 시책

‣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 시책 

정책목표
농촌지역에 고용과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까지도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

정책목표

(지표)

‣ 6차산업 시장 규모의 확대 :

   4.7조엔 (‘13년) → 10조엔 (’20년)

  ‧ 농산물 가공, 농산물직매소, 관광농원,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 6차산업 중 가공직매 분야의 시장규모 확대

   1.9조엔 (‘13년) → 3.2 조원 (’20년)

<표 3-1> 일본의 6차산업‧지산지소법과 정책목표

출처 : 김경찬 외(2015a), 農林水産省(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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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6차산업 지산지소법”을 제정하고, 6차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

책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농촌지역에 고용과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까지도 마을에 정착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거시적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정량적으로 종합화 인정 사업자 육성,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등 각종 정책사업을 통해 2010년 약 4.7조 엔의 6차

산업화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10조 엔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량적 목표로 설정

하고 있다. <표 3-1>

3.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는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

책으로서, <표 3-2>에 정리된 바와 같이 “6차산업 지산지소법” 제2장 “지역 자

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제3절 “농림어업 및 관련사

업 종합화의 촉진에 관한 시책”의 제5조부터 제17조의 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농림어업자의 경영을 개선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확보시키기 위함에 있는데, 여기서 “종합화 사업”이란 농림어업자가 경영의 개

선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판매 등을 종합화하는 사업 활

동이고, 그 사업 활동의 계획이 “종합화 사업계획”이다. 이 제도는 농림어업자

가 6차산업화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농산물을 이용해서, 어

떤 새로운 상품을, 어느 규모로, 얼마의 경비로 개발하고,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구상 

중인 막연한 아이템이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아이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법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종합화 사업계획의 인정 및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자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종합화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농림수산대신(農林水産大臣)3)에게 제출하여 그 종합화 

사업계획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취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되면 자금

원조 및 인적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화 사업계획에는 기본적으로 

3) “농림수산대신(農林水産大臣)”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장으로 한국의 장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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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자의 농림어업경영의 현황, 종합화사업의 목표, 종

합화사업의 내용 및 실시기간, 종합화사업 실시체제, 종합화사업을 실시하기 위

한 필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제도명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제도

근 거 법 제2장 제3절 제5조~제8조(인정 및 변경), 제9조~제17조(특례)

사업주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이들로 조직된 단체(법인, 농협 등)

사업내용

① 농림수산물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생산

② 농림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개선

③ 1번 또는 2번을 위해 필요한 생산방식 개선

경영개선

다음 2개의 지표를 모두 만족할 것

① 대상상품 지표(신상품 등의 매출액이 5년간 5% 이상 증가할 것)

② 소득 지표(농림어업 및 관련산업 소득이 종료시까지 향상하고, 

              종료년도에는 흑자일 것)

계획기간 5년 이내(3~5년이 바람직함)

인정현황 인정 2,286건(2018.1.18. 기준)

특례사항

‣ “농업개량자금융통법”의 특례(상환 ․거치기간 연장)

‣ “농지법” 특례(농지전용절차 간소화)

‣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의 특례(채무 보증) 등

<표 3-2>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제도 

출처 : 김경찬 외(2015a), 農林水産省(2016), http://www.maff.go.jp/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는 농림어업자의 “신청서 작성”, 지자체(도도부현)

의 “심사”,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는 단순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

주체인 농림어업자 등이 농정국4) 지역센터, 지방공공단체, 상공회의소, 농협 등

과 긴밀한 협력 하에 6차산업화의 기본구상을 하고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5)의 

4) “지방농정국”은 농림수산성이 소관 하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신

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지방에 설치한 사무소임. 현재 北海道(홋카이도)농정사무소, 東北

(도우후쿠)농정국, 關東(간토우)농정국, 北陵(호꾸류)농정국, 東海(도까이)농정국, 近畿(긴키)

농정국, 中國四國(쥬고꾸시고꾸)농정국, 九州(규슈)농정국이 설치되어 있음.

5)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는 농림어업자 등에 6차산업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종

합화 사업계획이 인정받기까지 계획수립 상담, 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에 설치된 지원 기관임.



- 68 -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농정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게 된다. <그림 3-1>

<그림 3-1>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절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충남발전연구원(2014)

<표 3-3>과 같이 2018년 1월 17일 시점으로 총 2,286건의 종합화 사업계획

이 인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큐슈(九州)가 400건으로 가장 많고, 칸

토(関東) 384건, 킨키(近畿) 369건, 토호쿠(東北) 354건 순이며, 현별로는 북해도

(北海道)가 133건으로 가장 많고, 효고현(兵庫県)이 106건, 미야자키현(宮崎県)이 

95건, 나가노현(長野県)이 93건, 쿠마모토현(熊本県)이 8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로 구분해 보면 농축산물이 2,001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고,

임산물이 166건, 수산물이 93건, 연구개발․성과이용사업계획이 24건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세부 품목으로 채소가 31.4%로 가장 높고, 과일 18.4%, 축산물 

12.2%, 쌀 11.7%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화 사업계획의 사업내용

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가공 판매가 68.5%로 가장 높고, 가공이 19.4%, 가공

판매 외식이 6.8%, 판매 2.9%, 가공 판매 수출이 1.6%, 수출 0.4%, 외식 0.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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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정건수
품 목 연구개발 및

성과 이용농축산물 관련 수산물관련 임산물관련

홋카이도(北海道) 133 125 3 5 1

토호쿠(東北) 354 319 12 23 4

칸토(関東) 384 347 18 19 11

호쿠리쿠(北陸) 111 106 1 4 1

토타이(東海) 209 187 9 13 0

킨키(近畿) 369 337 11 21 2

츄고쿠시코쿠(中国四国) 271 222 11 38 2

큐슈(九州) 400 331 27 42 3

오키나와(沖縄) 55 50 1 4 0

합계 2,286 2,001 93 166 24

<표 3-3>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현황(2018년 1월 17일 기준)

출처 : http://www.maff.go.jp/

4. 주요 정책사업

(1) 인정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정책

종합화 사업계획에 대한 일본정부의 지원정책은 크게 컨설팅지원, 융자지원,

보조금지원, 출자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컨설팅지원은 “6차산업화 플래너

(planner)6)”를 통하여 종합화 사업계획의 구상단계에서 인정단계까지의 과정에

서 계획의 설계를 지원하는 것이며, 융자지원은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자금의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의 연장, “슈퍼 S자금”이라 불리는 단기운전

자금의 대부를 통한 지원이며, 보조금지원은 신상품 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보조, 새로운 가공 판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정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가칭 “A-FIVE”라 불리는, 사업체의 자본금 

1/2까지 출자하는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3-4>

6)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는 6차산업화를 목표로 농림어업자 및 기타 사업자에 각종 

컨설팅과 종합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각종 제도의 활용을 안내하도록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에서 선발 운영하는 고급 전문인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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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지원

‣ 6차산업화 플래너에 의한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구상단계에서 인정까지의 계획설계 지원,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계획에 근거

한 사업의 실시기간에 플래너가 과제해결을 위한 자문 제공

융자

‣ 농림어업자대상의 무이자 융자자금(농업개량자금)의 상환기간 ․거치기간의 연장

  상한액: 개인 5천만엔, 법인 ․단체 1억5천만엔

  상환 10년→12년, 거치 3년→5년

‣ 단기운전자금(슈퍼 S자금)의 대부

  상한액 : 개인 1천만엔, 법인 4천만엔

  금리 1.5%

보조금

‣ 신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보조(소프트 사업)

  보조율 : 통상 1/2 → 인정 2/3

  신상품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조에 관한 기기 렌탈비용과 시장평가 실시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상품 상담회에 출전 ․전시 지원, 팜플릿 작성비용 지원 등

‣ 새로운 가공 ․판매 등에 대응할 경우 필요한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하드사업)

  보조율 : 1/2

  ※ 실시주체를 6차산업 ․지산지소법 또는 농상공 등 연계촉진 법의 인정을 받은 민간

단체 등으로 한정

출자
‣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A-FIVE)에서 출자

  상한액: 새로이 설립하는 합병사업체의 자본금의 1/2

<표 3-4> 일본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의 지원내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충남발전연구원(2014)

그리고 “6차산업 지산지소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인정된 종합화 사업 계

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각종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개량자금융통법”의 특례를 통해 융자자금의 상환기한 

및 거치기간의 연장, “농지법”의 특례를 통한 농지전용의 절차 간소화, “식품유

통구조개선촉진법”의 특례를 통한 채무 보증에 대한 지원, “채소생산출하안정

법”의 특례를 통한 릴레이출하 지원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임업·목재산업개

선자금조성법”의 특례, “낙농및육용소생산의진흥에관한법률”의 특례, “도시계획

법”의 특례, “종묘법”의 특례 등을 통해 종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인 지

원을 추진하고 있다.

(2)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운영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는 지역에 6차산업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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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보하며, 6차산업을 추진하려는 농림어업자 등에 종합화 사업계획이 인정

받기까지 계획수립에 관한 상담 및 지도, 계획서 작성,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

팅, 교육, 펀드활용 상담, 사업자 간 연계, 사례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실천모

델 작성 및 각종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본의 중

앙 및 각 지역에 설립된 중간지원조직 성격의 기관을 말한다. 현재 2013년 도

쿄에 6차산업화 중앙 서포트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일본의 

46개 모든 도도부현에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김경찬 외, 2015a). 그리고 6차산

업화 서포트센터는 농정국 지역센터나 지역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

라 민간에 위탁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6차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충

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충남발전

연구원, 2014).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는 센터의 주요 역할인 종합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 일본 정부는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 있다. 여기서 6차산업화 플래너는 6차산업화를 목표로 농림어업자 및 

기타 사업자에 각종 컨설팅과 종합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각종 제도의 

활용 안내 등을 실시하도록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에서 선발하여 운영하는 전문 

인력을 말하는데, 주로 사업 발굴, 신상품 개발, 경영관리, 판로개척, 금융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다(김

경찬 외, 2015a). 각 지역의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는 필요에 따라 공모를 실시

하여 플래너를 선정하는데, 플래너 신청자에 대해 센터별 선정 기준에 따라 선

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래너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플래너는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며, 서포트센터는 플래너의 경력과 전문분야에 따라 

농림어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플래너를 현장에 파견하여 

적절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플래너는 농림어업자 등이 종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구상부터 인정받기까지 상담과 지도를 해주고, 새로

운 가공품 개발, 판매망 확보, 사업화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을 해주며, 인정받은 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기적인 컨설팅을 해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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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서포트센터는 플래너의 평가를 위해 

플래너가 파견될 때마다 파견처에 파견된 플래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여 평가에 활용하고, 1년 단위 계약이 끝난 후 재선정 시 평가의 내용을 반영

하고 있다.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 운영 이외에도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는 지역 농

업인들의 6차산업화에 대한 이해 및 인식 확대를 위해 지역 세미나, 설명회, 연

수회 등을 개최하고, 6차산업 제품에 대한 품평회, 전시회 등을 추진하며, 6차

산업 관련 주체 간 교류회를 통해 6차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물론 도매업

자, 유통업자 등과 함께 판로개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3) 기타 정책사업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와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운영 이외 대표적인 정

책사업은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이 있

다.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표 3-5>와 같이 “추진 지원사업”과 “정비 지원사

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추진 지원사업”은 다시 지역단계와 전국단계로 나

뉘어 시행되는데, 지역단계 사업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농림어업자 등에 종합화

사업 계획수립, 신상품 개발, 판로개척, 기술교육, 타 업종과의 교류회 등의 활

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전국단계 사업의 경우는 “중앙 서포트센터”를 통해 6차

산업화 전문인력의 육성, 사업자 경영단계에 맞는 개별 상담 등 6차산업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광역단위까지 확장되는 박람회, 판촉전, 품평회 개

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실천모델 작성 및 보급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6

차산업화 추진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기본적으로 1/2 이내이나, 종합화 사

업계획 인정 사업자에게는 2/3 이내로 더 높은 보조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비 지원사업”은 “6차산업 지산지소법”과 “농상공연대촉진법”에 

의해 인정된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농림수산물의 가공·판매를 위한 기계·설비,

생산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하며, 또한 다음에 설명할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

동”에 필요한 대규모 가공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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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활용된다.

사업명 사업내용

6차산업화 

지원 

추진 

지원사업

‣ 목적 : 신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등 6차산업화 활동 지원

‣ 대상 :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정액의 1/2이내 보조율(단, 인정 사업자 2/3이내)

정비 

지원사업

‣ 목적 : 농림수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등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정비 

등을 지원

‣ 대상 :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정액의 1/2이내 보조율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

추진 

교부사업

‣ 목적 : 6차산업화, 농상공 연계, 지산지소 등 활동 지원

‣ 대상 : 지방 공공 단체,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정액의 1/2이내 교부율(단, 인정 사업자 2/3이내)

정비 

교부사업

‣ 목적 : 6차산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가공 시설 및 기계 등 정비에 지원

‣ 대상 :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정액의 1/2이내 교부율

<표 3-5> 6차산업화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교부 사업

출처 : 김경찬 외(2015a), http://www.maff.go.jp/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도 6차산업화 지원사업처럼 “추진 교부

사업”과 “정비 교부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추진 교부사업”은 6차산업화,

농상공 연대, 지산지소(地産地消) 등을 이끌어나가는 지역 인재의 육성 및 파

견, 농림어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한 추진회의 개최 또는 관련 프로젝트의 조사·검토, 프로젝트 리더 육성,

공동 신상품 개발 및 판로개척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진 교부사업

의 경우도 교부율이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1/2 이내이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사업자의 경우는 2/3 이내로 상대적으로 높은 교부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도 사업의 대상이 된

다. 그리고 “정비 교부사업”의 경우는 “6차산업 지산지소법” 및 “농상공연대촉

진법”에 의해 인정된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참

여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대규모 

가공 시설이나 기계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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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1.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 배경

한국은 전후 1950년대 후반부터 농업의 쇠퇴,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인 생

활환경과 소득수준, 농업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개발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송미령 외(2004)와 이동필 외(2006)는 1950년부

터 전개해온 농촌개발정책을 크게 4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지역사회개발

사업에서 새마을운동으로 대별되는 1958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로, 이 시기의 

농촌개발사업은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정

비 등 물리적 개발뿐만 아니라, 소득증대, 복지환경사업, 주민조직 및 지도자 

육성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단계는 새마을운동이 중단된 이후 1980년대 초부터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까지로, 이시기 농촌개발 정책은 주로 농업생산기

반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농로확장 등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곧 농업개발이지 농촌개발의 핵심전략이었으며, 또

한 이전의 마을단위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1980년대 초 읍과 면을 하

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종합적인 개발을 하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시도하였으

며,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에서는 “도서개발촉진법”과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도서 및 산간오지 지역의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3단계는 1990년대 초부터 2000까지로 부처별 분산적으로 농촌개발이 시행되

었던 시기이다. WTO체제가 출범하는 등 농업분야의 개방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면단위 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 등 농

촌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농촌개발 및 

농촌 복지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4단계는 2001년 이후 마을단위 사업의 재등장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

하였다. 특히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체험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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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마을, 아름마을 가꾸기 등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등의 개념이 마을단위 사

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 추진된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도 농촌관광을 핵심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활용하여 마을의 소득증대와 

연계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부의 도농교류 정책

으로 이어졌는데, 정부는 2007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관광의 활성화, 농촌관광마을의 제도

권화를 비롯한 다양한 도농교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김경찬, 2008). 그리고 4

단계에는 농촌관광 뿐만 아니라 일본의 6차산업화 개념을 근거로 한 신활력사

업을 시작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

화지원사업 등 “농촌산업”을 주제로 한 정책사업들도 활발하게 추진되기 시작

하였다.

연도 주요흐름 

주관부처 [ ( ) ; 사업 시작년도] 

농식품부 행안부 농촌진흥청 기타

1955 

1단계:

마을단위

종합개발 

지역사회 개발사업(‘58)

시범농촌 건설사업(‘62) 
1965 지붕개량사업(‘67) 

1970 소도읍개발 (‘72) 

새마을운동(‘70) 

1975 
불량주택개량사업(‘76)

취락구조개선사업(‘76) 

1980 2단계:

농업위주

농촌개발 

불량화장실개량사업(‘80)

입식부엌개량사업(‘83) 

1985 도서종합개발(‘88) 

1990 

3단계:

부처별

분산적

농촌개발 

문화마을조성사업(‘91)

정주권개발(‘92) 
오지종합개발(‘90) 

1995 

주택개량사업(‘9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96)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97) 

산촌종합개발사업(‘95)

(산림청)

어촌종합개발사업(‘94)

(해수부) 

2000 
4단계

마을단위

(도농교류, 

농산업) 

녹색농촌체험마을(‘0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04) 
아름마을가꾸기사업(‘01) 전통테마마을사업(‘02) 

어촌체험마을(‘02)

(해수부) 

2005 

지역농업클러스터(‘05)

전원마을조성사업(‘06) 

향토산업육성사업(‘08)

신활력사업(‘05) 지역특화사업(‘04) “도농교류촉진법”(‘07)

2010
5단계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지구(‘14)

네트워크구축지원(‘14)
- - “농촌융합산업법”(‘14)

<표 3-6> 연대별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

출처 : 김경찬 외(2015a) 인용하여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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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일본이 “6차산업 지산지소법”을 제정하여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장려

하는 6차산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추진은 한국의 농업 농촌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한국 정부는 농촌관광과 

농산업을 모두 아우르는 6차산업화 개념을 바탕으로 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2013년 농업 농촌 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4년 6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농촌융합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격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추진되었다. 농촌개발 정책의 흐름과 관련하여 김경찬 외(2015a)는 6차산

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의 시기를 농촌개발 정책의 5단계라 칭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3-6>

2. 농촌융합산업법 및 정책목표

한국 정부가 “농촌융합산업법”을 제정한 이유는 6차산업을 추진하는 경영체

를 육성함으로서 농촌산업 전반에 걸쳐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되

었다. 하지만 “농촌융합산업법” 제정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일본

의 “6차산업 지산지소법” 제정의 영향이 가장 크다. 2010년 일본이 “6차산업

지산지소법”을 제정한 이후 한국의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정부를 중심으로 일

본의 6차산업화 제도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

는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2013

~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크게 5개의 농정과제 실천계획을 

수립되었으며, 그 중에 2번째 실천계획이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

업 경쟁력 강화”이다. 이 실천계획은 다시 5개의 세부계획으로 나뉘는데, 그 중 

4번째 세부계획인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에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

정”, “6차산업지구제 도입”,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 및 “6차산업화 주체 

1천개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계획은 곧 6차산업 정책 추진

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수립된 시기인 2013년 10월 

30일 국회의 이운룡 의원은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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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해 11월 14일 박민수 의원은 “농업인등의 농촌복합산업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2건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회에서 심사하였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법률안이 2014년 4

월 28일 의결되었으며,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래서 6월 3일 “농촌융복

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융합산업법)”이 제정되었으며,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된 2015년 6월 4일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었다.

<그림 3-2> 농촌융합산업법 체계도

출처 : 김경찬 외(2017)

“농촌융합산업법”의 목적은 법 제1조에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을 마련하고 농업 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

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즉 정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인 및 농촌지역 주

민의 소득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농촌융합산업법”은 <그림 3-2>

와 같이 크게 3개의 주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법 제2장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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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기

본계획 수립과 지자체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그리고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법 제3장 “농

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으로 제15조에서 제29조까지 규정

되어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농촌융복합산업 종

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구 및 지원센터 지정·

운영,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지원,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판로 지원사업, 협회의 설립, 금융지원, 홍보 및 교육 등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 기반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 제4장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으로 제30조에서 제

36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며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법제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합산업법)

담당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년도 2015

주요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비전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 창업 ․보육 ․성장 및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 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목표

(지표)

‣ 인증 사업자 평균 매출액 증가율 : 

   (`14)11.2% → (`16)5.0 → (`20) 5.0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 수 : 

   (`14)760개소 → (`16)1,600 → (`20)3,000

‣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 

   (`14) 549만명 → (`16) 600 → (`20) 800

<표 3-7> 농촌융합산업법과 정책목표

출처 : 김경찬 외(2015a) 인용하여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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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합산업법”을 제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목

표를 설정하였는데, “농업·농촌 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

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창업 보육 성장 및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를 비전을 달성을 위한 3개의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2020년 까지 인증 사업자의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농촌융복합산업 창

업자 수 3,000개소,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800만 명 달성을 정책의 정량적 목표

로 설정하고 있다. <표 3-7>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중 가장 대표적

인 정책으로서, <표 3-8>과 같이 “농촌융합산업법”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규정

된 내용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인증하고, 맞춤형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단위 농촌융복

합산업을 주도할 핵심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함에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b).

일본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가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

리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

영체, 즉 사업자를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농촌융합산업법” 제2

조에 정의된 “농업인등”으로, 세부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

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 관련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중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며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체가 포함된다.



- 80 -

구 분 내 용

제도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근 거 농촌융합산업법 제8조~제14조

사업주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사업내용

①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

② 식품 또는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③ 농촌지역 유‧무형 자원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를 제공

④ 1번에서 3번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

인증기준

‣ 적합성 : 농업·농촌 6차산업화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

‣ 창의성 : 농촌융복합산업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독창성

‣ 융복합성 : 1차, 2차, 3차산업의 융·복합화된 정도

‣ 사업성과 :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일자리 창출실적

‣ 기타 경쟁력, 지역농업과 연계성, 발전가능성 등

인증기간 3년 (3년 이후 재 인증 절차를 통해 갱신 가능)

인증현황 인증 1,397건(2017.12.31. 기준)

특례사항

‣ 농지법 : 농지전용신고 의제

‣ 농어촌정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의제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의제 등

<표 3-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출처 : 농촌융합산업법, 김경찬 외(2015a), 농림축산식품부(2017b)

법 제8조에 인증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농업인등이 농촌융복합산

업 사업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센터는 자격 및 계획의 적합성, 사업성과,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그러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증을 하게 된다. 인증을 받

으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간 지속되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인증

을 유지하려는 경우 인증갱신 신청을 하여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9조에는 인증 사업자에 대한 의제처리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등, “농어

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의 사용허가, “농지법”의 농지 전용허가, 전

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 “도로법”의 도로 점용허가, “사도법”의 사도 개설

허가, “사방사업법”의 사방지 지정 해제, “산지관리법”의 산지 전용신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초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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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전용허가 및 전용신고, “식품위생법”의 영업 허가 및 신고, “공중위생관리

법”의 숙박업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업 신고,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 등록과 농업·농촌 체험과 관련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공연법”의 공연장의 등록 등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

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발표한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을 통해 6차산업을 주진하는 경영체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를 인증 사

업자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6차산업화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농업인, 마을

공동체, 농업법인 등 6차산업을 추진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1천 

개의 6차산업 사업자를 인증하고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4년 

“농촌융합산업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이 마련되기 전인 2014년 예비 인증을 

실시하였다. 예비 인증을 실시한 목적은 2015년 법이 시행된 후 본격적인 인증

제도의 시행에 앞서 6차산업 인증대상 경영체의 범주를 확정하고, 6차산업 유

형, 매출액, 일자리, 경쟁력 등 경영체의 6차산업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

고 분석해 보기 위함에 있으며, 또한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 개선 및 보완하여 최종적인 인증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6차산업 관련 지원기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설부서인 농어촌자원개발원7)의 

지원을 받아 2014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예비 인증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6월 이후부터 각 시도에

서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센터, 중앙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예비인증 시 379개의 경영체가 예비인증 사업

자가 되었으며,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는 2014년 예비인증 경

영체에 대한 심사 및 2015년도에 새롭게 신청한 경영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7) “농어촌자원개발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설부서로서 주로 농촌관광, 농어촌공동체 및 

농촌산업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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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2015년 말 기준으로 총 802개의 경영체가 인증되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경영체의 자진 취소 2개소 및 신규 인증 330개소를 포함하여 2016년 말 기준 

1,130개 경영체가 인증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2017년에는 자진 취소 12개소,

신규 인증 279개소를 포함하여 2017년 말까지 총 1,397개의 경영체가 인증 사

업자로 등록되었다.

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경기도 98 25 39 162

강원도 96 34 20 150

충청남도 63 30 34 127

충청북도 68 34 16 118

전라남도 126 38 38 202

전라북도 97 66 52 215

경상남도 80 29 15 124

경상북도 86 40 41 167

제주특별자치도 50 23 16 89

광주광역시 - 1 - 1

대구광역시 - 1 1 2

대전광역시 4 - - 4

세종특별자치시 12 4 2 18

울산광역시 1 2 3 6

인천광역시 8 2 2 12

합계 789 329 279 1,397

<표 3-9> 지역 및 연도별 인증 경영체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5년 인증된 경영체가 789개로 전체 인증 경

영체의 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은 329개, 2017년은 279개로 각각 

23.6%, 20.0%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5년 한해에 상대적으

로 많은 수의 경영체가 인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전라남

도가 179개소로 가장 많은 수의 경영체가 인증되었으며, 2개의 시 군으로 이루

어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증 경영체가 65개소로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인

증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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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1*2*3형 1*2형 1*3형 합계

경기도 119 14 29 162

강원도 122 16 12 150

충청남도 116 6 5 127

충청북도 111 2 5 118

전라남도 179 18 5 202

전라북도 164 34 17 215

경상남도 108 8 8 124

경상북도 157 6 4 167

제주특별자치도 65 14 10 89

광주광역시 1 - - 1

대구광역시 2 -　 -　 2

대전광역시 3 - 1 4

세종특별자치시 15 2 1 18

울산광역시 5 　 1 6

인천광역시 8 2 2 12

합계 1,175 122 100 1,397

<표 3-10> 지역 및 사업유형별 인증 경영체 현황(2017년 12월 31일 기준)

산업유형별 인증 경영체의 현황은 <표 3-10>에 정리된 바와 같이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경영체가 1,175개소로 전체 경

영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차산업과 2차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영

체가 122개소로 전체의 8.8%, 1차산업과 3차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영체가 

100개소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산업유형별 자료의 1차산업, 즉 

농업을 추진한다는 경영체가 모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농

업과 관련해서는, 계약재배 등의 형태로 1차산업과 연관이 된 경우도 1차산업

을 추진한다고 폭넓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식품의 제조 가공과 관

련된 2차산업 추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러한 내용은 좀 더 세부적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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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절차 및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는 경영체의 인증 신청 행위로부터 시작되

는데, 6차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

터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할 지역 지원센터는 <표 3-11>에 정

리된 바와 같이 신청 경영체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6차산업 추진여부, 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여부

를 심사하게 된다.

분류 자격요건

대상주체

‣ “농촌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사업장 입지
‣ 주된 사업장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지역에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사업영역

‣ “농촌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업

  1.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국산을 사용하고,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이어야 함

사업성과
‣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을 달성한 경우

<표 3-11> 인증대상 자격요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대상의 자격 요건은 크게 대상주체, 사업장 위

치,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된다. 먼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주체는 

“농촌융합산업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

법인,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

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의 경영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체

의 사업장은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위치하여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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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때 농촌지역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된 농

촌을 의미한다. 사업영역 요건과 관련해서는, 인증을 원하는 경영체는 “농촌융

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차 및 3차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 요건과 관련해서는, 인증을 원하

는 경영체는 신청년도 이전 2개년 간 사업 운영을 통한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2개년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8)보다 높아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인증을 신청하는 경영체는 “농촌융합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양식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

우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 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같이 제

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첨부하여

야 한다. 인증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인증 심사의 지연 방지 및 효율적인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는 최소 분

기별 1회 이상 심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사항목 세부 심사기준

적합성
‣ 사업계획이 6차산업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

‣ 농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정도

혁신성 및 경쟁력 ‣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 ․독창성

발전가능성
‣ 생산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가격‧품질 측면에서의 경쟁력,농산물의 수입대

체,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정도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 경영체가 6차산업을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정도(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사업성과 ‣ 지역 내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협력 정도

<표 3-12>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8) “농가소득”은 농가의 경상소득(농업소득,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의 합)과 비경상소득(정기

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의 합을 말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8”에 따르면 2017년 농가소득은 3,874만 원으로 추정됨.



- 86 -

경영체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역의 지원센터는 농경제, 제조 가공, 농산

업, 마케팅, 체험 관광, 유통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 7인 이내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는 크게 자격요건 

심사와 종합심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격요건 심사는 경영체가 대상 주체로

서 적합한지, 그리고 주 사업장 및 사업영역이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

리고 6차산업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지 등 자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자격요건 

심사는 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심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3인 이상,

50%이상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한 경영상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 등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바탕으로 <표 3-12>에 정리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 연계성, 사업성과 등 5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하였을 경우 인증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4. 주요 정책사업

(1)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사업

① 현장코칭사업

“6차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현장코칭사업)”은 “농촌융합산업법” 제

17조 제2항의 지원기관의 업무 중 제2호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보

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과 제3호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6차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영체, 6차산업 관련 창업단계의 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과 기술 등 <표 

3-13>의 세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영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추진된다.

현장코칭사업의 지원대상은, 관할 지역의 농업인, 농업법인, 농촌에 소재한 

농업관련 협동조합 및 법인, 농촌체험휴양마을, 작목반, 들녘별경영체, 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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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체이며,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을 원하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의 농촌융

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지원센터는 신청자에 대한 유선상담 또는 

현장방문 상담을 거쳐 상담결과를 작성하고 “현장코칭 전문위원 풀(pool)”에 등

록된 전문가 중 적절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현장코칭을 진행할 수 있도

록 매칭(matching ; 짝맺음)을 추진한다. 신청한 경영체는 해당 지원센터로부터 

전문위원 매칭 결과를 통보받은 후 현장코칭 비용 중 자부담 금액(총 비용의 

20%)을 해당 지원센터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후 지원센터는 신청내용 및 

신청인과의 상담내용을 매칭된 전문위원에게 제공하고, 전문위원은 방문시기,

코칭 분야 범위 등에 대해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6차산업 현장코칭 수행계획

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원센터와 신청인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따라 현장코칭이 진행된다.

구분 세부내용

경영
‧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재무, 생산성 향상, 지적재산권 등

‧ 제품 디자인, 농촌관광, 수출, 법률 등

기술
‧ 제품개발, 공장신축 ․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HACCP 등)

‧ 위생관리, 가공기술,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등

기타 ‧ 상기 분야 외에 대상 경영체가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표 3-13> 6차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 분야 

현장코칭이 마무리 된 후 현장코칭을 수행한 전문위원은 7일 이내에 현장코

칭 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원센터 및 코칭을 받은 신청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원센터는 수행결과의 적정성 검토, 신청자의 만족도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장코칭 수행완료사항을 검토하고 현장코칭 수임료를 

전문위원에게 지출함으로서 현장코칭의 추진과정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현장코

칭의 전체 과정은 <그림 3-3>과 같다.

현장코칭 전문위원은 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공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전문가를 선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에 추천한다. 현장코

칭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은 경영, 회계, 세무, IT, 유통, 상품개발, 식품개발, 디

자인, 관광, 외식 및 브랜드개발, 인증, 제조가공 시설·설비 등의 관련분야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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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또는 자격증 등과 일정 기간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은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현장코칭 전문위원으로 위촉할지

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현장코칭 전문위원은 각 분야별

로 470여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위촉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년도 실적,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

정한다. 그리고 위촉된 전문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6차산업 포털사이트(www.6

차산업.com)에 공개하여 해당 지원센터의 전문위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관할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전문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림 3-3>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추진과정

현장코칭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 현재의 추진체계를 갖추었으

며, 2017년의 경우 전국 2,080회의 현장코칭이 진행되었다. 경상남도가 294회로 

현장코칭 횟수가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50회로 가장 적다. 분야별 현장

코칭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80회 중 경영분야의 지원 실적이 1,519회, 기술

분야의 실적이 561회로 나타났다. 경영분야의 세부분야 중에서는 경영전략분야

가 658회로 전체의 가장 많은 지원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경영전략이 

경영분야의 많은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는 중합적인 분야를 다루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기술분야의 경우는 제품개발 관련 실적이 117회로 전체의 20.86%를 차

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생관리(14.08%), HACCP 등 법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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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2.30%), 가공기술(1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분야는 대부분 농산

물을 가공한 제품생산과 관련된 내용의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리고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은 지원받은 경영체를 통해 조사되는 만족도

가 100점 만점에 평균 9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코칭사업에 대해 경영체

가 체감하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 “6차산업 

보육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6차산업 플래너” 제도가 

종합화 인정 사업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자문과 코칭을 추진하는데 반해, 한국

의 현장코칭사업은 1회성 또는 단기성의 성격이 강하여, 일본의 6차산업 플래

너 제도처럼 대상 경영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상시 

컨설팅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기간 동

안 대상 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을 통한 경영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추진하는 “6차산업 보육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였다.

