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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 이론과 전직 이론을 토대로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
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었다. 연구목표는 첫째, 중장년 귀농
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구명한다. 
둘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준비특성을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
는 간접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관계에서 귀농준비장벽의 요인별 조절 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중장년 귀
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귀농의지에 미치는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
습시간 집단별 조절 효과를 구명한다.

모집단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
40-65세 성인이다. 모집단의 기관 유형 비율과 참여자 연령대 비율에 따라서 비율을 산출
하였으며, 할당표집을 적용하여 총 570개의 설문을 계획하였다. 조사도구는 귀농의지, 비형
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 귀농준비장벽 및 일반
적 특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귀농네트워크를 제외한 변인은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구인화 모형 설정, 예비문항 작성, 타당도 검증, 신뢰도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722 ~ .898로 적절한 범위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배포 및 수
집은 2021년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을 통



해 이루어졌다. 570개 자료 가운데 541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4.9%), 이 중 불성실 
응답, 이상치, 결측치를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411개의 분석자료가 사용되었다(유효응답률 
72.1%). 데이터 전처리는 STATA 14.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26.0 for 
Windows Process Macro(Hayes, 2018)의 모델6과 모델87 및 맞춤형(customized) 옵션
을 사용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재표집화 횟수는 5,000회로 지정하고 통
계적 유의 수준을 .05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중장
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 수준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주
로 퇴직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50-60대 초반의 남성 집단이 귀농의지 수준이 높으
며, 연고와 기반이 있는 농촌 출신 및 승계농 집단 역시 귀농의지 수준이 높다. 농촌 지역
의 연고가 형성되어 있고, 주택이나 경작지 등을 마련하는데 정보·물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과 귀농기대는 귀농의지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학습형태가 자발적인 양상을 보이는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고정된 형태의 귀농학습 충분도 인식보다 더 강한 유의한 효과를 지닌다. 
반면, 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고 인식하는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대인과의 관
계를 통해 귀농 주비에 심리적·정보적 지원을 받는 귀농네트워크는 귀농의지를 높이는데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각각 귀농기대를 매개하면서 
귀농의지에 정적인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매개하여 귀농
의지에 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귀농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고 인
식할수록, 자발적으로 귀농에 대해 학습한 경험과 활동이 다양할수록 귀농네트워크를 높이
며, 이를 통해 귀농기대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귀농의지가 강화된다.

넷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경
험,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귀농준비장벽은 조절 효과로 작용하지 않는다. 분석결과, 귀농기
대와 귀농의지의 관계에서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에 대한 귀농준비장벽
은 유의한 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준비장벽은 귀농을 결정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에서라기보다 실제적으로 토지 및 거주지 구매, 지역 정착, 농지원부 마련, 
농업인 등록 등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
경험,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집단별 조절 효과가 일부 유의하다. 비
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을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으로 구
분하였을 때,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와 귀농의지에 각각 미
치는 영향은 100시간 이상 집단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
-19 이후 중장년층을 고려한 비대면 귀농교육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무형식학습 
차원에서 귀농학습 콘텐츠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확산 여건을 긴밀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도 귀농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협동학습, 온라인 
학습공동체 등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요자 관점에서 귀농 기대 및 귀농준비 양상
에 개별적으로 부합하는 교육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도적으로 귀농교육 
참여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절차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귀농교육 장면에서 귀농 결정 집단과 미결정 집단별로 교육 운영 방향성 및 
방법에 차별점을 둘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비대면 
교육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추후 비대면 귀농교육에 효과적인 교육 운영 방안
을 제안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귀농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집단을 유형화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셋째, 귀농의지 형성 이후 귀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귀농 
장벽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중장년, 귀농, 귀농교육, 귀농의지, 다중매개분석, 조절된 매개분석

학  번: 2018-3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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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삶의 대안으로 귀농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귀농이 중장년층
의 재취업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중장년층 퇴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여전
히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김나형, 진선미, 2013), 정년을 보장받기 쉽지 않은 구조 가
운데 퇴직 평균 연령은 49.1세로(국회입법조사처, 2017), 실질적 은퇴 연령인 72.9세
(OECD, 2017) 사이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진행 중
이다. 이에 귀농을 통해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의 장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매년 약 1만 2천 명이 꾸준히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였으며(통
계청, 2020), 이 가운데 40대에서 60대 귀농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중장년층의 
퇴직 후 제2의 경력 설계의 대안으로 귀농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꾸준하게 귀농 인구가 유지되는 경향은 지난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로 
인한 해고나 조기퇴직 등으로 귀농하는 현상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송인하, 2013). 마상
진, 박대식(2019)은 최근 귀농의 움직임이 서구의 60-70년대 유행한 반도시화(counter 
urbanization), 땅으로의 회귀(back to the land) 등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았다. 실제
로 중장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귀농인에게는 자연환경(28.6%)뿐 아니라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6.4%), 가족 및 친지와의 연고(10.4%) 등이 귀농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 작용
한다(귀농·귀촌 실태조사, 2019).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에 관한 관심과 의향이 증
가하고 있다는 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또한 중장년층의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거주 환경에 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중장년층의 귀농 동기는 경제
적 활동 이외에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거나 삶의 가치를 직업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동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귀농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귀농희망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하는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은 교육 참여자
의 대다수가 중장년층임을 고려하여 연령대 및 준비도에 따라 은퇴/전직, 탐색/준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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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귀농의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적 특성이나 
주요 품종을 기반에 둔 실무중심 귀농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장기교육과정의 
형태로 농촌정착 및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농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그러나 귀농 절차에서 경험하는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 사례(농림축산식품부, 농
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2018), 귀농 후 지역사회 부적응(송인하, 2016; 최병관, 2018)과 
역귀농 현상 등(마상진, 2016; 마상진, 남기천, 최윤지, 2016; 윤순덕 외, 2017)은 중장년
층이 쉽게 귀농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탐색 차원에서 귀농교육 프로그
램에 참여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지원 사업 절차의 까다로움, 무분별한 정보, 제
한된 네트워크로 인해 귀농 준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실제로 귀농·귀촌 교육과정 
수료생 가운데 3분의 1만이 실제로 귀농을 선택하고(정현우, 2018), 귀농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중에 약 40%가 영농기반이 준비되지 않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상헌, 2013). 
이는 귀농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이 전환되는 생애 사건이기에 여러 방면에 
걸쳐 깊은 고민과 치밀한 준비, 노력, 필요 여건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에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에게 귀농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함께 귀농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귀농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의지란 자발적인 동기를 갖고 명시적인 의도를 수행하고 유지하려는 능력(Kuhl, 
1989)으로 의도가 특정 행동을 하고자 결정하는 시점 이전의 상태라면, 의지는 결정 이후
(postdecisional)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려는 상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뚜렷한 비전과 치밀한 준비가 동반하는 귀농의지가 형성되고 강화된다면, 이것이 
실제로 귀농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의지와 관련된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이주의 관점과 창업의 관점을 기
반으로 꾸준히 이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귀농을 창업으로 접근하여 창업이론을 기반으로 
귀농의도를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율지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
감수성, 혁신성, 성과 또는 노력 기대,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규범(인식), 사회적 네트워
크,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 지원, 창업 지원 제도, 농업 기술 발달 정도 등이 존재한다(남인
현, 2012; 이은천, 2019; 김석일, 2017; 김동표, 2017; 이태열, 2020). 반면, 이주의 관점
에서 귀농을 접근한 연구는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압출요인과 흡입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
었는데, 이 중에서 흡입요인은 관심도와 추구하는 가치(최준호, 2013; 조성걸, 2020),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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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길, 2015; 최돈우 외, 2019; 우성호, 2014), 사회적 자본(송인하, 2013; 우성호, 
2014), 압출 요인은 거주 여건(최준호, 2013), 반도시적생활(우성호, 2013)이 존재한다. 이
와 함께 학습자 특성으로 성장지(최준호, 2013; 우성호, 2014), 농업·농촌 및 귀농학습경험
(최준호, 2013; 조성걸, 2020; 박유순, 2018; 우성호, 2014; 정진화, 김새봄, 2015; 최돈
우 외, 2019), 학습만족도 및 성취도(박유순, 2018; 최윤지 외, 2015), 직업적 특성(최준
호, 2013; 우성호, 2014; 정진화, 김새봄, 2015), 건강(우성호, 2014), 경제적 여건(정진
화, 김새봄, 2015) 등이 존재한다. 상위 연구는 이주 또는 전직의 관점에 따라 귀농의지의 
결정요인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귀농은 전직이 동반되는 이주라는 점에
서 이를 단순한 이주 현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귀농을 위해서는 거주 여
건 이외에도 농업 경영, 작물 생산 등의 전문기술과 지식, 경험 등이 요구되며, 이는 꾸준
한 노력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창업의 관점에서도 귀농을 성취 욕구나 위험을 감수하
려는 기업가적 성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남인현, 2013). 이는 중장년
층의 귀농 현상이 경제적 동기 이외에도 다양한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양상
을 보이기 때문이다(송인하, 2013).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주의 관점과 전직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장년 귀농교육 참
여자의 귀농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설정하였다. De Jong 
& Gordon(2000)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저로 한 이주의사결정이론은 이주의도의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며, Lent et al.(2017)의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의 경력자기관
리모형(CSM)은 실업 후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에 걸쳐 역동적으로 설명한
다. 두 모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고찰했을 때, 인지적 차원에서는 학습과 심리적 측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관
계와 제도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을 중심으로 귀농의지의 형성 및 
강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귀농과 관련된 학습경험은 개별적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귀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최준호, 2013; 조성걸, 2020; 박유순, 2018; 우
성호, 2014; 정진화, 김새봄, 2015; 최돈우 외, 2019).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비형식 측면
의 귀농교육과정과 자발적으로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는 무형식 측면의 학습경험 간
의 상호작용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



- 4 -

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이론과 이주이론에서 동시에 다뤄지는 사회적 차원의 자본으로
(남인현, 2012; 이은천, 2019; 송인하, 2013; 우성호, 2014) 귀농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물
질적 지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귀농의지를 강화한다. 귀농기대 역시 추구하는 가치
가 반영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가능성으로, 의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주
요한 변인으로 다뤄진다. SCCT 모형을 기반으로 학습 또는 사회적 지지가 결과기대를 매개
하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Lent et al., 2013; 2017)가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학습장면에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기대가 학습의 성과에 미치는 관계성(배을규 
외, 2011)을 고려했을 때,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구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잠재적으로 귀농에 관한 관심 수
준과 잠재적 결정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학습시간에 따라 귀농의지에 대한 비형식 학습의 
효과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귀농의지 형성을 저해하는 제약 여건인 경
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는 귀농의지에 대한 귀농기대의 효과를 저해할 것으
로 예측된다. 즉,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은 귀농의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의 귀농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전직과 이주의 전환을 동반하는 생애 사건인 귀농은 단번에 결정하기보다도 신중한 고민
과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변화이다. 이 연구는 중장년층이 귀농에 대한 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학습 및 심리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 및 제도적 측
면에서 살펴보고 성공적 귀농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귀농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귀농에 필요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학습경험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탐구하며 얻는 학습경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타
인과의 네트워크가 적절히 다뤄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책적으로는 중장년층이 귀농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기대와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되, 귀농준비에 제약이 되는 여건과 환
경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
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구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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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는 관계에서 귀농준비장벽의 
조절효과 및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설명하였다. 

첫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구명한다.

둘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준비특성을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
는 간접 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관계에
서 귀농준비장벽의 요인별 조절 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관계에
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 조절 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가설

가설 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은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네트워크는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기대는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은 귀농준비특성을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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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네트워크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
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
를 이중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네트워크를 매개하여 귀
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
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6.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의 관계에서 
귀농준비장벽의 요인별 조절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3-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경제적 어려움 수준은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
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3-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절차적 어려움 수준은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
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3-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가족 반대 수준은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
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4.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및 귀농기대의 관
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 조절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4-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로 비형식 귀농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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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성이 귀농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
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귀농

이 연구에서 귀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사
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
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농업인은 개인적으로 농업 활동 및 경영에 참여하거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
인 등에 고용되어 농업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귀농이란 농어
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 활동 및 경영에 참여하거나 농업 관련법인에 고용되어 농업과 관
련된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귀농이 이주의 측면과 직업 전환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기
에 귀농을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나. 중장년 

이 연구에서 중장년은 만 40-65세 성인을 의미한다. 법령, 자치법규, 국내 문헌 및 국
외 문헌을 고찰했을 때, 중장년 연령층의 기준은 30대부터 70대까지 걸쳐 다소 상이한 다
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연령층의 분포를 고려하되,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연령대 기준을 고려하여 전직 창업농에 해당하는 만 40세 이상에서(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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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2019). 귀농·귀촌 정착지원정책의 기준 연령인 만 65세 이하까지
(농림축산식품부, 2020)를 중장년으로 정의하였다.