보육매니저는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전문위원 중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이 가능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자나,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및 사업기간 15년 

이상인 인증 경영체 또는 6차산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인증 경영체의 대표 중에

서 선정 할 수 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전문위원 중 

37명과 우수 인증 경영체 중 1명이 보육매니저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본격적

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② 판로지원사업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판로지원사업)”은 “농촌융합산업법” 제17조 제

2항의 지원기관의 업무 중 제6호의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홍보지원”과 법 제23조에 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6차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센터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6차산업 

안테나숍 운영사업”과 “판매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다. 안테나숍 운영사업은 소

비자 왕래가 많은 지역에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6차산업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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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반응 및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제품개발에 반

영하는 마케팅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6차산업 경영

체로 하여금 시장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역 내외에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

형마트나 관광지 등 상시 또는 일정기간 안테나숍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공

간을 선정한다. 그리고 안테나숍에 입점할 제품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안테나숍에 입점할 수 있는 제품은 인증 경영체가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향

토산업육성사업 및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에 의해 생산된 제품, 그

리고 농진청 및 산림청의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제품도 포함된다. 지원센터는 

안테나숍 입점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입점을 원하는 경영체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받은 제품은 유통업체 MD 등 유통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활용하여 

품평회를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입점할 경영체와 제품을 선정한다. 입점이 이루

어지면 지원센터는 정기적으로 입점제품의 판매실적과 소비자 반응 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체에 알려줌으로써 제품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그리고 안테나숍에서 판매실적과 소비자 반응이 좋은 제품은 중앙에

서 추진하는 판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지역 안테나숍 설치 위치

경기 하나로마트(수원점), 하나로마트(고양)

강원 이마트(춘천점), 하나로마트(원주점), 하나로마트(강릉점), ms무상리테일(춘천점)

충북 하나로마트(청주점), 충북보건대학교 힐링센터,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충남 한화갤러리아(천안점), 한화갤러리아(대전점), 롯데아울렛(부여점)

전북 KTX역(익산점), 전북도청사, 하나로마트(전주점), 전북삼락로컬마켓

전남 롯데백화점(광주점), 광양원예농협(LF스퀘어지점)

경북
대백프라자(대구점), 이마트(경산점), 이마트(구미점), 이마트(월배점), 

신세계 백화점(대구점)

경남 롯데프리미엄(김해점)

제주
이마트(제주점), 이마트(신제주점), 이마트(서귀포점), 이마트(서울목동점), 

이마트(서울용산점), 한림공원

세종 싱싱장터로컬푸드매장

<표 3-14> 지역별 안테나숍 설치현황(2017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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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안테나숍 설치에 앞서 6차산업의 공통된 브랜드 정체성을 구현

하고, 진열대, 판매원 등 매장관리를 매뉴얼화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하면

서 일정기간 소비자 반응을 모니터링 하여 부진제품의 퇴출 및 신규제품을 진

입을 통해 여러 인증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6차산업 안테나숍은 2015년부터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29개 안테나숍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표 3-14> 지역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이마트 제주점, 서귀포점 및 신제주점과 서울에 소재한 

이마트 목동점 등 가장 많은 6개의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

상남도가 롯데프리미엄 김해점에 1개의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 아울렛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KTX역이나 버스터미

널, 도청사 등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공간도 활용하여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플랫폼 구축사업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6차산업 제품에 대한 기획

판촉전을 개최함으로써 인증 경영체에서 생산하는 6차산업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세한 인증 경영체의 경우

는 6차산업을 통해 우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매 및 유통기반이 마련되지 않

은 경우 경영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시장에 6차산업 제품을 

알리고 시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비력이 큰 대형마트를 활용한 프로모션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대형 유통업체 및 홈쇼핑 입점, 지역축

제 참가 등을 통해 6차산업 제품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또한 제품의 일시적 

입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입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테나숍이 제품 발굴, 입점 및 판매, 상품의 시장성 조사, 홍보 등에 중점을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하더라고 최소 2~3개월 이상 운영

하는데 반해 판매플랫폼 구축사업은 우수제품 판매 및 입점에 중점을 두고 기

획판매전 행사를 추진하거나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참가하는 형태로 단기간 

여러 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판매플랫폼 구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안테나숍 입점 대상이 되는 제품과 같으며, 제품의 선정 또한 유

통업체 MD, 유통전문가, 컨설턴트, 중진공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품평회를 

거쳐 우수제품을 선정한다.

판매플랫폼 구축사업의 2017년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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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장에서 개최한 “2017 설날맞이 직거래 장터” 등 가장 많은 25개의 행사

에 참여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호수공원에서 개최된 세종축제에 참여

하는 등 2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참가 경영체 수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31

개로 가장 많은 경영체가 참석하였으며, 참가 제품 수로는 경남이 810개로 가

장 많은 품목의 제품을 행사에 참여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 킨텍스에서 개

최된 “G푸드아울렛”과 “메가쇼 2017”,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 등 지역의 이점을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대규모 행사에 참여

하는 비율이 높으며, 경상남도는 롯데백화점과 협약을 맺고 경남과 부산지역의 

롯데백화점 지점을 활용하여 6차산업 우수상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제

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섬과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관광지나 축제를 활

용한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수도권, 경남 경북권 및 충북권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여 제주 6차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③ 기타 지원사업

인증 사업자가 된 경영체는 주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지원사업의 대상 선

정 시 우대를 받거나 가점을 받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및 제품의 유통 판

매지원이 있다.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인증 경영체는 토지매입을 포함한 각종 

시설 및 장비 구입비 또는 시설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연 2%의 이율과 3년 거치 및 7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

며,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연 2%의 이율과 2

년 후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영컨설팅과 관련해서는 농

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과 각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구축하

여 운영하고 있는 6차산업 전문가 풀(pool)을 통해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

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4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보육교육 등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통 판매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비자 판촉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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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고, MD(merchandiser ; 상품기획자) 및 바이어 등 유통전문가를 

초청한 제품 품평회 참여, 현대백화점의 명인명촌관, 코레일의 명품마루, 네이

버의 산지직송 및 공영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진다. 또한 수출 가능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영체는 수출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

다.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및 유통 판매지원 뿐만 아니라 6차산업 우수제품과 

성공사례는 각종 홍보물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6차산

업 포털사이트(www.6차산업.com)”를 통해 홍보가 된다. 그리고 인증 경영체는 

사업장이나 경영체가 생산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6차산

업 인증표시 및 6차산업 BI(Brand Identit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토

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등 각종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지원사업

에 인증 경영체가 참여할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또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

(2)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현장에서 추진할 중간지원조

직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6차산업화 서포트

센터”의 운영 모델을 참고하여 설계되었다.

“농촌융합산업법” 제17조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은 농촌융복합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및 조직을 갖춘 기관으

로 중앙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과 시 도 등 광역단위

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센터”로 구분된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 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보육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

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지

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 유통 및 홍보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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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 연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위

에서 서술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시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기관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해 대부분의 주요 농촌융복

합산업 정책 지원사업이 추진되는데, 중앙단위에 설치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시 도 단

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조정 및 관리하며, 농촌융복

합산업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

영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시 도 단위의 지역 현장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

업자 인증제도 운영,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현장코칭사업 운영, 농촌융

복합산업 제품의 판로지원사업 운영 및 각종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데이터 구축

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각 시 도 단위 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이 시작되던 2014년 전후를 기점으로 설립 및 지정되어 운영된 것과 달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은 2017년 4월이 되어서야 한국농어촌공

사 농어촌자원개발원에 지정되었다. 농어촌자원개발원은 전신인 “농촌활력사업

본부9)”를 통해 2008년부터 신활력사업 등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

업의 계획, 선정, 추진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2009년 농촌활력사

업본부는 같은 한국농어촌공사 내 농촌관광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도농교류

센터”와 통합하여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2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 기능개선 요구에 따라 일부 기능을 강화하

여 현재의 “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9) “농촌활력사업본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8년 정부의 농촌산업육성정책을 지원하기 위

해 설치한 공사 내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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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자원개발원은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농산

업 관련 핵심 정책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 

정책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의 사전 사업성 검토, 사업 선정, 선정된 사업의 추

진상황 모니터링, 사업실적 및 성과 평가 등 정책사업 관리업무를 추진하여왔

다. 그리고 농촌기업에 대한 유통컨설팅 및 농촌기업 제품에 대한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으며,

농어촌산업박람회 등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해 농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

하고, 판매 촉진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하여왔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4년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관리,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관리, 예비 인증제 추진 및 중앙단위에서 인증 사업

자 관리, 지원센터의 정책지원 사업 실적관리, 그리고 각종 농촌융복합산업 정

책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등 농어촌자원개발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많은 부분 수행하고 있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시작되어 자리를 잡아가던 2016년부터 중앙단위 농

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농촌융복합산

업 정책지원 및 체계적인 정책사업 관리를 위해 법률적 근거에 기반을 둔 중앙

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중앙

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을 다수 수행하고 있었던 한국농

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이 2017년 4월 24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해 지정되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포함하여 각 지역 현장의 지원센터

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정책사업의 관리이며, 둘째는 중앙단

위에서의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이고, 셋째는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지

역단위 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의 관리이다. 세 가지 주요업

무 중 첫째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은 각 지원센터에서 보내온 인증 사업자 

신규지정, 갱신 및 승계 등에 대해 심사한 자료가 적합한지 최종적으로 검토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인증 경영체의 각종 현황자료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관리

한다. 그리고 6차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에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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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장코칭 전문위원 예정자의 자격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전문

위원을 관리하며, 각 지원센터의 현장코칭 사업실적을 관리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원센터별 현창코칭을 통해 신규로 창업한 경영체의 현황, 안테나숍 운영현황 

및 실적, 판로플랫폼 구축사업의 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인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은 지역의 지원센터에서 추천된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 제품에 대한 중앙단위 유통품평회, 우수제품 기획판매전 등

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품평회는 2013년까지 농어촌산업박람회10)와 연

계하여 추진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유통품평회를 통해 우수제품과 우수 경영

체를 선정하여 주요 유통채널에 입점을 지원하고, 기획판매전, 공영홈쇼핑 판매

방송 참가 등 판촉행사에 참가할 제품을 선정하며, “6차산업 우수제품 300선”

등 각종 홍보자료에 활용할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수제품 기획판매

전은 2014년과 2015년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는데, 2014년은 선정된 6차산업 제

품에 대해 양재동, 성남 등의 하나로클럽,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등 수도권 대형 

유통채널에서 기획판매전을 실시하여, 총 174개 경영체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2015년은 롯데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성수점 등에서 기획판매전을 실시하여, 총 

74개 경영체가 참가하는 등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수도권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

터 대형 유통채널에서 실시하는 기획판매전은 각 지역센터 위주로 진행이 되었

고, 중앙의 전문기관은 공영홈쇼핑이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품 판로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판로지원과 관련해서 6차산업 제품의 유통실태조

사,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및 상품판매 시스템 구축,

소비자 참여형 인증 제품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제도가 추진

되던 2014년부터 지구의 선정, 지구 운영 및 신규 정책사업인 “6차산업화 지구 

10) “농어촌산업박람회”는 농어촌기업 제품에 대한 전시 및 판매장 마련을 통해 농어촌 제

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농어촌기업과 국내외 바이어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회에 걸쳐 추진한 행사임. 마지막으

로 추진된 2013년도에는 행사의 명칭이 “농업농촌6차산업박람회”로 바뀌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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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4년 신규 정

책사업인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의 사업 대상 선정, 사업

추진 현황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이

달의 6차산업인 선정 등을 통해 6차산업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역할, 6차산업 관련 지자체 및 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그리고 농촌

융복합산업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농촌융합산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

부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 및 현장 수요 등

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도에 9개 도에 각각 설

립되어 각 도별 중간지원조직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 경기도는 경기농

림진흥재단(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내에 경북은 경북농민사관학교 내에 지

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나머지 7개 도는 각 도에서 출연한 연구기관 내에 지

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농촌융합산업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강원 농

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강원발전연구원(현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대학교 친환

경농업연구센터로 위치를 옮겼으며, 경남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경남발전

연구원(현 경남연구원)에서 진주국제대학교로,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전북발전연구원(현 전북연구원)에서 사단법인 지역활력센터로 자리를 옮기면서 

현재의 9개도 지원센터의 틀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

원11)이 2015년 9월 경기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세종 농촌융복합

산업 지원센터를 자체 기관 내에 설립하여, 세종 지원센터는 유일한 도 단위 

이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가 되었으며, 세종 지원센터를 포함해 현재

까지 총 10개소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표 3-15>

1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정보문화센터 및 농업인재

개발원 등 3개의 기관이 2012년 통합되어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농촌융복합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6차산업 정책홍보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 98 -

지원센터 지역 관련기관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경기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강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강원도 강원대학교

충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충청북도 충북연구원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전라북도 (사)지역활력센터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전라남도 광주전남연구원

경북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경상북도 (재)경북농민사관학교

경남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경상남도 진주국제대학교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세종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표 3-15>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현황 및 관련기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둘째는 6차산업 기반정비, 셋째는 기타 정책수립 

지원이다.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은 관할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에 대한 인증 및 관리, 인증 경영체 등에 대한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 지

역 안테나숍 운영 및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등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이 

포함된다. 6차산업 기반정비에는 관할지역의 6차산업 실태조사와 제조 및 가공

시설에 대한 디렉터리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관할 지자

체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과 관련한 기획역량 강화 지원, 관련정책 모니터

링, 관할 지역 내 관계기관 간의 정책연계 등을 지원하는 역할 등이 포함된다.

(3)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관련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

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경찬 외,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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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관한 사항은 법 제30조에서 제36조까지 규정되어 있

는데, 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3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신청, 지정 및 해제

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된 지구의 지정절차는 시·도지사가 관

할지역의 대표 6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구발전계획을 수립

하여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농식품부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및 관

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법 제32조는 지구 지정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과 수립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한다.

지정년도 시‧도 시‧군 지구명

2014년

충북 영동군 포도와인 지구 

전북 순창군 장류 지구

경남 하동군 녹차 지구

2015년

강원 횡성군 한우 지구

충남 서천군 한산소곡주 지구

전남 영광군 찰보리 지구

경북 문경시 오미자 지구

경북 의성군 마늘 지구

제주 서귀포시 감귤 지구

2016년

강원 강릉시‧평창군 고랭지배추 지구

충남 공주시 밤 지구

전북 장수군 레드푸드 지구

경남 함양군 산양삼 지구

2017년

전북 고창군 복분자 지구

전남 고흥군 유자 지구

경북 안동시 마 지구

<표 3-16>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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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는 지구에 대한 지원, 지구 육성센터 운영,

그리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구에 대한 지

원은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공동 마케팅 홍보 판로 확보 등에 대한 지원

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정된 지구

에 사업기간 3년, 예산 30억의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이 지원된다. 농촌융

복합산업지구는 <표 3-16>에 정리된 바와 같이 2014년 시범적으로 지정된 3개 

지구를 시작으로 2015년 6지구, 2016년 4지구, 2017년 3지구 등 2017년까지 17

개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4) 기타 정책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운영, 그리

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 이외에 대표적인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

책사업은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

원 사업” 및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이 있다. <표 3-17>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은 개별 경영체 중 1차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2차산업인 제조·가공과 3차산업인 유통, 체험 관광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만, 완전한 6차산업화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리모델링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이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1년간 자부담 20%를 포함한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

는데,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의 환경개선, 가공품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비, 시제품 생산, 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29개

의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국가 예산이 직접 개별 경영체에 지원되

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2015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후속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은 지역의 6차산업 주체들의 네트

워크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6차산업화 추진을 촉진하여, 공동사업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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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구성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7년부터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2년간 자부담 20%를 포함한 3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사업단 자

립화 및 경쟁력 강화, 참여업체의 사업추진 역량강화, 소비자트렌드 파악을 위

한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지원,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공동 마

케팅 및 스토리텔링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네트워

크 구축지원 사업은 2014년 14개, 2015년 18개, 2016년 3개, 2017년 22개 등 

2017년까지 57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명 사업내용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 목적 : 개별 경영체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유도

‣ 대상 :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업인 또는 법인, 마을, 협동조합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 지원내용 : 1억(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년

‧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의 일부(내·외부) 환경개선비

  ‧ 가공품, 체험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비

  ‧ 시제품 생산, 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 목적 : 지역의 6차산업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강화

‣ 대상 : 1차(50농가 이상 참여), 2차 및 3차 사업자 간 컨소시엄

‣ 지원내용 : 3억(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2년

  ‧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단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 참여업체의 사업추진 역량강화

  ‧ 소비자트렌드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 공동 마케팅 및 스토리텔링 등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 목적 :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지정된 지역

‣ 지원내용 : 30억(국고 50%, 지방비 50%), 3년

  ‧ 6차산업 공동 인프라 조성

  ‧ 주체 간 네트워킹 및 주체 역량강화

  ‧ 지구 내 6차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표 3-17> 기타 정책사업 내용

출처 : 김경찬 외(2015a, 2017), 농림축산식품부(2015b, 2018)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지정된 지역에 지정 초기 

지구 운영과 지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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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원되는 정책사업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지정된 첫해부터 3년간 30

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사업비는 지구의 여건에 따라 생산, 제조 가공, 판매

외식, 체험 관광 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과 주체 간 네트워킹 및 주체 역량강

화, 신상품개발, 판로개척 등 지구 내 6차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

랜드화, 그리고 규제발굴 및 개선 등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2017년까지 “농

촌융합산업법”에 의해 지정된 총 17개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이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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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 비교

1. 한‧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개념 및 정책목표 비교

한국과 일본의 6차산업 정책은 각각 농촌융합산업법과 6차산업 지산지소법

을 제정하고 시행한 2015년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먼저 한국과 일본이 각국의 법에서 “6차산업”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였는

지를 먼저 비교하였다. 한국은 농촌융합산업법 제2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

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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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업

장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및 가공품

을 제조하는 사업, 이러한 식품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농촌지

역의 유 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 

등” 그 범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6차산업을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이하 종합화

사업)”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6차산업 지산지소법 제3조에 “종합화사업”

이란 “농림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자 등이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를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직접 

생산에 관여한 농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이용하여 신상품 개발 생산 및 수요

개척, 직접 생산에 관여한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또는 

개선, 그리고 앞의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농림어업 

시설의 개량 및 취득, 신규 작물 또는 가축의 도입, 지역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방식의 도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각각의 법에서 6차산업을 의미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종합

화산업”은 어업이 포함여부 외에 뚜렷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는 한국

의 농촌융합산업법에서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의 단순 판매 유통은 농촌융복

합산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의 6차산업 지산지소법에서는 가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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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농산물의 유통(판매개선 등)도 종합화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법에서는 식품가공 등의 제조업과 판매 유통 관광 등의 서비스업에 초

점을 맞추었다면, 일본의 법에서는 “직접 생산에 관여한”이라는 표현으로 1차

산업(농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판매방식 도입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이라

는 조건을 달기는 하였으나, 신규 작물 또는 가축의 도입, 지역에 존재하는 토

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방식의 도입 등 1차산업(농업)을 

위한 생산 방식을 종합화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의 법에서는 단순 농업

적 생산은 농촌융복합산업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원재료를 제공하거나 체험에 

활용하는 측면으로 1차산업(농업)을 농촌융복합산업에 포함시킨 반면, 일본의 

법에서는 1차산업(농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화산업에 포함시키고 있어 1차

산업(농업)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목표에 대한 비교와 관련해서는 두 제도 모두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6차산업화 정책을 통하여 농촌지역

에 고용과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까지도 마을에 정착 할 수 있

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거시적 목표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로

는 종합화 인정사업자 육성,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

동 등 각종 정책사업을 통해 2010년 약 4.7조 엔이었던 6차산업화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10조 엔으로 확대하고, 특히 가공 직매 분야의 시장규모를 2013년 

1.9조엔 규모에서 2020년 3.2조엔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식품시장, 관광시장, 유통시장의 일부

를 6차산업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거시적 목표도 농업 농촌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

리 창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본의 목표와 유사하지만, 농촌융복합산업 인

증 사업자 평균 매출액을 매년 5%이상 증가시키고,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 수

와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를 매년 증가시키겠다는 정량적 목표를 삼고 있어,

일본의 정량적 목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의 정량적 목표는 정책의 뚜렷한 

방향 설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목표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추진을 통해 관련 산업 시장 전체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등 정책을 통해 

지향하거나 이루고자하는 바가 명확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도록 수립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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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사료된다. 양국의 법에서 정의하는 “6차산업”의 개념과 정책목표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8>과 같다.

구 분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법제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총융합산업법)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6차산업‧지산지소법)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성

시행년도 2015 2011

6차산업

개념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산업

종합화사업 : 농림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

하여 농림어업자 등이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

합화를 하는 사업

정책목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

득증대에 이바지

농촌지역에 고용과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까지도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

정책목표

(대표지표)

‣ 인증 사업자 평균 매출액 증가율 : 

   (`14)11.2% → (`16)5.0 → (`20) 5.0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 수 : 

   (`14)760개소 → (`16)1,600 → (`20)3,000

‣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 

   (`14) 549만명 → (`16) 600 → (`20) 80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5a)

‣ 6차산업 시장 규모의 확대 :

   4.7조엔 (‘13년) → 10조엔 (’20년)

‣ 6차산업 중 가공직매 분야의 시장규모 확대

   1.9조엔 (‘13년) → 3.2 조엔 (’20년)

   - 농산물 가공  - 농산물 직매소  – 관광농원

   - 농가 민박    - 농가 레스토랑

출처 : 農林水産省(2016)

주요 

정책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

  ‣ 1,397개소 인증(2017.12.31.)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수 : 11,604개(2016년)

■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제도

  ‣ 2,286건 인정(2018.01.17.)

※ 6차산업화 사업체 수 : 60,780개(2015년)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 전국 10개 지원센터(9개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

  ‣ 6차산업화 중앙 서포트센터

  ‣ 전국 도도부현 46개 서포트센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 6차산업화 지원 

추진 지원사업

■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 정비 지원사업

■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

추진 교부사업

■ 6차산업화 지구 조성 정비 교부사업

<표 3-18> 한‧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 종합비교 

출처 : 김경찬 외(2015a) 인용하여 수정‧보완

2. 한‧일 인증(인정)제도 비교

일본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는 농림어업자 등이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농림수산물 및 부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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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이 계획을 농림수산성 대신이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절

한지를 최종 판단하여 인정을 해 주는 과정으로 시행된다.

종합화 사업계획의 주체는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대로 “농업자, 임업자, 어업

자 또는 이들로 조직된 단체(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며, 사업계획의 인정 절

차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성 대신에 제출하

여 인정을 받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계획서를 구상하고 작성하는 

단계에서 농림어업자 등이 농정국 지역센터, 지방공공단체, 상공회의소, 농협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종합화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게 되며, 각 도도부현

에 설치된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의 지원을 받아 종합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

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해 농정국 

지역센터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 사업계획의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①자가 

생산 등의 농림수산물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②자가 생산 등 농림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개선” 또는 “③앞의 ①, ②와 관계된 조치에 필요

한 농림어업용 시설의 개량 또는 취득, 신규 작물 또는 가축의 도입, 지역에 존

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방식의 도입 및 기타 생

산 방식의 개선”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농림어업인 등의 경영현황, 종합

화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실시기간, 추진체계, 필요자금 및 조달방법이 포함되

어야 하며, 사업 계획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달성해야

할 경영개선 지표로는 신상품 등 대상상품의 매출액이 사업기간을 포함한 5년

간 5% 이상 증가하여야 하고, 사업종료 시 사업주체의 소득이 사업계획을 시작

하는 시점보다 향상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종료년도에는 경영상 흑자를 달성

해야 하는 등의 목표가 제시된다.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정책자금 

융자 및 보조, 펀드 출자 등의 지원과 법에서 규정된 특례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에는 개인 1천만엔, 법인 4천만엔까지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

는 단기운전자금(슈퍼 S자금), 설립하는 사업체의 자본금 1/2까지 출자하는 농

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A-FIVE), 신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보조율 인

상(1/2 → 2/3), 새로운 가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보조율 

1/2) 등이 있으며, 특례규정으로 농지전용절차가 간소화되는 농지법에 대한 특



- 107 -

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는 명칭 그대로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주체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하는 제도로서, 농촌융복합산업의 

주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이하 “농업인 등”)이 대상이다. 인증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

지만 사업자의 자격과 함께 미래의 사업계획도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하는데,

사업계획의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①해당지역 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

배를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②해당 지역의 농산물 또는 ①의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농촌지역의 유 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관광 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또는 “④앞의 ①, ②, 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

업”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 등이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세부계획 등을 작성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하여 인증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각종 정책지원 및 법에서 규

정된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최대 30억) 및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의 대상이 되고, 각종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책사업의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판촉전, 유통전문가 초청 품

평회, 제품 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판로확보 지원과 TV, 신문 및 6차산업 온라

인 사이트 등을 활용한 홍보지원의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와 일본의 “종합화 사

업계획 인정제도”는 그 대상이 사업자와 사업계획으로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각국의 6차산업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각 제도의 목적과 효과는 근

본적으로 비슷하며, 각국의 제도에 의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인정)하였다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둘 다 6차산업을 더욱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일본의 인정제도는 사업계획을 인정받은 경영체가 5년 정도의 계획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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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이상 매출액 증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을 요구함으로서 과정 중

심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인증제도는 경영체 자격에 대한 인증임으

로 기본적인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보다 높아야하고, 과거 3년간

의 매출액 증가율과 일자리 증가율이 선정심사 지표에 포함되는 등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경영체를 인증해주고 3년간의 인증 유효기간을 주는 자격 중심

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격 중심적인 인증제에서는 새롭게 시작하

려는 영세한 소규모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불리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는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사업계획 인정을 받은 경영체를 포함하여 6차산업화 종합 조사12)를 

통해 농산물가공, 농산물직매소, 관광농원 등 전국의 모든 6차산업 경영체에 대

한 업태별, 경영형태별 매출, 고용인원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책방향 

정립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매년 조사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산업계 연구계 

및 학계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농촌융합산업법 제15조에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

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

체를 포함한 전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방향 정립과 계획수립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경영체를 포함한 농촌융복합

산업 경영체에 대한 기초통계가 먼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인증(인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2018년 1월 기준 6차산업화를 영

위하는 60,780개의 경영체 중 약 3.8%인 2,286개의 경영체가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2천개까지 늘었으며, 인

정 기간 만료 및 신규 인정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2천개 초반을 유지하고 있

12) “6차산업화 종합 조사”는 일본의 6차산업에 대한 시장규모 및 관련 종사자 현황파악 등 

6차산업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농림수산성에서 실시

하고 있는 통계조사를 말함. “농림업 센서스”에서 파악 된 농업 경영체 중 “농산물 가

공”, “관광농원”, “농가민박”, “농가레스토랑” 등을 영위하는 경영체 등의 운영형태, 사

업내용, 운영일수, 매출상황, 가공원료 공급상황, 종사자 현황 등 각 조사 대상별 해당되

는 경영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및 일본 공식통계 포

털사이트인 “정부통계종합창구(e-Stat)”에 공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109 -

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2017년 12월 기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11,604

개의 경영체 중 약 12.0%인 1,397개의 경영체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고 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첫해 802개의 경영체를 인증하였으며,

2016년 330개, 2017년 279개 경영체를 인증하였는데, 전체 제도가 제대로 정착

되지 않은 정책 초기부터 매우 많은 수의 경영체를 인증하였음을 알 수 있으

며,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대비 인증 경영체 비율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책 초기 많은 수의 경영체를 인증한 이

유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서 계획했던 목표 중 “6차산업화 주체 1천개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무

리하게 추진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 국 일 본

제도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

근 거 법 제8조~제14조 법 제5조~제17조

대 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소상공인,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등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이들로 조직된 

단체(법인, 농협 등)가 수립한 사업계획

기 간 3년(3년 만기 후 갱신 가능) 5년 이내(3~5년이 바람직)

사업내용

①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

② 식품 또는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③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외식 등 서비스를 제공

④ 1번에서 3번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

① 농림수산물을 이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생산

② 농림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매방식 도입․개선

③ ①②번을 위해 필요한 농림어업용 시설 개량·

   취득, 신규 작물·가축 도입, 토지, 물, 기타 자원 

   활용한 생산 방식 도입, 기타 생산 방식 개선

지 원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영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책사업 선정 우대

  (복합농장, 네트워크, 6차산업화 지구 등)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확대 및 홍보지원 등

‣ 단기운전자금(슈퍼 S자금) 대부지원

‣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A-FIVE) 운영

‣ 신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보조율 인상

‣ 새로운 가공․판매 등에 대응할 경우 필요한 시설

정비에 대한 보조 등

기타사항

‣ 농지법 : 농지전용신고 의제

‣ 농어촌정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의제

‣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 등

‣ 농업개량자금융통법 등 특례 : 상환․거치기간 연장

‣ 농지법 특례 :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 도시계획법 특례 : 건축행위 허가 등 간소화

‣ 종묘법 특례 : 출원료 등 면제 등

인증(인정)

규 모

‣ 1,397개소 인증(2017.12.31.)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수 : 11,604개(2016년)

‣ 2,286건 인정(2018.01.17.)

※ 6차산업화 경영체 수 : 60,780개(2015년)

<표 3-19> 한‧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인정)제도 비교 

출처 : 김경찬 외(2015a) 인용하여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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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의 핵심 대상인 인증 경영체와 비인증 경영체의 차별

화,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그리고 인증제도의 위상정립 등 장기적

인 정책의 결과를 고려할 때 정책 초기 급작스럽게 많은 경영체에 대해 인증을 

추진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양국 인증(인정)제도의 대상, 사업내용, 지원 사항 및 인증(인정) 규모 

등을 비교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9>과 같다.

3. 한‧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기관 비교

인증(인정) 제도 운영 및 지원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으로 일본에서는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농

촌융복합산업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중간지원조직 모두가 

인증 경영체 또는 사업계획 인정을 받은 경영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 해당 지

역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체가 

인증 또는 사업계획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단위에 “중앙 서포트센터”를 설치하고, 도도부현 단위에 

“지역 서포트센터”를 설치함으로서, 농림어업자 등에게 6차산업화에 대한 교육

과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을 받기위한 계획수립 상담, 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하

고, 계획실행 과정에서 경영진단, 신상품개발, 판로확보, 펀드활용 컨설팅, 지역 

또는 광역 범위의 사업자간 연계 등을 추진하며, 사례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실천모델 작성, 세미나 개최 등 각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 디자이너, 지역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계

약하여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6차산업화 중앙 서포트센터

는 2013년 설치되었고, 지역 서포트센터는 2011년도부터 복수로 설치된 지역을 

포함하여 47개 도도부현에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중앙단위에 두고,

각 광역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일본의 서포트센터와 마찬가지로 인증제도를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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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인증 사업자 경영실태 등 사후관리, 관내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및 우수제품 발굴,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의 기획역량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지원, 관계기관 간 정책연계, 수행조직 간

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6차산업화 관련 조사 분석 등 지역 및 중앙

단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서포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 제도이

다. 6차산업화 플래너는 사업컨설팅, 사업계획 수립지원, 제도의 활용 안내 등

을 실시하는 고급 전문인력으로서 외부위원이 포함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선된 인재들이 선정되고 있다. 이들은 각 서포트센터에 상주하거나 파견되어 

종합화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인정 후 지원까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 발굴, 신상품 개발, 경영관리, 판로개척, 금융 등 실무에 필요한 컨설

턴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서포트센터의 플래너 선정과 활용은 

실무중심 및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을 활용해야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농촌융복

합산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현장코칭의 운용방향, 특히, 전문가 풀 활용방안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도도부현 단위로 서포트센터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모델을 차용한 한국의 지원센터는 

도도부현보다 넓은 범위의 광역자치도 단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지원센터의 경영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할 수 있

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의 인증 경영체 수는 2017년 12월 기준 1,397

개이고 일본의 인정 사업계획의 수는 2018년 1월 기준 2,286개로 한국의 지원

센터 1개소가 관리하는 인증 경영체 수는 일본의 서포트센터 1개소가 관리하는 

인정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경영체 수의 3배에 달해,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

다. 일본과 다른 한국의 지역의 행정단위 여건에 맞게 지원센터의 인력을 강화

하거나, 시 도 단위 아래 시 군 단위 또는 거점단위 센터를 두어 경영체 지원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지원기관 운영과정에서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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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정책사업 비교

추가적으로 비교할 정책사업으로는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 및 “6차산

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과 한국의 ”6차산업화 복합농장사업”,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및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등이다.

먼저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추진 지원사업”과 “정비 지원사업”으

로 나뉘어 시행된다. “추진 지원사업”은 지역단계와 전국단계로 나뉘어 시행되

는데, 지역단계 사업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농림어업자 등에 종합화사업 계획수

립, 신상품 개발, 판로개척, 기술교육, 타 업종과의 교류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

는 사업이다. 그리고 전국단계 사업은 “중앙 서포트센터”를 통해 6차산업화 전

문인력의 육성, 사업자 경영단계에 맞는 개별 상담 등 6차산업화를 위한 활동

을 지원하고, 또한 광역단위까지 확장되는 박람회, 판촉전, 품평회 개최, 전국적

인 네트워크 구축, 실천모델 작성 및 보급 등의 활동에 지원한다. 추진 지원사

업의 경우 보조율이 기본적으로 1/2 이내이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사업자에

게는 2/3 이내로 더 높은 보조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정비 지원사업”은 

일본의 6차산업 지산지소법과 “농상공 등 제휴 촉진법”에 의해 인정된 농림어

업자를 대상으로 농림 수산물의 가공·판매를 위한 기계·설비, 생산시설 등의 정

비를 지원하며, 또한 다음에 설명할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대규

모 가공시설 등의 정비에도 지원되는 등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활용된

다.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도 6차산업화 지원사업처럼 “추진 교부

사업”과 “정비 교부사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추진 교부사업”은 지역의 창

의력에 의해 6차산업화, 농상공 연계, 지산지소(地産地消) 등을 이끌어나가는 인

재의 육성 및 파견, 농림어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회의 개최 또는 관련 프로젝트의 조사·검토, 프로젝

트 리더 육성, 공동 신상품 개발 및 판로개척 등의 활동에 지원한다. 추진 교부

사업의 경우도 교부율이 기본적으로 사업비의 1/2 이내이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 사업자의 경우는 2/3 이내로 상대적으로 높은 교부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도 사업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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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정비 교부사업”의 경우는 일본의 6차산업화법과 “농상공 등 제

휴 촉진법”에 의해 인정된 농림어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가 참여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대

규모 가공 시설이나 기계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을 지원한다.

비교대상이 될 한국의 정책사업 중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은 2015

년 한 해에만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 법인, 협동조합 등 개별 경영체에 지원

되는 사업이며,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 환경개선비, 가공품 및 체험프로그램

의 온·오프라인 홍보·판촉비, 시제품 생산, 디자인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두 번째 한국의 정책사업인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2014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사

업으로 그 목적은 지역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공동 홍보·

마케팅 등 공동사업의 촉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

업 생산자단체가 주도가 되어 2차, 3차 산업분야 주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야 하며, 홍보·마케팅, 스토리텔링, 공동 사용 서비스 개발, 기술이전 비용, 역량

강화 교육,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도 2014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

업으로, 사업의 목적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

이 집적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전후방 산업 융복합을 더욱 강화하여 농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함에 있다. 이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지

원되며, 기본적으로 시 군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시 군은 시·군 내 농업농촌 관

련부서와 관광·기업지원 등의 관련부서가 복합적으로 참여한 사업추진단을 구

성하여야 하고, 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내 1·2·3차 관련 산업주체 및 학계·연

구계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

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농촌산업 인프라 등 기존자원과 연계·보완이 가능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시·군 자체사업 또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 일간의 기타 정책사업을 비교하면 지역단계 및 전국단계로 나뉘어 경영

체에 지원되는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경영체간 네트워크 또는 지역단위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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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에 지원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 등 두 단계 수준의 사업

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이 각각의 사업도 “추진”과 “정비”란 명칭으로 소트프

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4가지 

사업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8가지의 사업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일본은 이처럼 지역과 전국, 경영체별 네트워크와 지역 간 네트워크 등 다양한 

구분을 통해 지원사업의 스펙트럼을 넓혔으며,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

업의 분리를 통해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의 단점, 즉, 사업비 소진을 위해 

무리한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의 성격에 따른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한

국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2015년 한해만 시행)

‣ 목적 : 개별 경영체에 완전한 6차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농업인 또는 법인, 마을, 협동조합으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 지원내용 : 1억(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년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 목적 : 6차산업 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사업 촉진

‣ 대상 : 1차(50농가 이상 참여), 2차, 3차 사업자 컨소시엄

‣ 지원내용 : 3억(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2년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 목적 :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지정된 지역

‣ 지원내용 : 30억(국고 50%, 지방비 50%), 3년

일

본

6차산업화 

지원 

추진 

지원사업

‣ 목적 : 신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등 6차산업화 활동 지원

‣ 대상 :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정액의 1/2이내 보조율(단, 인정사업자 2/3이내)

정비 

지원사업

‣ 목적 : 농림수산물의 고부가 가치화 등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정비 등을 지원

‣ 대상 :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정액의 1/2이내 보조율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

추진 

교부사업

‣ 목적 : 6차산업화, 농상공 연계, 지산지소 등 활동 지원

‣ 대상 : 지방 공공 단체,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정액의 1/2이내 교부율(단, 인정사업자 2/3이내)

정비 

교부사업

‣ 목적 : 6차산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가공 시설 

및 기계 등 정비에 지원

‣ 대상 : 농림어업자 등 민간단체

‣ 지원내용 : 정액의 1/2이내 교부율

<표 3-20> 기타 정책사업 비교

출처 : 김경찬 외(2015a) 인용하여 수정‧보완

이에 반해 한국은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각각 경영체간 컨소시엄과 시 군단위 지역을 지원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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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만 추진할 수 있고,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은 하

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 규모별 및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분리한 일본의 사업체계보다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

리고 사업별 사업비 보조율의 비율은 한국의 보조율 비율이 일본의 그것에 비

해 높은 편이며, 사업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일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인정

받은 경영체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더 높은 보조율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의 사업은 인증 경영체의 참여를 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형태로 인증 경영

체를 우선 지원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정책사

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비교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3-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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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관계자 인식 분석

제1절 실무 전문가의 인식

실무 전문가에 대한 심층인터뷰의 내용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구성에 따

라 기본적으로 인증제도, 현장코칭, 판로지원, 지원기관운영 및 정책종합에 대

한 의견 등 5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심층인터뷰 결과 5개 분야의 원자료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과 관련된 621개

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진술의 문장과 구절로부터 112개의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주제어를 동일한 범주로 통합하여 30개의 세부범

주를 도출하였으며, 다시 11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의 특성상 상위범주는 각 정책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중심으

로 구분되었으며, 5개의 분야에 대한 상위범주, 하위범주 및 세부내용은 <표 

4-1>과 같다.

1. 인증제도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인증제도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인식은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인증제도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인증제도의 모호성”,

“인증심사 기준”, “인증 사업자 관리의 어려움” 및 “인증 사업자 대상인 농협”

으로 구분된다. “인증제도의 모호성”과 관련해서는 인증제도가 경영체에 대한 

인증인지 사업계획서에 대한 인증인지 제품에 대한 인증인지 모호하고, 특히,

자가생산과 계약재배에 대한 기준은 농촌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인식하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인증기준이 지역마다 심사위원마다 개별 건마다 다르게 적

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모호성”과 관련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본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를 차용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일본은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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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세부범주(N*) 내 용

인증

제도

인증제도의 문제점

인증제도의 모호성(7) 제품인증이냐, 사업자 인증인지 계획에 대한 인증인지 애매함,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인증 심사기준(9) 체험·관광형 경영체에 불리. 자가생산 및 계약재배 요건 현실과 괴리, 기준의 불명확함, 제도의 경계점 존재

인증 사업자 관리의 어려움(10)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됨, 사업계획서에 대한 관리가 안 됨, 중앙에서 요구하는 인증 사업자 현황조사가 많음

인증 사업자 대상인 농협(3) 농협은 인증 받지 않아도 됨, 농협을 육성하는 제도가 아님, 농협은 기본적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하면 안 됨, 농협은 지원기관임 

인증제도의 발전방안

인증제도의 모호성 제거(4) 제품에 대한 인증이 되어야함, 자격 인증인지 사업계획 인증인지 모두 인증인지 판단해서 개선, 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함

인증 심사기준 개선(6) 다양한 경영체 특성 반영, 평균 농가소득 이하 영세한 경영체 인증, 매입도 인증이 가능해야 함, 계약수매로 인증요건 변경 필요 

인증 사업자 관리방법 개선(3) 인증 사업자 역량강화 교육 필요, 맞춤형 교육이 필요, 매출액 등 현황조사 간소화

현장

코칭

현장코칭사업의 문제점

운영관리의 어려움(5) 위원별 코칭 가능횟수 점검 어려움, 코칭 건별 방문점검 및 모니터링 어려움, 전문가 검증이 어려움, 전문위원 지역별 위촉 중복이 많음

전문분야 매칭의 어려움(6) 진짜 코칭을 받아야 할 부분이 다른 경우가 많음, 전문위원들이 자기 분야를 명확히 해야 함, 경영체와 전문위원이 눈높이가 다름

현장코칭사업 악용 가능성(3) 비용은 적지만 악용할 여지가 충분이 존재, 전문가가 경영체의 자부담을 대납을 해주는 사례, 컨설팅에 대한 검증체계가 부실

현장코칭사업의 

발전방안

매칭체계 개선(5) 종합적 코칭방법 마련, 경영체에 필요한 전문가를 매칭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

전문위원 운영관리 개선(6) 전문위원들에 대한 6차산업 교육, 전문위원 선정 및 활용에 대한 지원센터 자율성, 전국단위로 개방, 코칭횟수와 금액 융통성 있게 조절

판로

지원

판로지원사업의 문제점

판로지원사업의 획일성(4) ○○도가 체험형 직판이 강한 곳인데, 지역별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사업 추진, 참여하는 경영체만 참여함

매출중심의 성과지표(7) 안테나숍 조성의 목적은 테스트 공간, 안테나숍도 성과를 매출액으로 평가, 매출액 조사에 대한 압박감, 인기상품을 보유한 경영체 중심

판매실적 부진(5) 6차산업제품은 좀 비싸기 때문 매출이 잘 안남, 대기업 상품과 경쟁이 잘 안됨, 판매관련 사업의 성과는 좋지 못함

판로지원사업의

발전방안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4) 체험이나 직판장 등 다양화, 제품개선 시스템 강화, 여러 경영체가 제품을 홍보하고 팔아볼 기회 제공

매출중심의 성과지표 개선(2) 안테나숍은 제품개선에 대한 평가로 가야함,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 평가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

다양한 소비시장 개척(5) 유통품평회 활성화, 안테나숍 활성화, 수출시장 개척, 6차산업 고객층 확보

<표 4-1>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인식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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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세부범주(N*) 내 용

지원

기관

지원기관 운영의

문제점

조직 및 직원고용 안정화 부재(9) 3년에 한번 재지정, 일력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성, 전문성, 책임감 등에 문제, 현재 충남처럼 정규직화 할 계획이 없음

업무과다 및 행정중심 업무추진(7) 농식품부와 시·도, 지원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조사에 많은 시간 소요, 사업추진 및 조사기간이 겹치는 경우 업무 과중 발생

지원기관 운영의

발전방안

직원고용 안정화(5) 지원센터 직원들의 직업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 업무를 소신 있게 하려면 고용이 안정되어야 함, 

조직의 독립(4) 지원센터 독립 필요, 센터는 법인화가 필요, 전북, 강원, 경남 지원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독립 

업무영역 확대(2) 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고 역량강화 할 필요, 다양한 정책사업 업무 센터에 부여

정책

종합

정책의 특징 및 장점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3)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음, 농업이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와 사업, 경영체(기업)들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정책의 문제점

성과 중심적인 정책(4) 매출액 증가를 강조, 나름 잘 되는 품목에 대해서 계속지원, 선정된 우수사례가 대체적으로 매우 규모가 큼

제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4) 가공이나 식품위주로 사업 추진, 지역 내 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들에만 지원하는 사업

획일적인 정책(4) 매출 3억 경영체랑 50억 경영체랑 같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음,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 경계지역 농촌의 소외

정책의 발전방안

맞춤형 정책 추진(4) 제품가공 및 판매에 치우치지 않음, 단계별로 맞는 적합한 지원사업 필요,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영체에 대한 기회부여 확대

정책의 다양화(3) 정부차원의 홍보 필요, 사회적 경제 개념 도입, 여성 참여 정책 추가

정책 지원기관의 안정화(4)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지원센터의 역할 제대로 잡혀야 함, 정책지원의 핵심인 지원센터 안정화

주) : * 세부범주 관련 의견 제시한 실무 전문가 수



- 119 -

대한 인정, 즉, 새롭게 계획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인정을 해 주는데 반해 우리

의 인증제도는 사업자 인증으로 설정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

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장에서는 경영체에 대한 인증인지, 사업계획서에 대한 인

증인지, 경영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인지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인증 로고를 준다. 그러면 그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다 인증 로고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증에 해당하는 자격의 요건,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 50%이상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만 붙일 수 있다.(실무A)

경영체 인증이기 때문에 경영체가 생산하는 제품이 다 인증제품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

다. 법에 제품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 인증을 안 해드

릴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안 되고, 이 제품은 된다고 설명을 드린다.(실무B)

일본의 종합화계획 인정제도를 따라하다 보니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사업자 인증인지 사업계획 

인증인지 애매한 상황의 제도가 되어버렸다.(실무F)

“인증심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매출기준이 체험·관광형 경영체의 경우 체

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보다는 농산물의 판매 및 직거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역농산물 사용비율 파악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체험·관광형 

경영체가 인증 경영체로 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

고 세부 인증기준 중 자가생산과 계약재배의 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

며, 실제로 계약재배를 얼마나 하는지 확인을 못하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소

규모 경영체가 농업인과 위험부담이 큰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농촌에 포함하지 않는 경계지역의 농업인이

나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제도의 허점이라 

인식하고 있다.

체험·관광형 사업자의 농촌융복합산업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관광을 통한 직거래 매출은 

제조·가공 산업처럼 원재료 구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 증빙이 남지 않아, 일반농산물 매출과 합산되

어 표기되기 때문에 3차산업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사용정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차

산업의 형태는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 보다는 3차산업을 통한 1차 농산물 판매 활성

화 및 주민판매, 직거래 유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

치세 증명원에 따른 매출 확인 시 매출의 대부분이 1차 농산물 판매로 신고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농산물 판매대행 등에 대한 매출증빙이 어렵다.(실무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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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활용이 10%정도만 되어도 계약재배 요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자

가생산에 대한 부분도 300평인가 가지고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데 그 정도 땅에 작물 

조금 생산하면서 다른 재료들은 다 매입 구입하면서 자가생산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무G)

계약재배는 인증 경영체도 소규모가 많고 그 경영체에 농산물을 파는 경영체도 소규모인데 현실

에 안 맞는다. 그리고 자가생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천 평에서 쌀

을 생산했다고 주장하여도 소작을 했는지 내가 생산을 했는지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실

무E)

법이 얘기하는 농촌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계지역 농촌이 존재한다. ○○시 자치구의 자연녹지지

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실무F)

“인증 사업자 관리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인증 경영체가 인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추진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경영성과에 대한 조사가 매우 어려

우며, 인증 경영체의 제품에 대한 점검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

다. 인증제도와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미래 계획이 아닌 현재 추

진상황을 쓰는 경우도 많고, 미래 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계획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인증 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

려운 구조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체 1,300여개 인증 경영체 중에

서 법 시행 첫 년도인 2015년도에 800여개가 인증되었는데, 3년이 지난 2018년

도에 갱신 시기가 도래해서, 많은 경영체에 한꺼번에 갱신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서 추진상황에 대한 모

니터링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인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사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영체도 사업계획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실무A)

사업계획서는 향후에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켜지지가 않는다. 계획서는 좋은 말만 넣어서 포장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계획서대로 되는지 검토나 관리감독은 못하고 있다.(실무H)

2015년 법률 제정 당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 및 매뉴얼이 수립되지 않아 연도별로 

지침보완, 강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재인증 대상 경

영체부터 인증갱신 등과 관련한 세부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실무D)

2018년도에 갱신해야하는 인증 사업자가 800여개가 된다. 2015년도에 800여개가 지정되었다는 

얘기다. 너무 단기간에 볼륨을 키워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실무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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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업자 대상인 농협”과 관련해서 농협이 인증 사업자로 지정받는 상

황이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농협이 인증을 받

는데 문제는 없으나 인증을 통해 6차산업 정책의 지원을 받은 대상으로 포함되

는 것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농협은 인증 사업자보다는 인증 

사업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협이 인증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2016년 갑론을박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가공생산

을 기반으로 하는 농협과 유통 중심의 농협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협은 납품을 

받는 단체 또는 기관이거나 6차산업 경영체를 지원해주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봐야하지, 같이 인

증 경영체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실무A)

농협이 들어와 있는 것도 말이 많다. 농협은 굳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이자 지원기

관이자 중간지원조직인데, 지역 농협들이 인증이 필요가 없음에도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농

협이 인증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생각한다.(실무G)

  

두 번째 범주인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의 세부범주는 “인증제도의 모호성 

제거”, “인증 심사기준 개선” 및 “인증 사업자 관리방법 개선”으로 구분된다.

“인증제도의 모호성 제거”와 관련해서 인증의 대상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할 필

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개선의 방법으로 인증제도가 사업자 인증이 아닌 

사업계획 인증,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계획의 인증으로 가야한다

고 인식하고 있다.

제품에 대한 인증이 되어야 한다.(실무A) 

계획서를 인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현재 사업내용(자격)을 인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계획서와 현재 사업내용을 모두 인증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실무F)

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아주 깔끔하다.(실무J)

“인증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영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준

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 요건 중 자가생산 또

는 계약재배를 의무화 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계약수매나 매입도 인

증이 가능하도록 열어주어야 하며, 매출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37백만원)

미만의 경영체에도 인증을 열어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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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준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작은 규모의 지역은 원료수급에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신청시 1*2차유형, 1*3차유형, 1*2*3차 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기준 및 배점

이 1*2*3차 유형의 융복합정도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인증 유형과 점수배점이 맞지 않은 상황

이 일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실무D)

농가 분들도 원하시는 것은 계약재배보다도 생산한 농산물을 매입해 주는 것이다.(실무E)

계약수매를 하는 방향으로 인증 요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농산물을 계약수매로 사겠

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실무H)

실제로 그 수준(3700만원)이 안 되는 영세한 경영체의 성장도 인증제도의 취지라 생각한다. 인

증에 평균 농가소득 이상 요건이 있기 전에는 현장 나가서 확실하게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인증을 해 주었다. 매출 1천만 원이 안 되는 경영체를 현장 확인을 통해 인증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지금 많이 성장하여 학교 급식에 납품할 정도로 성장하였다.(실무C)

“인증 사업자 관리방법 개선”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연 1회로 줄

이고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량적 성과조사 위주의 관리보다는 실질적

인 교육위주의 관리로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후관리는 모니터링(매출액 조사 등) 연 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1회만 하면 된

다. 2월 끝나면 어차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대게 그 다음에 2~3월

이면 다 확정이 되어 4~5월 정도에 한번정도 모니터링 하면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실무I)

신규 인증 사업자 발굴을 위한 시군별 순회교육, 통합설명회와 기존 인증 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무교육, 예를 들어 식품안전, 로컬 푸드, 소비자만족서비스 등 진행한다.(실무D)

(2) 결과 요약

실무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인증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인증 대상의 

불명확성, 인증기준 중 체험·관광형 경영체에 불리함과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

의 존재, 그리고 인증 대상으로서 농협이 포함되는 것이다. 인증 대상과 관련해

서 인증심사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체에 대한 인증인지, 사업

계획에 대한 인증인지, 경영체가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인지 확

실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 전문가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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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업자의 어떤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인증 경영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증로고 사용가능 여부와 관

련한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체험·관광형 경영체가 인증 

경영체로 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증대상 기본 자

격인 자가생산과 계약재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소규모 경영체

가 농업인과 위험부담이 큰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이 인증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 인증제도의 취지

와 상충하며, 농협은 오히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인증 사업자를 지원하는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

배를 의무화 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계약수매나 매입도 인증이 가능

하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매출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37

백만원) 미만의 경영체에도 인증 대상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경영체도 농촌융복

합산업 정책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

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증의 대상을 경영체가 아닌 제품이나 서비스로 설정하

고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인증해야 한다고 인식하

고 있다.

2.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인식은 “현장코칭사업의 문제점”과 “현

장코칭사업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현장코칭사업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운영관리의 어려

움”, “전문분야 매칭의 어려움” 및 “현장코칭사업 악용 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운영관리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역량 및 활동에 대한 검증의 어려

움과 복잡한 절차를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간 코칭횟수가 많아 실

질적인 점검은 어렵고, 결과보고서와 경영체 만족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며, 이러한 이유로 실무 전문가들은 현장코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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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연간 현장코칭 추진횟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건별 방문점검 및 모니터링 진행은 현실적

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전문위원 평가는 코칭 만족도조사 점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실무D)

전문위원들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다.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

주 등 7개 이상 지역에 위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능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은 계속 찾게 되

는 장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전국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거리와 일정 등의 문제로 코칭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실무J)

“전문분야 매칭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코칭 전문위원과 경영체의 눈높이

차이와 지원범위의 불명확성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원이 비용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와 경영체가 원하는 수준이 다를 경우 경영체로부터 민원이 발

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호 조율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한 경영체의 문제점 파악이 어렵고 전문위원들도 자기 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경영체가 직접 전문

위원을 선정하여 지원센터에 코칭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경영체가 본인이 문제가 있고 가장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실제로 

표면적으로 들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분야가 더 중요하다거나 말하는 것과 지

금 진짜 코칭을 받아야 할 부분이 다른 경우가 꾀 있다.(실무A)

현장코칭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코칭 지원에 대한 범위이다. 경영체가 생각하는 지원의 범위와 

전문위원이 생각하는 지원의 범위와 지원센터에서 생각하는 지원의 범위가 모두 다르다.(실무F)

“현장코칭사업 악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과 경영체가 함께 이 제

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위원과 경영체가 말

을 맞추어 현장코칭사업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비용을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경영체의 자부담을 대납해주는 사례가 있다. 실제 명

확히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들었다. 확인은 안 된다. 말을 맞추었으니. 그런 이

야기가 센터로 다 들린다.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다 조사하고 규제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실

무B) 

현장코칭은 만족도도 높고 효율적인데 전문위원에 돈을 주고 돈을 받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 없

다. 전문위원과 경영체가 짜고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부담을 본인이 낸 것인지, 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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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경영체와 짜고 코칭을 추진할 수 도 있다.(실무E)

두 번째 범주인 “현장코칭사업의 발전방안”의 세부범주는 “매칭체계 개선”,

“전문위원 운영관리 개선” 및 “코칭비용 및 횟수 다양화”로 구분된다. “매칭체

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 직원의 매칭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매칭 

시 코칭범위에 대한 사전조율이 필요하며, 경영체가 스스로 선택매칭을 하여 

전문위원 간 경쟁구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코칭담당자는 

경영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하고, 코칭을 통

해 경영체에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코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농가가 생각하는 요구사항, 코칭의 단계, 절차, 전

문가의 생각 등이 서로 얘기가 잘 안되면 안된다.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에서 코칭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원센터는 사전에 이런 사항을 체크해 주어야 한다.(실무F)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역량이 있어야지 이 경영체가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인

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인력풀에서 가장 적당한 전문가를 매칭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실무J)

“전문위원 운영관리 개선”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을 전국으로 개방하고, 전문

위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각 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코칭실태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국 풀(pool)로 관리되더라도 최소한 지역에서의 전문

위원 위촉, 해촉 및 활용에 대한 권한을 지원센터에 부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도는 전문위원이 없는 분야가 없는데도 다른 지역의 전문위원에 코칭을 받고 싶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별 코칭위원이 필요가 있나 생각된다. 전국단위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실무E)

실질적으로 그 위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만족도 점수하고 코칭 결과보고서가, 그리고 코칭의 

활용 등 그 내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의 지원센터이기 때문이다.(실무J)

(2) 결과 요약

실무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현장코칭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코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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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매칭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칭의 어려움과 관

련해서 전문위원의 코칭가능 범위와 경영체가 원하는 수준이 다르고, 경영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장코칭사업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경영체 선택매칭

을 실시하여 전문위원 간 경쟁구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리고 지원센터 코칭 담당자의 역량도 강화하여 경영체가 부족한 부분을 선제적

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하며, 또한 전문위원 풀(pool)이 전국적으로 관리되더라

도 전문위원의 위촉, 해촉 및 활용에 대한 지원센터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해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3.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인식은 “판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판

로지원사업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판로지원사업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판로지원사업의 획

일성”, “매출중심의 성과지표” 및 “판매실적 부진”으로 구분된다. “판로지원사

업의 획일성”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사업이 일부 경영체만 참여할 수 있는 구

조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형마트 중심

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대형마트 요건에 맞는 경영체만 참여하게 되고, 경

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 체험 관광형 6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된 획일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 예를 들면 이마트가 될 수도 있고, 백화점이 될 수도 있

고, 이러한 곳에 가서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 업체들은 일단 물건을 많이 팔아서 매출

액이 좋은 경영체가 들어와서 단기간이나마 판매를 해주길 원한다.(실무G)

지역별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

은 센터별로 사업비 예산이 특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비율을 가지고 정해진다.

(실무A)

“매출중심의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센터별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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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의 경영체에 기회를 주기 어려운 

구조이며, 특히,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분석과 테스트공간이 목적인 안테나숍

도 매출액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가 추진횟수, 매출액 등으로만 평가되다보니, 소비자 구매력과 직접 연

결되는 인기상품을 보유한 경영체의 참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실무D)

안테나숍의 취지는 소비자 반응을 보고 개선사항을 경영체에 피드백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

는 것이 원래 기본 취지인데 지금은 매출액을 평가하고 있다.(실무C)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아웃렛의 매출에 대한 압박이 있다. 안테나숍의 순수한 취지

를 유지하는 곳은 없다. 백화점이나 아웃렛은 공간이 다 돈이고 잘 팔리는 제품을 진열하여 수수료

를 챙길 수 있는데, 매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실무E)

“판매실적 부진”과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 참여 경영체가 영세

하며, 주로 추진하는 판촉전 행사가 구조적으로 판매가 부실하여 참여가 저조

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인증 첫 년도에 지정된 인증 

사업자 중 영세한 경영체가 많은데 영세한 경영체는 가격경쟁력이 약하고 현재

의 판로지원사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매출을 일으키려면 식품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매출을 늘려드리고 판로를 확대해

드리는데 경영체가 그런 여건을 갖출만한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매출액이 발생이 안 되고, 관리는 

관리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점점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실무B)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면 다른 대기업 상품과 경쟁이 잘 안 된다. 다 비슷비슷한 상품들이고 

가격에서 밀려서 판매가 잘 안 된다.(실무E)

두 번째 범주인 “판로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의 세부범주는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 “매출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및 “다양한 소비시장 개척”으로 구분된다.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은 다양한 분야의 경영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체험 관광과 연계를 추진하며, 가공, 유통,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

매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남이나 이런 곳은 가공하는 것에 집중해서 판매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제주도나 경기도는 

체험이나 직판장을 강화를 한다거나 이처럼 다양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실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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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점가공센터, 가공만 해서는 안 되고 유통까지 하고 체험도 하고 

오프라인 판매장, 온라인 판매 등 가칭 “농식품융복합서비스센터”가 필요하다.(실무H)

“매출중심의 성과지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표의 다양화 및 평가기준 개선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안테나

숍이 본 취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반응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나 제품을 개선시켰는지,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

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안테나숍 목적에 맞고 제품개선이 된다.(실무B)

안테나숍이 홍보나 체험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고, 판매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는 홍보를 했는지 체험과 얼마나 연계했는지 이러한 내용도 평가기준에 포함되었으면 한다.(실무I)

“다양한 소비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안테나숍 기능강화, 품평회 활성화,

수출활성화, 농협과의 협력,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안테나숍의 제 기능을 찾고 품평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독

창적인 특징에 따라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 등 예를 들어 이 제품은 뭐가 문제이고 이런 점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등

의 결과들을 받아서 경영체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한다.(실무F)

고속도로 휴게소 직매장이 잘 운영이 안 되는데, 휴게소 안에 숍인숍형태로 가거나, 편의점 안에 

코너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해봤다.(실무I)

(2) 결과 요약

실무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판로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판로지원

사업이 획일적이어서 다양한 유형의 인증 경영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중심으로만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고 있어, 안테나숍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로지원사업의 플랫폼을 대형마트 중심으로 선정하다보니 가

격 경쟁력이 약한 영세한 경영체가 참여하기 어려우며, 안테나숍조차도 매출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안테나숍 본래의 취지인 소비자 반응을 통해 

개선사항을 경영체에 피드백 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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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사업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매출 중심의 성과

지표를 개선해서 안테나숍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소비시장의 개척을 통

해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인증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는 판로지원사업으로 거

듭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4.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인식은 “지원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지원기관 운영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지원기관 운영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조직 및 직원고용 

안정화 부재”와 “업무과다 및 행정중심의 업무추진”으로 구분된다. “조직 및 

직원고용 안정화 부재”와 관련해서는 지원센터가 법률적으로 3년에 한 번 재지

정 되는 구조로 되어있어 조직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다고 인

식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루어

져 이직률이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문성을 쌓기가 어렵고 현장과의 장기적

인 소통이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법에서도 3년 후에 다시 지정 신청해야 하고 다른 기관이 지원센터를 뺏어갈 수도 있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 지원센터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잘 못한다고 작년에 도에서 다른 곳에 지정 하

겠다고 했었다.(실무C)

농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고, 경영체가 성장하는 단계를 봐야 하

고,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역의 경영체와 관계를 맺고 전문성

도 높이려면 고용의 안정이 되어야 한다.(실무G)

고용이 불안해서 전문가 육성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별도 배정이 아니고 사업비 안

에 배정되어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실무I)

“업무과다 및 행정중심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

원의 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하여 겨우 사업비를 집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서 요구하는 행정적인 자료가 너무 많으

며, 특히 매출액 등 계량적인 자료의 경우 한해가 끝나고 난 다음해 초에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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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당해에 여러 번 추정치를 요구하는 것을 문제점

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중심의 업무과다로 현장에서 경영체와 소통하

고 지원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다면 센터의 고유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침대

로 사업비를 수행하는 단순한 조직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되어간다.(실무B)

중앙에서 매출액에 대한 조사를 너무 많이 한다. 한번 조사하여 정확히 통계를 잡으면 되는데 

몇 번이고 조사하고 있다.(실무E)

지원센터 직원들은 틈만 나면 현장에 가 있어야 하는데 요청자료가 너무 많아, 그러한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실무H)

매출액 등 계량성과는 년도가 끝난 다음 해 3~4월에 재무제표 등을 통해 조사하면 정확한 수치

가 나오고 행정적으로 정말 편할 텐데 보통 중앙에서 11월에 추정치 자료를 요청한다.(실무J)

두 번째 범주인 “지원기관 운영의 발전방안”의 세부범주는 “직원고용 안정

화”, “조직의 독립” 및 “업무영역 확대”로 구분된다. “직원고용 안정화”와 관련

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지원업무를 현장에 중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서 지원센터 직원이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충청

남도 지원센터의 직원이 충남연구원의 정규직이 되었다는 것을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지원센터도 직원의 고용안정을 정립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요번에 충남이 처음으로 지원센터 직원들을 충남연구원 정규직으로 전화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

인데, 상황이 다 센터별로 다르다 보니까.(실무A)

이 업무를 소신 있게 하려면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실무C)

지원센터 직원들의 직업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 등을 추진하여야 6차산업 현장에서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실무H)

“조직의 독립”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가 지역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부설부

서로 운영됨으로서 발생하는 행정중심의 업무추진체계를 탈피하기 위해 법인화 

등을 통한 독립된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영

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이 지원센터의 업무영역을 실

질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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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센터는 ○○연구원 소속이며 장기적으로 법인화하려 하고 있다.(실무C)

센터는 법인화가 필요하다.(실무H)

6차산업 관련된 업무를 센터에서 다 같이 보는 게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좋지 않나 생각이 

된다. 6차지구, 네트워크,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의 정책사업도.(실무B)

(2) 결과 요약

실무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지원기관 운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원센터 

조직의 불안정성과,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 불안정이다. 지원센터는 

법률적으로 3년마다 재지정 되는 구조로, 조직이 불안정하며 대부분의 지원센

터 직원들이 계약직이고 이직률도 높아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쌓고 현장의 경영

체와 소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조사 등 행정중심의 조사

업무가 과다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원기관 운영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충청남도 농촌융

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사례처럼 조직과 직원고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

재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중장기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5.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실무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종합적 인식은 “정책의 특징 및 

장점”,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정책의 특징 및 장점”의 세부범주는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대표된다.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정

책은 농산업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식

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체)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특히 경영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긍정적인 점이라 인식되고 있다.

산업이라는 부분이라 보면 이 정책은 우리나라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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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농업이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나 제도나 사업이다.(실무G)

6차산업 정책 자체가 인증을 해주고 기업(경영체)들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다. 

그분들에게 정부 정책사업이 들어가면서 경영체 풀과 네트워크가 완성되면서. 네트워크가 엄청난 

힘이다.(실무J)

두 번째 범주인 “정책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성과 중심적인 정책”, “제품

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 및 “획일적인 정책”으로 구분된다. “성과 중심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영체의 매출액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책의 적용과정에서도 매출액이 큰 경영체가 강조되고, 이미 활성화된 

특화품목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인식되고 있다.

6차산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키워내야 하는 것인데, 특화품목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가능성

이 있는 품목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실무E)  

우수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경영체들이 매우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큰 경영체들만 우수사례로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진짜 농업을 하시는 농가에서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

럼 보인다.(실무G)

“제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1차

산업부터 3차산업까지의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

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가공이나 식품이나 이런 거 위주로 지금까지 계속 지원센터나 6차산

업 분야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농업기반, 농촌자원, 농촌지역 이거에 대

한 지원사업은 사실 많지 않다.(실무A)

지역 내 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물건을 만들어 외지에 팔려고 6차산업을 하는 것은 틀

리지 않나 생각된다.(실무E)

“획일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이 소외된 정책이라는 인식과 특히 제

도의 경계점에 있는 농업인과 경영체가 소외되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러한 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추진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농사만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중심형 경영체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며, 자치구의 자연녹지지역 등 경계지역 농촌의 경영체도 제도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이 영세한 경영체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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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체 등 다양한 규모의 경영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만 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사업을 굉장히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실무G)

현재 제도적 시스템을 잘 갖춘 것 같은데, 법 자체에서 인증 같은 경우는 경계점에 있는 경영체

가 많은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구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실무F)

매출이 3억 되는 경영체랑 매출이 50억 되는 경영체랑 똑같은 지원사업을 받을 수는 없다.(실무

A) 

세 번째 범주인 “정책의 발전방안”의 세부범주는 “맞춤형 정책”, “정책 지원

기관의 안정화” 및 “정책의 다양화”로 구분된다. “맞춤형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발전단계의 경영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영체가 단계별로 제품 개발이 끝났으면, 판로를 확보해야하고, 마케팅 해야 하고 국내 판매만 

했던 경영체는 수출을 해야 하고 이렇게 유형별로 내지는 단계별로 분명히 맞는 적합한 지원사업 

내지는 관리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실무A)

이미 운영활성화가 되어 있는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보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영체에 

대한 기회부여와 사업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한다.(실무D)

“정책의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제조·가공과 판매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농촌체험분야나 농촌융복합산업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 여성의 참여 강화,

홍보강화 등 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강원도는 농촌체험 쪽이 많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고민

을 많이 하고 있다.(실무B)

6차산업은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랑 엮어 나가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한다.(실무E)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가되었으면 한다.(실무I)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기관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조직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원센터 직원의 직업 안정성이 강화되고 근무

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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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도 명시를 했지만 지원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잡혀야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 그리고 6차산

업 관련된 업무를 센터에서 다 같이 보는 게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좋지 않나 생각이 된다.

(실무B)

지원센터 직원들의 직업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 등을 추진하여야 6차산업 현장에서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실무H)

(2) 결과 요약

실무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특징 및 장점은 농산

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고, 세부적으로 기업(경영체)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정책

이며, 경영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큰 성과라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문제점은 매출액 등 단기 성과

지표를 강조하는 성과 중심의 정책, 제품 가공 및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경영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정책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정부가 경

영체의 성장 및 발전단계별,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야 하며,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체험·관광, 사회적 

경제와 연계 등 정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농촌융복합

산업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원기관의 조직안정과 직원의 고용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 135 -

제2절 정책 전문가의 인식

정책 전문가에 대한 심층인터뷰의 내용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구성에 따

라 기본적으로 인증제도, 현장코칭사업, 판로지원사업, 지원기관운영 및 정책종

합에 대한 의견 등 5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심층인터뷰 결과 5개 분야의 원자료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과 관련된 423개

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진술의 문장과 구절로부터 129개의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주제어를 동일한 범주로 통합하여 20개의 세부범

주를 도출하였으며, 다시 11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의 특성상 상위범주는 각 정책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중심으

로 구분되었으며, 5개의 분야에 대한 상위범주, 하위범주 및 세부내용은 <표

4-2>과 같다.