다. 귀농교육

이 연구에서 귀농교육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교육기관에서 과정(코스) 단위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 진행되는 중장기 과정의 귀농교육은 민간에
서 운영되는 교육에 비해 학습 목표와 내용이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며, 단발성 및 일회성 
교육보다 학습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진다. 대표적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및 지자체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 탐
색-준비-정착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지역 탐색, 귀농 제도, 토지 밀 주택 마련, 품목/축종 
기술, 농업경영관리, 농촌사회 적응기술, 생활기술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라.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

이 연구에서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귀
농·귀촌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 40-65세 성인을 의미한다. 정부 및 공공 부문
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참여자 가운데 중장년층은 약 80%를 차지하며, 탐색
의 목적 또는 본격적인 준비 목적으로 귀농교육과정을 수강한다.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
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농업·농촌의 발전가능성, 생태적 및 대안적 가치추구, 자율적인 
농사일 선호 등 귀농에 대한 다양한 동기와 기대를 지니고 있다. 

마. 귀농의지

이 연구에서는 귀농의지는 Kuhl(1981; 1985; 1987)이 행위 제어 이론을 통해 제안한 
의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에 대해 자발적인 동기를 갖고 귀농을 위
해 목표를 유지하고 노력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의지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의도, 
자기결정성, 주의제어로 구분되는 것을 근거로(Kuhl & Fuhrmann, 1998; Bagozzi, 
Baumgartner & Pieters, 1998; 조영아, 2015), 귀농의지의 하위구인은 의도,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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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의제어로 구성된다. 의도와 의지는 구분되는 개념이나 기존 도구가 의도와 의지를 
혼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농의지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귀농의지는 이 도구에 대해 중장
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바. 귀농학습경험

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학습 충분성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거나 위탁한 귀농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귀농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중장년 귀농교
육 참여자가 충분히 이수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진철 외(2017), 
마상진 외(2015), 귀농귀촌종합센터(2021)의 귀농교육 내용 영역을 기반으로 개발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측정 도구에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2)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 시점까지 귀농을 탐색·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귀농에 대해 충분히 학습했다고 인식하
는 정도이다. Adult Education Survey(2016)의 문항 틀을 참고하되, 인터뷰를 기반으로 
박공주(2006), 조성걸(2020), 마상진 외(2015) 등의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측정도구에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사. 귀농준비특성

1) 귀농네트워크

귀농네트워크는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준비하면서 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하게 되는 개인적 관계의 도구적 및 표현적 네트워크로써,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
원,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귀농네트워크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며, 윤방섭(2004)와 민향옥, 김동주(2010)의 도구를 수정한 김윤경(2014)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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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귀농 맥락으로 수정한 문항에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2) 귀농기대

귀농기대란 귀농교육 참여자가 현재의 삶에 비해서 귀농했을 때 환경적, 직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
기서 기대는 Hannan(1969), Crawford(1966), Ralph, De Jong, & Gordon(1978)이 
논의하는 바와 같이 언젠가 행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접근된
다. 구체적으로 귀농기대의 개념적 틀은 농촌 흡입요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농촌성의 환
경적 요소, 직업적 요소, 사회적 요소를 토대로(송인하, 2013) 건강한 환경, 일과 삶 만족, 
가까운 관계로 구성된다. 기존 도구는 귀농 동기와 혼용되거나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기
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도구가 존재하지 않아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
서 귀농기대는 수정 및 개발된 귀농기대 측정도구에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한 점
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3) 귀농준비장벽

귀농준비장벽은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귀농교육 참여자가 인식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적 상황 또는 제약 여건으로 정의된다.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크게 인지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여유자금 부족(귀농·귀촌 실태조사, 2019)과 절차의 어려움(박대식 외, 
2018), 가족 반대(서울시 기술경제진흥본부, 2017)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귀농
준비장벽의 구성요인을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
서 귀농준비장벽은 연구자가 수정 및 개발한 귀농준비장벽 측정도구에 중장년 귀농교육 참
여자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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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기관의 귀
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대상자로 조사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 전체를 대표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모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표집 과정상 어려움으로 협조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한다는 점으로 인해 연
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음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 이
후 대부분의 귀농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일부 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자료
가 수집되었기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귀농교육 환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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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중장년 귀농교육

가. 귀농의 개념 및 유형

1) 귀농의 개념

귀농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
고 농촌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20). 먼저, 이주와 관련된 공간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과거에는 귀농을 농촌 출신이면서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도시로 이주한 뒤 다시 
농촌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이동하, 1998; 이정관, 1998; 천규석, 1997). 
그러나 귀농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의 연구들은 주로 과거 농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행위를 귀농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형용, 1998; 김주현, 1999; 강대구, 2006). 확장된 범위의 개념과 함께, 귀농의 유형은 
농촌 출신인 도시거주자가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는 U턴, 농촌 출신이 아닌 거주자가 농촌으
로 신규 전입하는 I턴, 농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타향으로 귀농하는 J턴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직업 전환과 관련된 행위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귀농은 농업 이외의 다른 산
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로 협의적 차원과 광
의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협의적 차원에서는 영농에 종사하는 행위를 귀농으로 정의한다(김
형용, 1998; 박영일, 1998; 이동하, 1998; 정철영, 2002). 보다 광의적 관점에서 귀농은 
영농 종사 행위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종사하는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
된다(유학열, 2011). 최근 들어 2017년부터 시행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귀농인의 범위를 살펴볼 수 있다.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
람”을 의미한다. 이에 농어촌 지역으로 농업 경영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고용
된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를 귀농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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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귀농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유사 개념인 귀촌의 정의도 함께 함께 짚어보
는 것이 필요하다. 강대구(2006)는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을 ‘귀농자’가 아닌 ‘귀촌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농업인의 정의가 종사 
이수, 경지 규모, 소득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한계
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는 경우는 귀농을, 도시에 직장을 
두었거나 농업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귀촌으로 구분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농
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2019). 예를 들어, 주소지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도시에서 직
장생활하는 경우, 영농활동보다 농촌의 전원생활을 향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몇몇 연구에서는 귀농과 귀촌이 서로 포함관계에 있다고 본다. 먼저, 귀농을 주요한 프레
임으로 보고 귀농에 귀촌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외국에서 논의되는 관점과 일치하
는데, 외국에서는 귀촌과 귀농을 구분하지 않으며, 농촌으로 이주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귀농
이라고 통칭하기 때문이다. 농업 관련 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생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
한 귀촌도 귀농으로 보고 있다(유정규, 1998; 송인하, 2013). 반면, 귀촌을 주요한 프레임으
로 보고 귀촌에 귀농을 포함한다고 보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농업 활동 행위를 농촌 
거주의 행위 안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이시자, 2010). 이에 귀촌이라는 범주 안에서 농
촌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농업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면 귀농이라고 정의한다.

종합하면 귀농은 농촌 이주와 관련된 공간적 차원에서, 그리고 농업 종사와 관련된 행위
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귀촌과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도 다양성이 존재
한다. 이는 귀농이라는 담론이 농촌으로 이주한다는 단순한 행위라기보다 당시 사회의 상
황과 개인의 심리 및 행동 등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각 학계에서 논의
하는 주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귀농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행위적 차원)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공간적 차원) 
행위를 의미한다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
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조항을 참고하여 농업생산을 포함한 유
통, 가공, 판매 등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농업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경우를 귀농인으로 정의하였다.



- 14 -

2) 귀농 관련 유사 개념

다음으로 귀농 관련 유사 개념을 통해 귀농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귀농에 대해서는 시
대별 및 학자별로 논의되는 개념이 다소 상이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공간적 차원에서 농
촌으로 이주한다는 점, 그리고 행위적 차원에서 농업으로의 직업 전환을 내포한다는 점이
다. 귀농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귀농과 관련된 유사 용어를 정리했을 때, 귀농은 인구이
동 측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승계 및 창농 등의 직업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유사한 용
어가 존재하며,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주제에 따라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농촌 사회학 또는 농촌 지리학자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인구가 도시로 
밀집하는 이촌향도 현상과 역전되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counter-urbanization, dis-urbanization 등의 개념으로 일컬어진다. 이후 
Halfacree(2006)을 비롯한 농촌사회학자들은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이 단순한 
인구이동이 아닌 도시를 대표하는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거스르는 가치관을 
향유하는 움직임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곧 땅으로 돌아가는(Back to the Land) 문
화 운동으로 불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2010년 이후 발견되는 귀농·귀촌 흐름은 이러한 현
상을 일부 반영한다.

또한, 도시 인구의 농촌 이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이에 
Johnson& Beale(1998)를 비롯한 학자들은 농촌사회의 재활성화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rural rebound, rural revitaliza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일자리 증가, 농
산물 생산, 관광 수요 증가, 소득 증가 등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귀농·귀촌으로 인
한 농촌사회의 양상에 주목한다. 최근 들어 Bosworth(2010; 2020)는 역도시화 개념에 
상업화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commercial counter-urbaniz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귀
농·귀촌인의 농촌성(rurality)이 농촌사회 정착뿐 아니라 정착 후 경제활동으로까지 이어지
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부와 외부 네트워크를 연결하도록 이바지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승계 및 창농 측면에서는 승계 기반에 따라서 return to farming 내지는 
beginning farming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부모나 친인척 등의 
영농기반이 있는 청년 또는 중장년층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을, 후자의 경우에는 이전
에 영농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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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상국에서는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산업 스타트업 또는 농업경영 분야 자영업 의도를 측정
하는데, 이 또한 창농 측면에서의 귀농과 관련된 유사 개념으로 판단된다(<표 Ⅱ-1> 참조).

구분 명칭 세부 내용

인구 이동 
측면

counter-urbaniza
tion

§ Berry(1976); Champion(1989); Vartiainen(1989)
§ 후기산업사회의 지리적 측면에서 도시화 반전 현상을 강조하기 위

하여 역도시화 개념을 사용(Vartiainen, 1989)

dis-urbanization
§ Van den berg(1982); Paddison(2007)
§ 반도시주의(antiurbanization)와 혼용. 도시 성장의 규모, 집중, 부

정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강조(Paddison(2007)

Back to the land
§ Halfacree(2007); Boyle & Halfacree(1998)
§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거스르는 가치관이 응집된 문화 

운동(송인하, 2013)

urban-rural 
migration, 

rural 
in-migration

§ Nivalainen(2003); Stockdale et al.(2014); Elgie(1970); 
NcGranahan & Sullivan(2005)

§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 주로 생활양식의 변화
(lifestyle changes)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Stockdale et 
al., 2014)

rural 
repopulation

§ Fuguitt(1985); Milbourne(2007); Stockdale et al.(2000)
§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이주로 인한 인구구성 및 지역사회의 변화를 

강조(Stockdale et al., 2000)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rural rebound;
rural 

revitalization

§ Johnson& Beale(1998); Johnson, Nucci, Long(2006); Maria 
Akers & Henderson(2010)

§ 일자리 증가, 농산품 생산, 관광, 소득 증가 등의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언급됨(Akers & Henderson, 2010)

commercial 
counter-urbaniza

tion

§ Bosworth(2010); Bosworth & Finke(2020)
§ rural enterpreneurship과 counter-urbanizaton의 합성어. 
§ 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은 긍정적 농촌성을 향유하면서도 타지역과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해 농촌사회의 변화를 가져옴

승계 및 
창농 측면

return to the 
farm; return to 

farming

§ Duncan(2018); Oates(2017)
§ 부모님으로부터 농업 기반이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이 다시 농촌으

로 들어와 영농활동에 종사함
beginning 
faming;

starting a farm 
business

§ beginingfarmers.org(2020)
§ 이전에 영농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청년 및 중장년층이 영농활

동을 시작함.

agribusiness 
startup

§ Vojnović et al.(2014); del Pozo Lite(2018)
§ 경영학 분야에서 농산업 분야의 신규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주로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효과성을 증대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목적에 집중

self-employment 
in agribusiness

§ Zakaria et al.(2014); Lesaane(2020)
§ 자영업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행위. 주로 가나, 레소토 등 

개발도상국 농업계 대학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교육훈련의 성과로 측정됨(Zakaria et al.,2014; Lesaane, 2020)

<표 Ⅱ-1> 귀농 관련 유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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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했을 때, 전직과 이주를 동반하는 귀농은 인구이동 측면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 
승계 및 창농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다뤄진다.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은 사람들
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commercial 
counter-urbanization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농업 및 농
업외 분야에 종사하며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는 개념을 포함한다. 