1. 인증제도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인증제도에 대한 정책 전문가의 인식은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인증제도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인증의 위치정립 부재”

와 “인증제도의 모호성”으로 구분된다. “인증의 위치정립 부재”와 관련해서 농

촌융복합산업 인증이 현재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

며,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이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증해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홍보도 안 되고, 정부차원에서도 홍보를 하려다보니까 

지역농산물 쓰는 거 외에는 다른 제품이랑 별 차이가 없고.(정책A)

인증제품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믿을만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네, 품질이 높은 제품이네, 아니

면 가내 수공업자가 한 땀 한 땀 들여서 만든 제품이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증이 안 된다는 것

이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다.(정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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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세부범주(N*) 내 용

인증

제도

인증제도의 문제점
인증의 위치정립 부재(3) 일각에서는 인증해봐야 알아주지도 않음, 신뢰도를 보장이 안 됨, 안전한 가공품이라는 자격 인증이 안 됨, 홍보의 부재

인증제도의 모호성(3) 제품의 인증인지 경영체의 인증인지, 한 번 인증 받은 사람은 뭘 만들어도 6차산업 로고를 씀, 자격과 사업계획을 모두 인증해야 함

인증제도의 발전방안
인증의 위상 정립(4) 인증을 철저히 해야 함, 비 인증 경영체와 차별화, 시장 지향적 인증, 인증 경영체간 자구적 노력 필요, 자격 미달 걸러주는 장치 필요

인증제도의 모호성 제거(4) 인증 강화, 상품에 대한 인증으로 바꿔서 철저하게 관리, 분야별로 맞추어서 인증 기준 정립

현장

코칭

현장코칭사업의 문제점
운영관리의 문제점(3) 정부보조가 많음, 단편적이고 연속성이 떨어짐, 매칭이 잘 안됨, 입점코칭은 비현실적임

전문위원 역량부족(5) 6차산업 전문가 풀이 너무 약함, 6차산업에 대한 정신을 잘 아는 위원이 적음

현장코칭사업의 

발전방안

현장코칭 운영관리 개선(4) 지역 전문가 연계 시스템, 연속성 있는 코칭체계, 6차산업 지원센터에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함, 고객 중심 코칭

전문위원 역량강화(4) 전문위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시스템 필요, 중장기적 인력풀 확대, 6차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 전문위원의 등급화 및 경쟁체계

판로

지원

판로지원사업의 문제점 유통판로 관련 기획력 부족(3) 운영 관리 체계와 지원시스템 미흡, 단조로운 상품 구성, 이벤트 기획 및 프로모션 활성화 기능 취약, 큰 규모의 경영체에만 해택

판로지원사업의 발전방안 판로지원사업 전략의 고도화(4) 6차산업 생산자 전국구 마케팅 조직 구성, 메가브랜드화, 안테나숍과 판촉전은 엄연히 구별, 통합안테나숍 운영, 수출전략

지원

기관

지원기관 운영의 문제점
업무과다 및 인력 부족(4) 한정된 예산과 인력, 행정기관과 비즈니스 기관 동시 운영, 지원센터 구조자체가 임시조직,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음

행정중심 업무추진(2) 중앙에서 필요한 데이터들 급하게 조사, 도가 해야 할 사업을 함, 예산을 도와 중앙으로부터 받음 

지원기관 운영의 발전방안 행정중심 탈피(3) 일부 사업은 스스로 집행,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야 함,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필요, 사업 분야별 혁신주체 활용 

정책

종합

정책의 특징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7) 농식품부 정책 중에 가장 잘 된 개념의 정책방향,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유지 측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 적당함

기업(경영체)을 위한 정책(6) 기업(경영체)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 정책,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는 정책, 비즈니스 마인드를 깨우쳐주는 역할, 다양성을 내포한 정책

정책의 문제점
제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4) 6차산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 반감, 가공업자나 유통업자 배불려 준다고 생각, 대상이 정책으로는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태

성과 중심적인 정책(3) 정량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가는 것은 맞지 않음, 공무원적 발상의 목표, 1,000개를 달성한 것이 잘한 것인가라는 의문

정책의 발전방안

정책대상 특성 파악(5) 경영체 실태파악, 정책의 핵심 대상인 인증 경영체에 대한 특성을 파악,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 산업분야와 매출규모

정책의 안정화 및 고도화(4) 농산업의 구조자체가 농촌융복합산업형으로 가도록 점진적으로 목표를 수정, 6차산업 포지션 명확히 설정, 6차산업에 4차산업 연계 고민

비즈니스 중심의 정책(3)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대기업 제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치 창출, 6차산업 통합브랜드 창출

<표 4-2>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정책 전문가의 인식 내용분석

주) : * 세부범주 관련 의견 제시한 정책 전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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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의 모호성”과 관련해서는 인증제도가 경영체를 인증하는 제도이지

만 제도의 시행 및 적용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 인증,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어, 현장에서는 그 인증의 대상이 모호하게 운영되

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증에 대한 무엇을 인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론 그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지만 무

엇을 인증해야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그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

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또는 뭐 브랜딩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란이라고 본다. 제품의 인증인지 경영체의 인증인지.(정책B)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영체 인증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사업계획도 수립해야하고 더 복잡하

다. 경영체의 자격과 사업계획을 모두 인증해야하니 더 복잡한데, 복잡한 상황에 대한 관리를 못하

고 있고. 또 하나는 제품인증이 아닌데 인증업체가 모든 상품에 6차산업 인증 마크를 다는 점, 이

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정책J)

두 번째 범주인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의 세부범주는 “인증의 위상정립”과 

“인증제도의 모호성 제거”로 구분된다. “인증의 위상정립”은 비인증과의 차별

화, 시장 지향적 인증, 인증 경영체의 자구적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안전하고 높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실히 정립하여 비인증 경영체와의 차별을 확실히 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철저치 대기업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지향적 인증으로 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증 

경영체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에 맞는 시장지향적인 인증으로 가고, 그래서 그 인증을 받으면 6차산업을 하는 분들이 자

생력도 생기고 기술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시설도 현대화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형태

가 되어야 한다. 이런 질서를 만드는 게 바로 인증이다.(정책A)

정부는 인증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하고, 인증을 한 이상은 널리 홍보를 해 주어서 그 

제품은 정부에서 인정한 6차산업 제품이니까 믿을 만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시켜서, 대기업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를 올려야한다.(정책H)

스스로 인증 경영체들 간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증을 얼마만큼 소비자들에게 

불신감을 안 갖게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인증제의 신뢰도는 경영체가 스스로 지켜야한

다.(정책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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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의 모호성 제거”와 관련해서는 인증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증제도를 강화하며, 더 나아가 상품에 대한 인증으로 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생산과정을 인증해주는 것이 해썹인데, 6차산업 인증도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인지, 나는 그런 과

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정책A)

지리적표시제처럼 하나의 포인트라도 잡아야 된다.(정책B)

소비자들은 1차로 순환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실제로 믿고 먹을만하냐는 것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인증을 해주었으니까 믿고 먹을 만 하다는 이 부분을 확대해 가야한다. 그

래서 경영체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상품에 대한 인증으로 바꿔서 철저하게 관리되는 그런 구조여

야 한다.(정책H)

(2) 결과 요약

정책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인증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농촌융복합산

업 인증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품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게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증제도가 경영체를 인증하는 제도이지만 사업계획서 인증,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 등과 얽혀있어, 현장에서는 그 인증의 대상에 모

호하게 운영되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안전하고 높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증제도의 위상을 확실히 정

립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인증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으로 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정책 전문가의 인식은 “현장코칭사업의 문제점”과 “현

장코칭사업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현장코칭사업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운영관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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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전문위원 역량부족”으로 구분된다.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매칭, 단편적 지원, 입점코칭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

다. 현장코칭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영체가 필요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전문위원을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운영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코칭 

횟수의 제한, 시간적 제한 등의 이유로 단편적인 코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

며, 코칭의 유형 중 입점코칭의 경우는 입점실적 요구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로우업을 해줘야하는데 한 개 경영체에 4번으로 한정되어 있

다 보니 연속성이 떨어진다. 한 번 만나면 최소 3시간에서 5시간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경영체의 

효과를 읽어내고 창출해내는 그 과정이 너무 짧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경영체가 디자인, 시설, 해

썹 등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방문해보면 실제로 이 경영체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

단되는 경우가 많다.(정책E) 

코칭 후에 센터직원들이 가서 만족했는지 문제가 되었는지 이런 조사를 하는데, 현장코칭은 도

에 따라서는 상반기에 예산을 다 써서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정책J)

“전문위원 역량부족”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분야별 역량뿐만 아니라 농

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취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문제점으로 인식하

고 있다. 현장코칭사업은 기술, 경영, 회계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만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6차산업의 정신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추

진하도록 설계한 사업이다. 따라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전문위원이 코칭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6차산업 경영체가 역량이 커가는 속도보다 전문가 그룹들이나 코칭해주고 사후관리해주는 그룹

들의 역량성장 속도가 더 빨라야 계속적으로 가이드 해 나가고 가르치고 할 텐데 부끄럽지만 경영

체가 더 빠른 것 같다.(정책D)

이른바 컨설턴트라는 사람도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 6차산업에 대한 정신을 잘 아는 사람이 적

다. 예를 들어 가공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각각 한 분야에 전문가이다. 이 사람이 이 6

차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신에 대해서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그런데 현재 후자

가 많다.(정책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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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범주인 “현장코칭사업의 발전방안”의 세부범주는 “현장코칭 운영관

리 개선”과 “전문위원 역량강화”로 구분된다. “현장코칭 운영관리 개선”과 관

련해서는 지역전문가 육성, 매칭역량 강화, 코칭의 연속성 강화 및 고객중심 코

칭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전문가는 접근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

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코칭담당자에 대해서도 매칭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

다. 그리고 코칭이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코칭 서비스를 받는 고객인 경영체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

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다.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점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과 잘 

연계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정책A)

센터의 담당자 개인이 역량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역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표준적으로 지역 경영체의 경영과 영업진단, 그 기능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행이 

될 필요가 있다.(정책E)

초창기 때 센터가 요 부분을 제대로 세팅을 못해서 우왕좌왕한 부분은 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들을 필요한 곳에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정책J)

“전문위원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인력풀 확대, 전문위원에 대한 6

차산업 역량강화, 전문위원 등급화 및 경쟁체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다. 지원 분야와 전문위원 인력풀을 확대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등급화를 

추진해서 전문위원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차산업에 대한 이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서비스, 관광이나 기업이라고 한다면 마케팅, 아주 색다른 

디자인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깐, 그런 인력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정책

B)

현실화는 뭐냐 등급화다. 전문위원에 대한 등급화다. S, A, B, C, D 등 등급화를 해서 S급, A급 

등 코칭 비용이 달라야 한다. 등급화가 되어서 6차산업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야 한다.(정책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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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요약

정책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현장코칭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경영체가 

필요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전문위원을 

매칭해 주는 체계가 잘 적동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위원 중 6차산업에 대한 이

해도가 낮은 전문위원이 많은 것이다.

현장코칭사업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지원센터 코칭담

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코칭이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위원에 대한 6차산업 역량강화,

전문위원 등급화 및 경쟁체계 도입을 통해 전문위원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코칭 서비스가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3.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전문가의 인식은 “판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판

로지원사업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판로지원사업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유통판로 관련 기

획력 부족”으로 대표된다. “유통판로 관련 기획력 부족”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목적인 제품의 입점과 판매를 위한 기획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

증 경영체 중 영세한 경영체의 비율이 높아 대형마트나 백화점 중심으로 추진

되는 현재의 판로지원사업과 부합하지 않은 점과 이로 인해서 영세한 경영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체만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문제점

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로서 일반 매스마켓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하다. 물량도 안 되고 품질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1년에 많이 팔아야 3천~5천정도이고.(정책E)

벤더의 영세성과 업무분장 모호로 운영관리 체계와 지원시스템이 미흡하며, 단조로운 상품 구성

의 폭, 카테고리와 깊이, 구색, 기획 및 프로모션 활성화 기능이 취약하며, 안테나숍에 대한 레이아

웃의 기준 부재로 표준화되고 통일된 이미지 전달이 안 되고 있다.(정책F)

백화점에 들어가려면 백화점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제품 선별을 위한 유통품평회도 하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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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데 만 나간다. 지금 인증 사업자가 가장 해택 보는 게 판로지원사업인데 그게 사실 일부 잘

하고 큰 규모의 경영체에만 해택이 간다.(정책J)

두 번째 범주인 “판로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의 세부범주는 “판로지원사업 전

략의 고도화“로 대표될 수 있다. 고도화의 방법으로 안테나숍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여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수출을 위한 안테나숍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조직화

하여 통합브랜드 구축을 통해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6차산업 안테나숍은 중국이나 일본 등에도 진출을 해서 한·중·일을 주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

다. 서울 같은 데 중국, 일본, 동아시아 등을 위한 안테나숍을 정부가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

고, 자연스럽게 수출과 연계되도록.(정책J)

비욘드팜을 제가 1천만 원어치 구매를 했으면, 전국에서 어딜 가나 천만 원어치 구매로 발생한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인증 사업자가 스스로 나서야한다. 즉, 인

증 사업자 협회가 풀코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 생산관리, 인증관리, 품질관리를 같이 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6차산업 생산자가 전국에 널려있기 때문에 전국구 마케팅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

다. 생산자 조직으로 남지 말고.(정책E) 

(2) 결과 요약

정책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판로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판로지원

사업의 목적인 제품의 입점과 판매를 위한 기획력이 부족하며, 대형마트나 백

화점 중심으로 추진되어 영세한 경영체의 참여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판로지원사업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안테나숍의 기능

과 역할을 정상화하고 전국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조직화하여 통

합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판로지원사업 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4.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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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전문가의 인식은 “지원기관 운영의 문제점”과 

“지원기관 운영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지원기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세부범주는 “업무과다 및 

인력 부족”과 “행정중심 업무추진”으로 구분된다. “업무과다 및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가 임시조직이며,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

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인증 경영체를 포함해서 6차산업 경영체

와 현장에서 소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원센터가 도 단위에서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한계점들이 많다. 그리고 지원센터 구조자체가 계

약직, 임시조직으로 위상도 낮고. 모든 지원센터에서 도내에 있는 모든 경영체들을 관리하려고 한

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정책B)

그 한정된 예산과 인력에서 행정기관과 비즈니스 기관을 동시에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수행하기 바쁘다. 인증 사업자 관리도 힘든데 나머

지 6차산업 경영체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정책J) 

“행정중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가 본연의 임무보다는 행정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

에서 지정을 해주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행정적 요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원센터 사람들이 비즈니스 지원도 해주었으면 좋겠고 행정지원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한다. 농민과 경영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지원 기관의 역할을 원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왜 그

런 것을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센터에서는 행정도 해야 하고 하는 딜레마가 있다.(정책I)

도가 해야 할 사업들을 그냥 지원센터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 사업을 수행하는, 

보고나 하고, 그리고 회계처리나 하고, 중앙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급하게 조사하고.(정책J)

두 번째 범주인 “지원기관 운영의 발전방안”에 대한 세부범주는 “행정중심 

탈피”로 대표된다. “행정중심 탈피”와 관련해서는 지원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

성을 갖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정

책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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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도 단위 지원센터, 광역단위의 지원센터가 직접 기업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지역에 있

는 기초자체단체에 있는 앵커들, 혁신주체들이 있다. 혁신주체들을 통해서 기초자체단체를 지원하

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정책B)

농민과 경영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지원 기관의 역할을 원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는 왜 그런 

것을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센터에서는 행정도 해야 하고 하는 딜레마가 있다. 하나를 선

택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센터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던지 해야 한다.(정책I)

지원센터는 행정적인 간섭에서도 벗어나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듣고 중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들이 잘 접목되고 있는지 접목되는 사항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중앙에 건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일부 사업을 스스로도 집행하고 그런 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정책J)

(2) 결과 요약

정책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지원기관 운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 

및 업무과다, 행정중심의 업무추진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가 임시조직이

며,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와 현장에서 소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로 중앙과 지자체의 요구에 치

중할 수밖에 없어 업무가 행정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원기관 운영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정책 전문가 그룹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중심에서 탈피함으로써 자율성을 갖는 기관

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정책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5.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정책 전문가 인식

(1) 주요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정책 전문가의 종합적 인식은 “정책의 특징”,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의 발전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정책의 특징”의 세부범주는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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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경영체)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된다.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농

촌융복합산업 정책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계된 정책이며,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갖추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논리가 지역농업 안정화를 위

해 설계되었으며,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농촌다움

과 공동체 회복이 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 농촌경제를 활성화화는 거, 그리고 상

생 협력하는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농촌융복합산업의 고도화,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섯 가지 기본이념이 있다.(정책A)

첫 번째 내세우는 논리가 그 지역의 6차산업이 성장하면 그 지역 농업의 생산은 같이 안정화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 6차산업을 통해서 가공이나 체험‧관광 등이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들이 아니더라도 농업종사자들의 가족들,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점점 그 지역의 경제나 산업이 개선되고 정주환경도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본다.(정책B)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의 증대를 바탕으로 한 

농가소득 증대다. 두 번째 목표는 6차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다. 세 번째 목표는 6차산

업화를 통해 공동체의 회복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산업기반구축, 경영체 육성, 지역단위 6차

산업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정책F)

“기업(경영체)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경영체에 초점을 맞춘 정

책이며, 다양성을 내포하면서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인식

하고 있다. 이전에 많이 추진되었던 마을이나 공동체 중심의 정책과 달리 개별 

경영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 안에서 경영체가 농산물 생산중심, 제품 

가공중심, 서비스 중심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참여 경영체에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깨우

쳐주는 역할을 시도했다는 것을 정책의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하고 있다.

6차산업 정책은 산업정책이고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다. 기업은 철저한 시장경제의 논리로 움

직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농촌이나 농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보호의 논리와 관점이 들어가

니까 거기서 오는 정책과 사람들의 생각 간의 괴리가 있어서, 예산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

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6차산업 정책은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나마 그동안

의 농식품부 정책과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한다.(정책B)

정형화 된 정책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콘텐츠도 다양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고 부가

가치를 크게 낼 수 있는 확장성도 다양하다. 가공중심으로도 할 수 있고, 서비스중심으로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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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생산에 집중된 융복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성이 가장 큰 특

징이다.(정책D)

지난 3~4년 동안 이 정책이 아주 잘했던 특징은 일단 농식품 관련 경영체에 대해 비즈니스마인

드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정책E)

두 번째 범주인 “정책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제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과 “성과 중심적인 정책”으로 구분된다. “제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

과 관련해서는 제품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경영체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으

며,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농업과 농업인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을 문제

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대상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는 농사를 짓는데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에게만 지원이 가더라, 이렇게 지역에서는 소소하

게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정책B) 

생산이 아니라 가공으로만 중심으로 되고 있다. 더하기 6차산업 개념이 되고 있다. 가공업자나 

유통업자 배불려 준다고 생각한다. 6차산업 정책 자체가 상당히 농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 부분을 봐야죠. 농판이 아직 어려운데 완전히 가공업자에게 농업예산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정책H)

6차산업 목표가 정책 대상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6차

산업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대상 범위를 제대로 못 집고 가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다. 소농가 중

심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름대로 자립적인 경영체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또 로컬푸드랑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게 정책으로는 약간 정리가 안 된 상태

로 진행되어 온 것 같다.(정책I)

“성과 중심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초기부터 정부가 

정량적인 성과목표에 많이 치중하고, 또한 성급히 그 성과를 달성하려고 노력

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계획했던 목표 중 “6차산업화 주체 1천개 육성”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증 첫해 2015년 800여개의 인증 사업자를 단기간에 지정하였고, 2016년까지 

1,000개가 넘는 인증 사업자가 지정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액이나 

일자리 등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로만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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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설정해야지, 숫자를 정해놓고 1,000개를 하자 그래

서 1,000개를 달성한 것이 이사업을 잘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정

책A)

○○○정부 때 ○○○장관이 오래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성급히 성과를 내놓으라는 것

이 보였다. 뭐 매출이나 일자리나 요 단순한 경제적인 지표로만 성과를 측정하다보니까 오류가 조

금 컸고, 정량적인 평가주의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정책J)

세 번째 범주인 “정책의 발전방안”의 세부범주는 “정책대상 특성 파악”, “정

책의 안정화 및 고도화” 및 “비즈니스 중심의 정책”으로 구분된다. “정책대상 

특성 파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책에는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의 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핵심 대상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분야와 매출규모를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초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경영체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가공하는 

쪽이 절대 다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 경영체의 자료가 있다면 유형화를 통해 세밀하고 

정교한 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정책A)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는 일단은 매출이 발생하는 분야, 주요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느냐가 

핵심적일 것 같고, 그 다음이 볼륨 그 매출의 규모가 중요하다. 산업분야와 매출규모를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매출만 딱 놓고 보면 희석이 되는 것이고 분야별 매출규모를 통해서 보면 이 업체의 구

조를 알 수 있는 것이다.(정책B)

정책적으로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증 경영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인증 경영체는 정책의 핵심 대상이다. 정량적으로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지표로는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산업차수별 매출액이 중요하며,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 매출 말고 다른데서 나올만한 게 별로 없다.(정책I)

모든 정책에는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한데, 기초자료가 정립이 되어야지 그 이후에 정책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마련되고, 연구자들도 이를 공개하면 다양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정책J)

“정책의 안정화 및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정량적 정책목표를 좀 더 발전적

으로 설정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명확한 위치를 설정하고, 4차산업과의 

융합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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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득효과가 전체 농산업 소득의 20%를 달성한다, 30%

를 달성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농산업의 구조자체가 농촌융복합산업형으로 가도록 목표를 수정하

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정책D)

6차산업 정책이 어떤 포지션을 갖는지 명확히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기존에 6차산업 경영체의 

역량을 강화시킬까하는 부분과 어떻게 하면 6차산업에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까하는 부분을 고

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며, 6차산업에 4차산업 혁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정책I)

“비즈니스 중심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경영체) 중심의 정책, 대기업 제

품 대체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브랜드마케팅 강화를 핵심방향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산업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에 중심을 두고 추

진되어야 하며, 특히 식품분야에서 대기업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

델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간 조직을 강화하

는 통합브랜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6차산업은 산업이다. 그래서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에서 모

든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정책B)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원료농산물을 다 국산 쓰고 국산 원료를 비싸게 사주면 되는데, 그

리고 가공도 지역 주민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CJ, 청정원에서 나오는 간장, 된장, 

고추장의 원료가 다 수입산 콩 원료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 제품을 대체해야한다. 대기업 제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6차산업을 유도해야 한다.(정책H)

우리나라 6차산업 생산자가 전국에 널려있기 때문에 전국구 마케팅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

산자 조직으로 남지 말고, 이것을 메가브랜드라고 한다. 통합브랜드라 우리말로 옮기는데, 그냥 디

자인만 해서 마크만 찍는 것이 아니다.(정책E)

(2) 결과 요약

정책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특징은 농촌경제 활성

화를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마을이나 공동체 중심의 정책과 달리 철저히 기업(경영체)에 초점을 맞춘 정

책이며,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전문가 그룹이 인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문제점은 매출액 등 눈에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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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지표를 강조하는 성과 중심의 정책과 제품가공 및 유통을 중심으로 하

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농업과 농업인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발전방안과 관련해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정책의 핵

심 대상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분야와 

매출규모를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

식하고 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명확한 포지션 및 정량적 정책목표

를 좀 더 발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경영체) 중

심의 정책을 유지하되 대기업 제품 대체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브랜드마케팅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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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증 경영체의 인식

인증 경영체에 대한 심층인터뷰의 내용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의 구성에 따

라 기본적으로 인증제도, 현장코칭사업, 판로지원사업, 지원기관운영 및 정책종

합에 대한 의견 등 5개의 분야로 구분된다.

심층인터뷰 결과 5개 분야의 원자료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과 관련된 400개

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진술의 문장과 구절로부터 135개의 

주제어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주제어를 동일한 범주로 통합하여 40개의 세부범

주가 도출되었으며, 다시 15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의 특성상 상위범주는 각 정책사업의 장점, 문제점 및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구분되었으며, 5개의 분야에 대한 상위범주, 하위범주 및 세부내용은 

<표 4-3>과 같다.

1.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 경영체의 인식은 “인증제도의 장점”, “인증제도의 문

제점” 및 “인증제도 관련 요청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인증제도의 장점”의 세부범주는 “인증 사업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 “인증 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지원사업 혜택”으로 구분

된다. “인증 사업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이 국가적 인증이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서 농업에 도움을 주는 이미지이

며, 이로 인해 경영체는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결과적으로 고객 신뢰도가 상승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1) 주요 내용

일반 사업자 보다는 아무래도 인증 사업자가 이미지가 좋은 장점이 있다. 6차산업이라는 것이 

농업에 기여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직접 생산을 해서 직접 판매까지 하는 부분이 크니까 고객들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경영A)

내가 국가로부터 농식품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다.(경영E)

인증제도의 취지가 너무 좋다. 수입농산물을 활용하는 게 아니다. 본인이 재배한 농산물이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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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세부범주(N*) 내 용

인증

제도

인증제도의 장점

인증 사업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5) 일반사업자보다 이미지가 좋음, 고객들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음,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음

인증 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2) 경영체 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음, 다른 지역의 경영체와도 소통이 가능, 정보 공유 및 판촉활동 공동 추진 가능 

각종 지원사업 혜택(7)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각종 판로지원 행사에 참여하고 대형마트에 계약할 기회 제공, 정부사업 시 가점 제공

인증제도의 문제점

인증 심사기준(2) 인증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겠다는 것은 어려움, 계약재배 조항은 비현실적 기준, 재인증시 매출기준이 너무 강함 

인증 심사위원의 자격(2) 6차산업에 대한 취지를 모르는 심사위원, 심사위원의 낮은 전문성, 심사위원의 심사 자세

인증 사업자 대상인 농협(4) 농협은 지역에서는 대기업임, 농협은 독자적 판로가 있고 여건이 좋음, 농협은 지역 경영체와 규모가 달라 경쟁이 안 됨 

인증제도 관련 요청사항

인증 심사위원 자격 및 역량 강화(3) 심사위원의 자격·역량·인격 검토하여 선정,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 필요

인증 사업자 관리 강화(3) 많이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 6차산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인증 경영체 선별하여 제외

농협 등 인증대상에서 제외(2) 농협이나 중소기업 수준의 큰 기업들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 농협은 인증 대상이 아니라 판로지원 등 협력대상으로 참여

현장

코칭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만족

코칭 서비스의 질(4) 경영체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도, 전문위원 인력이 지역에서 훌륭한 분들이심, 코칭을 너무 열심히 하셔셔 감사함 

코칭의 효과(3) 현장코칭이 경영에 가장 도움이 됨, 초기 경영하시는 분들에 현장코칭이 상당히 필요,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줌

코칭사업 운영방식(5)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고 생각, 100명의 전문가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활용 가능, 개인적으로 부르기 힘든 전문가를 센터를 통해 만남

현장코칭사업의 문제점
코칭 전문위원의 역량(2) 장사꾼 기질이 있는 코칭 전문위원이 있음,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는 전문위원이 많음

적절하지 못한 매칭(2) 우리 기업에 맞는 현장코칭이 못됨, 중소기업 이상 수준의 코칭 매칭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연 초에 코칭이 바로 이우러지지 않음

현장코칭사업 관련

요청사항

코칭 전문위원의 질 향상(3) 전문위원을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님, 박사학위보다는 실무적인 코칭이 필요, 인증 경영체 중에서 멘토 지정

매칭체계 개선 및 지원횟수 확대(2) 자기가 부족한 점을 제대로 알아서 신청하기 어려움, 기계도 있고, 설비도 있고, 경영도 있고, 현장코칭 4회로 한정하지 말았으면 함

판로

지원

판로지원사업의 장점
제품 수준 점검 및 트렌트 파악(2) 내 물건을 선보이러 가는 것임, 요즘 트렌드를 볼 수 있음,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런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됨 

제품의 판매기회 제공(5) 제품 판매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 명절 선물세트 판매를 했는데 성적이 좋음, 수수료가 낮음, 경영체 매출에 도움이 됨

판로지원사업의 문제점

플랫폼 선정의 부적절성(3) 대기업이 어쩔 수 없이 상생하는 과정에서 주는 장소, 적절하지 않은 장소, 대형마트는 중저가 대량생산 제품 중심이여서 안 맞음

판매실적 저조(4) 비용이 많이 들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가봐야 물건을 팔리지도 않음, 한 두 번은 협력하는 측면에서 참여했는데 잘 안 팔림

판로지원사업의 획일성(5) 경영체가 매우 다양한데 판매플랫폼이 반영을 못함, 협조를 잘하는 경영체만 데리고 감, 혼자 농사짓고 가공하는 경영체는 참석이 어려움

<표 4-3>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인증 경영체의 인식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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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세부범주(N*) 내 용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요청사항

적절한 플랫폼 선정(3) 서울 명동이나 강남 한복판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 선정, 시군단위에서 교차판매를 해야 함, 지역 축제 참여 확대, 협회의견 반영

다양한 소비시장 개척(4) 소비자들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통로 개척, 대형마트 외에 다양한 시장 형성, 유통품평회 활성화, 안테나숍 역할 정상화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4) 규모에 맞는 판로지원사업 추진, 매출이 매우 큰 경영체는 백화점이나 수출, 기업 규모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

지원

기관

지원기관 서비스에 만족
지원센터 역할에 만족(5) 지원센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줌, 역할을 매우 잘 하고 있음, 센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능은 잘 뽑아주고 있음

현장 및 경영체 중심 지원(4) 센터직원들이 경영체들도 깊이 있게 많이 알고 있음, 센터와 인증 경영자 협회가 공조가 잘 됨, 센터장님이 저희들을 대변해서 도청에 건의

지원기관의 문제점
직원의 높은 이직률(4)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음, 대부분 계약직 직원들임, 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직업과 고용의 안정이 되어야 함

행정중심 업무추진(5) 센터직원은 줄고 업무는 많아짐. 센터가 관에 있으면 딱딱하고 업체 접근성도 훌륭하지 못함, 경영체보다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 업무처리

지원기관 요청사항

지원센터 안정화(5) 안정되고 오랫동안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 직원들이 자꾸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 연속성이 있어서 서로(센터-경영체)가 잘 알아야 함

지원업무 확대(3) 센터의 업무가 조금 더 세분화 필요, 경영체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 사업 및 정책에 대한 공유 강화 

협회와 협력 강화(3) 각 지역별 센터는 지역 협회와 의견 협의 및 교류 강화, 판매플랫폼은 협회에 권한 부여 

정책

종합

정책의 장점
좋은 취지의 정책(6) 1, 2, 3차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 6차산업은 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책(2) 6차산업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혜택은 판로,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

정책의 문제점

성과 중심적인 정책(2) 정부에서 매출을 너무 강조, 매출이 큰 경영체 중심, 농가보다는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 매출보다 농업농촌에 이바지한 공로를 중시해야함

인증 경영체에 대한 혜택 부족(3)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뭔가 혜택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적음 

제품가공 중심의 정책(2) 모든 지원정책이 가공중심으로 집중, 1차 중심을 하는 업체들이 소외감 느낌, 농산물 생산·판매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소외됨 

획일적인 정책(3) 인증 경영체에 맞춤형 사업이 부재, 각 경영체별로 맞는 사업 발굴이 안 됨, 획일적인 지원이 아쉬움

정책 요청사항

지속적인 정책(4)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 꾸준히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함, 인증 사업자, 생산자단체-가공단체-유통단체들 간의 교류 강화

실질적 혜택을 주는 사업 추진(3) 보조를 줄이고 중장기 금리지원 확대, 농특예산의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개발 필요, 5천만 원 이내 소액 사업 발굴  

맞춤형 정책(4) 규모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경영체의 특성을 파악해서 지원, 인증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판로개척 정책

주) : * 세부범주 관련 의견 제시한 인증 경영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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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활용해서 어떤 2차나 3차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경영G)

“인증 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경영체 간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판촉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협회가 2016년에 설립되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중심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 ○○○개의 인증 업체가 있는데, 뭐 행사라던가 이런데서 만나면서 경영체 간 커뮤니케

이션, 소통할 수 있는 것, 요런 것이 장점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경영체와도 소통할 수 있다.(경영E)

저는 6차산업 인증자 협회 ○○○○○○을 맞고 있다.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판촉활동도 같이 추진하고 하는 장점이 있다.(경영J)

“각종 지원사업 혜택”과 관련해서는 인증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관

리를 받으며, 판로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되고, 다양한 정책사업 선정 시 가점

을 받는 장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판로지

원사업은 인증 경영체를 핵심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정책사업 선정에서 인증 사업자 

참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6차산업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지 않도록 우리는 꾸준히 인증 사업자로서 사후관리를 받

았다고 생각한다.(경영B)

인증을 받음으로써 전국적인 제품의 트렌드를 알기가 쉽고 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지금 하나로 마트에 유통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형 마트에 

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경영I)

일단 인증 사업자가 되니까 아직까지 6차산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혜택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괜찮다. 올해 갱신 신청할 예정이다.(경영G)

두 번째 범주인 “인증제도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인증 심사기준”, “인증 

심사위원의 자격” 및 “인증 사업자 대상인 농협”으로 구분된다. “인증 심사기

준”과 관련해서 인증 사업자의 자격요건인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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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중 계약재배 요건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이라 인식하고 있

다. 그리고 갱신 등 심사기준 중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

고 있다.

자가와 수매로 인증을 받았다. 계약재배는 너무 강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수급량까지 업체가 

조절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증 때문에 상당량을 계약재배를 하겠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내가 만든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될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계약재배하면 가공업체가 갖고 있

는 문제가 보관시설이 쉽지가 않다. 일반 영세한 업체들이 농축산물을 쌓아놓고 보관할 시설과 비

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경영D)

매출이 해마다 1%라도 늘어나야 된다는 요건이 있자나요,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줄은 사람

들이 많아.(경영G)

“인증 심사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특정분야에서는 전문가이나 농촌융복합

산업에 대해 모르는 심사위원과 기본적 소양이 안 되는 심사위원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무리 특정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농촌융복합

산업을 모르는 사람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를 심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

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인증 심사할 때 심사위원이 나오잖아요, 그때 진짜 화났었다. 오신분이 완전히 법관도 아니

고 전 그런 대우를 처음 받아보았다.(경영C)

적어도 6차산업 인증을 심사하려면 6차산업 관련 교육을 몇 회 이상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을 심

사위원 선정 기준에 넣을 필요가 있다. 제가 받을 때도 심사위원이 매우 아쉬웠다. 분야별로 뛰어

난 전문가지만 6차산업에 대한 취지를 알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경영H)

“인증 사업자 대상인 농협”과 관련해서는 농협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

증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농협은 일반 인

증 경영체와 비교하면 대기업 같은 존재이며, 유통 사업단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갖추고 있지만, 인증 대상으로 포함하여 다른 

인증 경영체와 경쟁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농협은 인증 

대상이 아니라 인증 경영체를 지원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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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6차산업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을 받는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니깐, 농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제품도 생산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을 하는 농가들은 많이 

힘들다. 그리고 농협은 지역 안에서는 대기업이다. 경영체를 도와주은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영

A)

경영체 대표끼리 만나더라도 농협은 실무자들이 나온다. 조합장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증 

경영체끼리 같이 뭐 하자 그러면 안 한다. 농협은 독자적으로 판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경영E)

농협은 농협 자구책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시설 자금부터 해서 얼마든지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서. 농협은 규모가 크고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다 갖출 수 있는 여건이지. 

주위에 보면 인증 사업자들 중 농협 같은 규모가 없다.(경영J)

세 번째 범주인 “인증제도 관련 요청사항”의 세부범주는 “인증 심사위원 자

격 및 역량 강화”, “인증 사업자 관리 강화” 및 “농협 등 인증대상에서 제외”

로 구분된다. “인증 심사위원 자격 및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심사위원의 전문

성 등 자격과 역량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농촌융복합산

업 교육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심사위원의 자격과 역량, 인격 등을 잘 검토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경영C)

6차산업 인증을 내 줄 때 심사위원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잘 선별해서 추진 할 필요가 있

다.(경영E)

6차산업에 대해서 마인드가 필요한데 워크숍 등이나 그런 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경영

H)

“인증 사업자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많이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증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서 농촌융복합산업 실천에 대한 검토 시스템을 강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취지

에 맞지 않는 경영체는 인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처음에 막 뽑았다. 그래서 필터링이 필요하다. 6차산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을 떨어뜨려야지 매

출 떨어졌다고 인증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경영G)

초창기 때에는 인증 사업자 심사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되어 인증 사업자들을 많이 뽑았는데 올해

는 갱신 심사를 한다. 심사 규정들이 조금 더 강화된 사항이 있으니까. 인증자를 많이 뽑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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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좋은 것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경영J)

인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인증을 받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경영H)

“농협 등 인증대상에서 제외”와 관련해서는 농협과 중소기업 수준의 큰 기

업들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큰 규모의 경영체가 인

증을 받아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일반 경영체

와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라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농협 등은 인증 경영체

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협은 왜 빼야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디농사를 짓자나요? 진짜 어렵게 가공을 했어. 농협 같은 

곳은 우리가 봤을 때 대기업이다. 농협에서 오디를 수매를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어 버

리면 일반 경영체랑 단가가 서로 안 맞아. 그렇지만 농협도 같이 가야 돼. 농협은 팔 수 있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인증 경영체의 제품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로 간다든지 요런 식으로 참여

해야한다.(경영G)

농협 같은 경우는 6차산업 인증 사업자 안에 같이 합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초창기 

때는 농협도 인증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업비 신청한다던지 여

건들이 올라오는 것 보니까 안 된다 싶더라.(경영J)

(2) 결과 요약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인증제도의 장점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이 국가적 인증이고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인증 

사업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며, 인증 사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또

한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인증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인증기준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의 존재, 자격 미달인 인증 심사위원, 그리고 인증 사업 

대상으로서 농협이 포함되는 것이다. 인증기준 중 계약재배 요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위원 중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이 지역에서는 일반 경영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 같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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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증 대상으로 포함하여 다른 인증 경영체와 경쟁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

으며, 오히려 인증 경영체를 지원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제도 관련 요청사항과 관련해서 인증 경영체 그룹은 심사위원의 전문성 

등 자격과 역량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6차산업 실천에 대한 

검토 시스템을 강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영체는 인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농협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 경

영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1) 주요 내용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인증 경영체의 인식은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만족”,

“현장코칭사업의 문제점” 및 “현장코칭사업 관련 요청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첫 번째 범주인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만족”의 세부범주는 “코칭 서비스의 

질”, “코칭의 효과” 및 “코칭사업 운영방식”으로 구분된다. “코칭 서비스의 질”

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역량 및 코칭자세, 코칭내용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다.

만족해하는 경영체의 의견에 따르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은 

코칭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장코칭 전문위원 인력들이 그 지역에서 각 파트에서 나름 훌륭한 분들이시다. 한분은 농협중

앙회 분이신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경영C)

코칭제도는 경영체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다. 저도 현장코칭을 많이 받고 있다. 

이 코칭제도는 지원정책 중에 최고로 좋은 정책이다.(경영F)

코칭은 작년에 한 번 신청해서 받았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썹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하

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코칭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경영I)

“코칭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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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 경영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영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받음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데 긍정적

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장코칭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지원사업이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로 3

대째 운영하는 농가다 보니까 현장코칭 전에는 재무제표를 분리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다. 

코칭을 통해 개인사업자를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고, 현장코칭이 체계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였다.(경영B) 

기본적으로 초기 분들은 현장코칭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경영E)

부족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줌으로 해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거다.(경영J)

“코칭사업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장코칭사업을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없

는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운영방식과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대

해 만족해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 입장에서 전문가 400여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비용의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분들이 계셔서 자기가 원하는 분을 선택할 수 있고, 못하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도태가 된다. 금액은 자부담 10만원 지원센터 보조 40만원인데 40만원 지원이 나가니까 비용이 매

우 저렴하다고 생각한다.(경영D)

○○ 지원센터의 경우는 100명의 컨설턴트를 가진 회사가 되는 것이다. 분야별로 많은 인원을 

두고 쓸 수 있고. 우리는 자부담 10만원만 쓰면 내가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제도

가 6차산업 지원 제도 중에 가장 완벽한 제도라고 본다.(경영F)

개인적으로 부르기 힘든 전문가를 센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만족도가 매우 높다.(경영J)

두 번째 범주인 “현장코칭사업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코칭 전문위원의 

역량”, “적절하지 못한 매칭”으로 구분된다. “코칭 전문위원의 역량”과 관련해

서는 전문위원별로 역량의 차이가 심하여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는 위원들이 

다수 풀에 포함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분 같은 경우는 장사꾼 기질이 있다 그럴까, 제가 코칭 기회가 한 번 남았었는데, 한 번은 그 

분이 스스로 와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는 센터에서 자부담 내라고 연락이 왔더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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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나온 것으로. 기분은 안 좋았다.(경영C)

코칭에 대한 자격이나 능력 등 우리 경영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경영G)

“적절하지 못한 매칭”과 관련해서 경영체의 규모나 특성, 필요한 부분을 잘

못 파악하여 미스매칭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세한 규모의 경영체에 중소기업 수준에서 필요한 코칭이 이루어지는 등 

적절하지 못한 매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체마다 컨설팅이 필

요한 시기가 다양한데 지원센터 사업비 교부 등의 문제로 매년 초마다 코칭서

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에 기업들 또는 해썹에 준하는 시설에 대한 현장코칭이 많이 들어오다 보

니까 아무래도 소기업들은 그 정도의 수준의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경영체가 다양한데 맞춤

형 코칭이 안 되고 중소기업 수준의 현장코칭이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진 않는다.(경영A)

코칭에 대한 자격이나 능력 등 우리 경영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경영G)

지원센터 예산이 ○○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늦게 나오는지 연 초에 코칭을 신청

해도 도에서 자금이 늦게 나와서 바로 코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올 초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

직 응답이 없다.(경영D)

세 번째 범주인 “현장코칭사업 관련 요청사항”의 세부범주는 “코칭 전문위

원의 질 향상”과 “매칭체계 개선 및 지원횟수 확대”로 구분된다. “코칭 전문위

원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숫자 확대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질적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적인 현장코칭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선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성공한 인증 경영체를 

활용하고 경영체 간 멘토(mentor)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다. 이는 성장 과정을 먼저 거친 선배 경영체의 현실적인 조언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증 사업자 분들 중에 이런 소기업들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던 인증 사업자 분들 중에 성공

하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더 크다.(경영A)

전문위원도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사학위나 그런 정도만 생각하지, 실무적으로 필요

한 코칭이 필요하다.(경영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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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인증 경영체 중에 서로 멘토를 지정을 해주는 거다. 먼저 경험하신 분이 그 경험을 전

수해 주시는 거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상호간 더 안 좋을까 싶다.(경영E)

“매칭체계 개선 및 지원횟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경영체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체의 수준을 먼저 명확히 파

악한 후 매칭을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현장코칭의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좀 더 많이 코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기가 부족한 점을 제대로 알아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전문가 관점에서 이럴 때 이 정

도는 이런 게 필요하다 판단하는 적극적인 매칭을 했으면 한다.(경영E) 

저는 코칭을 4회로 한정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왜냐하면 기계도 있고, 설비도 있

고, 경영도 있고, 코칭제도가 4회로 한정되어 있는데 풀었으면 좋겠다. 강력하게 건의한다.(경영F)

(2) 결과 요약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현장코칭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주요 내용은 

적은 금액으로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400여명의 코칭 전문위원 풀이 구성되어 

필요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현장코칭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위원

별 역량의 차이가 심하고 역량이 모자란 위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초에 

현장코칭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는 등 코칭서비스를 받는 시기가 제한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장코칭사업 관련 요청사항과 관련해서 인증 경영체 그룹은 전문위원의 숫

자 확대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둔 실무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위원을 선발해

야하며, 선배 경영체 멘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선

제적으로 경영체의 수준과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매칭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코칭의 횟수도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

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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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1) 주요 내용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인증 경영체의 인식은 “판로지원사업의 장점”, “판로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요청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판로지원사업의 장점”의 세부범주는 “제품 수준 점검 및 

트렌트 파악”과 “제품의 판매기회 제공”으로 구분된다. “제품 수준 점검 및 트

렌트 파악”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인증 경영체가 직접 만든 제품

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다른 제품과의 비교도 가능하며, 현

재 유행하는 트렌트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판로지원사업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제품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경험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은 이렇게 품평회나 판촉전을 하는 이유는 선보이러 가는 거거든요. 내 물건이 어떤지 거기 

오시는 관계자 분들, 식품에 관계된 분들 오시는데 그런 분에게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박스를 쓰는지 어떤 디자인과 색깔을 쓰는지 어떤 용기를 쓰는지 그런 것

을 보러가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이런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만

나기 힘든 분들인데 센터에서 섭외를 해주신다.(경영D)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디자인을 바꾸고 표시사항을 

바꾸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리뉴얼을 많이 했다.(경영E)

“제품의 판매기회 제공”과 관련해서는 각종 판촉행사를 추진하면서 낮은 수

수료를 통해 판매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원센터별로 다

양한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인증 경영체에 판매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

며, 낮은 수수료로 각종 판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영체에 많은 

수익을 안겨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안테나숍은 수수료가 낮다. 그만큼 그 수수료가 낮은 만큼 저는 여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판촉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세워진다. 그리 되니까 판매가 더 되는 거다.(경영E)

자격이 되는 업체들은 판매플랫폼사업을 통해서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 안테나

숍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물건 있으면 지역에 깔아주고.(경영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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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경영체들이 많이들 신청을 한다. 특히 ○○백화점 등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다. 명절 선물세

트 할 때도 판매를 했고, 성적이 좋다.(경영J) 

두 번째 범주인 “판로지원사업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플랫폼 선정의 부

적절성”, “판매실적 저조” 및 “판로지원사업의 획일성”으로 구분된다. “플랫폼 

선정의 부적절성” 및 “판매실적 저조”와 관련해서는 제품력이 저조하여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장소나 위치가 판매가 잘 이

루어지지 않는 곳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제품과 플랫폼과의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판매플랫폼을 추진하는 장소가 초창기 때 한 번이나 두 번 이외에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좋은 

자리가 아니다. 백화점 내에서도 가장 안 좋은 자리를 주거나 저희 ○○에서도 어쩔 수 없이 유동

인구가 적은 자리를 주거나 하는 느낌이 든다.(경영B)

제품을 입점하였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업체들은 불만이 있죠. 큰 이유가 제품력이, 판매를 하려

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경영C)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중저가 상품이다. 대량생산되는 제품이다. 6차산업 제품은 대량생산이 안 

되고 재료를 모두 국내산을 쓰는 고가상품이다. 이 고가상품을 자꾸 중저가 상품을 파는 곳에, 수

입산 재료를 쓰는 중저가상품이 있는 곳에 들이미니까 잘 안 팔린다.(경영D)

“판로지원사업의 획일성”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사업이 다양한 규모와 유형

의 경영체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특정 경영체만 참석하게 되

고 소규모 경영체는 참석이 어려운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영체가 매우 다양한데 그 다양성을 판매플랫폼이 반영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비식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영체마다 규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런 다

른 경영체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경영B)

판촉전하는 실무자들도 맨날 전화해봤자 안되니까 맨날 잘나오고 협조를 잘하는 경영체만 데리

고 간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경영E)

규모가 작은 곳 자기혼자 농사짓고 자기혼자 가공하는 경영체는 참석이 어렵다.(경영F)

세 번째 범주인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요청사항”의 세부범주는 “적절한 플

랫폼 선정”, “다양한 소비시장 개척” 및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으로 구분된다.

“적절한 플랫폼 선정”과 관련해서는 판촉행사의 장소나 위치를 경쟁력 있는 자



- 163 -

리에 계획하여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또한 판로지

원사업을 인증 사업자 협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서울 강남이나 명동 한복판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 6차산업 인증제품 넣으면 안 되나. 가능

하지 않나. 강남 한복판에 그게 생긴다면 제 입장에서는 6차산업이 가진 제품에 대해서도 퀼리티

가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경영B)

같은 예산을 투입 할 것이면 판매가 많이 될 지역에 장을 마련해야지, 안 팔리는 지역에다가 

장만 펴주면 사람이 띄엄띄엄 오는데 판매가 될까.(경영C)

판촉전이나 이런 행사는 협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행사도 빛이 날 것이다.(경영H)

“다양한 소비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중심의 판로지원사업에 대

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러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유통품평회를 강화하여 제품을 발굴하고 개선할 필요

가 있으며, 지역축제를 활용하거나 타 지역의 제품을 팔아주는 교차판매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자꾸 그런 대형유통에 맡기지만 말고.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한

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잘 형성해주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경영D)

유통품평회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거기서 스타가 발굴되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그리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고, 다른 시군의 물건도 여기서 팔아주

고 교차판매를 하고 해서 시군단위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도에서는 안테나숍과 밖으로 나가는 플

랫폼사업을 하고.(경영G)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규모에 맞는 지원, 단계별 지원 및 

인증 사업자 협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규모별로 적절한 시

장을 찾아주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시장 진출을 단계별로 밟아나

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매출이 조금 되는 경영체는 마트나 이런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매출이 매우 큰 

경영체는 백화점이나 수출 등,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은 두리뭉실하게 뭉

쳐놓았다.(경영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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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판매를 원하는 경영체들도 있지만, 지역에 업체들이면 먼저 지역 농협 하나로 마트

에서 판촉행사를 하자. 자기 지역에서부터 먼저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워

서 백화점이라든지 조금 더 잘되는 마트 이런 데를 행사를 나가야 한다.(경영J)

(2) 결과 요약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판로지원사업의 장점은 이 사업을 통해서 인

증 경영체가 스스로 만든 제품에 대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시장에서 

유행하는 트렌드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여, 자신의 제품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증 경영체에 낮은 수수료로 다양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판로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사업을 추

진하는 장소나 위치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선택되는 등 플랫폼 기

획력이 떨어지고, 또한 이 사업이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경영체를 반영하지 못

하며 소규모 경영체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로지원사업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인증 경영체 그룹은 플랫폼을 경쟁력 있

는 위치나 장소에 선정하고,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여 다양한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품평회를 강화하고, 협

회 스스로 판로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4.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1) 주요 내용

지원기관 운영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은 “지원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

“지원기관의 문제점” 및 “지원기관 요청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지원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세부범주는 “지원센터 역

할에 대한 만족”과 “현장 및 경영체 중심 지원”으로 구분된다. “지원센터 역할

에 대한 만족”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의 역할이 잘 분담이 되었고 그러한 역할

과 기능에 만족하고 있다. 인증제도, 현장코칭사업, 판로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의 역할과 기능에 만족하며, 지원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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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도 지원센터는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증 사업자를 위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많은 인증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경영A) 

○○은 지원센터 역할을 매우 잘 하고 있다. 특별히 문제없다. 기본적인 인증제도, 컨설팅이라든

지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이고.(경영E)

○○ 지원센터는 센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능은 잘 뽑아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은 완

벽한 모범 케이스다. 경영체가 불만이 없다. 우리끼리 모여서 사업제안도 많이 한다. 만약 도의 공

무원들이면 되겠나, 우리끼리 발전방안도 찾아볼 수 있고.(경영F)

“현장 및 경영체 중심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영체와의 소통 및 인증 사업자 

협회와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원센터가 도의 

공무원보다 소통이 빠르고 또한 6차산업 경영체에 특화된 지원을 현장에서 직

접 수행하기 때문이라 인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문기관이나 지원센터가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센터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풀

로 함께 도와주니까 사실은 전에 걸렸던 시간보다 2014년부터 2017년에 걸린 시간이 짧은데 비해

서 정말 빨리 성장했다.(경영B)

센터와 인증 경영자 협회가 공조가 잘 된다.(경영G)

저희들은 언제든지 센터장님이나 센터 팀장님에게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

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옛날에는 도청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갔는데 요즘은 센터를 통

해서 건의하면 센터장님이 저희들을 대변해서 도청에 건의해 주시니까 한결 편하다.(경영J) 

두 번째 범주인 “지원기관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직원의 높은 이직률”

및 “행정중심 업무추진”으로 구분된다. “직원의 높은 이직률”과 관련해서는 인

증 경영체가 보는 관점에서도 지원센터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하여 이직률이 높

으며, 업무량도 매우 많은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2014년도부터 센터를 보아왔으

니까.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있다. 업무량도 많고. 그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형태로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 보니까 일이 너무 과하면 센터에서 나가버리신다.(경영B)

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직업과 고용의 안정이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들이 무슨 사명

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는가.(경영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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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이다. 자꾸 바뀌니까 하던 분이 바뀌니까 새로 오신 분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

고 가끔씩 직원이 충원이 안 되면 남은 사람이 떠맡아서 해야 하니까 이게 일이 과중이 되어서 잘 

돌아가지 않는다.(경영D)

“행정중심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원센터가 관리중심, 관의 성격 및 예

산의 비유동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원센터가 경영체보다는 공무원

들의 관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지

원센터가 지역연구원 소속인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원센터를 경영체의 입장에서 만들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위에 관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경영B)

지원센터는 우리하고 별개라는 느낌을 받는다. 인증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것 보다는 본인들의 

업무만 바쁜 것 같다.(경영C)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지원센터들이 도 발전연구원이나 도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센터가 경영체

의 불만이 높다. 그런 곳은 왜 그러냐하면 하달식이고 명령식이다. 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에 있으면 딱딱하고 업체들의 접근성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경영F)

세 번째 범주인 “지원기관 요청사항”의 세부범주는 “지원센터 안정화”, “지

원업무 확대” 및 “협회와 협력 강화”로 구분된다. “지원센터 안정화”와 관련해

서는 지원센터 조직의 안정화, 직원 고용의 안정화 및 경영체와 장기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영체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업무의 특성상 지

원센터 조직과 직원 고용의 안정화가 되어야 하며, 고용의 안정감 속에서 직원

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들은 센터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경험도 쌓기를 바란다. 그래야 일처리도 빨

라지고 경영체들도 깊이 있게 많이 알게 되고.(경영D)

경영체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꾸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속성이 있어서 서로가 잘 알게 

되면 서로가 더 잘 챙겨주고 할 수 있다.(경영J)

계약직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안정감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경영H)

“지원업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원업무의 세분화와 각종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지원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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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 강화되길 원하며, 현재 추진하는 지원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지원센터가 

파악하고 안내해주고 직접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센터의 업무가 조금 더 세분화가 되었으면 한다. 지원정책 업무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경영A) 

지원센터 인원이 확충되어서 6차안에서만 말고 각종 정책을 6차산업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했으

면 좋겠다.(경영F)

“협회와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영체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될 수 있도

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인증 사업자 협회와 지원센터 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증 사업자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판

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전 회원들이 정부를 공유해서 확실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든

다. 향후에 협력체계를 더 많은 인증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구축했으면 좋겠

다.(경영E)

지역별 협회는 각 지역별 센터랑 교류를 해야 한다. 협회 사람들하고 처음부터 설계단계부터 협

의할 필요가 있다.(경영H)

홍보판매 부분 안테나숍이나 판매플랫폼이나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협회에 줘야한다. 협회에서 

해야 훨씬 잘한다. 교육이나 인증관리, 컨설팅 이런 것은 지원센터가 하고 판매나 홍보는 협회를 

주는데, 법인화 시켜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다.(경영G)

(2) 결과 요약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지원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현장코칭사업, 판로지원사업 등 지원센터의 역할

과 기능에 만족하고, 지원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체와의 소통, 인증 사업자 협회와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만족

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지원기관 운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원센터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하여 이직률이 높으며, 업무량도 매우 많고, 행정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연계하여 인증 경영체 그룹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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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운영 관련 요청사항은 지원센터 조직의 안정화 및 직원 고용의 안정화로 

경영체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인력을 더욱 충원하고 지원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판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인증 사업자 협회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5.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인증 경영체 인식

(1) 주요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인증 경영체의 종합적 인식은 “정책의 장점”,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요청사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정책의 장점”의 세부범주는 “좋은 취지의 정책”과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좋은 취지의 정책”과 관련해서 농촌

융복합산업 정책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인구 유입 및 청년층 증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1차산업, 2차산업 및 3차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방향성

을 잘 설정한 좋은 취지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6차산업 정책이 취지가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농가를 위한 정책 중에 이게 

가장 좋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다.(경영A)

6차산업을 저희가 선택했던 이유가 6차산업의 방향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의 유입도 

늘어나고 특히 청년들이 늘어나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마지막에는 소득까지 증대되

는 것이 6차산업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6차산업은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경영B)

6차산업 정책은 취자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설정하여 만들어졌다. 지역의 6차산업 

업체 하나가 지역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다.(경영G)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품 발굴, 낮은 수수료 혜

택 등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

증 경영체의 대다수가 농식품가공을 영위하고 있는데,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인증 경영체가 만든 제품의 판매를 위해 다양한 기회와 혜택을 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169 -

6차산업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혜택은 판로, 농협중앙회에서 많은 혜택을 주었다. 수

수료적인 부분을 많이 주었다.(경영A)

6차산업 정책 이것을 통해서 시골에 묻혀있는 제품들을 발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한 장터도 열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경험이 되고, 개별 경영체가 

그런 곳에 나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제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판매를 할 수 없다, 등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되는 거다.(경영I)

두 번째 범주인 “정책의 문제점”의 세부범주는 “성과 중심적인 정책”, “인증 

경영체에 대한 혜택 부족”, “제품가공 중심의 정책” 및 “획일적인 정책”으로 

구분된다. “성과 중심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출 등의 성과를 강조하는 정

부의 정책기조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성과만을 강조하고 매

출이 큰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6차산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

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큰 경영체가 아니고 매출이 큰 경영체도 아니고 우리 농가들의 농산물을 얼마나 수매를 많

이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경영F)

정부에서 매출을 너무 강조 안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질은 국산을 사용하고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주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 같다.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을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 주는 것 같다. 농촌에서 매출은 적지만 농촌에 이

바지한 공로, 지역에 농산물을 많이 활용해주면서 누구나 상을 받을 만하다는 경영체가 되어야 하

는데, 지역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야하는데 매출로 따져버리고 하면.(경영G)

“인증 경영체에 대한 혜택 부족”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인증 경영체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인증 경

영체에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판로지원, 현장코칭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점

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이 경영체

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6차산업 인증을 받을 때는 어려운 관문을 거쳐서 많은 준비를 거쳐서 받았다. 인증을 받은 농가

들은 뭔가 혜택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는데 인증 사업자로서 혜택이 없다.(경영C)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적다.(경영I)

“제품가공 중심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농식품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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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품의 판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1차산업 중심의 경영체나 체험 관광 

중심의 경영체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6차산업이 과연 유통이 답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제가 내고 싶은 안건은 농촌경제

를 생각하면 유통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경영B)

경영체 중에 보면 어차피 6차산업 자체가 가공이나 판매 중심인데 1차 중심을 하는 업체들이 소

외감을 많이 느낀다. 생산하고 바로 판매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모

든 지원정책이 가공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경영E)

“획일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증 경영체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한데 그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지원정책이 문제점이라 인식하고 있다. 그 중

에도 판로지원사업이 그러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

다.

매출이 조금 되는 경영체는 마트나 이런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매출이 매우 큰 

경영체는 백화점이나 수출 등,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은 두리뭉실하게 뭉

쳐놓았다.(경영G)

각 경영체별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좀 피부에 와 닿게끔 지원을 해주면 좋

은데 획일적인 그런 지원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판로개척이 많이 그런 편이다.(경영I)

세 번째 범주인 “정책 요청사항”의 세부범주는 “지속적인 정책”, “실질적 혜

택을 주는 사업” 및 “맞춤형 정책”으로 구분된다. “지속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

다. 정권이 바뀌는 등 국가의 정책기조가 바뀌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사라지지 않고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인증 사업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

강화가 필요하며, 생산자단체와 가공단체 및 유통단체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6차산업 정책을 꾸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연속성부분이 중요한 것이 하다가 말면 

안 하니만 못하다. 지금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힘을 내서 정책을 끌고나

갈 때라 생각한다.(경영D)

어느 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정책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정책

이 되어야한다.(경영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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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업자 사장들끼리 교류가 많이 일어나야 성공을 한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와 가공단체, 유

통단체들 끼리의 결합,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농사짓고 내가 가공하고 내가 판매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민들 단체, 생산자단체의 원물을 수매해서 팔아서 이런 단체들과의 결합, 

이것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정책F)

“실질적 혜택을 주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1년간 추진되었

던 “복합농장 조성사업”과 같은 인증 경영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중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정책 확대, 기존정책사업에 

대한 인증 경영체의 기회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복합농장처럼 농특사업으로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것은 융자정책이다. 선진국처럼 보조를 줄이고 중장기 저리자금으로 넘어가야 한다.(경영F)

사실 6차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많다. 시군 지자체 단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6차산업 

정책을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경영G) 

“맞춤형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영체의 규모별 및 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추

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영체의 규모에 따라 1차산업 중심, 2차산업 

중심, 3차산업 중심, 체험 관광 중심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맞춤형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솔직히 매출액 10억짜리 경영체와 매출액 5천만원짜리 경영체가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 일정규모 미만, 스타트6차, 졸업하면 진짜 6차로 들어와야 하고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경영F)

6차산업 정책이 올해로 4~5년차 된다. 이 시점에서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일보

시키려면 단계별로 맞춤형 6차산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일률적인 정책이 아니라 규모

별로든 성장단계든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6차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6차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경영

H)

(2) 결과 요약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장점은 농촌지역 활성

화를 위해 1차산업, 2차산업 및 3차산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잘 

설정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며, 제품 발굴, 낮은 수수료 혜택 등 6차산업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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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인증 경영체 그룹이 인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문제점은 매출 등의 

성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농식품 가공과 제품의 판매 중심으로 지원

되는 것으로 인해 1차산업 중심의 경영체나 체험 관광 중심의 경영체가 소외감

을 느끼는 것이다.

인증 경영체 그룹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요청사항은 인증 경영체의 

유형과 다양한 규모를 반영한 판로지원사업 등 정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정권이 바뀌는 등 국가의 정책기조가 바뀌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연속

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인증 사업자 간 교류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소규모 직접 지원사업과 중장기 저리자금 

융자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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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책 관계자 인식 종합분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제도 및 주요 지원정책에 대한 실무 전문가,

정책 전문가, 인증 경영체 등 3개 그룹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실무 전문가 그룹

은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생생히 목격한 경험자로서 정책의 적용과정

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

시해 주고 있다. 정책 전문가 그룹은 현재 정책이 추진되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온 참여자로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 인증제도의 위

상, 향후 추진방향 등 넓은 안목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증 경영체 그룹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이

고 동시에 인증 경영체를 대표하는 전국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 관계자들로써,

정책 수혜를 받는 입장과 인증 경영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문

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요청사항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절에서는 3개 그

룹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요청사항)을 중심

으로 각 그룹별 인식의 경향이 어떠한 점이 유사하고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

지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표 4-4>

1. 인증제도

실무 전문가 그룹은 인증제도의 모호성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

다. 인증이 경영체에 대한 인증인지, 경영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인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모호성은 정책 전문가 

그룹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영체의 자격과 사업계획을 모두 인증

해야함으로 인증기준의 적용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이러한 복잡한 과정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인증제도

의 모호성은 인증 경영체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에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없는데

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

도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인증제도가 사

업자 인증이 아닌 사업계획 인증, 즉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인증이 되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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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무 전문가 그룹 정책 전문가 그룹 인증 경영체 그룹

인증

제도

문제점

·인증제도의 모호성 : 인증대상 불명확

·인증 심사기준 : 체험·관광형 경영체 불리함, 자가생산 및 

계약재배, 매출하안 기준, 제도의 경계점 

·인증 사업자 관리 어려움 : 계획서 관리, 현황조사, 제품관리

·인증 대상인 농협 : 인증 취지와 상충, 농협은 지원기관

·인증 위치정립 : 신뢰도를 보장이 안 됨, 안전한 가공품이

라는 자격 인증이 안 됨, 홍보의 부재

·인증제도의 모호성 : 인증대상 불명확, 6차산업 로고사용

·인증 심사기준 : 계약재배 기준 비현실적, 갱신 매출기준

·심사위원 자격 : 낮은 6차산업 이해도, 심사위원의 낮은 

전문성, 심사위원의 심사 자세

·인증 대상인 농협 : 독자적 판로, 지역의 대기업, 지역 경

영체와 규모가 달라 경쟁이 안 됨

발전방안

(요청사항)

·인증제도의 모호성 제거 : 제품에 대한 인증

·인증 심사기준 개선 : 다양한 경영체 특성 반영, 평균 농가

소득 이하 경영체 인증, 자가생산 및 계약재배 완화

·인증 사업자 관리방법 개선 : 인증 사업자 역량강화 교육 필

요, 맞춤형 교육이 필요, 매출액 등 현황조사 간소화

·인증의 위상 정립 : 비 인증 경영체와 차별화, 시장 지향

적 인증, 인증 경영체간 자구적 노력, 자격미달 검토 강화

·인증제도의 모호성 제거 : 상품에 대한 인증, 분야별 맞춤

형 인증 기준 정립

·인증 심사위원 자격 및 역량 강화 : 자격·역량 검토, 교육

·관리 강화 : 관리가 중요, 6차산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인증 

경영체 선별하여 제외

·농협 : 인증대상에서 제외, 판로지원 등 협력대상으로 참여 

현장

코칭

문제점

·운영관리의 어려움 : 전문가 검증이 어려움, 전문위원 지역별 

위촉 중복, 코칭 건별 방문점검 및 모니터링 어려움

·전문분야 매칭의 어려움 : 전문위원 분야 불명확, 경영체와 

전문위원이 눈높이가 다름

·현장코칭사업 악용 가능성 : 악용사례, 검증체계 부실

·운영관리의 문제점 : 정부비율 높음, 단편적이고 연속성 

떨어짐, 비현실적 입점코칭 제도

·전문위원 역량부족 : 전문위원 풀 약함, 6차산업 이해도

·코칭 전문위원의 역량 : 장사꾼 기질 전문위원, 자격 및 

능력 부족

·적절하지 못한 매칭 : 비현실적 코칭, 수준의 차이 

·현장코칭 서비스 시기 제한 : 시기별 코칭서비스 제한

발전방안

(요청사항)

·매칭체계 개선 : 종합적 코칭방법 마련, 코칭담당자 역량강화

·전문위원 운영관리 개선 : 전문위원 6차산업 교육, 지원센터 

자율성 강화, 코칭횟수와 금액 융통성 있게 조절

·현장코칭 운영관리 개선 : 지역 전문가 연계 시스템, 연속

성 있는 코칭체계, 지원센터에 코칭 코디네이터 필요

·전문위원 역량강화 : 6차산업 역량강화, 전문위원의 등급화 

도입 및 경쟁체계 강화

·코칭 전문위원의 질 향상 : 전문위원 활용방법 개선, 실무

코칭 중심

·선배 경영체 멘토제도 운영 : 인증 경영체 현실적인 조언 

활용, 인증 경영체 중 멘토지정

·매칭체계 개선 및 지원횟수 확대 : 경영체 부족한점 선제

적 파악 필요, 현장코칭서비스 횟수 확대

판로

지원

문제점

·판로지원사업의 획일성 : 지역적 특성 미반영, 특정 경영체 

중심 참여

·매출중심의 성과지표 : 안테나숍 기능 부재, 매출 중심의 평

가, 매출액 조사에 대한 압박감  

·판매실적 부진 : 대기업 상품과 경쟁 어려움, 판매실적 저조

·유통판로 관련 기획력 부족 : 운영 관리 체계와 지원시스템 

미흡, 단조로운 상품 구성, 이벤트 기획 및 프로모션 활성화 

기능 취약, 큰 규모의 경영체에만 해택

·경영체의 영세성 : 소규모 경영체는 매스마켓 등 시장진출

이 어려움, 물량 및 품질관리 미숙

·플랫폼 선정의 부적절성 : 절적하지 않은 장소 섭외, 제품

의 성격과 맞지 않는 플랫폼 선정

·판매실적 저조 : 비용에 비해 판매실적 저저

·판로지원사업의 획일성 : 다양한 경영체의 특성 반영 못

함, 소규모 경영체 참석이 어려움

발전방안

(요청사항)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 : 판매경로 다양화, 제품개선 시스템 

강화, 다양한 경영체 참여기회 확대

·매출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 안테나숍 평가 개선, 지역특색 

·판로지원사업 전략의 고도화 : 6차산업 생산자 전국구 마케

팅 조직 구성, 메가브랜드화, 안테나숍과 판촉전은 엄연히 

구별, 통합안테나숍 운영, 수출전략

·적절한 플랫폼 선정 : 서울 명동, 강남 등에서 실시, 시군

단위 교차판매, 지역축제 참여확대 

·다양한 소비시장 개척 : 대형마트 외 시장 개척, 유통품평

<표 4-4> 그룹별 인식 비교



- 175 -

구 분 실무 전문가 그룹 정책 전문가 그룹 인증 경영체 그룹

반영 등 판로지원사업 평가기준 개선 필요

·다양한 소비시장 개척 : 유통품평회 활성화, 안테나숍 활성

화, 수출시장 개척, 6차산업 고객층 확보

회 활성화, 안테나숍 역할 회복

·맞춤형 판로지원 추진 : 경영체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다양

한 지원사업 개발하여 추진

지원

기관

운영

문제점

·조직 및 직원고용 안정화 부재 : 조직 3년 주기 재지정, 비

정규직 인력 효율성, 전문성, 책임감 등에 문제 발생

·업무과다 및 행정중심 업무추진 : 중앙 및 시도 요청자료 및 

조사자료 과다, 업무과중 

·업무과다 및 인력 부족 : 한정된 예산과 인력, 행정기관과 

비즈니스 기관 동시 운영, 임시조직, 인력부족

·행정중심 업무추진 : 예산구조에 따른 행정 종속성

·직원의 높은 이직률 :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 높음, 

·행정중심 업무추진 : 센터가 관의 성격이 강해 경영체 접

근성 약화, 관리 관점의 업무처리

발전방안

(요청사항)