한편, 귀농을 직업적 행위로 접근했을 때 승계농, 창업농, 취업농 등 다양한 형태를 포
함한다. 즉, 귀농은 농업에 농촌 출신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 승계하는 형태(U턴), 농촌 
출신이 농업관련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타향에 정착하는 형태(J턴), 비농촌출신이 농업 관
련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형태(I턴)를 모두 포함한다. 승계 및 창농 측
면에서 ‘return to the farm’의 개념은 승계농인 U턴을, ‘beginning farming’의 개념은 
I턴을, ‘agribusiness start-up’과 self-employment in agribusiness의 개념은 ‘창업’이
라는 측면에서 J턴이나 I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
는 귀농의 개념과 같이 이주와 전직의 개념을 포괄하면서도 창농, 취농, 승계농의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데 비해 외국에서 다뤄지는 귀농 유사 개념은 각각의 영농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귀농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유사 용어를 찾는 데 제한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주의 측면
과 직업 전환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반영하여 귀농을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3) 귀농의 동기 및 유형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귀농과 귀촌을 별도로 다루지 않
고 통칭하여 사용하기에 이 절에서는 귀촌을 포함한 귀농·귀촌의 동기 및 유형에 대하여 살
펴보도록 한다. 귀농·귀촌 동기는 흡입요인(pulling factor)과 압출요인(pushing factor)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동기에 따라 특정 목표를 형성하므로 귀농·귀촌 유형을 분
류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외에도 출신 및 정착 지역에 따라 귀농 유형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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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신지에 따른 귀농 유형

선행연구에 따르면 귀농의 유형은 출신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정관, 1998; 서규
진, 변재면, 2000; 박공주, 2006)과 귀농 동기 및 정착 형태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방법이 있
다. 먼저, 출신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은 전통적 인구이동 유형을 응용하는 방법이다. 
출신 지역이 농촌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개인의 지역 이동 패턴을 그려내는 방법으
로써,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는 U턴, I턴, J턴이다. U-turn형은 고향인 농촌에서 거
주하다가 학업, 취직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동하여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J-turn형은 농촌 출신이지만 도시로 이주하여 살다가 고향이 아닌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
하여 정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I-turn형은 농촌 출신이 아닌 도시 주민이 농촌으로 이주하
여 정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박공주, 2006; 마상진, 김강호, 2014; 마상진, 남기천, 2015). 
일본 구 노동성의 노동백서(1972)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이 용어는 이주자 개인 속성에 따라 
귀농 유형을 분류하여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되어 활용되어 왔다(박시현, 최용욱, 2014).

나) 동기에 따른 귀농 유형

동기에 따라서 구분되는 유형은 귀농 목적, 거주 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가치이념 등
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주이론에 따르면 이주 동기는 이주지에 대한 흡입요인과 거주지
에 대한 압출 요인으로 설명되기에 귀농의 동기 또한 농촌에 대한 흡입요인과 도시에 대한 
압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흡입요인에는 건강, 은퇴 후 여가생활, 조용한 전원생활, 농
사일에 대한 선호,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추구,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과 일자리, 부모님의 영
농승계 등이 있고, 압출 요인에는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감, 도시의 높은 생활비, 실업이나 
사업의 실패,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정리된다.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준비자를 도피형과 도전형으로 구분한 김은석, 하지영(2016)이 제
시한 도피형은 도시에 대한 압출요인이 작용되는 경우로 해석된다. 직장 생활과 관련하여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와 회의감으로 비롯된 성찰은 곧 새로운 기회인 농촌에 대한 이
상을 품고 귀농·귀촌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그러나 도피형은 준비 과정이 주어진 상황에 
의존적인 경향이 있어 귀농·귀촌에 대한 준비가 선제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다. 반
면, 도전형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과 자부심이 있으나 퇴직을 계기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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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일을 선호하며 지역사회 기여, 봉사 등의 보람된 일을 추구한다. 이들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 퇴직 후 인맥, 교육과정,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경향
을 보인다. 저자는 귀농준비를 위한 전직 과정이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송인하(2013)는 개인적 가치 측면에서 생태 가치를 추구하는 귀농인에 관심을 두어 이들
의 농촌사회 적응 과정을 경제 목적 귀농인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였다. 
생태가치 귀농인은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높은데, 도시 문명에 대한 회의, 
기존 직장 생활 경험에 대한 불만족, 자율성과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가 높은 편이다. 
이들은 귀농을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귀농을 선택한다. 반면, 경제 목적 귀농인은 단순노무직, 제조업, 자영업 등에 종사하
다가 해고 또는 폐업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귀농 동기는 가계
재생산의 어려움,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농촌에서의 발전가능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이러한 귀농 동기의 차이는 귀농준비뿐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그 외 양적 연구를 통해 귀농 유형을 분류한 연구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귀농
의 동기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이민수 외, 2009; 김철규 외, 
2011; 이민수, 박덕병, 2012; 마상진, 2018). 경제적 동기에서도 영농기반 정도에 따라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영농승계형(이민수 외, 2009; 이민수, 박덕병, 2012)로 구분될 
수 있다. 또는 가계재생산의 시급성에 따라 생계형과 경제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마상진, 
2018). 반면, 비경제형에서는 주로 가치추구형(김철규 외, 2011; 마상진, 2018), 은퇴 전
원형(유학열, 2011; 마상진, 2018)으로 구분되고 있다. 종합했을 때, 귀농·귀촌 유형은 일
반적으로 동기 및 정착 유형에 대한 준거는 경제적 목적, 삶의 질 향상, 은퇴 준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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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정의

출신지에 
따라

서규선, 박병덕(1997)
U턴 귀농인(계획적 U턴 귀농인*, 추출된 U턴 귀농인**), J턴 
귀농인, I턴 귀농인

박공주(2006)
농촌출신 고향귀농(U형), 농촌출신 타지역귀농(J형), 도시출신 
귀농(I형)

유상오 외(2012) U턴, J턴, I턴, S턴, X턴

마상진, 김강호(2014), 
마상진 외(2015)

농촌출신 고향귀농(U형), 농촌출신 타지역귀농(J형), 도시출신 귀농

동기에 
따라

강대구(2007)
농촌생활선호, 이상추구, 사업실패, 도시생활문제, 퇴직, 영농승계, 
건강문제, 기타

이민수 외(2009)
이민수, 박덕병(2012)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

유학열(2011) 농촌지향형, 은퇴귀농형, 전업귀농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
김철규 외(2011) 경제생계형, 가치추구형, 생활효용형

송인하(2013) 경제목적 귀농인, 생태가치 귀농인
김은석, 하지영(2016) 도피형, 도전형

마상진(2018)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
*일시적으로 도시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은퇴 또는 결혼 후 귀농
**비교적 장기간 도시에 정착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건강, 실직 등)으로 인해 귀농

<표 Ⅱ-2> 출신지 및 동기에 따른 귀농·귀촌 유형

4) 귀농 흐름에 따른 귀농 정책 및 연구

이번 절에서는 귀농 정책과 연구를 중심으로 중장년층과 관련된 최근 귀농의 흐름을 짚
어보도록 한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국제무역기구(WTO) 출범으로 농산
물 시장 개방되면서 위태로워진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농업농촌 운동이 전개되
었다. 1996년 전국귀농운동본부가 결성된 것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
면서도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보전하는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한 데에서 비롯된다(마상진, 박대식, 2019). 전국귀농운동본부는 귀농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립적인 삶을 통해 실천적 대안을 실현하는 민간 차원의 대안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여파로 경제위기와 실업이 급증하면서 도
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귀농
은 대안적 삶의 방편으로나 경제적 동기로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로 자
리잡게 되었다(김철규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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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한 귀농 수요의 증가는 정책적으로 예비귀농인과 귀농인을 구
체적으로 지원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이전에는 농고 및 농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
원을 통해 농업인 후계자로 편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실업자의 재취업 차
원에서 직업 알선과 전직 지원 등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농기술 등을 다루는 귀농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상진, 박대식, 2019).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귀농교육의 경우 귀농 단계에 따라 지원
책을 구분하여 귀농 전 단계에는 정보와 기초교육을, 귀농 후 단계에는 지자체 차원의 전
문교육, 농촌지도, 보조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귀농 정책은 시대
적 귀농 수요에 반응하여 사업을 구체화하였지만 농촌 인구 유입, 도시민 실업자 해소 등 
추진 방향이 모호하고 사업 추진 주체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김철규 외, 2011). 외환위기가 지난 이후 귀농 흐름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및 세계 식량 위기 이후 다시 귀농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였는
데, 2010년 이후부터는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귀농을 선택할 정도로 수요가 증가하여 농
촌 순유입 인구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김한종, 2016). 이에 정부 차원에서 2009년 귀농·
귀촌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농업인력과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을 대비하여 대안적 경력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담당 부서를 정립하고 귀농·귀촌 단계를 탐색, 결심, 실행 및 정책의 3단
계로 구분하여 지원 사업과 교육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기존의 방향성을 
강화하되, 귀농·귀촌인을 위한 통계 및 법률 정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6년부터 귀농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귀농·귀촌 종합계획(2017~2021)이 수립되었다. 
종합계획에서는 청년 창업농, 농촌사회 일자리, 귀농귀촌 네트워크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교육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후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귀
농교육을 제공하되, 수요자의 특성과 목적을 유형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그
럼에도 농촌의 주거 환경과 교육·보육·문화·의료 등의 취약한 인프라, 소득 불안정, 농촌 원
주민과의 갈등, 부적응과 역귀농 문제 등은 귀농 정책 수립에 있어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김정섭, 이정해, 2017; 마상진 외, 2016). 한편,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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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밀도 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확산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함께 귀농·귀촌에 대
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어(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코로나 이후 귀농·귀촌의 정책 방향이 새롭게 강구되고 있다. 

귀농과 관련된 연구 또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수요, 정책 변
화에 따른 경향성이 발견된다. 크게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연구의 집중도를 보인다. 외환위기 직후 연구된 문헌들은 주로 귀농 동기, 귀농 
정착 및 적응 과정, 귀농 생활 실태 등에 집중하고 있다(신윤철 외, 1998; 우종현, 1997; 
이동하, 1998; 이상용, 1999). 한편, 2010년대 귀농인의 수요가 급증한 데에는 1955
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일찍이 서구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에 접한 중장년의 농촌 이동 현상을 경험한 바 
있으며(Bures, 1997; Stockdale et al., 2014), 후기산업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연에 대
한 선호와 함께 이동성이 비교적 높은 중장년 세대의 귀농·귀촌은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
하는 귀농의 흐름과도 연관이 깊다.

9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국내 연구 48편을 정
리한 오수호(2011)는 연구의 흐름이 경제적·사회적·정책적 현상에 따라 주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90년대 후반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귀농 인구의 
수요 증가로 인해 연구의 양적인 증가가 눈에 띄며(47.9%), 귀농의 동기와 유형, 귀농·귀
촌 과정, 귀농·귀촌 실태,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2000년대 전반
부에는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는데(12.5%), 연구자는 그 이유를 외환위기가 다소 극
복되었다는 점과 부적응으로 인한 역귀농·귀촌으로 들고 있다. 한편, 2000년대 후반부는 
경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사회적으로 웰빙과 삶의 질에 관한 관심 증가, 정책적으로 
귀농·귀촌 지원 정책 강화 등으로 인해 다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39.5%). 이 시
기에는 귀농·귀촌 정착 과정 및 지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기에 맞추어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발견된다(박공주 외, 2006; 윤
순덕 외, 2005; 박은경, 2008). 이촌향도를 경험한 은퇴자들은 농촌으로의 귀소성을 지니
며,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귀농·귀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보았다. 또한,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는 농촌에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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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2010년대 이후로 귀농과 관련된 연구는 이주의 관점뿐 아니라 귀농을 전직 또는 창업
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발견된다. 남인현(2012)의 연구를 시작으로 창업이론을 귀
농의 맥락에 적용하여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및 정책적 특성이 귀농의지 및 귀농의도에 
미치는 관계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였으며, 이후 농식품 예비창업자(권석일, 2017), 청년 
예비 창업자(이은천, 2019), 스마트팜 창업자(이태열, 2020)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장되
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선택 동기와 준비 과정을 
도전형과 도피형으로 그려낸 김은석, 하지영(2016)의 연구도 존재한다. 상위 연구는 직업
적 차원에서 귀농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귀농은 직업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귀
농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연구의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중장년 귀농교육 현황

2019년 귀농·귀촌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귀농 인구의 평균 연령은 54.4세로, 전반적으로 
40대~60대의 연령층이 약 84%를 차지한다. 이에 귀농교육 또한 수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계 및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중장년층 귀농희망인에게 있어 귀농교육
은 정보 및 기술을 익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정 시간 이상 이수 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사업 지원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꾸준한 수요
를 보인다. 실제로 귀농 가구의 약 60%가 귀농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고, 평균적으로 150시간
을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귀농·귀촌 통계조사, 2019).

이 절에서는 귀농 단계 측면과 교육 운영 측면을 중심으로 귀농교육 현황을 고찰하였
다. 첫째, 국가적으로 귀농교육은 귀농 단계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탐색 
과정, 준비 과정, 정착 과정에 따라서 귀농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귀농교육 운영 
측면에서 사업 주체별(민간/국가), 기관 특성별, 교육 방법별(온라인/오프라인)로 세분화하
여 중장년층 대상 귀농교육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 귀농과 귀촌의 
특성을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기관 대부분이 귀농과 귀촌
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하기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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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 단계 측면

일반적으로 귀농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이
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연구자 대부분은 귀농 단계를 크게 탐색기-준
비기-실행 및 정착기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고상환, 김동현, 2011; 윤석환, 2011) 교육
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정진철 외, 2017; 귀농·귀촌 종합센터, 2021). 
국가적으로 귀농희망인을 대상으로 귀농교육을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교육과정과 
농촌지도기관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분석하였다.

가) 탐색 단계

귀농 탐색 단계에서는 귀농 및 농업 창업의 기초지식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농업·농
촌의 개념을 이해하고, 품목이나 축종 등을 소개하며 농촌 견학 및 체험 실습 등을 중심으
로 교육내용이 구성된다. 주요 목적은 농업·농촌과 귀농 생활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
미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 주로 농정원이 위탁 운영하는 탐색 단계 귀농교육과정이 이에 
해당되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귀농교육 21개 과정 중 11개 과정이 귀농 탐색 
단계에 해당한다(귀농귀촌종합센터, 2020). 한편,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등의 대도시 농촌
지도기관에서도 소속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준비 단계

귀농 준비 단계에서는 귀농을 결심한 뒤에 실제로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
육과정이 구성된다. 영농활동에 종사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법인에 취직하여 종사하거나 농
업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수요에 따라서 지역 
선택, 품목 및 축종 선택, 농산물 유통 전략 이해, 농업경영관리 등의 심화된 내용으로 구
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실행 기관은 농정원이 위탁 운영하는 준비 단계 귀농교
육과정이 존재하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귀농교육 21개 과정 중 10개 과정이 
귀농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귀농귀촌종합센터, 2020). 또한, 일부 지자체 농촌지도기관에
서는 해당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진 희망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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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이수 후에는 해당 지역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다) 정착 단계

마지막으로 귀농 정착 단계에서는 농촌 지역에 정착한 귀농정착인을 대상으로 심화된 교
육과정이 운영된다. 이들은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제공하는 교육과정보다도 해당 지역의 농촌
지도기관인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농촌지도기관에서는 농업
인대학과 같이 해당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심화된 영농기술, 농기계관리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지역의 귀농·귀촌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귀농정착인에게 
농촌지도기관의 교육과정은 실무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해당 지역의 귀
농인 및 기존 농업인과의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

2) 교육 운영 측면

가) 사업 주체별(공공/민간) 귀농교육

귀농교육 운영기관은 크게 국가 및 공공기관 차원 그리고 민간 차원으로 구분된다. 국가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정원과 농진청의 온라인교육, 그리고 각 시도별 농업
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가 귀농희망인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농정원이 운영
하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자체교육으로 귀농·귀촌 아카데미, 농산업 창업교육 
등을 진행하며, 공모교육으로 연령대와 목적이 특화된 귀농·귀촌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각 
시도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에 정착할 귀농희망인과 귀농인을 대상
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처럼 국가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뤄지는 귀농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민간 차원에서의 귀농교육은 시민단체(전국귀농운동본부), 종교단체(기독교 귀농학
교, 천주교 농부학교,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등),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농정원 산하 공모기관에 지원하여 귀농교육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소속 단체
의 가치이념 및 신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전국귀농운동본
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해왔으며, 자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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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 생태적 가치를 고양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 기관 특성별 귀농교육

대부분의 교육이 국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기관 특성
별 귀농교육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 귀농·귀촌 집합 교육을 운영하
는 교육기관은 농정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 지자체별 농업기술원/센터 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교육은 센터의 자체교육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기관 주관 
집합 교육을 제공한다. 자체교육은 종합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며, 이론 및 사례를 중심으로 기
초 소양을 다룬다. 집합교육의 경우 연령과 목적에 따라 귀농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청년창업농
과정(40대 이하), 청년창업농준비과정(40대 이하), 전직창업농탐색과정(40대-50대 이하), 전직
창업농준비과정(40대-50대 이하), 은퇴창업농탐색과정(60대 이상), 은퇴창업농준비과정(60대 
이상), 귀촌과정 등의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매년 약 30여개의 민간 기관을 공
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기에 농협미래인재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컨설팅 업체, 시민단체, 농
업인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이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교육기간, 교육 내용, 참여
자 선호도 등이 다양한 편이다.

한편, 지역별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지자체 자체 예산과 거주민의 수
요에 따라 귀농희망인을 대상으로도 귀농교육을 실행한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사
업과 별개로 이뤄지는 부분이다. 특정 지역을 선호하거나 정착지로 결정한 귀농희망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교육이 지자체 정보, 지리적 특성, 거주민 특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귀농교육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주로 수도권 농업기술원/센터에서는 귀농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대다수
가 귀농희망인이며, 비수도권에서는 해당 지자체 주소지로 이전한 신규귀농인을 중심으로 
귀농·귀촌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몇몇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분소
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을 홍보하는 귀농·귀촌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다) 교육 방법별(온라인/오프라인) 귀농교육

마지막으로 교육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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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는 농업교육포털 사이트를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품목, 축종, 리더십, 시설장
비관리, 경영관리, 유통마케팅, ICT 등에 걸친 150여 개의 다양한 강좌를 제공한다. 한편, 
농진청의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는 주로 원예 및 축산과 관련하여 
농업전문기술과 관련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호와 관심에 따라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두 사이트 모두 수료기준에 맞게 학습하면 수료한 과정의 교육시간이 인정된다. 교
육 특성에 따라 귀농 교육 형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그림 Ⅱ-1] 참조).

[그림 Ⅱ-1] 귀농탐색-준비-정착 시기에 따른 교육 제공 기관별 귀농교육 형태

다.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특성

2010년대 이후 귀농의 흐름은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장년층에서 많이 보고되
는 편이다. 2019년 귀농·귀촌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귀농 평균 연령은 54.4세로 50대
(39.3%), 60대(30.3%), 40대(15.2%) 사이의 귀농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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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중장년층의 귀농 인구가 많은 데에는 중장년층의 생애 과업의 특성과 성장 경험과도 
관련이 깊다. 퇴직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비교적 생계에 대한 부
담에서 자유로운 편이다(Bures, 1998). 또한, 어렸을 적 농촌에서 성장하였거나 농촌에 
관한 경험이 있으며, 친밀하고 유대감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요구가 농촌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선호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문옥표, 2000; 송인하, 2013). 

1) 중장년층의 퇴직과 귀농 수요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제2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의 경력발달과업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
며, 건강과 노후에 대하여 준비하기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직업과 인생의 가치를 
돌아보아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농업 및 농촌이 지닌 
어메니티(amenity)는 중장년층에게 도시에서 경험하는 공해와 소음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며,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인가를 제공한다. 

미국을 포함한 개발국에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중장년의 농촌 이주 현상
(Warnes and Law, 1984; Rogers, 1989)을 ‘중장년 이동 전환’(elderly mobility 
transition)으로 통칭한다. Bures(1997)은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첫째, 고학력화가 초기 입직 
연령을 지연하고, 둘째, 퇴직 연령의 유연화 및 가족 구성의 변화로 실질적인 은퇴 피크에 
대한 집중가 가중되며, 셋째, 노년층은 가족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도움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동성이 높다고 가정했다. 더욱이 퇴직 시기의 유연성이 지속된다면 퇴직 준비자의 이동
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Bures(1997)가 제안한 ‘은퇴전환’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중장년층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Stockdale, 2006; 
Stockdale & MacLeod, 2013). 이에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귀농 동기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이동성(mobility)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자녀의 독립 
시기에 맞아떨어져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덜하며,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충족시키기보다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Stockdale & MacLoeod, 2013).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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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며 연고지나 주변인의 만남 
등의 기회를 통하여 귀농하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은퇴는 변화의 촉발점이며, 일과 건강,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선호 거주지에 대한 변화를 
동반한다(Carter et al., 1997; Lehr et al., 1998). 조기 은퇴 또는 은퇴에 맞추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사일이 보장하는 독립성과 고용성 등이 주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중장년층의 이동은 지역적으로 긍정적인 농촌성(rurality)이 반영되어 있다. 중장년층
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도시 생활의 답답함과 회의감, 여유로운 삶의 공간에 대한 요구는 그
들이 생각하는 농촌이 가진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며, 여건이 된다면 농촌으로 돌아가려는데 
작용할 수 있다. 이동성이 높은 세대에게 농촌에 대한 선호적인 이미지는 귀농 창업의 동기
를 제공한다(Bosworth and Willett, 2011).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통근시간을 피하고 농촌이 
제공하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작용한다. 역도시화 현상
은 농촌성에 대한 욕구가 어느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Boyle & Halfacree, 1998)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은 사회성(sociality)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다. 귀농·귀촌인 중에서
도 중장년층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편이
다(Findlay et al., 2000). 중장년층은 생애발달적 특성에 따라서도 사회봉사나 모임에 대한 
공헌 욕구가 크고, 소속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Wenger, 2001). 중장년 농촌이주자는 정착
지에 있는 사회 활동 및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Brown & Glasgow, 2008; Erlinghagen 
& Han, 2006), 이는 농촌의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다(Joseph & Skinner, 201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는 중장년층으로서 경험하는 생애 발달 과업의 특성과 농업 및 
농촌이 지닌 이미지가 맞아 떨어져 귀농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 건강에 대한 염려, 여유로운 삶의 공간, 사회 기여와 친목 활
동 등을 통해 보다 자신의 가치관이 투영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귀농에 대한 수요는 중장년층의 발달 과업의 특성과 맞닿아 하나의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Hayward et al., 1994; Bures, 1997; Stockdale, 2006). 

2) 중장년층의 전직 및 퇴직에 따른 귀농 양상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장년층 가운데 이전 일자리를 변경하여 귀농을 직업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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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는 전직 중장년층과 정년퇴직 후 은퇴하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중장년층 특성은 이질
적이며, 귀농을 준비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송인하, 2013). 이러한 데
에는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데, 가계비 충족을 위해 소득활동을 지속하려는 데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정성지, 마상진, 2021).

전직 중장년층의 경우 귀농을 제2의 일자리로 생각하여 이를 통해 소득활동을 지속하려
는 측면이 강하다. 이들의 이전 일자리는 공식적인 부문보다는 비공식적인 부문에 속해있
을 수 있고, 완전 은퇴자와 비교하면 연령이 낮고 비전문직에서 일하며 조기퇴직이나 비
자발적 은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은퇴 후 도시에서 안정적 직업을 얻기 어렵
다는 점, 퇴직 후 취직을 해도 일용직이 대부분이라는 점, 은퇴 후 취업에 따른 근무만족
도가 낮다는 점 등에서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생활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귀농을 
선택하는 특징이 있다(유상오, 2009). 

반면 경제활동을 종료한 은퇴자의 경우 퇴직금, 연금, 저축, 부동산 임대수입 등으로 가
계생활비가 충당되어 소일거리 이외에 농업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
다. 이 경우 대부분 연금, 퇴직금 등의 자금이 충분하거나 이전 일자리가 전문직일 가능성
이 크고, 정년퇴직 시기에 근접하므로 나이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들이 농업 활동에 종
사하더라도 경제적 목적이라기보다 주로 건강상태나 연령, 농업에 대한 신념이나 생태적 
삶의 양식 등을 실천하기 위한 비경제적 목적이 강한 특성을 보인다(송인하, 2013).

3) 중장년층 귀농인의 정착 현황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현황은 크게 귀농교육에 참여하는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
년층 현황을 통해 그리고 귀농교육을 참여한 뒤 농촌으로 이전한 귀농인 현황을 통해 주요 
인구학적 특성 및 귀농 동기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귀농·귀촌교육현
황과 귀농인 통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한편, 귀농어·귀촌인 통계 및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통해 귀농인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인 및 귀촌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기 
위해 귀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통계청(2021)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만 2천 명 정도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다. 귀농 인구의 평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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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54.4세로, 전반적으로 50대~60대의 연령층이 65.5%를 차지한다. 귀농가구주의 연
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50대가 4,019명(39.4%), 40대가 2,330명(22.8%), 60
대가 2,166명(21.2%), 30대 이하가 1,164명(11.4%), 70대 이상이 521명(5.1%) 순으로 
많았으나 2020년도로 오면서 50대가 4,365명(35.0%), 60대 4,060명(32.5%), 40대 
1,784명(14.3%), 30대 이하가 1,362명(10.6%), 70대 이상이 918명(7.4%)으로 나타났다. 
60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40대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50대와 60대의 비중
이 점차 유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가운데서도 50대와 60대에 걸친 중후반 
장년층의 귀농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Ⅱ-3> 참조).

출신 지역에 따른 귀농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들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
지로 귀향하는 U형이 57.6%,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비연고지로 이동하는 J형은 
21.1%로, 농촌 출신을 의미하는 U형과 J형을 합했을 때 전체 귀농 인구의 3/4를 웃돌고 
있다. 반면, 도시에서 태어나 농촌으로 가는 21.2%를 차지한다.

귀농의 주된 이유는 자연환경이 좋아서(30.5%),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23.0%), 가
업을 승계하기 위해(13.1%), 가족 및 친지와 살기 위해(11.6%),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감
(8.5%), 건강상의 이유(7.8%)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귀농준비 기간은 약 25.8개월
이며, 귀농과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약 47.7%로 절반가량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 미이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30대
이하

1,164 
(11.4)

1,110
(10.3)

1,150 
(9.6)

1,340
(10.4)

1,325
(10.5)

1,356
(11.3)

1,209
(10.6)

1,362
(10.9)

1,254
(10.6)

40대
2,330 
(22.8 )

2,393
(22.2)

2,395
(20.0 )

2,361
(18.3)

2,251
(17.8)

2,015
(16.8)

1,747
(15.3)

1,784
(14.3)

2,313
(18.5)

50대
4,019
(39.4 )

4,301
(40.0)

4,816
(40.3 ) 

5,137
(39.9)

4,900
(38.8)

4,456
(37.3)

4,251
(37.2)

4,365
(35.0)

4,663
(38.5)

60대
2,166
(21.2 )

2,332
(21.7 )

2,921
(24.4) 

3,270
(25.4)

3,432
(27.2)

3,382
(28.3)

3,460
(30.3)

4,060
(32.5)

2,949
(26.4)

70대
이상

523
(5.1)

622
(5.8)

677
(5.7 )

767
(6.0)

722
(5.7)

752
(6.3)

755
(6.6)

918
(7.4)

684
(6.1)

계 10,202 10,758 11,959 12,875 12,630 11,961 11,422 12,489 11,861

자료: 통계청. (2021). 귀농가구주의 시도별 연령별 성별 현황. 