·직원고용 안정화 : 고용 안정성 강화로 전문성 향상

·조직의 독립 : 지원센터 독립필요, 센터의 법인화가 필요

·업무영역 확대 : 지원센터 역할강화 및 인력보강, 다양한 정

책사업 업무 센터에 부여

·지원업무에 다양한 주체 활용 : 기초 자치단체 내 혁신주

체 활용, 혁신주체 활용 기초자체단체를 지원하는 방안 마

련, 사업 분야별 혁신주체 활용 

·행정중심 탈피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추진, 지원센터

의 역량강화 필요

·지원센터 안정화 : 안정되고 오랫동안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및 센터 직원 필요

·지원업무 확대 : 센터업무 세분화 필요, 경영체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 사업 및 정책에 대한 공유 강화

·협회와 협력 강화 : 지역 협회와 의견 협의 및 교류 강화

정책

종합

문제점

·성과 중심적인 정책 : 지나친 매출액 강조, 중복지원, 기업적

인 우수사례 선정

·제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 : 식품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업체 중심의 정책

·획일적인 정책 : 다양한 규모와 성격을 가진 경영체 특성 반

영하지 못하는 정책, 경계지역 농촌의 소외

·제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 : 농업인 반감, 가공업자나 

유통업자 중심 정책, 지원대상의 모호성

·성과 중심적인 정책 : 정량적인 목표치 부적절, 공무원적 

발상의 목표

·성과 중심적인 정책 : 정부에서 매출을 너무 강조, 매출이 

큰 경영체 중심, 농가보다는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

·인증 경영체에 대한 혜택 부족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

원사업이 적음

·제품가공 중심의 정책 : 모든 지원정책이 가공중심, 1차 중

심 또는 농산물 생산·판매하거나 체험 경영체 소외

·획일적인 정책 : 인증 경영체에 맞춤형 사업이 부재, 각 경

영체별로 맞는 사업 발굴이 안 됨, 획일적인 지원

발전방안

(요청사항)

·맞춤형 정책 추진 : 제품가공 및 판매 중심에서 탈피, 단계별 

지원사업 필요,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영체 기회부여 확대

·정책의 다양화 :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사회적 경제 개념 도

입, 여성 참여 정책 추가

·정책 지원기관의 안정화 :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지원센터 

안정화

·정책대상 특성 파악 : 정책의 핵심 대상인 인증 경영체에 

대한 특성을 파악,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

·정책의 안정화 및 고도화 : 농산업의 구조자체가 농촌융복

합산업형으로 가도록 점진적으로 목표 수정, 농촌융복합산업 

포지션 명확히 설정, 농촌융복합산업과 4차산업 연계 고민

·비즈니스 중심의 정책 : 산업정책 관점의 정책 추진, 대기

업 제품 및 서비스 대체, 6차산업 통합브랜드 창출

·지속적인 정책 : 정책의 연속성 및 지속성 중요

·네트워크 강화 정책 : 인증 사업자들끼리 교류 강화, 생산

자단체-가공단체-유통단체들 간의 교류 강화

·실질적 혜택을 주는 사업 추진 : 보조를 줄이고 중장기 금

리지원 확대, 농특예산의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개발 필요, 5천만 원 이내 소액 사업 발굴  

·맞춤형 정책 :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인증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판로개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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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

책 전문가도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해썹(HACCP)이나 지리적표시제처

럼 명확한 하나의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으며, 결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증으로 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체험·관광형 경영체가 지역

농산물 사용비율 파악이 어려운 점 등 인증 경영체로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공통적

으로 자가생산 및 계약재배 기준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준이라 인식하고 있

다. 실무 전문가 그룹은 자가생산과 계약재배에 대한 최소비율 등 명확한 기준

이 없어 아주 작은 규모의 자가생산과 계약재배만 하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

는 요건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계약재배의 경우 소규모 경영체에는 현실적으로

도 맞지 않는 기준이라 인식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 그룹도 계약재배에 대해 

수급량 조절, 보관시설 등의 문제로 영세한 경영체가 상당량의 계약재배를 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이상 매출을 내는 경영체에만 인증대상 자격을 주는 기준도 영

세한 경영체에 대한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심사기준

과 관련하여 실무 전문가 그룹은 자치구 동지역의 자연녹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공단지 및 창업보육센터 위치에 따른 입주 경영체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심사기준이 다양한 경영체의 특성을 반

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가생산 및 계약재배 요

건과 관련해서는 지역 농산물의 수매도 가능하도록 열어주어야 하며, 매출 기

준도 완화하여 영세한 경영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 대상과 관련해서는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모두 농협

이 인증 대상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그룹은 법적으

로 농협이 인증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인식

하고 있고, 인증 경영체 그룹은 농협이 인증 대상으로 일반 경영체와 경쟁관계

가 되어서는 안 되며, 판로지원 등 인증 경영체를 도와주는 주체가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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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인증 경영체 그룹은 농협을 인

증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해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인증제도가 예비 

인증을 포함하여 시행된 지 4년이 되는 시점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이 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정책 전문가 그룹은 비인증과의 차별화, 시장 지

향적 인증, 인증 경영체의 자구적 노력 등을 통해 인증 받은 경영체는 안전하

고 높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담보함으로써 비인증 경영체와

의 차별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기업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지향적 인증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 현장코칭사업

현장코칭사업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과 정책 전문가 그룹은 공통적으

로 현장코칭사업에 대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그룹은 전문위원 역량과 현장에서 코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의 어려우며, 전문위원이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와 경영체 만족도 조사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운영·관리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다. 정책 전문가 그룹은 이 사업이 정부지원 비율이 높고, 단편적인 현장코칭으

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비현실적인 입점코칭 제도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 그룹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코칭 서비스를 받

지 못하거나 코칭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 단편적인 코칭으로 끝나는 것을 문제

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전

문위원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센터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장코칭 횟수

와 금액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

다. 정책 전문가 그룹은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는 시스템과 연속

성 있는 현장코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증 경영체 

그룹도 현장코칭 서비스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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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공통적으로 코칭 전문위원의 역량

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 그룹은 기본적으로 코칭 전문위원

이 6차산업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6차산업의 정신과 취지에 맞는 방

향으로 컨설팅을 해야 함에도 6차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전문위원이 많은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인증 경영체 그룹은 전문위원별로 역량

의 차이가 심하며,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전문위원이 활동하는 것을 문제

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전문가 그룹은 전

문위원의 등급화 등 전문위원 간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

며,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의 6차산업 이해도에 대한 검증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 경영체 그룹은 현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실무적인 

코칭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선배 경

영체 멘토제도 도입” 등 다양한 경험과 성장과정을 거쳐서 성공한 인증 경영체

를 활용하여 경영체 간 멘토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영체와 전문위원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

증 경영체 그룹이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그룹은 

코칭 전문위원과 경영체의 눈높이 차이와 지원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적절한 

매칭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증 경영체 그룹

은 경영체의 규모나 특성, 필요한 부분을 잘못 파악하여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

례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 전문

가 그룹은 코칭범위에 대해 사전조율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 코칭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체가 스스로 선택매칭을 하여 전문위원 간 

경쟁구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 그룹도 지원센

터 코칭담당자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칭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증 경영체 그룹도 경영체가 스스로 부족

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원센터에서 선제적으로 경영체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문위원 매칭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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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로지원사업

판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공통적으

로 매출실적 부진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그룹은 인증 경영

체의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약하고, 참여 경영체가 영세하여 현재의 판로지원사

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책 전문가 그룹

이 문제점으로 인식한 인증 경영체의 영세성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소규모 인증 

경영체는 매스마켓 등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크며, 특히, 물량 및 품질관리에 미

숙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증 경영체 그룹은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장소나 

위치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제품이 플랫폼과 

성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 그룹은 안테나숍 기능강화, 품평

회 활성화, 수출활성화, 농협과의 협력,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증 경영체 그룹은 판촉행사의 장소나 위치를 경쟁력 있는 

자리에 계획하여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며, 대형마트 

중심의 판로지원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전문가 그룹은 전국적인 6차산업 인증 경영체를 

조직화하고 통합브랜드를 구축하여 6차산업 제품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시

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경영체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사업추진

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그룹은 판로지원사업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중심으

로 추진되다 보니 일부 경영체만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지역적 특성도 고려되

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증 경영체 그룹도 계속 

참석하는 경영체만 참석하게 되고 소규모 영세한 경영체는 참석이 어려운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

원센터 중심으로 추진되는 판로지원사업이 운영관리 체계와 지원시스템 미흡,

단조로운 상품 구성, 이벤트 기획 및 프로모션 활성화 기능 취약, 큰 규모의 경

영체만 해택을 보는 실태 등 유통판로 관련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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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은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그

룹은 다양한 분야의 경영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체험 관

광과 연계를 추진하며, 더 나아가 가공, 유통,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까지 통

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 

경영체 그룹은 규모별로 적절한 시장을 찾아주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며, 시

장 진출을 단계별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전문가들은 매출성과 중심의 판로지원사업 추진을 문제점

으로 인식하고 있다. 안테나숍의 경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검토하고 이

러한 과정의 피드백을 통해 상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본연의 기능인데, 안테

나숍도 매출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안테나숍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과중심의 평가는 다양한 경

영체의 판로지원사업 기회를 막고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지표의 다양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안테나숍의 제 기능을 찾아

야 하며 품평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독창적

인 특징에 따라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 

경영체 그룹도 안테나숍 기능의 회복과 중앙단위 유통품평회 활성화에 대한 필

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4. 지원기관 운영

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기관에 소속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지원기관 

조직과 직원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

원센터는 제도적으로 3년에 한 번 재지정 되는 구조로 임시조적의 성격을 가지

며, 이러한 이유로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이 

매우 높아 장기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라 인식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도 문제점으로 인

식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센터의 핵심인력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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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서비스의 질과 업무처리 속도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느끼는 인증 경영체 그

룹은 지원센터 직원의 높은 이직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세 그룹 모두 지원센터가 예산이나 조직의 규모에 비해 업무가 과다

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그룹은 중앙에서 요구하는 매

출액 조사 등 행정적인 자료가 너무 많아 현장에서 경영체와 소통하고 지원해

야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정책 전문가 그룹도 지원센터가 임시

조직이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행정적 요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증 경영체 그룹은 지원센터가 현장

의 경영체보다는 공무원들의 관리의 편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문

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충청남도 지원센터

의 사례를 들면서 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을 정립해야하고, 더 나아가 지원

센터의 법인화와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관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 그룹도 안정감 속에서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조직과 직원 고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전문가 그룹도 지원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갖

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을 활용하여 지원센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5.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세 그룹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문제점은 성과 중심

적인 정책과 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 중심

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은 정부가 인증 경영체의 매출액 등 정

량적 성과만을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키워내기보다는 이미 성

장한 품목, 매출액이 큰 경영체를 강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정부가 정량적인 성과목표에 많이 치중하고 있으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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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표를 성급히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증 경

영체 그룹도 매출 등의 성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점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특히 매출규모가 큰 기업을 위주로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농촌

융복합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전문가 그룹은 단기적인 정량적 정책목표를 중장기

적이고 발전적으로 설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명확한 포지션을 재설정

하는 등 정책의 안정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 그룹 모두 현 정책이 농업중심,

체험 관광 중심 보다는 철저히 가공 및 판매·유통 중심이라 인식하고 있다. 실

무 전문가 그룹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1~3차산업의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현상이 실질적인 농업과 농업인

이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 

그룹도 1차산업 중심의 경영체나 체험 관광 중심의 경영체는 이 정책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은 경영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정책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무 전문가 그룹은 영세

한 경영체나 중소기업형 경영체 등 규모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지원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증 경영체 그룹도 다양한 규모와 

산업구조를 가진 경영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지원사업이 추진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 그룹

은 다양한 발전단계의 경영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의 필요하며, 발전 가능

성이 있는 영세한 경영체에도 기회부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

다. 또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으

며, 특히, 산업분야와 매출규모 등의 지표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

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 경영체 

그룹도 경영체의 규모 및 1차산업 중심, 2차산업 중심, 3차산업 중심, 체험 관

광 중심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맞춤형 농촌융복

합산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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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책 전문가 그룹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안정화되고 고도화되

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기업(경영체)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기업 제품 대체전략, 비즈

니스 모델 및 브랜드마케팅 강화를 핵심방향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대기업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이를 실

천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간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구

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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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특성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본 장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지원의 핵심 대상이자 농촌융복합산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주체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증 경영체

를 몇 개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나누고 세분화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유형화가 정책 지원의 관점에서 전체 경영체

의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서로 다른 유형에 있는 경영체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 정책 지원 및 

정책 평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및 효과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서근하 외, 2011 ; 이준호 외, 2012 ; 유효선 외, 2012).

본 연구의 제4장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관계자 인식 분석” 결과에서도 유형

화를 통한 인증 경영체 특성 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무 전문가 그

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실질적인 추진과정에서 다양

한 경영체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제품의 가공과 판매를 중심으로 추

진되고 있어, 체험 관광이나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체, 그리고 영세한 경영

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무 전문가 그룹은 다양한 발전단계의 경영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영세한 경영체에도 기

회부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 그룹도 경영체의 

규모 및 1차산업 중심, 2차산업 중심, 3차산업 중심, 체험 관광 중심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적합한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맞춤형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추진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전문가 그룹은 모든 정책에는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

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정책의 핵심 대상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경영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분야와 매출규모

를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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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장에서는 정책의 핵심 대상에 대한 기초자료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다양

한 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 경영체가 

영위하는 산업분야와 매출규모를 중심으로 경영체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화를 위한 분석의 대상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통해 인

증을 받은 전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이며, 이들 경영체에 대한 자료

는 2017년 한 해 동안 농촌진흥청,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및 각 지역

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6차산업 기초실태조

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2016년 기준 897개의 농촌융복합산업 인

증 경영체에 대한 경영주 특성, 사업운영 및 조직 형태, 산업차수 조합형태, 산

업별 매출규모 및 비중 등 다양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 이 자료는 정책 추진

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로서 정책 수혜대상에 대한 유형화를 위해 

적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는 적합한 유형화 변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적정 변수를 선장하

기 위해 정책 전문가들이 강조한 산업분야와 매출규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

고, 이와 동시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낮은 변수들을 차례로 제거했으며, 군집 

내에는 동질성, 군집 간에는 이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류 항목을 발견하고자 

반복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운영형태(4개 항목),

총 매출 및 사업별 매출비중(4개 항목), 가족농 여부(1개 항목) 등 총 9개 항목

을 기준 변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를 축약하여 의미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고,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 값(factor score)을 투입하여 계층적 군집분석

(Ward 분석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군집 수를 결정하였다. 그

리고 결정된 군집 수를 적용한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 분석방법)을 실시하

여,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농업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및 가공형의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세분화된 유형의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이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파악된 특성에 맞는 유형별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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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897개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하였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경영주 일반 현황에 관한 6개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616명(68.7%)으로 여자 271명(30.2%)보

다 2배 이상 많았다. 경영주의 연령별로는 50대가 368명(41.0%)으로 가장 많았

으며, 60대가 247명(27.5%), 40대가 159명(17.7%), 30대 이하가 64명(7.1%), 70대 

이상이 44명(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증 사업체 경영주의 영농경력 

20년 이상이 359명(4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19년이 

226명(25.2%), 5-9년이 149명(16.6%), 3-4년이 62명(6.9%), 3년 미만이 68명(7.6%)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영주가 과거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혹은 귀촌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 358명(39.9%)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가운데 귀농 귀촌

한지 5년 이하가 85명(23.7%), 6-10년이 55명(15.4%), 11-15년이 79명(22.1%),

16-20년이 101명(28.2%), 1997년 이전에 귀농 귀촌하여 20년 이상 된 경영주가 

38명(10.6%)으로 나타났다. 귀농 귀촌 이전 직업으로 제조업과 공공행정업에 종

사한 경우가 각각 51명(14.2%)이며, 세일즈업이 35명(9.8%), 금융업이 14명

(3.9%), 홍보 광고업이 6명(1.7%), 관광업이 5명(1.4%), 법률서비스업이 3명

(0.8%) 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경영주에 관한 6

개 항목에 대한 표본 특성을 <표 5-1>에 제시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사업운영형태, 사업체 조직형태, 산업차수 조

합형태, 가족농 여부, 6차산업 향후 사업방향 등 사업 및 조직 특성에 관한 6개 

항목과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업운영형태는 한 사업체가 여러 사업형태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이며, 농식품가공이 785개(87.5%)로 인증사업체의 대부분

이 운영하는 사업형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농축산물직매장 207개(23.1%),

농가식당 61개(6.8%), 농촌교육농장 149개(16.6%), 관광농원 49개(5.5%), 농촌체

험휴양마을 96개(10.7%) 및 기타농촌체험이 191개(2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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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 비고

전  체 897 100.0 -

경영주

성별

남성

여성

무응답

616

271

10

68.7

30.2

  1.1

-

경영주

연령

39세 이하

40 - 49세

50 - 59세

60 - 69세

70세 이상

무응답

64

159

368

247

44

15

  7.1

17.7

41.0

27.5

  4.9

  1.7

-

경영주

영농경력

3년 미만

3 - 4년

5 - 9년

10 - 19년

20년 이상

무응답

68

62

149

226

359

33

  7.6

  6.9

16.6

25.2

40.0

  3.7

-

경영주

귀농여부

예

아니오

358

539

39.9

60.1
-

귀농자의

귀농시기

5년 이하(2013년 이후)

6-10년(2008-2012년)

11-15년(2003-2007년)

16-20년(1998-2002년)

20년 이상(1997년 이전)

85

55

79

101

38

23.7

15.4

22.1

28.2

10.6

귀농자 

358명 대상

귀농자의

귀농 전 

종사분야

제조업

공공행정업

세일즈업

금융업

홍보‧광고업

관광업

법률서비스업

기타

51

51

35

14

  6

  5

  3

193

14.2

14.2

9.8

3.9

1.7

1.4

  .8

53.9

귀농자

358명 대상

<표 5-1> 표본의 특성 - 경영주(6항목)

또한 사업체 조직형태별로는 농업법인이 542개(60.4%)로 가장 많았으며, 농

업인(개인)이 99개(11.0%), 농업협동조합 51개(5.7%), 마을공동체(비법인)가 8개

(0.9%), 일반사업자(법인)가 191개(21.3%), 기타 6개(0.7%)로 나타났다.

산업 차수별 조합 형태로는 “1차×2차×3차”가 558개(62.2%)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1차×2차”가 253개(28.2%), “1차×3차”가 86개(9.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농 여부별로는 가족농에 해당되는 경우가 406개(45.3%)이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491명(54.7%)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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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 비고

전  체 897 100.0 -

사업

운영형태

농식품가공

농축산물직매장

농가식당

농촌교육농장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기타농촌체험

785

207

61

149

49

96

191

87.5

23.1

  6.8

16.6

  5.5

10.7

21.3

중복응답

※ 체험‧관광

(농촌교육농장+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기타농촌체험)

: 485/54.1%

사업체

조직형태

농업인(개인)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마을공동체(비법인)

일반사업자(법인)

기타

99

542

51

  8

191

  6

11.0

60.4

  5.7

   .9

21.3

   .7

-

산업차수

조합

형태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253

86

558

28.2

  9.6

62.2

-

가족농

여부

해당

미해당

406

491

45.3

54.7
-

6차산업

향후 사업방향

유지

확대

축소

무응답

366

510

16

  5

40.8

56.9

  1.8

   .6

-

지역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7

11

94

101

67

13

  3

176

140

54

92

59

  9.7

  1.2

10.5

11.3

  7.5

  1.4

   .3

19.6

15.6

  6.0

10.3

  6.6

-

<표 5-2> 표본의 특성 - 사업 및 조직(6항목)

6차산업 관련하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경영체가 510개(56.9%)

로 가장 많았고, 현상유지를 원하는 경영체가 366개(40.8%)인 반면, 사업 축소

를 원하는 경영체가 16개(1.8%)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은 향후 6차산

업 관련 사업을 확대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76개(19.6%)와 전남 140개(15.6%)로 호남 지역의 분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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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 101개(11.3%), 강원 94개(10.5%), 경남 92개(10.3%),

경기 87개(9.7%), 충남 67개(7.5%), 경북 54개(6.0%), 제주 59개(6.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 13개(1.4%), 인천 11개(1.2%), 대전 3개(0.3%)로 규모가 작

은 특별자치시나 광역시 등 농촌지역이 적은 지역은 인증 경영체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사업 및 조직 특성인 사업운영형태, 사업체 

조직형태, 산업차수 조합형태, 가족농 여부, 6차산업 향후방향 항목과 지역 분

포를 정리하여 <표 5-2>에 제시하였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매출관련 항목은 총 매출액, 1차산업 매출액,

2차산업 매출액, 3차산업 매출액, 1차산업 매출 비중, 2차산업 매출 비중, 3차산

업 매출 비중의 7개 항목이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총 매출액은 평균 1,114,979,000원

(SD=2399.031)이며, 0.5억 원 미만이 47개(5.2%), 0.5-1억 원 미만 91개(10.2%),

1-2억 원 277개(30.9%), 3-4억 원 133개(14.8), 5-9억 원 129개(14.8%), 10-29억 원 

124개(13.8%) 및 30억 원 이상은 87개(9.7%)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1-2억 원대 

경영체 비중이 가장 높고, 5억원 미만이 전체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추가적

으로 50억 원 이상이 45개(5.0%), 100억 원 이상이 18개(2.0%)로 나타나고 있다.

1차산업 매출액은 평균 125,465,000원(SD=473.203)으로, 0.5억 원 미만 168개

(18.7%), 0.5-1억 원 미만 76개(8.5%), 1-2억 원 102개(11.4%), 3-4억 원 39개

(4.3%), 5-9억 원 21개(2.3%), 10-29억 원 15개(1.7%), 30억 원 이상 8개(0.9%)로 

나타났다.

2차산업의 평균 매출액은 1차산업과 3차산업 매출액보다 높은 837,530,000원

(SD=2193.386)으로, 0.5억 원 미만 146개(16.3%), 0.5-1억 원 미만 99개(11.0%),

1-2억 원 209개(23.3%), 3-4억 원 91개(10.1%), 5-9억 원 78개(8.7%), 10-29억 원 

88개(9.8%), 30억 원 이상 68개(7.6%)로 파악되었다.

3차산업의 평균 매출액은 1차산업 매출액보다 다소 높은 151,986,000원

(SD=698.270)으로, 0.5억 원 미만 234개(26.1%), 0.5-1억 원 미만 101개(11.3%),

1-2억 원 100개(11.1%), 3-4억 원 26개(2.9%), 5-9억 원 22개(2.5%), 10-29억 원 

19개(2.1%), 30억 원 이상 8개(0.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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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총매출액과 산업별 매출 규

모는 다음 <표 5-3>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  분 사례수 % 비고

전  체 897 100.0 -

총

매출액

0.5억 원 미만

0.5-1억 원 미만

1-2억 원

3-4억 원

5-9억 원

10-29억 원

30억 원 이상

무응답

47

91

277

133

129

124

87

  9

5.2

10.2

30.9

14.8

14.4

13.8

9.7

1.0

※ 50억 원 이상:

   45개(5.0%)

※ 100억 원 이상:

   18개(2.0%)

※ 평균 :   

  11억1498만 원

  (SD=2399.031) 

1차산업 

매출액

0.5억 원 미만

0.5-1억 원 미만

1-2억 원

3-4억 원

5-9억 원

10-29억 원

30억 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168

76

102

39

21

15

  8

468

18.7

8.5

11.4

4.3

2.3

1.7

  .9

52.2

※ 평균 :   

   1억2547만 원

    (SD=473.203)

2차산업 

매출액

0.5억 원 미만

0.5-1억 원 미만

1-2억 원

3-4억 원

5-9억 원

10-29억 원

30억 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146

99

209

91

78

88

68

118

16.3

11.0

23.3

10.1

8.7

9.8

7.6

13.2

※ 평균 :   

   8억3753만 원

   (SD=2193.386) 

3차산업 

매출액

0.5억 원 미만

0.5-1억 원 미만

1-2억 원

3-4억 원

5-9억 원

10-29억 원

30억 원 이상

무응답/해당없음

234

101

100

26

22

19

  8

387

26.1

11.3

11.1

2.9

2.5

2.1

  .9

43.1

※ 평균 :   

   1억5199만 원

   (SD=698.270)

<표 5-3> 표본의 특성 - 매출 규모(4항목)

1차산업의 매출 비중은 평균 15.1%(SD=25.452)로 나타났다. 세부 비중별로는 

10% 미만 124개(13.8%), 10-19% 55개(6.1%), 20-29% 48개(5.4%), 30-39%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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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0-49% 27개(3.0%), 50-59% 27개(3.0%), 60-69% 32개(3.6%), 70-79% 26개

(2.9%), 80-89% 19개(2.1%), 90% 이상은 19개(2.1%)이다.

구  분 사례수 % 비고

전  체 897 100.0 -

1차산업 매출 

비중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무응답/해당 없음

124

55

48

44

27

27

32

26

19

19

476

13.8

6.1

5.4

4.9

3.0

3.0

3.6

2.9

2.1

2.1

53.1

※평균:15.1%

  (SD=25.452) 

   

2차산업 매출 

비중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무응답/해당 없음

123

38

37

32

33

47

48

45

51

316

127

13.7

4.2

4.1

3.6

3.7

5.2

5.4

5.0

5.7

35.2

14.2

※평균:53.7% 

  (SD=40.965)

3차산업 매출 

비중

10% 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무응답/해당 없음

151

71

56

36

27

28

16

20

19

66

407

16.8

7.9

6.2

4.0

3.0

3.1

1.8

2.2

2.1

7.4

45.4

※평균:19.0%

  (SD=30.180)

<표 5-4> 표본의 특성 - 산업별 매출 비중(3항목)

2차산업의 매출 비중은 평균 53.7%(SD=40.965)로, 10% 미만 123개(13.7%),

10-19% 38개(4.2%), 20-29% 37개(4.1%), 30-39% 32개(3.6%), 40-49% 33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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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47개(5.2%), 60-69% 48개(5.4%), 70-79% 45개(5.0%), 80-89% 51개(5.7%),

90% 이상은 316개(35.2%)로 나타났다.

3차산업의 매출 비중은 평균 19.0%(SD=30.180)이며, 10% 미만 151개(16.8%),

10-19% 71개(7.9%), 20-29% 56개(6.2%), 30-39% 36개(4.0%), 40-49% 27개(3.0%),

50-59% 28개(3.1%), 60-69% 16개(1.8%), 70-79% 20개(2.2%), 80-89% 19개(2.1%),

90% 이상이 66개(7.4%)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산업별 매출 비중을 정리하면 <표 5-4>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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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증 경영체 유형화

1. 요인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변수들 간의 공분산, 상관관계 등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들 간에 작용하고 있는 내재된 요인들을 추출하여 전체 자료를 대

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축약하는 분석 방법으로서, 요인분석에 의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진 측정항목들은 수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채서일, 1992 ; 남궁근, 2010 ; 이훈영, 2014). 본 연구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

증 경영체의 일반현황 중에서 경영주 관련 6개 항목, 향후 사업방향, 사업운영

형태, 사업체 조직형태, 산업 차수 조합형태, 산업별 매출액과 비중 6개 항목,

총매출액, 가족농 여부, 지역의 총 19개 항목을 고려하였다.

이 가운데 사업체 경영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들은 대부분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척도가 아니면서 유형분류 시 변별력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 항목을 배제하였고, 산업별 매출액과 산업별 매출비중,

사업운영형태와 산업 차수 조합형태 등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항목들도 배

제하였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유

형분류의 기준변수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이 경영체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매출에 관련된 항목과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운영형태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량적으로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 산업분야와 

매출규모를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나머지 변수들을 투입하면서 반복적인 분석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가 낮고 유형화에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발견하여, 사업운영형태(4개 

항목), 총 매출액 및 산업별 매출비중(4개 항목), 가족농 여부(1개 항목) 등 총 9

개 항목을 투입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항목 중 명목척도로 구성된 사업운영

형태와 가족농 여부 등의 항목은 더미(dummy)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으

며, 이들 9개 투입변수를 의미 있는 요인으로 축약하여 해석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kin)측도를 이용한 표본적합도 점검과 바틀렛의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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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에 투입된 데이터가 적합한지 검증을 하였다. KMO

측도는 단순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측정 항목에 대한 표

본의 적합도를 결정하는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0.5～0.6이상이면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수집된 자

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Hair 외, 2006). 본 연구를 위해 요

인분석에 투입한 데이터의 KMO 측도는 0.653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양

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은 모집단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관행렬내의 변수들이 의미 있

는 상관관계를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구형성 검정치가 크고 유의수준

이 작으면 “상관행렬은 단위행렬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서 요인분석

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Hair 외, 2006).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구형성 검정치는 1473.888(p<0.001)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동일한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고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변수들을 동질적인 요인으로 

묶어 변수를 축약하고, 단순화시키는 분석방법으로, 이러한 요인을 추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널리 이용되는 요인분석 모델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이 있

다. 여기서 최초의 정보를 최소한의 요인으로 압축하고자 할 때는 주성분 분석

을 이용한다(이훈영, 2014). 정제 단계를 거쳐 투입된 9개 항목을 축소하여 의미 

있는 요인을 추출해 내고자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공

통성(community)이 0.4 이상이면서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은 0.5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특징을 가진 

직각회전 방법을 이용하였다. 직각회전방법의 여러 방법들 중에서 사후분석에 

용이한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이용하여 고유 값(eigenvalue)이 

1 이상의 4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들 요인은 전체 분산에 대해 약 67.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 67.5%의 의미는 요인분석에 사용된 

9개 변수들의 67.5%가 4개의 요인에 의해 설명됨을 의미한다(구동모, 2010).

요인명은 각 요인들에 강하게 연관된 항목들을 특성에 기초하여 명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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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요인에 명명한 요인명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으나, 요인명은 

각 요인들에 강하게 연관되어진 측정 항목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개 요인에 대해서, 제1요인은 2차산업 매출 비중

이 큰 “농식품가공” 요인으로, 제2요인은 매출액이 작고 가족농 경향이 큰 “소

규모 가족농” 요인으로 제3요인은 농축산물 직매장과 농가식당 운영 경향이 강

한 “직매장 농가식당” 요인으로, 마지막으로 제4요인은 1차산업 매출 비중이 

큰 “1차산업”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위와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표 5-5>와 같다.

항목

요인1

농식품

가공

요인2

소규모

가족농

요인3

직매장‧

농가식당

요인4

1차

산업

공통성

농식품 가공 .824 .009 .090 -.080 .693

3차산업 매출비중 -.756 .067 .421 -.181 .786

2차산업 매출비중 .718 -.126 -.125 -.451 .751

체험‧관광 -.517 .336 .127 .030 .497

가족농 .045 .812 .142 .223 .732

총 매출액 .260 -.753 .191 .117 .685

농축산물 직매장 .048 .025 .833 .110 .709

농가식당 -.258 -.030 .588 -.120 .428

1차산업 매출비중 -.091 .070 -.038 .937 .893

eigenvalue 2.622 1.368 1.055 1.033 -

설명력 29.136 15.141 11.725 11.476 -

누적설명력 29.136 44.277 56.003 67.479 -

<표 5-5> 요인분석 결과

2. 군집분석에 의한 유형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란, 각 대상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대상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 간 상이성을 규명하는 분석방법이다(이양구 외, 2005 ; 하지철 외,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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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외, 2012). 앞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요인을 투입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고자 Ward 방법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산출된 군집의 수를 반영하여, 비 계층

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

다.

(1) 군집의 수 결정

군집분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은 군집의 개수이다. 군집

의 개수가 결정되면, 각 개체는 군집중심에 가까운 군집으로 할당되게 된다(이

훈영, 2014 ; 오동록, 2017 ; 이찬도, 2017). 본 연구에서는 먼저 Ward 방법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행하여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그림 

5-1>은 Ward 방법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의 최종 분석결과인 덴드로그램

(dendrogram)이다.

<그림 5-1>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 

제시된 덴드로그램은 계층적 방법에 의해 각 개체 간 또는 군집 간의 병합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가로축은 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을, 세로축은 

해당 군집 수에 대한 결정계수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덴드로그램을 참고

하여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덴드로그램에 의존하여 군집의 수

를 정하는 것은 매우 시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덴드로그램은 군집형성에 대한 탐색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군

집의 수를 결정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이훈영, 2014). 본 연구에서는 덴

드로그램 상에 나타난 세로축의 거리가 5개 군집으로 줄어들 때 군집별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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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집이 5개로 축소될 때 타 군집과의 거리가 10 정

도이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이 기준에 의해 5개를 

적정한 군집의 수로 결정하였다.