주1) 괄호 안 숫자는 비율을 의미함.

<표 Ⅱ-3> 연도별 연령별 귀농인 현황(20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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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당시 1인 이주 비율은 귀촌 인구(14.1%)와 비교하면 귀농 인구(26.5%) 비율이 
약 2배가량 높다. 1인 이주의 주된 이유는 가구원의 직장(40.0%), 자녀교육(25.4%), 주거,
농지 등 영농기반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17.2%), 가족 반대(11.2%)로 나타났다. 귀농 가구 
절반 이상이(50.1%) 농외 경제활동을 겸업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로는 소득을 올리기 위함
(84.2%)과 재능을 활용하기 위함(7.7%)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촌 후 5년 이내 농업에 종
사하는 경우가 귀촌인의 14.7%인데, 이 가운데 50대~60대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나 귀촌한 후에도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귀농의지

가. 귀농의지의 개념

귀농의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의지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동기는 중요한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의도’ 또는 
‘의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의지(volition)는 명시적인 의도를 수행하고 유지하려
는 능력(Kuhl, 1989)으로, 구체적으로 의도한 행위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목표를 이행할지
에 대한 고려 상태를 의미한다(Heckhausen and Gollwitzer, 1987). 의도가 특정 행동
을 하고자 결정하는 시점 이전의 상태라면, 의지는 결정 이후(postdecisional)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려는 상태를 포함한다(Palmer, 2016). 대부분의 동기이론에서는 ‘행동의도’
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져왔으나 의지와 행동 몰입의 과정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제안되면서 ‘행동의지’가 주목을 얻게 되었다(Kuhl, 1984; 1985; 1987; Zhu, 2004).

구체적으로 의도는 특정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사(Ajzen, 1991)를 반
영하는 주관적인 가능성(Fishbein & Ajzen, 1975)으로 실행이 착수되었으나 종료는 되지 
않은 상태(Miller, Galanter, & Pribram, 1960)를 의미한다. 의도가 활성화 되는 요인은 
시간적·공간적 조건, 행동의 서사적 구성, 행위를 실행하는 주체, 그리고 목표 몰입의 질이 
요구된다(Ach, 1910; Kuhl, 1984). 계획을 바꿀 정도의 변화가 없다면 의도는 행동을 가
장 잘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안된다(조영아, 2015).

한편, 의지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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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의도가 활성화된 의지에 따라 의도를 실행하는 과
정이 포괄되므로 동기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의지는 의도보다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Heckhausen, 1991; Kuhl, 1985; 2000). 만일 의도한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의지의 영향으로 동기부여체계를 작동시켜 계획대로 실행하던 행위를 지속하거나 
전략 또는 절차를 수정하여 행동을 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집중(attention), 인내(persistence), 자기평가(self-evaluative) 등의 자기통제
(self-control)과정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실행적(executional) 제어 과정
이 의지가 작용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Kuhl, 1984; 1989). 

이와 같이 의지는 협의의 관점에서는 의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광의의 
관점에서는 의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Kuhl(2000)은 행동제어이
론에서 더 나아간 성격체계상호작용이론에서도 인간이 행동의도를 형성하더라도 행동을 수행
하기 위한 의지능력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의식과정과 무의식과정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행
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agozzi(1992)는 목표를 지향하는 의도가 형성되
면, 행동에 이르기까지 계획하기, 노력하기, 몰입하기 등의 과정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Bogazzi(1992)의 관점은 의지를 의도와 구분하지 않고, 의도를 포함하여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통제하는 전략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Kuhl(1986; 1989)의 의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귀농의지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때, 귀농의지는 의지의 광의의 관점을 반영하여 귀농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도 및 
귀농을 위하여 자신과 환경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귀농에 대한 계획
이 있는지, 얼마나 자발적으로 귀농하고자 하는지, 귀농을 위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
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의도와 귀농을 위해 준비하는 제어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나. 귀농의지 기저 이론

귀농은 크게 장소의 이동과 직업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특히, 직업적 관점에서 
귀농은 작목과 규모, 방법을 선택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기에 독립적이면서 자율성이 
요구되는 창업의 맥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남인현, 2013; 이지흠, 2017; 이태열, 
2020). 이에 장소의 이동을 설명하는 이주이론과 창업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행동이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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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및 재취업을 설명하는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귀농의지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1) 행위제어이론

Kuhl(1985)에 의해 제안된 행위제어이론(Action Control Theory)은 동기심리학
(motivation psychology)과 의지심리학(will psychology)(Ach, 1910)에 기본 가정을 두고 
있다. 행위제어이론은 인간의 행동 동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행동의도를 벗어나 의지(volition)
와 몰입(commitment)의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되었다. 이 이론은 행동의도
가 형성된 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행위를 제어하는 과정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조영아, 
2015). Kuhl(1985)은 동기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선택 동기
(choice motivation)가 작용하지만, 목표를 설정한 이후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데에는 
행위를 제어하는 제어동기가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이 행
동의 영향 요인에 주목한다면, Kuhl의 행위제어이론은 목표를 선택하고 행동을 제어하는 영
향 요인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한덕웅, 2004).

행위제어이론에서 중요한 가정은 ‘의지(volition)’라는 구인이 동기이론에 재도입된 것이
다. 본래 의지(will)는 철학에서 오랫동안 다루었으나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발현될 
수 있는 위험 또는 행위의 경향성을 규정하는 위험으로 인해 동기심리학에서는 연구되어오
지 않았던 영역이다(Kuhl, 1985). 그러나 자유의지에 관한 현대적 관점을 도입하여 의지에 
따라 자기 행위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유지 및 노력하는 과정에 초점
을 두고 있다. 그는 의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의지란 목표를 결정하여 
몰입한 후에 발생하는 과정으로, 실행에 옮기기 전의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둘째, 의지는 
결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요인이 있는 조건에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의지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방어하도록 다
양한 절차와 전략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목표 추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요인을 구분하
여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본인의 사고체계에 연결하여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행위를 지속시
킨다. 넷째, 행위의 결과로 정서를 경험하면 정서에 따라서 의도한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지
가 강화되거나 약화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도와 의지를 비교하면, 학자 대부분은 이 두 개념이 의도적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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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측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동의한다(Zhu, 2004). 개념적으로 의도는 시간을 
통해 지속하며 행동을 유도하는 마음의 상태지만 의지는 행위자가 자기 생각과 신체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거나 능동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하는 정신적인 사건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하게, 의지는 사유, 인식, 이성의 근간에서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행동의 표상이 의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Audi, 1994). 의도만으로는 유의미한 
의도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통제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며, 
의도적 행동의 생산과 통제가 의지와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Zhu, 2004)(<표 Ⅱ-4> 참조).

행위제어이론이 다른 이론과 구별되는 점은 의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황과 본인의 감정, 지식 등을 조절하여 동기의 유발과 유지에 관여하는 동기유발체계
를 가정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계획된 행동이론을 포함한 기존의 이론에서는 의
도를 형성하는 과정은 설명하지만, 의지에 따라 목표를 추구하고 행위를 지속하도록 행동
을 제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유발체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조건이나 동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한층 더 나아간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한덕웅, 2004).

의도(intention) 의지(volition)

관련 이론
§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
§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 Ach(1910)의 의지심리학(will psychology)
§ Kuhl(1985)의 행위제어이론(Action 

Control Theory)

정의
§ 시간을 통해 지속되며 행동을 유도하는 
마음의 상태(Zhu, 2004)

§ 행위자가 자신의 생각과 신체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거나 능동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하는 정신적인 사건이나 활동(Zhu, 2004)

공통점 § 실행에 옮기기 전의 예비 상태로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

발현 양상
§ 의도는 행동의 표상으로 나타나며(Audi, 

1994), 계획, 의향, 목표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음.

§ 행동의 목표 기저의 사유, 인식, 이성, 
몰입, 통제의 과정이 포함(Audi, 1994)

§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유지, 보호하도록 다양한 절차와 전략을 
모색. 이에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운 요인이 
있는 조건에서 행위에 영향

동기과정의 
초점

§ 선택동기와 제어동기 가운데 목표를 
선택하는 선택동기에 집중

§ 선택동기와 제어동기 가운데 목표를 
설정하는 선택동기와 목표를 성취하는데 
행위를 제어하는 제어동기

<표 Ⅱ-4> 의도(intention)와 의지(volition)의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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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 관점: 이주의사결정이론

전통적으로 귀농에 관한 연구는 이주이론을 근거로 연구되어 왔다(Berry, 1976; Ralph 
et al., 1978). 이주이론은 주로 이주에 관한 포부나 의도, 기대 등을 결정하는 요인을 집
대성한 것이 특징으로(Massey et al., 1994), 인간행동학적 접근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1950년대 도농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된 시점 이후로 볼 수 있다(Lewis, 1950). 
이후 이주에 관한 많은 실증 연구가 이어져 오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주로 
노동 시장 또는 제도적 관점에 따라 거시적 차원에서의 인구 이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
루다가 최근 들어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통합하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개별 행위자
의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개별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 흐름
이 이동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Hagen-Zanker, 2008).

Faist(2000)는 이주이론을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 중시적 차원에 따라 분석할 수 있
다고 제안하였다. 먼저, 미시적 차원의 이론은 사회심리학적 모형과 기회에 대한 합리적 
선택 접근을 바탕으로 개별 이주 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다면(개인의 가치, 욕구, 기대), 거
시적 차원의 이론은 이주를 인구이동 흐름으로 통합하여 이러한 경향성을 경제적 구조로 
설명한다. 한편, 중시적 차원의 이론은 세계 인구이동에서 이주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흐름
을 설명하며, 구체적으로 가정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이주의 원인과 영속적 요인(네트워크)
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이주 의사결정은 경제적 및 사회 구조
적 환경에 의해 환류되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미래 이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Hagen-Zanker, 2008).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는 개인행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한계를 지닌다(Fischer et al, 1997). 이에 De Jong et al.(2000)은 Ajzen(1988)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이주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주의도를 예측하는데 개인
의 가치를 설명하는 기대 요인과 사회적 규범 요인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대 요인은 기대-가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능성, 동기, 기대, 인
센티브 등의 심리적 요인이 포함된다(Sell & De Jong, 1978). 그는 실제로 태국 농촌 거주 
성인을 대상으로 모형을 검증한 결과, 가치/기대, 직업 만족도, 이주 자본(네트워크, 경험), 
결혼 여부, 가구원 여부 등이 설명력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Ⅱ-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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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이주 의사결정 일반적 모델

자료: De Jong, G. F. (2000). Expectations, gender, and norms in migration decision-making. 
Population studies, 54(3), 307-319. 

이에 더하여 이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개별 행위자의 생애 주기 관점이 주목받게 된 
것은 Kley(2011)의 연구가 나오면서부터이다. 그는 학업, 결혼, 양육, 이직, 은퇴 등의 생
애 주기별 발달 과업이 이주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거, 이
웃, 사회 관련 이슈나 목표 성취를 위한 기회 격차(opportunity differentials), 취직 및 
전직, 은퇴, 결혼, 가정, 양육에 관한 이슈가 주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는 이
주 의사결정 과정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주 과정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였다. 
이주의사결정 단계를 결정 전 단계(pre-decisional phase), 결정 단계(decisional 
phase), 행동 전 단계(pre-actional phase), 행동 후 단계(post-actional phase)로 구
분하고, 단계별로 계획과 행동을 구체화하는 루비콘 모델을 제안하였다([그림 Ⅱ-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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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이주 과정 단계와 루비콘(rubicon) 모델의 행동 장면(Heckhausen, 1991, Gollwitzer, 
1996)

자료: Kley, S. (2011). Explaining the stages of migration within a life-course framework.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4), 469-486. 

이 모형은 결정 장면에만 초점을 둔 기존 이주의사결정모형이 지닌 단면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주 결정 과정을 결정 전 단계, 행동 전 단계, 행동 단계, 행동 후 단계 등으로 구
분하였으며,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 격차, 네트워크, 생애 사건 등의 요인을 구
체화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3) 전직 관점: 사회인지진로이론 경력자기관리모형(CSM)

개인의 진로발달 및 결정은 개인 특성과 환경의 단순한 합성적인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개
인의 의지와 인지적 판단까지 포함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김봉환 외, 2010). 이 가운
데 Lent와 그의 동료들(1994)이 제안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Bandura(1986)가 제안한 사
회인지이론을 진로발달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경
험을 통해 자기효능감, 결과기대로 이어져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Thompson et al., 2016). 

사회인지이론에 기반을 둔 모형은 흥미모형에서부터 시작하여 진로선택모형, 수행모형, 주관
적 만족모형, 그리고 경력자기관리모형 등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인 귀농교
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는 기존 직업을 그만두고 귀농을 염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응적인 진로 행동의 특징을 보이기에 이 연구에서는 Lent와 Brown(2013)이 
발표한 경력자기관리모형을 중심으로 전직 과정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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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ckas(1997; 2005)의 진로구성주의이론이 제안하는바, 현대사회에서의 직업선택은 
고정적이라기보다 직업 세계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므로 이에 변화하는 상황에 적
응을 추구하는 관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경력자기관리모형의 특징은 이러한 점을 반영
하여 개인이 일생에서 택하는 직업 자체보다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하는 직업의 선택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경력자기관리모형에서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뜻하는 자
기효능감(Bandura, 1986)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통하여 
형성된다. 자기효능감과 학습경험은 특정 영역에서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이르게 되는 결과
를 의미하는 결과기대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결과기대를 예측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필연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여 결과기대가 높은 것은 아니다. 
수행에 대한 본인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도(자기효능감),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
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결과기대)(Lent, 2013).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행동의도(개인적 목표), 행동, 결과로 이
어진다(Gollwitzer, 1999). 

경력자기관리모형은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 가운데 실직과 재취업 사건의 맥락을 잘 설명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ent & Brown, 2013). 실직이라는 경험은 외부적 환경요인과 실직
에 적응하고 관리하는 개인의 능력을 모형 안에서 다루기 때문이다(Thompson et al., 
2017). 자기관리모형은 성별 (e.g., Tokar, Thompson, Plaufcan, & Williams, 2007), 인
종과 민족(e.g., Flores & O’Brien, 2002), 성격(e.g., Schaub & Tokar, 2005), 의사결정
방식(e.g., Dahling & Thompson, 2013)을 포함한 개인적 차이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학
습된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맥락적 영향을 자기관리과정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다룬다. 이
러한 근접 영향은 특성에 따라 목표를 추구하는데 지지할 수도 있지만(사회적 지지) 경기 침
체, 차별적 경험 등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Mallinkrodt & Bennet, 1992; Dahlin, 
Melloy & Thompson, 2013).

Thompson et al.(2017)은 사회인지진로이론 경력자기관리 모형을 실직 및 재취업 맥락
에 적용하여 개인이 실직 경험을 극복하고 직업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내었다. 이 
모형은 실직에 있어 적응적 경력 행동의 다차원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다시 경력을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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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취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인터벤션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 회복의 정의를 
다소 주관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를 다시 이른 기간 내에 재취업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려
는 열정을 지속하는 상태로 구체화하였다([그림 Ⅱ-4] 참조).

[그림 Ⅱ-4] 실직 및 재취업 맥락에 적용된 사회인지진로이론 경력자기관리 모형
자료: Thompson, M. N., Dahling, J. J., Chin, M. Y., & Melloy, R. C. (2017). Integrating job loss, 

unemployment, and reemployment with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1), 40-57. 

다. 귀농의지 측정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에 정착하려 하거나 농업 분야로 창업하려는(창농) 
의지를 포함한 측정도구를 포함하여 귀농의지와 관련된 측정도구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인현(2013)은 수도권 소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귀농의지를 연구하였으며, 이때 귀농의지를 
정착, 소유, 정착 측면에서 단일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권석일(2016), 김동표(2017), 이태열
(2020)은 농산업을 배경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문항은“장래
에 나 자신이 소유하는 농식품 스타트업을 하나 설립하여 운영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ICT
를 활용한 농업을 창업할 것이다” 등으로 구성된다. 귀농의사결정을 측정한 최준호(2013)는 
“귀농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성걸
(2020)은 농촌정착 행동의도를 도시생활, 전원생활, 텃밭, 전업농 등의 선택의 범위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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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범위로 구분하여 ‘~할 것이다’로 측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Ⅱ-5> 참조).

구분 저자 요인 특징

귀농의지 남인현(2013)

단일요일
-정착의지(1)
-소유의지(1)
-운영의지(1)

§ 대상: 수도권 거주 도시 근로자 471명
§ Ajzen(1987)의 계획된행동이론
§ 내적개인특성(자율지향, 성취욕구, 자기유능감, 

위험감수성), 외적환경요인(사회적 위상, 생활만족도, 
정책인지도, 외부네트워크)는 농업·농촌관심도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완전매개 존재

§ e.g. “나는 언젠가는 귀농해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다”

(농식품)
창업의지

권석일(2016) 단일요인(8)

§ 대상: 농식품 예비창업자로 예견될 수 있는 
농식품산업분야 행사 참가자 및 농업계 대학생 
207명

§ 창업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적특성(위험가수성, 혁신성), 
환경적특성(네트워크 환경, 창업지원제도, 사회적 
인식)의 정적 효과 발견

§ 창업자가 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창업을 시도하려는 욕구로 조작적 정의, 단일 요인으로 
측정

§ “장래에 나 자신이 소유하는 농식품 스타트업을 하나 
설립하여 운영할 것이다.”

ICT 융복합 
첨단농업 
창업의지

김동표(2017) 단일요인(9)

§ 대상: 횡성군 지역 거주민 대상 193명
§ Ajzen(1987)의 계획된행동이론
§ 내적개인특성 및 외부환경요인이 ICT융복합첨단농업 

관심도를 매개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외부환경요인의 직·간접효과만 유의

§ e.g. “나는 앞으로 ICT를 활용한 농업을 창업할 
것이다.”

스마트팜 
창업의도

이태열(2020) 단일요인(5)

§ 대상: 귀농교육 참여자 321명
§ 이론: 통합기술수용이론
§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이 기술수용의도를 

매개하여 스마트팜창업의도에 직간접효과 존재
§ “나는 앞으로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 창업할 것이다.”, “나는 기회가 된다면 ICT융합기술을 

이용한 농업 창업을 해보고 싶다.”

귀농
의사결정

최준호(2013) 단일요인(1)

§ 대상: 도시지역 거주 청장년 성인 663명
§ 경제적 가치, 환경적 요인(주변 편익시설, 소음 및 

악취), 성장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종사직업 등이 
귀농의향에 유의미한 영향. 

§ 단일 문항으로 측정 “귀농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업의도 이은천(2019) 단일요인(5)

§ 대상: 농업관련 창업교육 청년 참여자 248명
§ 이론: 합리적 행동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
§ 개인적특성,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창농정책이 

자기효능감과 주관적규범을 각각 매개하여 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표 Ⅱ-5> 귀농의지 관련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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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연구를 종합하면, 귀농의지와 관련된 측정도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을 적용하
여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된 문항을 귀농의 맥락에 수정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고찰했던 바와 같이 의지(volition)와 의도(intention) 간에 개념의 차이가 존
재함에도 귀농 맥락에서는 두 명칭이 구분 없이 의도의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 또한, 측
정 도구가 전반적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게는 1문항에서부터 많게는 9문항
으로 측정된 문항들은 대부분 강한 의도(e.g. “~귀농(창농)할 것이다”), 약한 의도(“기회가 
된다면)~하고 싶다”, 낙천적 전망(“~전망이 있을 것이다”), 권유(“주위에 권하고 싶다”) 등
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측면에서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의지를 측정하
거나 청년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의지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중장년 귀농준비자를 대
상으로 한 귀농의지 측정도구가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추가적으로 Kuhl(1984; 1985; 1987)의 ‘의지(volition)’ 개념을 적용한 구성요인 
및 측정 도구를 고찰하였다. Kuhl(1984)의 개념을 기반으로 귀농의지를 정의하면 귀농의
지란 귀농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귀
농에 대한 의도나 계획뿐 아니라 귀농을 위하여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고자 자신의 행동
과 생각을 제어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 구성요인과 측정방식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표 Ⅱ-6> 참조).

구분 저자 요인 특징

§ e.g. “나는 머지않아 내 사업체를 설립할 분명한 
계획이 있다”

농촌정착
행동의도

조성걸(2020)

단일요인
-행동선택 
범위(1)
-행동시기(1)

§ 대상: 청주시 도시 거주 성인 437명
§ 계획된 행동이론 적용하여 모형 검증
§ 농촌관심도, 농촌가치관, 농촌위험지각, 체험만족도, 

농촌체감도 등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효과
§ 행동의도를 행동선택 범위(도시생활, 농촌거주, 

농촌거주 텃밭, 전업농) 및 행동시기(도시생활, 퇴직 
후, 10년 이후, 5-10년, 5년 이내)로 측정

§ e.g. “농사를 전업으로 하면서 농촌에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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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기

결정성
계획 및 

의도

주의제어
비고의식적 주의

제어
암묵적 주의

제어

1
Volition Component 
Inventory

● ● ● ●

2 volitional control scale ● ●
3 Volitional Processes Scale ●
4 Intention Scale ● ●

5
Volition Component 
Inventory(version 6)

● ● ●

6 Work Volition Scale ● 제약
7 Volition Inventory ● ●
8 실행의지 ● ● ●
1. Kuhl and Fuhrmann(1998) 
2. Garcia, et al.(1998)
3. Bagozzi Baumgartner & Pieters(1998)
4. Ajzen(2002)
5. Orbell(2003)

6. Duffy et al.(2012)
7. Dörrenbächer& Perels(2015)
8. 조영아(2015)

<표 Ⅱ-6> 의지 관련 측정도구 구성요인 종합

대부분의 의지 관련 측정도구는 자기결정성, 계획 및 의도, 주의제어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앞서 고찰했던 귀농 맥락의 의지 관련 측정도구가 단일 구인으로 계획 및 
의도를 측정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의지(volition)의 개념을 문항에 포
함한 측정 도구로 확대했을 때에는 선택에 대한 자발적 의사를 의미하는 자기결정성과 목
표를 성취하기 위한 조절 능력인 주의제어 구인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제어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의도성을 부여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의식적 주의제어와 
의도성을 부여하지 않으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무의식적 주의제어로 구분되는데, 공통
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제어가 포함되고 있다. 의도는 단순히 성취하기 위
한 목표나 계획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자기결정성과 주의제어의 개념을 포
함하여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지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함께 측정도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표 Ⅱ-7> 참조).

구분 저자 요인 특징

Volition 
Competence 

Inventory

Kuhl & 
Fuhrmann

(1998) 

단일요인(15)
-자기 유지
-목표 유지

§ 자기제어 및 자기조절로 구성된 의지에 기반을 둔 
의지이론을 기반으로 VCI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자신의 경험, 신념, 필요를 개인의 목표 및 타인의 
기대와 연결지어 의지의 과정을 탐구함.

<표 Ⅱ-7> 의지 관련 측정도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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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요인 특징

§ 자기 조절/자기 유지: 주의제어, 동기 제어, 감정 
제어, 환기 제어, 자기결정성, 결정 제어

§ 자기 제어/목표 추구: 의도 제어/모니터링, 계획, 시작, 
충동 제어, 실패 제어

§ 자기 반성: 의지적 자기효능감 및 낙천성
§ e.g. “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나의 

결정에 동질된 느낌을 받는다”

volitional 
control 
scale

Garcia, et 
al.(1998)

단일요인(10)
-부호화 제어
-동기화 제어
-감정 제어
-환경 제어

§ 행동제어이론을 기반으로 인지적 참여에 대한 내재적 
목표지향과 자기효능감이 의지제어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효과 검증. 또한, 학습전략유형에 따라 의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

§ e.g. “나는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자고 
해도 과제를 다 완성하는 것을 확실히 한다”, “내가 
과제를 다 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져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다독인다”

§ 내적일치도 계수  .72

Volitional 
Process 
Scale

Bagozzi 
Baumgartner 

& 
Pieters(1998)

6문항
-계획
-의도
-노력

§ 네덜란드 성인 대상으로 식이섭취 장면에서 식이섭취와 
운동 행위에 대한 계획, 의도, 노력(예상 지출) 등을 
측정. 이러한 의지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앞으로 4주 동안 [체중 조절, 체중 유지, 체중 증가]를 
위해 다이어트를 계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4주 동안 
[체중 조절, 체중 유지, 체중 증가]를 위해 운동을 할 
의도가 있다“

§ 내적일치도 계수  .97

Intention 
Scale

Ajzen(2002)

단일요인
-의도
-노력
-계획

§ 계획된 행동이론에 기반을 두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행동의도를 구안. 주로 ~할 의향이 있다,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려고 계획하였다 등으로 
구성됨.

§ “앞으로 30분 이상 매일 운동할 의도(intend)가 
있다.”, “앞으로 1달 동안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도록 노력(try)하겠다.”, “앞으로 30분 이상 매일 
운동할 계획(plan)이다.”

Volition 
Component 
Inventory-6

Orbell(2003)

§ 암묵적 
주의제어(4) 

§ 의식적 
주의제어(4)

§ 자기결정성(4)

§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간으로 CVI를 암묵적 주의제어, 
의식적 주의제어 및 자기결정성으로 구성하여 측정. 
분석 결과, 의지는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규제, 의도를 제외하고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음.