(2) 군집의 분류 및 유형 명명

요인분석결과 산출된 4개 요인을 투입하여, 대표적인 비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중심의 값이 ±0.40 이상이면 군집이 

해당 속성을 비교적 뚜렷하게 가지는 것으로, 또한 ±0.20∼±0.39는 해당 속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하지철 외, 2010). 군집분석의 결과로 도출

된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군집은 1차산업 매출 비중이 매우 높은 1차산업 요인의 적재량이 두드러

지는 특징을 보여 “농업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897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중에서 108개(12.0%)가 해당된다.

제2군집은 5개 군집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은 75개로 전체 인증 

경영체의 8.4%에 불과하다. 농축산물 직매장을 중심으로 농가식당의 적재량이 

높게 나타나, “직매 농가식당형”으로 명명하였다.

제3군집은 118개(13.2%)의 인증 경영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산업 매출 비

중, 농식품가공의 적재량 및 직매장·농가식당이 높은 요인특성을 고려하여 “직

매 가공형”으로 명명하였다.

제4군집은 115개로 전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차산업 매출 비중이 낮고 농식품가공 유형이 아닌 인증 경영체

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집이다. 요인분석에서 제1요인에 부(-)적인 요인적재량을 

보인 3차산업 매출비중과 체험 관광 항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요

인의 군집 중심 값이 부(-)적으로 명확하게 강한(-2.06884) 특성을 보이고 있으

므로 “체험 관광형”으로 명명하였다.

제5군집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구성의 절반을 초과하는 481개

(53.6%)로 가장 큰 군집이다. 제1요인인 농식품가공 요인의 군집 중심 값이 0.4

이상으로 높은 만큼 “가공형”으로 명명하였다.

비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는 다음 <표 5-6>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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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F

(sig.)

군집명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사례수) (108) (75) (118) (115) (481)

농식품가공 요인 .04322 -.39445 .54840 -2.06884 .41190 504.043

소규모가족농 요인 .14988 .69478 -.28002 -.03834 -.06413 13.188

직매장·농가식당 요인 -.24560 2.00640 1.35897 -.32420 -.51358 643.156

1차산업 요인 2.15276 -.45534 .12423 -.20599 -.39359 445.878

<표 5-6>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 결과

주) *p<.05, **p<.01, ***p<.001

(3) 유형별 특성 분석

전술한 분석 절차를 통해 897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농업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그리고 가공형의 5개 군집으로 유

형화하였다. 다음은 동일한 군집에 속한 인증 경영체들 간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인증 경영체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점

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① 경영주 특성 

도출된 5개 군집 간에 성, 연령, 영농경력, 귀농여부 등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경영주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5개 군집 간에 성별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카

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14.110(p>.05)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 <표 5-7>은 5개 군집 간에 성별 분포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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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100.0

성

별

남성 616 13.1 8.6 14.0 13.1 51.1

14.110

(.079)
여성 271 9.6 8.1 10.3 12.5 59.4

무응답 10 10.0 40.0 50.0

주) *p<.05, **p<.01, ***p<.001

<표 5-7> 군집별 경영주 특성 분석(성별)

두 번째, 5개 군집 간에 연령별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5-8>에 제시

된 바와 같이 농업중심형은 40대(17.0%), 직매 농가식당형은 50대(9.5%)와 60대

(10.1%), 체험 관광형은 70대 이상(25.0%), 가공형은 30대 이하(67.2%)의 분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31.692, p<.05).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100.0

연

령

39세 이하 64 6.3 6.3 9.4 10.9 67.2

31.692

(.047)

40 - 49세 159 17.0 5.7 11.9 15.7 49.7

50 - 59세 368 11.7 9.5 13.9 12.2 52.7

60 - 69세 247 11.3 10.1 12.1 10.5 55.9

70세 이상 44 11.4 4.5 13.6 25.0 45.5

무응답 15 6.7 40.0 6.7 46.7

주) *p<.05, **p<.01, ***p<.001

<표 5-8> 군집별 경영주 특성 분석(연령별)

세 번째, <표 5-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증 경영체 경영주 영농경력의 군

집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검증(=40.100,

p<.01)되었다. 농업중심형은 20년 이상(14.8%), 직매 농가식당형은 10-19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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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3-4년(9.7%), 20년 이상(9.2%)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체험 관광형은 3-4년(19.4%)의 분포 비중이 높고, 가공형은 5-9년(61.1%), 3-4년

(54.8%)으로 10년 미만 경력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100.0

영

농

경

력

3년 미만 68 5.9 1.5 13.2 16.2 63.2

40.100

(.005)

3 - 4년 62 11.3 9.7 4.8 19.4 54.8

5 - 9년 149 12.8 6.0 12.1 8.1 61.1

10 - 19년 226 10.6 11.1 14.2 12.4 51.8

20년 이상 359 14.8 9.2 12.5 13.9 49.6

무응답 33 3.0 3.0 33.3 6.1 54.5

주) *p<.05, **p<.01, ***p<.001

<표 5-9> 군집별 경영주 특성 분석(영농경력별)

네 번째, 경영주의 귀농여부의 5개 군집 간 분포 또한 <표 5-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314.786 p<.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중심

형과 직매 가공형의 경우에는 귀농여부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직매 농가식당형(11.5%)과 체험 관광형(15.1%)은 귀농자의 분포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은 반면 가공형은 비귀농자(58.1%)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100.0

귀

농

예 358 13.1 11.5 13.4 15.1 46.9 14.786

(.005)아니오 539 11.3 6.3 13.0 11.3 58.1

주) *p<.05, **p<.01, ***p<.001

<표 5-10> 군집별 경영주 특성 분석(귀농여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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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영체 특성 

첫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사업운영형태별로는 하나의 기업이 다

양한 사업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경영체가 여러 가지 사업운영형

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로 응답을 받은 결과이므로 카이제곱 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운영형태별 5개 군집 간 분포의 상대적인 차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 <표 5-11>과 같다. 농업중심형은 교육농장(20.1%)과 관광농원(16.3%)의 비

중이 높다. 직매 농가식당형은 농가식당(65.6%)의 분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은 농축산물 직매장(28.0%)으로 나타났다. 직매 가공형은 농축산물 직매장

(53.6%)을 중심으로, 농가식당(19.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험 관광형은 휴

양마을(33.3%)과 관광농원(26.5%), 가공형은 농식품가공(61.3%)과 기타 농촌체험

(44.0%)의 순으로 상대적인 분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전체 897 12.0(108) 8.4(75) 13.2(118) 12.8(115) 53.6(481)

사

업

운

영

형

태

농식품가공 785 12.1(95) 8.9(70) 14.9(117) 2.8(22) 61.3(481)

직매장 207 9.7(20) 28.0(58) 53.6(111) 8.7(18) -(-)

농가식당 61 3.3(2) 65.6(40) 19.7(12) 11.5(7) -(-)

교육농장 149 20.1(30) 14.1(21) 8.7(13) 22.1(33) 34.9(52)

관광농원 49 16.3(8) 20.4(10) 16.3(8) 26.5(13) 20.4(10)

휴양마을 96 5.2(5) 18.8(18) 12.5(12) 33.3(32) 30.2(29)

기타체험 191 12.0(23) 11.0(21) 15.7(20) 17.3(33) 44.0(84)

주) 중복응답, ( ) 안 사례수

<표 5-11> 군집별 경영체 특성 분석(사업운영형태별)

둘째, <표 5-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 군집별로 사업체 조직형태별 분포

에 대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36.774 p<.05)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중심형과 직매 농가식당형은 농

업인이 각각 16.2%, 15.2%로 상대적으로 높고, 직매 가공형은 농업법인(15.9%)

이 높았으며, 체험 관광형은 마을공동체(25.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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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형은 농업협동조합(64.7%)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100.0

경

영

체 

조

직

형

태

농업인 99 16.2 15.2 7.1 18.2 43.4

36.774

(.012)

농업법인 542 11.6 8.5 15.9 10.5 53.5

농협동조합 51 3.9 3.9 11.8 15.7 64.7

마을공동체 8 12.5 25.0 62.5

일반사업자 191 13.6 6.3 8.4 15.7 56.0

기타 6 16.7 33.3 50.0

주) *p<.05, **p<.01, ***p<.001

<표 5-12> 군집별 경영체 특성 분석(조직형태별)

셋째, 산업차수조합별 군집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이 

유의한 것(=302.236, p<.001)으로 분석되었다. 직매 농가식당형과 직매 가공형

은 1차×2차×3차의 비중이 각각 11.6%, 18.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체험 관광형은 1차×3차(64.0%)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공형은 1

차×2차(76.7%)와 1차×2차×3차(49.8%) 순으로 분포 비중이 높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표 5-13>에 제시하였다.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100.0

산

업

조

합

1차×2차 253 12.3 1.6 5.1 4.3 76.7

302.236

(.000)
1차×3차 86 14.0 7.0 4.7 64.0 10.5

1차×2차×3차 558 11.6 11.6 18.1 8.8 49.8

주) *p<.05, **p<.01, ***p<.001

<표 5-13> 군집별 경영체 특성 분석(산업조합별)

넷째, 가족농 여부별로 5개 군집 간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아래 <표 

5-14>에 제시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농업중심형(17.5%)과 직매 농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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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형(14.0%)은 가족농이, 직매 가공형(15.7%)과 가공형(60.9%)은 미가족농의 분

포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3.156, p<.001).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100.0

가

족

농  

해당 406 17.5 14.0 10.1 13.5 44.8
63.156

(.000)미해당 491 7.5 3.7 15.7 12.2 60.9

주) *p<.05, **p<.01, ***p<.001

<표 5-14> 군집별 경영체 특성 분석(가족농여부)

다섯째, 다음 <표 5-1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6차산업 추진방향별로는 

5개 군집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2.425,

p>.05).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100.0

향

후

방

향

유지 366 10.4 7.7 11.5 11.7 58.7

12.425

(.412)

확대 510 12.7 8.8 14.5 13.7 50.2

축소 16 25.0 12.5 12.5 12.5 37.5

무응답 5 20.0 80.0

주) *p<.05, **p<.01, ***p<.001

<표 5-15> 군집별 경영체 특성 분석(향후방향)

③ 매출 특성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총 매출액은 평균 1,11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일원변량(one-way ANOVA)분석을 이용하여 5개 군집별 평균 매출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5.358, p<.001)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후검정인 Duncan 분석을 실시하여, 직매 농가식당형(332백

만원) 보다 직매 가공형(1,609백만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군

집별 총매출액의 분산분석 결과는 <표 5-16>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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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Sig.) 사후검증

군집

전체 897 1114.979 2399.031

5.358

(.000)
b<c

  a. 농업중심형 108 686.583 1129.307

  b. 직매‧농가식당형 75 332.347 485.783

  c. 직매‧가공형 118 1609.203 2881.622

  d. 체험‧관광형 115 793.617 1926.925

  e. 가공형 481 1288.788 2695.311

주) *p<.05, **p<.01, ***p<.001/평균 단위: 백만원

<표 5-16> 군집별 평균 매출액 차이 검증(총 매출액)

한편, 총 매출액의 규모를 0.5억 미만에서 30억 원 이상까지 유목화하여 총

매출액과 5개 군집 간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검

정을 실시한 결과를 아래 <표 5-17>에 제시하였다. 직매 가공형과 가공형 은 5

억 원 이상의 분포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체험 관광형은 0.5억 원 미만의 

분포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6.801, p<.001).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

총 

매

출

액

0.5억 원 미만 47 10.6 8.5 2.1 29.8 48.9

76.801 

(.000)

0.5-1억 원 미만 91 11.0 12.1 3.3 17.6 56.0

1-2억 원 277 13.7 10.8 11.6 14.1 49.8

3-4억 원 133 15.8 9.8 15.8 10.5 48.1

5-9억 원 129 11.6 6.2 17.1 8.5 56.6

10-29억 원 124 10.5 4.0 17.7 8.1 59.7

30억 원 이상 87 6.9 1.1 19.5 8.0 64.4

무응답/해당없음   9 33.3 44.4 22.2

주) *p<.05, **p<.01, ***p<.001

<표 5-17>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총 매출액)

1차산업의 평균 매출액은 125백만원이며, 5개 군집 평균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9.619, p<.001). 사후검정 결과, 직매 농가식당형(14백만원)과 가

공형(47백만원) < 체험 관광형(151백만원) < 직매 가공형(185백만원) < 농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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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457백만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아

래 <표 5-18>에 제시하였다.

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Sig.) 사후검증

군집

전체 897 125.465 473.203

19.619

(.000)
b,e<d<c<a

  a. 농업중심형 108 456.824 748.478

  b. 직매‧농가식당형 75 13.933 28.975

  c. 직매‧가공형 118 185.797 575.570

  d. 체험‧관광형 115 151.330 735.691

  e. 가공형 481 47.470 223.340

주) *p<.05, **p<.01, ***p<.001/평균 단위: 백만원

<표 5-18> 군집별 평균 매출액 차이 검증(1차산업) 

1차산업 매출액의 규모를 0.5억 미만에서 30억 원 이상까지 유목화하여 1차

산업 매출액과 5개 군집 간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농업중심형은 5-9억 원(71.4%), 직매 농가식당형(17.3%)과 

가공형(50.0%)은 0.5억 미만의 분포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5.517, p<.001). <표 5-19>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

1

차

산

업 

매

출

액

0.5억 원 미만 168 4.2 17.3 12.5 16.1 50.0

335.517

(.000)

0.5-1억 원 미만 76 25.0 3.9 17.1 15.8 38.2

1-2억 원 102 41.2 2.0 12.7 7.8 36.3

3-4억 원 39 33.3 - 15.4 15.4 35.9

5-9억 원 21 71.4 - 23.8 - 4.8

10-29억 원 15 53.3 - 26.7 6.7 13.3

30억 원 이상   8 37.5 - 25.0 25.0 12.5

무응답/해당없음 468   .2 8.8 11.5 12.6 66.9

주) *p<.05, **p<.01, ***p<.001

<표 5-19>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1차산업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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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산업의 평균 매출액은 838백만원으로, 5개 군집 평균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3.181, p<.001). 사후검정 결과, 체험 관광형(21백만원), 직매 농

가식당형(118백만원), 농업중심형(192백만원)에 비해 가공형(1,222백만원)과 직매

가공형(1,114백만원)의 평균 매출액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20>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Sig.) 사후검증

군집

전체 897 837.530 2193.386

13.181

(.000)
d,b,a<c,e

  a. 농업중심형 108 192.083 549.387

  b. 직매‧농가식당형 75 117.867 306.384

  c. 직매‧가공형 118 1113.661 2307.497

  d. 체험‧관광형 115   21.348   89.976

  e. 가공형 481 1222.062 2664.153

주) *p<.05, **p<.01, ***p<.001/평균 단위: 백만원

<표 5-20> 군집별 평균 매출액 차이 검증(2차산업) 

2차산업 매출액의 규모를 0.5억 미만에서 30억 원 이상까지 유목화하여 2차

산업 매출액과 5개 군집 간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농업중심형은 0.5억 원 미만(30.1%), 직매 농가식당형은 

1-2억 원(21.5%)과 3-4억 원(20.9%) 가공형은 5억 원 이상의 분포 비중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09.303, p<.001). 이상의 분석 결과를 다음 <표 

5-21>에 제시하였다.

3차산업의 평균 매출액은 152백만원으로, 5개 군집 평균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21.422, p<.001). 사후검정 결과, 체험 관광형(621백만원) > 직매

가공형(310백만원) > 직매 농가식당형(201백만원) > 농업중심형(38백만원)과 가

공형(19백만원)의 순으로 평균 매출액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5-22>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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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

2

차

산

업 

매

출

액

0.5억 원 미만 146 30.1 19.9 4.1 11.0 34.9

709.303

(.000)

0.5-1억 원 미만 99 19.2 12.1 8.1 - 60.6

1-2억 원 209 8.6 8.6 21.5 1.9 59.3

3-4억 원 91 4.4 6.6 20.9 2.2 65.9

5-9억 원 78 5.1 - 14.1 1.3 79.5

10-29억 원 88 3.4 1.1 18.2 - 77.3

30억 원 이상 68 2.9 - 17.6 - 79.4

무응답/해당없음 118 11.9 7.6   .8 78.0 1.7

주) *p<.05, **p<.01, ***p<.001

<표 5-21>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2차산업 매출액)

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Sig.) 사후검증

군집

전체 897 151.986 698.270

21.422

(.000)
e,a<b<c<d

  a. 농업중심형 108 37.685 108.574

  b. 직매‧농가식당형 75 200.547 269.616

  c. 직매‧가공형 118 309.746 687.703

  d. 체험‧관광형 115 620.939 1712.036

  e. 가공형 481 19.256   71.699

주) *p<.05, **p<.01, ***p<.001/평균 단위: 백만원

<표 5-22> 군집별 평균 매출액 차이 검증(3차산업)

3차산업 매출액의 규모를 0.5억 미만에서 30억 원 이상까지 유목화하여 3차

산업 매출액과 5개 군집 간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농업중심형은 1억 원 미만(21.9%), 직매 농가식당형은 3-4

억 원(30.8%), 직매 가공형은 10-29억 원(36.8%), 가공형은 0.5억 원 미만 

(46.2%)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29.114, p<.001). 이상의 분석 결

과를 다음 <표 5-2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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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

3

차

산

업 

매

출

액

0.5억 원 미만 234 19.2 7.7 15.4 11.5 46.2

429.114

(.000)

0.5-1억 원 미만 101 13.9 17.8 23.8 19.8 24.8

1-2억 원 100 5.0 21.0 21.0 33.0 20.0

3-4억 원 26 3.8 30.8 38.5 26.9 -

5-9억 원 22 - 18.2 27.3 36.4 18.2

10-29억 원 19 5.3 15.8 36.8 42.1 -

30억 원 이상   8 - - 25.0 75.0 - 

무응답/해당없음 387 10.9   .8 3.1 1.6 83.7

주) *p<.05, **p<.01, ***p<.001

<표 5-23>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3차산업 매출액)

1차산업의 평균 매출비중은 15.1%(SD=25.452)이며, 5개 군집 평균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527.564, p<.001). 사후검정 결과, 농업중심형(71.9%)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그 뒤에는 직매 가공형(12.8%)과 체

험 관광형(12.3%) 그리고 직매 농가식당형(7.5%)과 가공형(4.6%)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차산업의 평균 매출비중의 차이 검증 결과를 아래 <표 

5-24>에 제시하였다.

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Sig.) 사후검증

군집

전체 897 15.054 25.452

527.564

(.000)
e,b<d,c<a

  a. 농업중심형 108 71.982 16.066

  b. 직매‧농가식당형 75 7.480 11.904

  c. 직매‧가공형 118 12.873 18.736

  d. 체험‧관광형 115 12.374 19.879

  e. 가공형 481 4.628 10.023

주) *p<.05, **p<.01, ***p<.001/평균 단위: %

<표 5-24> 군집별 평균 매출비중의 차이 검증(1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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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의 매출 비중을 다음 <표 5-25>와 같이 10%미만부터 90% 이상까지

로 10개 구간으로 유목화 하여, 5개 군집과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농업중심

형의 매출비중이 60%이상인 경우가 높았으며 가공형의 경우 20% 미만이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59.066, p<.001).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

1

차

산

업 

매

출

비

중

10% 미만 124 - 8.9 18.5 13.7 58.9

759.066

(.000)

10-19% 55 - 18.2 12.7 9.1 60.0

20-29% 48 - 16.7 16.7 16.7 50.0

30-39% 44 - 4.5 25.0 20.5 50.0

40-49% 27 29.6 3.7 22.2 11.1 33.3

50-59% 27 51.9 7.4 18.5 22.2 -

60-69% 32 75.0 - 6.3 18.8 -

70-79% 26 92.3 - 7.7 - -

80-89% 19 100.0 - - - -

90% 이상 19 100.0 - - - - 

무응답/해당없음 476 - 8.6 11.3 12.8 67.2

주) *p<.05, **p<.01, ***p<.001

<표 5-25>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1차산업 매출 비중)

2차산업의 평균 매출비중은 53.7%(SD=40.965)이며, 5개 군집 평균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176.772, p<.001). 사후검정 결과, 가공형(74.1%) > 직

매 가공형(64.0%) > 직매 농가식당형(31.6%) > 농업중심형(21.0%) > 체험 관광

형(2.6%)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차산업의 평균 매출비중에 대

한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 <표 5-26>에 제시한 바와 같다.

2차산업의 매출 비중을 10개 구간으로 유목화하여, 5개 군집과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가공형의 매출비중이 60%이상인 경우가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22.451, p<.001). 이러한 분석 결과를 <표 5-2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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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Sig.) 사후검증

군집

전체 897 53.662 40.965

176.772

(.000)
d<a<b<c<e

  a. 농업중심형 108 21.046 16.816

  b. 직매‧농가식당형 75 31.640 25.081

  c. 직매‧가공형 118 64.009 31.672

  d. 체험‧관광형 115 2.574 6.958

  e. 가공형 481 74.096 36.488

주) *p<.05, **p<.01, ***p<.001/평균 단위: %

<표 5-26> 군집별 평균 매출비중의 차이 검증(2차산업)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

2

차

산

업 

매

출

비

중

10% 미만 123 15.4 8.9 8.1 9.8 57.7

922.451

(.000)

10-19% 38 55.3 18.4 15.8 7.9 2.6

20-29% 37 48.6 24.3 8.1 16.2 2.7

30-39% 32 43.8 25.0 6.3 9.4 15.6

40-49% 33 33.3 30.3 24.2 - 12.1

50-59% 47 19.1 19.1 23.4 - 38.3

60-69% 48 2.1 10.4 29.2 - 58.3

70-79% 45 - 6.7 22.2 - 71.1

80-89% 51 - 7.8 31.4 - 60.8

90% 이상 316 - - 11.4 - 88.6

무응답/해당없음 127 11.8 7.1 1.6 71.7 7.9

주) *p<.05, **p<.01, ***p<.001

<표 5-27>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2차산업 매출 비중)

3차산업의 평균 매출비중은 19.0%(SD=30.180)이며, 5개 군집 평균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331.335, p<.001). 사후검정 결과, 가공형(4.6%)과 농업

중심형(7.0%)이 가장 낮고 직매 가공형(18.0%) < 직매 농가식당형(56.9%) < 체

험 관광형(66.9%)의 순으로 유의하게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차산업의 평균 매출비중에 대한 평균 차이 검증 결과를 아래 <표 5-28>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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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Sig.) 사후검증

군집

전체 897 19.009 30.180

331.335

(.000)
e,a<c<b<d

  a. 농업중심형 108 7.009 9.344

  b. 직매‧농가식당형 75 56.880 27.641

  c. 직매‧가공형 118 18.025 20.259

  d. 체험‧관광형 115 66.957 37.018

  e. 가공형 481 4.576 11.011

주) *p<.05, **p<.01, ***p<.001/평균 단위: %

<표 5-28> 군집별 평균 매출비중의 차이 검증(3차산업)

3차산업의 매출 비중을 다음 <표 5-29>와 같이 10개 구간으로 유목화 하여,

5개 군집과 분포 차이를 검증한 결과, 농업중심형과 가공형은 20% 이하가 높고 

직매 농가식당형과 체험 관광형은 60% 이상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78.921, p<.001).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

3

차

산

업 

매

출

비

중

10% 미만 151 20.5 - 25.8 9.3 44.4

778.921

(.000)

10-19% 71 25.4 2.8 28.2 - 43.7

20-29% 56 14.3 16.1 32.1 - 37.5

30-39% 36 16.7 25.0 22.2 13.9 22.2

40-49% 27 - 22.2 25.9 18.5 33.3

50-59% 28 - 35.7 14.3 25.0 25.0

60-69% 16 - 43.8 - 43.8 12.5

70-79% 20 - 40.0 10.0 50.0 - 

80-89% 19 - 42.1 15.8 42.1 -

90% 이상 66 - 19.7 1.5 78.8 -

무응답/해당없음 407 11.1 .7 3.9 1.7 82.6

주) *p<.05, **p<.01, ***p<.001

<표 5-29>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3차산업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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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 특성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지역별 분포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32.700, p<.001).

농업중심형은 제주(18.6%), 전남(17.9%)과 경남(17.4%)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

매 농가식당형은 경기(20.7%)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직매

가공형은 인천(36.4%)과 경기(21.8%) 지역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체험 관광

형은 강원(19.1%) 지역, 그리고 충북(18.8%)과 인천(18.2%)에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가공형은 충북(76.2%)과 경북(74.1%) 지역에서의 분포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지역별 분포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다음 <표 5-30>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2.0 8.4 13.2 12.8 53.6 100.0

지

역

별

경기 87 13.8 20.7 21.8 16.1 27.6

132.700

(.000)

인천 11 9.1 36.4 18.2 36.4

강원 94 13.8 11.7 9.6 19.1 45.7

충북 101 5.0 18.8 76.2

충남 67 14.9 3.0 7.5 10.4 64.2

세종 13 23.1 23.1 15.4 38.5

대전 3 66.7 33.3

전북 176 6.8 7.4 14.8 14.2 56.8

전남 140 17.9 11.4 20.7 5.0 45.0

경북 54 5.6 5.6 7.4 7.4 74.1

경남 92 17.4 12.0 10.9 10.9 48.9

제주 59 18.6 1.7 6.8 10.2 62.7

주) *p<.05, **p<.01, ***p<.001

<표 5-30> 군집별 지역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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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애로사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이 6차산업을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을 중복응답으로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시설확충 등 시설자금(48.7%)과 마케

팅 등 판로개척(48.3%)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개 군집별로 살

펴보면 먼저 농업중심형은 마케팅 등 판로개척(51.9%), 시설확충 등 시설자금

(48.7%), 인허가 등 규제(22.2%)를 꼽았다. 직매 농가식당형은 시설확충 등 시설

자금(53.3%), 세무회계 처리(8.0%), 직매 가공형은 상품 및 기술개발(23.7%), 체

험 관광형은 인력확보(22.6%), 가공형은 마케팅 등 판로개척(51.6%)과 운영관련 

자금(41.2%)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이 6차산업을 추진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을 정리하여 <표 5-31>에 제시하였다.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사례수 897 108 75 118 115 481

시설확충 등 시설자금 48.7(437) 50.0(54) 53.3(40) 45.8(54) 52.2(60) 47.6(229)

마케팅 등 판로개척 48.3(433) 51.9(56) 45.3(34) 44.9(53) 36.5(42) 51.6(248)

운영관련 자금 38.1(342) 33.3(36) 30.7(23) 35.6(42) 37.4(43) 41.2(198)

인력확보 16.8(151) 14.8(16) 17.3(13) 21.2(25) 22.6(26) 14.8(71)

인허가 등 규제 15.7(141) 22.2(24) 21.3(16) 16.9(20) 20.9(24) 11.9(57)

상품 및 기술개발 15.4(138) 13.0(14) 8.0(6) 23.7(28) 12.2(14) 15.8(76)

정책사업 정보 4.8(43) 3.7(4) 4.0(3) 1.7(2) 3.5(4) 6.2(30)

경영능력 3.1(28) 3.7(4) 2.7(2) 1.7(2) 4.3(5) 3.1(15)

세무회계 처리 2.3(21) 2.8(3) 8.0(6) 1.7(2) 5.2(6) .8(4)

교육지원 .4(4) -(-) -(-) .8(1) -(-) .6(3)

인적교류 확대 .1(1) .9(1) -(-) -(-) -(-) -(-)

농업기술센터 부재 .1(1) -(-) -(-) .8(1) -(-) -(-)

없다/무응답 1.8(16) .9(1) 4.0(3) .8(1) .9(1) 2.1(10)

주) 세로 백분율, ( ) 안 사례수

<표 5-31> 군집별 6차산업 추진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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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형별 특성 종합분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농업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및 가공형 등 5개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5개 군집 가운데 가공

형이 전체의 절반이상(53.6%)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직

매 가공형(13.2%)과 체험 관광형(12.8%), 농업중심형(12.0%)이 차례로 비슷한 비

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직매 농가식당형(8.4%)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

형으로 나타났다. 가공형과 직매 가공형을 합치면 전체의 66.8%로 이러한 수치

는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농식품의 가공과 판매를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책 관계자의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5개의 유형을 각각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농업중심형은 상대적으로 20년 

이상 영농 경력(17.0%) 및 40대(17.0%) 경영주의 비중이 높으며, 농촌교육농장

(20.1%)과 관광농원(16.3%)을 운영하는 농업인(16.2%)으로 가족농(17.5%)인 경우

가 많다. 총 매출규모는 평균 686,583,000원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1차산업 평

균 매출액은 456,824,000원으로, 1차산업 매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18.6%)를 비롯하여 전남(17.9%)과 경남(17.4%) 지역의 분포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으며, 향후 6차산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영역을 축소(25.0%)하겠다는 경영

체가 많다. 한편,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면서 마케팅 등 판로개척(51.9%), 시

설확충 등 시설자금(48.7%), 인허가 등 규제(22.2%) 등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유형이다. 농업중심형은 대부분 농식품가공을 영위하면서도 경영에 중심이 1차

산업에 있는 유형으로 1차산업인 농업경영을 더욱 견고히 하고, 제품의 가공 

및 판매와 관련된 분야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되는 유형으로 사료된다.

둘째, 직매 농가식당형은 영농경력 10년 이상(10.6%), 50(9.5%)대와 60대

(10.1%) 연령층의 경영주로, 농가식당(65.6%)과 농축산물 직매장(28.0%)을 운영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농업인(15.2%)으로 1×2×3차 인증 사업자

(11.6%)인 가족농(14.0%)이 상대적으로 많다. 총 매출액은 평균 332,347,000원으

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낮고, 1차산업 매출액 평균도 13,933,000원으로 가장 낮

으며, 3차산업 매출액 평균이 200,547,000원이다. 경기(20.7%) 지역의 경영체 비



- 215 -

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설확충 등 시설자금(53.3%)과 세무회계 처리(8.0%) 등

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유형이다. 직매 농가식당형은 규모가 작은 경영체가 많

고, 판매장 및 농가식당 운영을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나 대부분 농식품가

공에도 참여하고 있어, 2차산업의 성장 및 3차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업

구조 형성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에 무게를 둔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되는 유형으

로 사료된다.

셋째, 직매 가공형은 경영주의 영농경력과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

포하고 있는 유형으로 직매장(53.6%)을 운영하는 비중이 높다. 1×2×3차 인증 

사업자(18.1%)로 농업법인(15.9%) 형태의 가족농이 아닌 경우(15.7%)가 많다. 총 

매출액은 1,609,203,000원으로 5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고, 평균 2차산업 매출액

은 1,113,661,000원으로 가공형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인천(36.4%)과 경

기(21.8%) 지역 분포 비중이 높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시 상품 및 기술개발

(23.7%)에 대한 정책지원을 희망하는 유형이다. 직매 가공형은 농식품가공을 영

위하면서 직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유형으로 제조 가공 능력과 판매 능력을 동

시에 갖추고 있어, 제조 가공 기술 분야의 더욱 견고한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체험 관광형은 70대 이상(25.0%)의 고 연령층의 분포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은 경영주의 특징을 보이며, 휴양마을(33.3%)과 마을공동체(26.5%)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1×3차 조합형 경영체(64.0%)의 비중이 높다. 총 매출액 규모는 

평균 793,617,000원으로 3차산업의 평균 매출액(620,939,000원) 비중이 가장 높

고, 2차산업 평균 매출액은 21,348,000원으로 매우 낮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19.1%), 충북(18.8%), 인천(18.2%) 지역의 경영체 비중이 높으며, 농촌융복합산

업 관련하여 인력확보(22.6%)에 상대적으로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유형이다.

체험 관광형은 농식품가공 관련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부분

의 농업경영을 영위하면서 방문객에 대한 체험 관광 및 판매를 중심으로 운영

되는 유형으로 체험 관광 활동에 대한 홍보 관리 운영 등을 추진할 인력 중심

의 정책지원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가공형은 5개 유형 중에서 전체 인증 경영체의 53.6% 비중을 차지

하는 유형으로 상대적으로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30대 이하 연령층(67.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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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업중심형 직매‧농가식당형 직매‧가공형 체험‧관광형 가공형

구성비 12.0% 8.4% 13.2% 12.8% 53.6%

사

업

주

특

성

연령 40대(17.0%)
50대(9.5%)

60대(10.1%)
전 연령층

70대 이상

(25.0%)

30대 이하

(67.2%)

영농경력
20년 이상

(14.8%)

10-19년(10.6%)

3-4년(9.7%)

20년 이상

(9.2%)

3-4년(4.8%) 

제외한

전 연령층 

3-4년(19.4%)
5-9년(61.1%)

3-4년(54.8%)

귀농여부 - 귀농(11.5%) - 귀농(15.1%) 비 귀농(58.1%)

사

업

체

특

성

운영형태

농촌교육농장

(20.1%)

관광농원(16.3%)

농가식당

(65.6%)

농축물 직매장

(28.0%)

농축산물 직매장

(53.6%)

휴양마을

(33.3%)

마을공동체

(26.5%)

농식품 가공

(61.3%)

기타 농촌체험

(44.0%)

조직형태 농업인(16.2%) 농업인(15.2%)
농업법인

(15.9%)

마을공동체

(25.0%)

농업협동조합

(64.7%)

마을공동체

(62.5%)

산업조합 -
1차×2차×3차

(11.6%)

1차×2차×3차

(18.1%)

1차×3차

(64.0%)

1차×2차

(76.7%)

1차×2차×3차

(49.8%)

<표 5-32> 유형별 특성 요약

비중이 높은 경영주의 특성을 나타낸다. 농업협동조합(64.7%)의 조직형태가 상

대적으로 높고, 1×2차(76.7%) 또는 1×2×3차(49.8%) 인증 사업자 비중이 크며,

가족농이 아닌 경우(60.9%)가 많다. 총 매출규모는 평균 1,288,788,000원으로 5

개 유형 중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2차산업 평균매출액(1,222,062,000원)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충북(76.2%)과 경북

(74.1%)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농촌융복합산업을 전개하는데 마케

팅 등 판로개척(51.6%)과 운영관련 자금 지원(41.2%)을 희망하는 유형이다. 가

공형은 유형의 이름처럼 농식품가공에 중점을 둔 경영을 영위하는 유형으로 농

산물의 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중심의 정책지원방향이 요구

되는 유형으로 사료된다.