§ 주의제어 문항은 목표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는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자기결정성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경험하는 생각을 측정

§ “그 순간에는 중요한 것만 집중한다”, “당면한 문제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Work 
Volition 

Scale

Duffy et 
al.(2012)

§ 의지(5)
§ 재정적 

제약(5)
§ 구조적 

§ Blustein (2006; 2008)의 의지 개념을 차용하여 직업 
선택 맥락에서의 의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 이 
도구에서 work volition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선택하려는 인지된 역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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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연구는 행동제어이론을 기반으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노력과 실행 역량을 
포함하는 ‘의지’의 구인을 주의제어 및 자기결정성으로 구성하고 있다. 주의제어는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주위 환경이나 자신을 통제한다는 의미로, 경우에 따라 내용 영
역(부호화, 동기화, 감정, 환경)으로 분류하거나(Garcia, et al., 1998), 행동 양식(암묵적, 
의식적)으로 분류(Orbell, 2003)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지는 자기결정성을 포함
하는데(Orbell, 2003; Duffy et al., 2012), 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기 위해 행동을 
통제하는데 자신의 주체성도 함께 강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을 
역산하여 측정하기도 하는데, Duffy et al.(2012)에서는 의지에 재정적 및 구조적 제약을 
포함하여 이를 역산하여 측정하였으며, Dörrenböcher & Perels(2015)는 ‘지
체’(procrastination)의 하위구인을 포함하되, 역산하여 의지를 측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종합했을 때, 기존에 사용되는 귀농의지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의지(volition)와 의도(intention) 간에 개념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구분 없이 의도의 개념으

구분 저자 요인 특징

제약(4)

§ 성인 구직자 및 직장인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의지(Volition) 외에 제약(Constraints)을 역문항으로 
사용하여 의지를 측정한 것이 특징임.

§ “나는 외부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직업 선택에 대한 완전한 통제감을 느낀다." 

§ 내적일치도 계수 .64-.78

Volition 
Inventory

Dörrenbächer
& 

Perels(2015)

§ 미래시간관(4)
§ 지체(4)
§ 학업 만족의 

지체(6)

§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이론에 학습 의도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지 개념을 접목하여 측정함. 분석 
결과, 자기조절학습에 있어 학습환경의 의지와 동기에 
대한 신념이 중요함을 확인

§ “어렵고 지루한 작업도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해낸다.”, “무언가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나는 그것을 미룬다”

§ 내적일치도 계수  .68-.87

실행의지
(Implement 

Volition)
조영아(2015)

§ 의도(4)
§ 주의제어(6)

§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능력, 역량을 포함하는 
의지 개념을 사용하여 실행의지를 측정, 
경력관리행동에 대한 영향력 구명

§ Bagozzi et al.(1998) & Ajzen(2002)의 의지 문항과 
Kuhl & Fuhrmann(1998)의 주의제어 문항을 
토대로 수정하여 내용타당도, 내적타당도 등을 검증

§ 내적일치도 계수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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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혼용되고 있다. 둘째, 측정 도구가 전반적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며 ‘의도’를 묻는 문
항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Kuhl(1984)의 ‘의지(volition)’ 개념을 적용한 구성요인 및 측정 
도구를 고찰했을 때, 의지는 의도뿐 아니라 목표를 성취하려는 자발성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기를 제어하는 노력 등의 개념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이러
한 의지의 개념을 적용한 귀농의지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귀농의지 관련 연구

귀농의지와 관련된 연구는 행동이론에 근거하여 귀농의도를 측정한 연구(이지흠, 2017; 남
인현, 2012; 이은천, 2019; 권석일, 2017), 사회인지진로이론 경력자기관리모형에 근거하여 
재취업의도에 관심을 둔 연구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를 
둔 연구는 주로 행동이론에 모태를 둔 창업이론을 바탕으로 귀농의도를 연구하였다(이지흠, 
2017; 남인현, 2012; 이은천, 2019; 권석일, 2017). 위 연구에서는 도시근로자의 직업이 
전환된다는 점, 누군가에게 고용된다기보다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한다는 점, 정책적 기조에 
귀농 창업이 들어간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귀농을 창업의 한 형태라고 보았으며, 이에 창
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연구의 틀을 차용하여 귀농의지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창업가정신(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성, 도전성 등)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적 특성과 외부
네트워크, 정책인지도, 사회적 인식 등으로 구성된 환경적 특성이 자기효능감 또는 주관적
규범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검증한다(이지흠, 2017; 남인현, 2012; 
권석일, 2017).

보다 자세하게, 도시근로자의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모형을 구체화한 남인현
(2012)은 내적 개인특성과 외적 환경요인이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매개
변인으로 농업·농촌관심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내적 개인특성, 외적 환경요인이 귀농의지
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 기업가정신으로 구성된 내적 개인특성은 농업·농촌
관심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귀농의 담론에서 창업이론 적용의 한계를 보여준다. 

한편, 남인현(2012)의 연구를 적용하여 청년농업예비창업자를 연구한 이은천(2019)과 농
식품 예비창업자를 연구한 권석일(2017)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소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가 남인현(2012)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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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상의 선정일 것으로 추측된다. 남인현(2012)의 경우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창
업의도를 연구했다면, 이후 이은천(2019), 권석일(2017)의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의 창업자
를 대상으로 창업의도를 측정하였기에 모집단의 이질적 특성이 연구결과의 차이를 만들었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스마트팜 창업자의 창업의도를 연구한 김동표
(2019)와 이태열(2020)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는 창업이론을 기반으로 귀농현상을 
설명하고자 했을 때, 귀농의 동기가 다양한 모집단을 선정함에 따라 창업의지에 대한 결과
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는 귀농을 창업
뿐 아니라 건강에 관한 관심, 자연환경 선호, 대안적 가치추구, 이웃과 가까운 관계 등의 
다양한 목적과 기대를 지닌다. 이에 중장년층의 귀농의지는 창업의 맥락뿐 아니라 중장년
층이 갖는 다양한 기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를 둔 연구는 특히 재취업(Dahling et al., 2013; 
Thompson et al., 2017) 또는 창업 의도 및 행동(Perez-Lopez et al., 2019) 과정을 설
명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업 상황에서 재취업 목표를 갖게 되는 과정을 SCCT모형
을 활용하여 구명한 Dahling et al., (2013)은 개인이 인지한 경제적 어려움은 구직자기효
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곧 결과기대를 매개하여 구직목표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비슷한 맥락에서 Perez-Lopez et al.(2019)은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 의도, 탐색 행동 및 대처 행동, 결심 등의 변인을 통해 대학생이 기업가 진로를 결심
하는 과정을 구명하였다. 각 변인은 순차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의도만을 측정하기보다 의도 이후 탐색적 행동과 대처 행동을 통해 기업
가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위 연구를 종합하면 귀농의지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한 및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모형 측면에서 기존의 귀농의지를 측정하는 연구는 창업의 맥락에서 귀농 결
정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귀농을 준비하는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
인다. 특히,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는 경제적인 동기뿐 아니라 전원생활, 연고지, 대안적
인 가치 등의 동기로 귀농을 결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귀농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모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측정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창업 의도의 개념
(Entrepreneurship Intention)에서 귀농의도를 측정하지만 동일한 연구에서도 ‘의지’나 
‘의도’의 쓰임이 혼용되고 있어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Kuhl(1984; 1987)에 따르면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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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와 의지(volition)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의도가 특정 시점에서 행동에 대
한 의향을 의미한다면, 의도 이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제어하
는 노력이 수반된다. 의지는 의도보다 더 나아간 개념으로써 구체적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며(Orbell, 2003), 이에 측정에 있어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귀농학습경험 및 귀농준비특성

가. 귀농학습경험

일반적으로 학습의 유형은 형식과 인정에 따라서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 무형식학습
으로 구분된다(최상덕 외, 2006).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OECD(2005)에 따르면 학습의 기
준은 학습의 인정과 교육과정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형식 학습(formal leaning)은 체
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을 의미한다. 학위나 자격증의 형태로 학습이 공식적으
로 인정되는 학습활동으로, 대표적으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의 학교 교육이 형식 학
습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비형식 학습(non-formal learning)은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구조적인 체계가 있으나 
공식적인 학습환경 이외에서 발생하기에 학위나 자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학습활동이다. 
대표적인 예로 평생교육이나 성인교육 차원에서 다뤄지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사설 교
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 등의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습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특정 활동이나 스킬,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귀
농 맥락에서는 귀농에 대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귀농교육기관에서 운영하
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은 일상적인 직업, 가사, 여가 등의 활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학습을 의미한다. 어떠한 의도된 학습목적이 담긴 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생활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험학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교
육부, 교육개발원, 2018). 예를 들면, 귀농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관련된 동영상
을 찾아보거나 관심 있는 정착지에 직접 방문해보거나,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하는 활동 
등이 무형식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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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식에 따라 형식 학습, 비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습 참여 여
부, 참여 시간, 도움 정도, 소요비용 등으로 측정된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일
반적으로 비형식 교육에 대한 측정은 참여한 교육훈련 여부, 도움 정도 또는 효과성을, 무
형식학습에 대한 측정은 매체 및 지역 자원 활용의 다양성으로 측정되기도 한다(Adult 

Education Study, 2016; Nygren et al. 2019)(<표 Ⅱ-8> 참조). 

형식 학습 비형식 학습 무형식 학습

학습장소 학교교육 학교 외 교육기관 어디서나 

통제방식 제도화 탈제도화 탈제도화

구성방식 구조적(의도적) 구조적(비의도적) 비구조적(비의도적)

발현 동기 외재적 동기 외재적 및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진행방식 교수자 중심
교수자 중심 또는 교수자 

지원
학습자 중심

평가유무 학습이 평가됨 학습이 평가되지 않음 학습이 평가되지 않음

측정방식

AES(2016): 성인학습자 대상

§ 학교 교육 참여 여부 및 
지난 1년간 참여 시간

§ 도움 정도

§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지난 1년간 참여 
시간

§ 도움 정도

§ 지난 1년간 가족/친구/동
료와의 상호작용, 인쇄매
체, 컴퓨터 활용, TV/라
디오비디오, 박물관, 유적
지, 학습센터, 도서관 등 
방문 여부

§ 도움 정도

Donitsa-Schmid(2020): 교사 대상

§ 학석박사 학위 여부
(교사 대상) 교사 연수 및 
워크샵 참여 시간

(교사 대상) 교사 경력 연수

Nygren et al.(2019): 16-64 성인 대상(PIAAC, 2013)

§ 학교교육 참여 여부 및 지
난 1년간 참여 시간

§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지난 1년간 참여 
시간

자유 시간 동안 
§ 읽기(책 또는 기사 읽기), 
§ 쓰기(리포트 또는 이메일 

쓰기), 
§ 수학 활동(퍼센티지 또는 

차트 그리기)
§ ICT 활동(인터넷 또는 SW) 

정도

자료: Eshach, H. (2007). Bridging in-school and out-of-school learning: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16(2), 171-190. 

EuroStat. (2017). Adult Education Survey 2016 Questionnaire. European Commision. 

<표 Ⅱ-8>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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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의 틀을 참고하여 귀농학습경험의 특징을 고찰했을 때,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
로그램을 통한 학습뿐 아니라 일상 활동을 통해 습득하는 자연스러운 학습이 학습경험에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단, 학교 교육에서 다뤄지는 형식교육은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인 중장년 성인학습자와 거리가 멀고 귀농교육 프로그램 대다수가 농정원이나 
농업기술센터 등 비형식 성인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특성이 있기에 형식교육은 고려사항
에서 제외하였다. 

비형식 교육은 교수자 등 교육제공 주체가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조직하는 특성을 보
이기에 ‘교육’의 관점이 강조된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신은경, 현영섭, 2019). 
비형식 교육의 주된 목표는 학습자가 의도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
으로, 교육 성취도, 교육 효과성, 학습시간 등이 주된 지표로 사용된다(남양호 외, 2010; 
최윤지 외, 2015; 최호성, 이옥연, 2010).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
해 제공되는 비형식 귀농교육의 지표를 귀농학습 충분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객관적 차
원에서 귀농교육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형식 학습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도 등 내재적 동기에 
따라 학습 활동을 조직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무형식학습은 학습자의 자발적 혹은 우
연한 활동 참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모든 경험을 포함한다(교육부, 한
국교육개발원, 2018). 여기에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상호작용, 시청각 매체, 박물관 또는 
유적지 탐방, 학습 자원 공간 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이 모두 학습경험이 될 수 있다(AES, 
2016).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귀농 맥락에서 무형식 학습의 지표를 귀농을 알아가
기 위해 이용하는 다양한 매체와 자원을 통한 학습경험으로 사용하였다.

Nygren, H., Nissinen, K., Hämäläinen, R., & De Wever, B. (2019). Lifelong learning: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in the context of the use of problem‐solving 
skills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50(4), 1759-1770.

Donitsa-Schmidt, S., & Zuzovsky, R. (2020). The effect of formal,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on teachers’ promotion to middle leadership roles i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in Education, 23(4), 37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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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을 알아보거나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 귀농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정보와 지
식을 습득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귀농교육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
기관뿐 아니라 종교단체, 시민단체, 컨설팅 업체 등 민간기관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농림
축산식품부는 귀농창업자금 신청 시 지원자격 및 요건에 농정원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한 자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예비귀농인에게 귀농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농교육 참여자가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은 귀농교육과정의 목표 
달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목표의 달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각 과목별 성적
(Brown & Lent, 1996; Matsui, Matsui, & Ohnishi, 1990) 이나 교육 연한(Fouad & 
Smith, 2000) 같이 객관적으로 이해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주관적으로 참여한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Bandura(1987; 
2001)는 동일한 정보가 제공된다 해도 이것을 개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는지에 따
라 학습경험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동일한 학점이라도 
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부분의 성인교육 장면에서는 후자를 택하여 측정하는데, 과거에
서부터 현재까지 학습한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응답자의 학습경
험을 조사하고 있다(김유정, 2012; 홍성표, 2019; Ireland & Lent, 2018). 