5가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유형별 특성을 <표 5-32>에 종합적으

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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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농

여부
해당(17.5%) 해당(14.0%) 미 해당(15.7%) - 미 해당(60.9%)

6차산업

향후방향
축소(25.0%) - - -

유지(58.7%)

확대(50.2%)

매

출

특

성

총 

매출액
(평균, 원)

686,583,000 332,347,000 1,609,203,000 793,617,000 1,288,788,000

1차산업

매출액
(평균, 원)

456,824,000 13,933,000 185,797,000 151,330,000 47.470,000

2차산업

매출액
(평균, 원)

192,083,000 117,867,000 1,113,661,000 21,348,000 1,222,062,000

3차산업 

매출액
(평균, 원)

37,685,000 200,547,000 309,746,000 620,939,000 19,256,000

1차산업

매출비중
(평균, %)

72.0 7.5 12.9 12.4 4.6

2차산업

매출비중
(평균, 원)

21.0 31.6 64.0 2.6 74.1

3차산업

매출비중
(평균, 원)

7.0 56.9 18.0 67.0 4.6

지역

제주(18.6%)

전남(17.9%) 

경남(17.4%)

경기(20.7%)
인천(36.4%)

경기(21.8%) 

강원(19.1%) 

충북(18.8%)

인천(18.2%)

충북(76.2%)

경북(74.1%)

애로사항

마케팅/ 

판로개척

(51.9%)

시설 확충/자금

(48.7%

인허가 규제

(22.2%)

시설 확충/자금

(53.3%)

세무회계 처리

(8.0%)

상품 및 

기술개발

(23.7%)

인력확보

(22.6%)

마케팅 등 

판로개척

(51.6%)

운영관련 자금

(41.2%)

주) one-way ANOVA 결과 a, b, c, d, e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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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운영과정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그리고 

정책 수혜자인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 가지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영향을 준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양국의 법에서 6차산업을 의미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종

합화산업”의 개념은 뚜렷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농

촌융합산업법에서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의 단순 판매 유통은 농촌융복합산업

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의 6차산업 지산지소법에서는 가공을 하지 

않은 농산물의 유통(판매개선 등)도 종합화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의 법

에서는 1차산업(농업)보다는 식품가공 등의 제조업과 판매 유통 관광 등의 서비

스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일본의 법에서는 신규 작물 또는 가축의 도입, 지역

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방식의 도입 등 1

차산업(농업)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화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리고 정책목표 비교의 경우 한국의 정책목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평

균 매출액 증가율,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자 수 및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증가 

등 3가지 특정 항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데 반해, 일본의 정책목표는 2010년 

약 4.7조 엔이었던 6차산업화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10조 엔으로 확대함으로

서 대기업 등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6차산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거시적 관

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인증(인정)제도 비교에서는, 각 제도의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효과가 근본적으로 비슷하며, 각국의 제도에 의해 인증(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에 의한 제품 및 서비스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인정)하였다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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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둘 다 6차산업을 더욱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

록 정책 지원사업의 핵심 대상으로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하지만 인증(인정)의 대상이 한국의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

본의 경우는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한다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일본의 인정제도는 사업계획을 인정받은 경영체가 그 계획을 통해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 증가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발전을 요구함으로

서 과정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의 인증제도는 경영체 자격에 대한 

인증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인증제도는 경영체가 기본 자격으로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보다 높아야하고, 과거 2년간의 매출액 증가율과 일

자리 증가율이 인증심사 지표에 포함되는 등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경영체를 

인증해주고 3년간의 인증 유효기간을 주는 자격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증(인정)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제도를 시작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계획 인정을 점진적으로 2천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약 2천3백여 개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전체 6차산업화를 영위

하는 6만여 개의 경영체 중에서 약 3.8%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반면에 

한국은 제도를 시작한 2015년 첫해 802개의 경영체를 인증하였고, 2017년 말 

기준으로 1,397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규모는 한국에서 농촌

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11,604개의 경영체 중 약 1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

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인증(인정)을 매우 짧은 시간에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원기관 조직의 비교에서는 일본이 도도부현 단위로 서포트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도도부현보다 넓은 범위의 광

역자치도 단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지원센터가 

상대적으로 경영체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하고, 경영체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수

준에서도 열악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증(인정)제도 운영 및 관리, 판로지원, 컨설팅지원 등 유사하다.

하지만 사업계획 인정 중심의 일본은 “6차산업화 플래너(planner)”라는 고급 전

문인력을 각 서포트센터에 상주시키면서 종합화 사업계획의 수립, 인정 후 지

원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좀 더 현장 중심적인 지원 서비스의 체계가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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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책사업 비교에서는 일본의 사업체계는 경영체에 개별 지

원하는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경영체간 네트워크 또는 지역단위 네트워크에 

지원되는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 교부사업” 등 2단계의 사업으로 나누어 추

진되며, 이 각각의 사업도 “추진”과 “정비”란 명칭으로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

드웨어 사업으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 4단계의 지원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소프트웨어 사업만 가능한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및 하드웨어 사업이 모두 가능한 “6차산업화 지

구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별 및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

별로 구분한 일본의 사업체계보다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업별 사업비 

보조율의 비율은 한국의 보조율 비율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높은 편이며, 사업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일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인정받은 경영체를 우대하

는 차원에서 더 높은 보조율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사업은 인증 경영

체의 참여를 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형태로 인증 경영체를 우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정책의 추진 초기 발생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관계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첫째,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실무 전문가 그룹과 정책 전문가 그룹은 현재 

인증제도가 경영체에 대한 인증인지 제품에 대한 인증인지 모호성이 존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

다. 인증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실무 전문가 그룹이 체험·관광형 경영체가 인

증 경영체로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공통적으로 자가생산 및 계약재배 요건이 현실적으

로 어려운 기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농협협동조합이 인증을 받

는 것에 대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 모두 제도의 취지와 맞

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고, 오히려 농협협동조합이 인증 경영체를 지원해주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전문가 그룹은 농촌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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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인증이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

자로부터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전문가 그룹은 인증이 비인증과의 차별화, 시장 지향

적 인증 등을 통해 인증 경영체가 안전하고 높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것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현장코칭사업과 관련해서 실무 전문가 그룹과 정책 전문가 그룹이 공

통적으로 전문위원 역량 검증의 어려움 등 코칭사업의 운영·관리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증 경영체 그룹은 코칭 시기 및 횟수의 제한, 단

편적인 코칭 서비스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전문가 그룹

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6차산업에 대한 낮은 이해 등 전문위원의 역량에 대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공통적

으로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 그룹은 현장코칭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센터

의 자율성 강화 및 지원센터 직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정책 전문가 그룹

은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는 시스템과 연속성 있는 현장코칭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전문위원의 등급화 등 전문위원 간 경쟁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 경영체 그룹은 현장

코칭 서비스 횟수의 확대, 실무 중심의 전문위원 선발, 선제적 매칭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판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은 현재의 판로지원사업이 영세

한 경영체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또한 지원센터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획 및 프로모션 기능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증 경영체 그

룹도 판로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의 부적절성 및 제품과 플랫폼의 성격이 맞지 

않는 상황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문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공통적으로 경영체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형태의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경영체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안테나숍을 포함한 

판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매출중심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 그룹은 사업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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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표를 다양화하고, 안테나숍의 본 기능을 회복하며, 품평회 활성화, 수출활

성화 및 다각적 판로개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전국적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조직화하여 통

합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은 다양한 경영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판로지원사업을 추진해

야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지원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세 그룹 모두 지원센터의 조직과 직원고용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직원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 장기적인 관점

에서 현장의 경영체와 소통하며 전문성을 쌓기가 어려운 구조라도 인식하고 있

다. 또한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 본연의 현장 지원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

는데, 이러한 이유로 정책 전문가 그룹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을 받

는 조직구조로 인한 행정적 종속성을, 인증 경영체 그룹도 공무원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인증 경영체 그룹은 지원센터 조직과 직원 고용의 안정화가 필요

하고, 실무 전문가 그룹과 정책 전문가 그룹은 지원센터의 자율성 강화 및 업

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정책 전문가 그룹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을 활용

하여 지원센터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세 그룹이 모두 현 정책은 “농

식품가공 및 유통 중심”의 정책이며, “성과 중심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먼저, 실무 전문가 그룹은 이미 성장한 품목, 매출액이 큰 경영

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 전문가 그룹은 정부가 정량적인 성과목표 달성

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 전문가 그룹은 본 정책이 1

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각 산업이 조화된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정책임

에도 농식품가공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책 전문가 그룹은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소외될 수 있으며, 인증 경영체 그룹도 1차산업 중심 경영체와 체험 관광 중심 

경영체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이 공통적으로 다양한 경영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

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 실무 전문가 그룹과 인증 경영체 그룹은 발전단계 및 규모, 핵심추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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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경영체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고, 정책 전문가 그룹은 정책의 중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목표를 설정하

고 정책의 안정화와 고도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이 정책을 통해 대기업 제

품과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하고 있다.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핵심 수혜자이자 

농촌융복합산업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주체인 인증 경영체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유형화와 관련하여 정책 전문가들은 농촌융복합산

업 인증 경영체 유형분류의 기준변수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경영체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매출에 관련된 항목과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운영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산업분야와 매출규모를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는 이들의 제언에 근거하여, 산업분야와 매출규모를 중심으로 나머지 

변수들을 투입하는 반복적인 분석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가 낮고 유형화에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발견하여, 사업운영형태 4개 항목, 총 매출, 각 산업별 

매출비중 3개 항목, 가족농 여부의 총 9개 항목을 투입 변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9개 항목을 투입하여, 이들 간의 공분산, 상관관계 등 상호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전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내재된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식품가공” 요인, “소규모 가족농” 요인, “직매장

농가식당” 요인, “1차산업” 요인의 4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은 4개 요인을 변수로 투입하여, Ward 방법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절한 군집의 수가 5개임을 확인하였다. 군집의 수를 지

정한 후, 비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를 수행하여, 897개의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를 농업중심형, 직매 농가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그리고 가공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5가지의 유형별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중심형은 전체 12.0%를 차지하는 규모로 20년 이

상 영농 경력의 40대 경영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교육농장과 관광농

원을 운영하는 농업인 및 가족농 비중이 높다. 또한 1차산업 매출액 비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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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역별로는 제주, 전남, 경남의 분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중

심산업인 농업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제품의 가공 및 판매와 관련된 분야도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지원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매 농가식당형은 5개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8.4%의 비중을 보이는 

유형이다.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50-60대 연령층의 경영주가 상대적으로 높다.

농가식당과 농축산물 직매장을 운영 하는 비중이 높고, 농업인으로 1×2×3차 인

증 사업자인 가족농이 상대적으로 많다. 총 매출액 평균은 다섯 유형 중 가장 

낮고, 1차산업 매출액 평균도 가장 낮으며, 경기지역 경영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2차산업의 성장 및 3차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업구조 형

성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에 무게를 둔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셋째, 직매 가공형은 13.2%의 비중을 보이는 유형이다. 경영주의 영농경력과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유형으로 직매장 운영 비중이 높

고, 1×2×3차 인증 사업자로 농업법인 형태의 가족농이 아닌 경우가 많다. 총 

매출액 평균은 5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고, 인천, 경기 지역 분포 비중이 높은 

유형으로, 제조 가공 기술 분야의 더욱 견고한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방향이 요

구된다.

넷째, 체험 관광형은 전체 12.8%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70대 이상의 고 

연령층의 분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휴양마을과 마을공동체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1×3차 인증 사업자가 많다. 3차산업 평균 매출비중이 가장 높고 일정

부분 농업경영을 영위하며, 지역적으로는 강원, 충북, 인천 지역의 경영체 비중

이 높은 유형으로, 체험 관광 활동에 대한 홍보 관리 운영 등을 추진할 인력 

중심의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다섯째, 가공형은 5개 유형 중에서 53.6%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가 가장 

큰 유형으로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30대 이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다. 농식품가공을 영위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1×2차

와 1×2×3차 인증 사업자, 비 가족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총 매출규모는 5

개 유형 중 직매 가공형 다음으로 높고, 매출의 대부분이 2차산업에서 발생하

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 경북 지역의 경영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형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중심의 정책지원방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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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 분석,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분석 및 정책 수혜자인 인증 경영체의 유형도출 및 

특성을 분석하여 각 연구문제별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세 가

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인증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는 일본의 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이

지만 사업계획을 인정해주는 일본의 제도와 달리 경영체의 자격 인증과 사업계

획 인증이 복합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증 경영체의 제품이 모

두 인증 제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한 부분

은 제품의 인증으로 가든 자격의 인증으로 가든 정책적으로 명확한 방향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의 모호성뿐만 아니라 인증이 비인증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지원정

책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증 자체가 질 좋은 지

역의 농산물을 사용하여 높은 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담보해 

주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1천3백여 개의 경영체가 이미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적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인증 경영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이 경영체의 다양한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증 경영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을 중

심으로 그 규모가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농업중심형, 직매 농가식

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및 가공형 등 5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으며,

각 유형별로 추진하는 주요 산업의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인증

제도가 기본적으로 자격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매출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는 기본 자격인 매출규

모를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인증을 통해 정책의 핵심 수혜그룹으로 편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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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불가능하고 기존의 인증 경영체도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의 특

성은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판로지원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안테나숍과 판촉전으로 대표되는 판로지원사업이 판

매 성과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제품력이 떨어지는 영세한 경영체는 참여의 기

회를 얻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테

나숍의 역할을 회복하고 다양한 규모의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는 판로지원사업

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사업이 개

발되어 경영체의 규모와 성장단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추진되어, 다양

한 유형의 경영체가 핵심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타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고, 영세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도 정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센터가 불안정한 조직이며 직원고용 또한 불안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지원센터는 인증 경영체를 포함해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조직으로서 그 직원들

은 장기적으로 현장의 경영체와 소통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원센터 조직 자체가 법률적으로 3년에 한 번 재지정 되는 구조

로 되어있어 조직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지원센터에 근무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을 쌓기가 어려운 상황

이다. 게다가 지원센터의 원 모델인 일본의 6차산업화 서포트센터와 비교해 보

았을 때, 서포트센터는 도도부현 단위로 설치된데 반해 한국의 지원센터는 일

본의 도도부현보다 넓은 범위의 광역자치도 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센터별로 관

리하는 인증 경영체의 수도 일본의 서포트센터별로 관리하는 인정 사업계획 수

의 3배에 달해, 한국의 지원센터는 일본의 서포트센터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경영체 접근성과 지원수준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포함한 경영체의 자격 중심 인증제도가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인정제도에 비해 인증, 취소, 갱신 등 관리적인 차원에서 

세부적이고 섬세한 노력이 더욱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원

기관을 포함한 지원센터의 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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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정기간을 법에서 3년으로 설정하여 재지정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원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료화되는 것을 막는 범위 내에서 무엇보다 장기적인 조직의 안

정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업무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

한 여건에 맞게 인력도 강화되어 실질적인 현장성이 뒷받침되는 조직으로 거듭

나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네 번째,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농식품의 가공과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성향은 인증기준 자

체가 가공과 판매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요 정책사업에 제품의 

가공과 관련된 기술 및 시설 지원,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이 포함되

는 특징을 보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 대상이었던 897개 인증 경

영체 중에서 785개(87.5%) 경영체가 농식품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출된 유

형 중 직매·가공형 및 가공형이 596개소로 전체의 66.8%를 차지하고 있는 등 

통계결과에서도 이러한 정책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향과 관련

해서 정책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농업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체나 체험 관광 중심의 경영체가 소외감을 느끼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

적이다. 하지만 농업 중심의 정책과 체험 관광 중심의 정책은 이미 다른 법제

도 및 정책을 통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은 이전의 농

업 농촌 정책과 달리 산업정책이며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의

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농업 농촌에 대한 보호의 논리와 관점이 

아닌 철저히 시장경제의 논리로 움직이는 기업을 대하는 관점에서 농촌융복합

산업 경영체를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대기업의 독식하고 있는 식품분야를 대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농식품가공과 유통 중심의 

성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러한 성향이 있다 하

더라도, 이 정책을 통해 발생된 이득이 농업 농촌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잘 지

켜지고 있는지, 이 정책을 통해 농업이 활성화되고 찾아가고 싶은 농촌이 되는

지의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을 끌고 갈 중장기적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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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015년 11월 정부는 “6차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인증 사업자 매

출액 증가율” 향상, “6차산업 창업자 수” 증가,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증가 등 

특정 3개의 지표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6차산업

화 종합 조사를 통해 6만여 개 6차산업화 사업체의 현황을 조사하여 시장규모

를 파악하고 6차산업화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해 대기업 등이 점유하고 있는 시

장을 6차산업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큰 틀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우도 정책목표 설정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수립에 활용

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서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계가 조

성되고 농촌융복합산업이 고도화가 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유지되고 농

가소득이 증대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념을 포괄할 수 있는, 미래 농업

농촌의 바람직한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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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

조적 특징을 살펴보았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정책의 핵심 수혜자인 

인증 경영체의 유형을 도출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

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행 초기단계를 막 벗어난 농촌융복합산

업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교의 범위가 동일하지 못한 부분이 존

재한다. 먼저 두 나라의 법제도 중 일본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

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신사

업 창출”과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이라는 두 개의 주제가 묶여 있는 법이

며, 한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두 개의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인 “신사업 창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법률이다. 두 번째 

주제인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한국의 법률은 2016년 

시행된 6월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이며,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 이유도 있지만 한국과 일

본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 정책을 비교한다는 관점에서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정책비교가 제외된 것이 하나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책 관계자의 인식 분석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한 정책 관계

자 그룹이 존재함에도 현장 중심의 인식 분석을 위해 정책 입안자나 농림축산

식품부 및 지자체 공무원 그룹 등에 대한 인터뷰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모든 항목에 걸쳐 골고루 이해도가 높은 정책 관계자가 

소수인 이유로 일부 질문 항목에서는 다수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등 인터뷰 내용이 불충분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증 경영체 유형 도출 및 특성 분석과 관련해서 실증분석 데이

터가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물로서 경영자의 특성항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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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형태와 같은 중요 항목들이 명목척도로 측정되어 있다. 명목척도는 유

형화하기 위한 분석 도구인 요인분석이나 군집분석 등에 적합한 척도가 아니어

서 다변량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명목척도를 비율척도로 변환하여 더미변

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투입해야만 하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매출액이나 

매출비중에 응답하지 않은 업체들로 인해 총 매출액과 산업별 매출액의 합산 

값이 일치하지 않거나, 산업별 매출비중의 합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기초 

데이터에 대한 한계점도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 둔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과 관련된 좀 더 다양한 관계자

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 인증 경영체뿐만 아니라 농촌융복합산업

을 영위하는 모든 경영체를 대상으로 유형화 및 특성 파악을 위한 척도 개발과 

그 활용에 관한 연구, 그리고 농촌융합산업법에 한정되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범위를 넘어 광의적 의미의 농촌융복합산업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

책을 연계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융

복합산업 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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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록 1. 심층인터뷰 질문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와 인증 경영체에 관한 연구

[문의]

연락처 : ＊＊＊-＊＊＊＊-＊＊＊＊

E-mail : ＊＊＊＊＊＊＊＊＊@snu.ac.kr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과정에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도와 인증 경영체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본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응답은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해 주시길 거

듭 부탁드립니다.

  본 인터뷰의 응답 소요시간은 약 6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본 인터뷰의 조사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학술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

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과 박사과정 김경찬

◇ 지도교수

ㆍ손용훈(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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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소속 실무 전문가 질문지]

  질문1.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6차산업 전문

상담 및 현장코칭>, <6차산업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사업

이 각각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 또는 과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귀하의 기관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 6차산업 지원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

으며, 어떠한 문제점 또는 과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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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 질문지]

  질문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농촌융

복합산업(6차산업) 정책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목표에 대한 견

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

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현재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6차산업 전문

상담 및 현장코칭>, <6차산업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사업

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 또는 과제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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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경영체 질문지]

  질문1.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6차산업 전문

상담 및 현장코칭>, <6차산업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 및 기타 6차산

업 지원 정책사업이 각각 현장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정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기관(6차산

업 지원 전문기관, 6차산업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정부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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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연

령

39세 이하 64 4 4 6 7 43

31.692

(.047)

40 - 49세 159 27 9 19 25 79

50 - 59세 368 43 35 51 45 194

60 - 69세 247 28 25 30 26 138

70세 이상 44 5 2 6 11 20

무응답 15 1 6 1 7

주) *p<.05, **p<.01, ***p<.001

<표 2> 군집별 경영주 특성 분석(연령별)

∎ 부록 2. 군집별 특성 분석(사례수 기준)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성

별

남성 616 81 53 86 81 315

14.110

(.079)
여성 271 26 22 28 34 161

무응답 10 1 4 5

주) *p<.05, **p<.01, ***p<.001

<표 1> 군집별 경영주 특성 분석(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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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영

농

경

력

3년 미만 68 4 1 9 11 43

40.100

(.005)

3 - 4년 62 7 6 3 12 34

5 - 9년 149 19 9 18 12 91

10 - 19년 226 24 25 32 28 117

20년 이상 359 53 33 45 50 178

무응답 33 1 1 11 2 18

주) *p<.05, **p<.01, ***p<.001

<표 3> 군집별 경영주 특성 분석(영농경력별)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귀

농

예 358 47 41 48 54 168 14.786

(.005)아니오 539 61 34 70 61 313

주) *p<.05, **p<.01, ***p<.001

<표 4> 군집별 경영주 특성 분석(귀농여부별)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사

업

운

영

형

태

농식품가공 785 95 70 117 22 481

직매장 207 20 58 111 18 -

농가식당 61 2 40 12 7 -

교육농장 149 30 21 13 33 52

관광농원 49 8 10 8 13 10

휴양마을 96 5 18 12 32 29

기타체험 191 23 21 30 33 84

주) 중복응답

<표 5> 군집별 사업체 특성 분석(사업운영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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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사

업

체 

조

직

형

태

농업인 99 16 15 7 18 43

36.774

(.012)

농업법인 542 63 46 86 57 290

농협동조합 51 2 2 6 8 33

마을공동체 8 - - 1 2 5

일반사업자 191 26 12 16 30 107

기타 6 1 - 2 - 3

주) *p<.05, **p<.01, ***p<.001

<표 6> 군집별 사업체 특성 분석(조직형태별)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산

업

조

합

1차×2차 253 31 4 13 11 194

302.236

(.000)
1차×3차 86 12 6 4 55 9

1차×2차×3차 558 65 65 101 49 278

주) *p<.05, **p<.01, ***p<.001

<표 7> 군집별 사업체 특성 분석(산업조합별)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가

족

농  

해당 406 71 57 41 55 182
63.156

(.000)미해당 491 37 18 77 60 299

주) *p<.05, **p<.01, ***p<.001

<표 8> 군집별 사업체 특성 분석(가족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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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향

후

방

향

유지 366 38 28 42 43 215

12.425

(.412)

확대 510 65 45 74 70 256

축소 16 4 2 2 2 6

무응답 5 1 - - - 4

주) *p<.05, **p<.01, ***p<.001

<표 9> 군집별 사업체 특성 분석(향후방향)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총 

매

출

액

0.5억 원 미만 47 5 4 1 14 23

76.801 

(.000)

0.5-1억 원 미만 91 10 11 3 16 51

1-2억 원 277 38 30 32 39 138

3-4억 원 133 21 13 21 14 64

5-9억 원 129 15 8 22 11 73

10-29억 원 124 13 5 22 10 74

30억 원 이상 87 6 1 17 7 56

무응답/해당없음 9 - 3 - 4 2

주) *p<.05, **p<.01, ***p<.001

<표 10>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총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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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1

차

산

업 

매

출

액

0.5억 원 미만 168 7 29 21 27 84

335.517

(.000)

0.5-1억 원 미만 76 19 3 13 12 29

1-2억 원 102 42 2 13 8 37

3-4억 원 39 13 - 6 6 14

5-9억 원 21 15 - 5 - 1

10-29억 원 15 8 - 4 1 2

30억 원 이상 8 3 - 2 2 1

무응답/해당없음 468 1 41 54 59 313

주) *p<.05, **p<.01, ***p<.001

<표 11>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1차산업 매출액)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2

차

산

업 

매

출

액

0.5억 원 미만 146 44 29 6 16 51

709.303

(.000)

0.5-1억 원 미만 99 19 12 8 - 60

1-2억 원 209 18 18 45 4 124

3-4억 원 91 4 6 19 2 60

5-9억 원 78 4 - 11 1 62

10-29억 원 88 3 1 16 - 68

30억 원 이상 68 2 - 12 - 54

무응답/해당없음 118 14 9 1 92 2

주) *p<.05, **p<.01, ***p<.001

<표 12>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2차산업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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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3

차

산

업 

매

출

액

0.5억 원 미만 234 45 18 36 27 108

429.114

(.000)

0.5-1억 원 미만 101 14 18 24 20 25

1-2억 원 100 5 21 21 33 20

3-4억 원 26 1 8 10 7 - 

5-9억 원 22 - 4 6 8 4

10-29억 원 19 1 3 7 8 - 

30억 원 이상 8 - - 2 6 - 

무응답/해당없음 387 42 3 12 6 324

주) *p<.05, **p<.01, ***p<.001

<표 13>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3차산업 매출액)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1

차

산

업 

매

출

비

중

10% 미만 124 - 11 23 17 73

759.066

(.000)

10-19% 55 - 10 7 5 33

20-29% 48 - 8 8 8 24

30-39% 44 - 2 11 9 22

40-49% 27 8 1 6 3 9

50-59% 27 14 2 5 6 - 

60-69% 32 24 - 2 6 - 

70-79% 26 24 - 2 - - 

80-89% 19 19 - - - - 

90% 이상 19 19 - - - - 

무응답/해당없음 476 - 41 54 61 320

주) *p<.05, **p<.01, ***p<.001

<표 14>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1차산업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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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2

차

산

업 

매

출

비

중

10% 미만 123 19 11 10 12 71

922.451

(.000)

10-19% 38 21 7 6 3 1

20-29% 37 18 9 3 6 1

30-39% 32 14 8 2 3 5

40-49% 33 11 10 8 - 4

50-59% 47 9 9 11 - 18

60-69% 48 1 5 14 - 28

70-79% 45 - 3 10 - 32

80-89% 51 - 4 16 - 31

90% 이상 316 - - 36 - 280

무응답/해당없음 127 15 9 2 91 10

주) *p<.05, **p<.01, ***p<.001

<표 15>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2차산업 매출 비중)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3

차

산

업 

매

출

비

중

10% 미만 151 31 - 39 14 67

778.921

(.000)

10-19% 71 18 2 20 - 31

20-29% 56 8 9 18 - 21

30-39% 36 6 9 8 5 8

40-49% 27 - 6 7 5 9

50-59% 28 - 10 4 7 7

60-69% 16 - 7 - 7 2

70-79% 20 - 8 2 10 - 

80-89% 19 - 8 3 8 - 

90% 이상 66 - 13 1 52 - 

무응답/해당없음 407 45 3 16 7 336

주) *p<.05, **p<.01, ***p<.001

<표 16> 군집별 매출 특성 분석(3차산업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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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sig.)

전체 897 108 75 118 115 481 -

지

역

별

경기 87 12 18 19 14 24

132.700

(.000)

인천 11 1 - 4 2 4

강원 94 13 11 9 18 43

충북 101 - - 5 19 77

충남 67 10 2 5 7 43

세종 13 3 - 3 2 5

대전 3 2 - - 1 - 

전북 176 12 13 26 25 100

전남 140 25 16 29 7 63

경북 54 3 3 4 4 40

경남 92 16 11 10 10 45

제주 59 11 1 4 6 37

주) *p<.05, **p<.01, ***p<.001

<표 17> 군집별 지역 특성 분석

사례수　
농업

중심형

직매‧농가

식당형

직매‧

가공형

체험‧

관광형
가공형

사례수 897 108 75 118 115 481

시설확충 등 시설자금 437 54 40 54 60 229

마케팅 등 판로개척 433 56 34 53 42 248

운영관련 자금 342 36 23 42 43 198

인력확보 151 16 13 25 26 71

인허가 등 규제 141 24 16 20 24 57

상품 및 기술개발 138 14 6 28 14 76

정책사업 정보 43 4 3 2 4 30

경영능력 28 4 2 2 5 15

세무회계 처리 21 3 6 2 6 4

교육지원 4 - - 1 - 3

인적교류 확대 1 1 - - - - 

농업기술센터 부재 1 - - 1 - - 

없다/무응답 16 1 3 1 1 10

주) 세로 백분율임

<표 18> 군집별 6차산업 추진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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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ver sever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early promotion of new polic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according

to the “Act on Policies for Support and Cultivation of Rural Convergence

Industry”, and to suggest implications of policies’ development plans. This

study particularly sets up three research subjects such a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olic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the

stakeholders’ perception of policy management and characteristics of certified

management bodies as policy beneficiaries, and analyzed them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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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 various issues of polic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focused

on support of certification systems and certified management bodies.

First, this study made use of a comparative research method between

Korean polic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and the Japanese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n term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olic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It compared and analyzed both legal

systems, policy objectives, certification systems and certified management

bodies, management of support institutions, and other policy businesses. The

analysis showed that Korean polic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relatively did not take advantage of agriculture and also did not suggest

certain visions for quantitative objectives than the Japanese sixth

industrialization policy. In addition, the Korean certification system focused

on the qualification as it certified to business operators while the Japanese

certification system focused on the process as it covered business plans. In

terms of a scale of certification, 1,397 Korean certified management

bodies(12.0%) of more than 1.2 million have been certified and the scale of

certification has been on the rise, while 2,300 Japanese certified management

bodies(3.8%) of more than 60,000 maintain certification status. It shows that

the Korean support center supporting and managing certified management

bodies has disadvantageous positions compared to the Japanese support

center.

Second, this study involved in-depth interviews of practical experts,

policy experts and certified management bodies with 5 parts such as the

certification system, spot coaching, supporting market, management of

support institution, and polic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in terms

of stakeholders’ perception of the policy management. Furthermore, it made

use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s and caught the trend of

perception by group. The analysis showed that it is not clear whether the

certification system is for management bodies or for products, and also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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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difficult to have an experience·sightseeing type move in certified

management bodies. It also stated that the certification of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is not surely recognized as high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t needs to establish the concept

that the certified management bodies provide safe and high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by making a differentiation between certification and

non-certification, and by the pursuit of market-oriented certification. In

addition, the support center’s organization and employment that support the

management bodies in rural fields had an unsafe structure as it was not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bodies in a long term perspective. To avoid

this problem, the stabilization of the support center’s organization and

employment has to be preceded, and also it needs to expand business areas

and reinforce the greater autonomy of the support center. In terms of

polic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the present policies have focused

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food, managed with

result-oriented policies, and the government has been busy only achieving

the goal of quantitative results in the process of policy managem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t needs to enforce a customized policy

reflecting various forms of management bodies such as diverse stages of

development , major industries and the scale. It also needs to create a

policy goal in order to establish stabilization and advancement of a policy,

and to reinforce business models to replace products and services of large

companies.

Third,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certified management bodies as policy

beneficiaries, this study classified the type of certified management bodies by

using an association analysis method targeting survey data on 897 certified

management bod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and examined

characteristics by type in the perspective of policy support. As a result,

certified management bod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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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into 5 types such as an agriculture-centered type, a direct sales

farmhouse restaurant type, a direct sales processing type, an

experience·sightseeing type, and a processing-centered type. An

agriculture-centered type forms 12.0% of all, and it is heavy on farmers and

family farming managing rural education farms and tourism farms. This

type also has a high rate of the primary industry sales, and is heavy on the

distribution of Jeju, Jeonnam and Gyeongnam by regional groups. It needs

policy support directions to develop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step by step based on agriculture which is a major industry. A direct sales

farmhouse restaurant type comprises 8.4% of all, is relatively heavy on

farmers, 1st×2nd×3rd, and family farming, and has lowest total sales and

primary industry sales. This type is relatively heavy on management bodies

in KyoungKi, and needs policy support directions for stable growth of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A direct sales processing type forms

13.2%. This type focuses on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and it also has a

high rate of operating direct sales. In particular, this type has the highest

total sales among 5 types and is heavy on the distribution of InCheon and

KyoungKi. It needs policy support directions for a solid growth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technology. An experience·sightseeing type

comprises 12.8% of all, and has a high amount of 1st×3rd managing resort

villages and village communities. This type places the highest value on

average sales of the tertiary industry, and is heavy on the distribution of

Gangwon, Chungbuk, and Incheon. It needs policy support directions to

promote publicity and management of experience and sightseeing activities

as a major industry. A processing-centered type forms 53.6%, and has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leading an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Most of sales come from the secondary

industry. This type is relatively heavy on management bodies in Chungbuk

and Kyoungbuk, and needs policy support directions for supporting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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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oduced produc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certification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clearly. It needs to be

clear whether the certification system is for management bodies or for

products, and also the certification itself should be recognized as high

quality products and services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Second, various

support projects related to policies for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The customized support considering the scale of management

bodies, development stages, and project characteristics should be promoted.

Especially, management bodies that are petty but have development

possibilities also should be developed with policies. Third, it needs to

become a field-based organization by reinforcing stability and autonomy for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peration of the support center, and also

enlarging work areas of the support center. Fourth, Directions of the policy

need to be reset in terms of policy propensity for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Therefore, benefits caused by policies should be

reverted to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Last of all, policy objectives,

keeping regional communities, vitalizing the rural economy, and representing

ideal condi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should be set

in terms of policy objectives. By fostering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healthy ecosystem should be created, and the rural convergence industry

should be highly developed.

Keywords : Rural Convergence Industry, 6th Industry, Structural Characteristics,

Certification System, Certified Management Bodies(Certified Business

Operators), Stakeholders’ Perception, Classification

Student Number : 2014-3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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