이러한 측면에서 귀농교육 참여자가 인식하는 귀농교육 성취도 및 충분도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귀농교육 성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Kirkpatrick이 제시하는 2단계 학습 
평가의 형태를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귀농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윤지 외 
(2015)는 귀농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반응 평가의 형태로 귀농 교
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2단계에서는 학습 평가의 형태로 영농기술교육 성취도를, 마지막
으로 귀농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정도를 효과성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귀농교육의 내용 영역을 살펴보면 귀농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일반적인 내
용을 중심으로 다루자면 일반적으로 귀농 정책, 농업·농촌의 이해, 정착지 선정과 같이 귀
농 입문에 필요한 내용, 재배할 작목, 영농기술, 경영 계획과 같이 영농과 관련된 내용, 



- 51 -

농촌 생활준비, 생활기술, 갈등관리와 같이 정착 후 적응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김사균, 2018; 정진철 외, 2017; 마상진 외, 2015). 그 외에도 학습경험의 범위
를 성인학습으로 확장한 경우, 지식적 측면, 기능적 측면, 가족관계 측면, 사회적 측면으
로 구인화하여 측정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박유순, 2018)(<표 Ⅱ-9> 참조).

저자 도구명 구인 비고

박유순
(2018)

§ 귀농교육 
성과

§ 지적 영역(7문항)
§ 기능 영역(3문항)
§ 가족 영역(5문항)
§ 사회 영역(5문항)

§ 성인학습 및 평생학습 측면에서 학습성과의 
영역에 기반을 두어 김애련(2006), 
변주성(2009) 등 참고하여 개발

§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과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

§ e.g. “8. 귀농·귀촌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김사균
(2018)

§ 교육내용 
효과성

§ 재배하는 작목
§ 농업기술 향상
§ 농업경영 계획
§ 농업소득 향상
§ 전문기술 습득

§ 농업인 교육참여자 대상으로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구성, 다수의 참고문헌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완료

§ 농업인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에 
도움이 된다는 방식으로 교육내용 효과성 
문항 구성

정진철 외
(2017)

§ 귀농 준비 
수준 
검사도구

§ 귀농적성(4문항)
§ 농업·농촌이해(7문항)
§ 귀농정책이해(4문항)
§ 귀농자금준비(3문항)
§ 가족지지(3문항)
§ 농업경영(5문항)
§ 품목준비(3문항)
§ 귀농지역 준비(5문항)
§ 농촌생활 준비(3문항)

§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준비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도구로, 예비조사, 본조사를 
거쳐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음. 

§ 귀농 준비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귀농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교육체계 분류를 귀농·귀촌 탐색, 귀농·귀촌 
준비, 귀농·귀촌 생활, 품목기술, 
농업경영으로 구성

§ e.g. “3-1. 나는 귀농(영농)창업 지원정책을 
알고 있다. (예. 농지, 시설 구입 등)”

마상진 외
(2015)

§ 귀농·귀촌 
전 준비도

§ 정착지 정보와 지원 제도
§ 농어업 생산 경영기술
§ 농어촌 생활기술
§ 토지 및 자금 준비
§ 주민 정서 이해 및 갈등 해결
§ 농어촌에서 재능(직업) 활용

§ 농어업·농어촌 주민 정서 이해 및 갈등 
해결 관련 준비(55.7점), 정착에 필요한 
토지와 자금 준비(53.1점), 귀농·귀촌지 
정보(45.8점), 재능활용(43.7점), 
농업기술(36.4점), 생활기술(33.4점) 순으로 
나타났음.

최윤지 외 
(2015)

§ 영농기술
교육 성취도

§ 재배기술 및 관리
§ 경영관리
§ 농기계

§ 3개 요인 21개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가 각 
항목에 대하여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자기보고식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

§ e.g. 농업경영관리 기술이 향상되었다”

<표 Ⅱ-9>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관련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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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귀농학습 지표와 관련된 연구로 최윤지 외(2015)는 귀농교육 참여자 대부분이 
영농기술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농기계 조작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귀농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영농기술교육 성취도 또한 향
상되었으며, 만족도와 성취도 모두 귀농·귀촌 자신감을 향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유순(2018)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박유순(2018)의 연
구에서는 귀농·귀촌 학습자의 긍정적인 학습경험이 교수자의 상호작용과 내재된 동기에 의
해 영향을 받으며 곧 귀농·귀촌에 대한 지식 습득과 결정, 관련 기술 활용, 가족 및 지인
과의 관계적 영역에 있어 귀농학습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하면, 비형식 귀농학습 충
분성은 귀농교육 목표 달성의 중요 지표로 연구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귀농교육의 성과 
및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일반적으로 교육에 투자한 시간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거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
로 연구된다(권성연, 2009; 조성연, 문미란, 2007; 최호성, 이옥연, 2010). 특히, 성인교
육 장면에서 시간 관리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핵심요소로 여겨진다(권성연, 2009). 학업 

저자 도구명 구인 비고

남양호 외 
(2010)

§ 농업교육 
성취도

§ 교육 목표 달성
§ 민간교육에서 교육 목표 달성
§ 기술센터/공사에서 교육목표 달성
§ 지자체 교육에서 교육목표 달성 등

§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기관에서의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자기보고식으로 5점 척도로 측정

§ e.g. “교육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허균
(2017), 

백은경 외 
(2018)

§ 주관적 
학업성취도

§ 각 과목의 주관적 평균에 대한 
인식 수준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는 
주관적 학업성취도(subjective 
achievement)를 각 교과별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5점 척도로 기입

§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에서는 각 과목에 
대하여 ‘잘한다’에 ‘전혀 그렇지 않음’~‘매우 
그러함’의 5점 척도로 기입

문명현, 
이윤주
(2016)

§ 인지된 
학업성취도

§ 전반적 학업성취 인식 수준
§ 각 과목별 학업성취 인식 수준

§ 한국복지패널(KOWEPS)을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각 과몰별로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인식을 ‘아주못함~’아주 잘함‘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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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시간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것은 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 등의 인지적 결과뿐 
아니라 학습과 삶에 대한 만족 등의 정의적 결과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Massy-Wilson, 1995; 한순미, 2004).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시간을 의미한다. 귀농인들은 평균적으로 귀농하기까지 약 26개월 
동안 정착 지역을 탐색하고, 귀농 가구의 59.9%가 온·오프라인 귀농교육과정 및 선도농가 
인턴십, 현장실습 등을 경험한다. 귀농 준비자에게 귀농교육 이수는 제도적으로도 필수적
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수
해야 한다. 상위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농업교육포털에 가입하면 수료증
이 발급되는 형태로 관리되는데, 이처럼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
한 필수 지표로도 활용된다.

학습시간과 학습성취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평균 학습시간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의 연령대가 20대에 걸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다. 일
반적으로 정규 수업시간이 많을수록 학습자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며(최호성, 이옥연, 2010), 
학습지속시간은 학습계획의 실천과 학습지연의 방지와도 관련이 깊다(권성연, 2009).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귀농 교육 참여자들은 교육 지원 환경에 대하여 일주일 또는 한 
달 단위의 장기적인 교육 형태를 희망하며(권민정, 2014),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기본
적으로 50시간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정진철 외, 2017). 이를 통해 귀농교
육 참여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귀농에 대한 적성 확인, 가족의 동의, 작목 선택, 정착지 
물색과 토지 마련, 귀농에 필요한 행재정적 여건, 귀농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확인하면
서 장기적으로 귀농을 준비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은 귀농에 
대한 의도를 형성하고 자신과 환경적 요소를 조절함으로써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 몰입하
는 잠재적인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3)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교육 참여자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귀농을 학습함과 동시에 형



- 54 -

식과 의도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형태로 학습에 참여하기도 한다. 무형식 학습의 
형태의 귀농학습경험은 교육 참여자의 귀농 동기와 기대에 따라 특성화된 귀농학습을 용
이하게 함으로써 귀농의지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학습경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한다. Bandura(1986)는 학습경험을 개인적 성취(personal mastery), 구두적 설득
(verbal persuasion), 대리적 학습(vicarious learning),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로 구성
하여 이러한 학습경험이 특정 분야에 대한 효능감과 기대를 형성하여 의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설명하였다. 즉, 학습경험은 목표한 과업을 직접 성취하거나 타인의 성취 과정을 관
찰하거나 수행 과정 가운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성취는 개인이 특정 영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전적인 과업을 실
제로 실행하면서 얻게 되는 성공적인 경험이다. 대리적 경험은 개인이 타인의 과업 성취
를 관찰하며 갖게 되는 효능감이나 학습경험을 의미한다. 개개인은 실제 상황에 직면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경험을 하지 않고도 관찰과 인지적인 모델링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이
때 본인과 유사한 상황에 있거나 존경할만한 위치에 있는 대상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
상이 성취하는 경험을 관찰하는 것은 자신 역시 유사한 활동을 완수할만한 능력을 지녔다
는 신념을 불러일으킨다(Bandura, 1986; Schunk, 1987). 셋째, 언어적 설득은 개인이 
중요한 과업에 직면했을 때 제공되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생
리적·정서적 상태는 개인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자기관리 모형을 실직 및 재취업의 맥락에 적용하여 풀어낸 
Thompson et al.(2017)은 학습경험을 실직 경험, 일자리 생존, 간접적 실직 경험, 채용 
불합격 경험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즉, 실직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건 자체를 학습경험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전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귀농에서도 귀농을 준비하는 중장
년층에게 농촌 및 귀농살이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 주변인의 귀농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간접적인 경험 자체를 학습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학습경험은 Bandura(1986)의 개인적 성취와 대리
적 경험 등의 측면에서 자신의 동기와 기대에 보다 구체화된 자발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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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연구에서는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을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이수하는 귀농교육
과정 이외에도 귀농을 탐색·준비하기 위해 경험한 학습활동에 충분히 참여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조성걸(2020)의 연구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직간접적 경험
이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직접적 경험을 체험학습, 일손돕

기, 도시농업 경험으로, 간접적 경험을 농촌관광, 동영상 시청, TV 시청으로 구성하였다. 

농촌에 거주한 경험,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방문한 경험(박공주, 2006), 농촌의 지인 

등을 통한 현장교육, 텃밭을 재배한 경험(마상진 외, 2015) 등이 자발적 귀농학습의 형태

가 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인 학습경험을 포함하는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주로 농촌에서의 거주 경험이나 성장 경험, 사업 경험, 농촌을 방문하는 체험 학습경험, 
농업과 관련한 관계기관이나 행사 방문 경험 등으로 요목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위에 
따라서 박공주(2006)는 학습경험을 농촌 생활과 영농생활로 구분하였으나 조성걸(2020)과 
정성지(2018)는 농업·농촌을 포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음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도구의 특
징은 귀농과 관련된 학습경험이 단순히 귀농교육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촌과 
농업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이 포함된다는 것을 시사한다(<표 Ⅱ-10> 참조).

저자 구인 문항(예시 or 영역) 비고

박공주
(2006)

§ 농촌경험
§ 영농경험

§ 농촌 경험 여부
§ 농촌 생활 프로그램 참여
§ 농사교육(영농기술 교육)
§ 농업관련 기관/단체 방문

§ U턴형, I턴, J턴 유형에 따라서 농촌경험 
여부에 대한 귀농생활만족도의 차이 분석을 
실시함.

§ I턴의 경우 농촌경험여부에 따라서 
영농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

§ J턴의 경우 영농교육 여부에 따라서 
영농생활만족도, I턴의 경우, 영농경험 여부에 
따라 주거상태만족도 유의한 차이

최준호
(2013)

§ 농촌생활경험

§ 농촌 거주 경험
§ 농촌 학교 재학 경험
§ 농사일 경험
§ 농촌 직장/사업 경험

§ 성장지역이 농촌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인 
경우 귀농의향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마상진 
외

(2015)

§ 귀농·귀촌 전 
농업경험

§ 정부 및 관련 단체를 통한 
농촌 현장 교육

§ 농촌의 지인 등을 통한 
현장 교육

§ 텃밭 재배 경험

§ 응답자 가운데 개인 텃밭재배(54.1%), 정부 및 
관련 단체를 통한 농촌 현장 교육(39.0%), 
농촌 지인 등을 통한 농촌 현장교육(35.7%) 
순으로 나타남.

조성걸 § 농업·농촌 § 직적적 경험(체험학습, § 직간접적 경험 정도와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표 Ⅱ-10>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관련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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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식 귀농학습경험과 관련한 연구는 귀농교육에 참여한 교육 참여자의 학습경험을 다
각적으로 접근한 연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경상북도의 귀농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3개
월간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습자의 관점에서 참여관찰 연구를 진행한 장지은, 조성란
(2017)의 연구에서는 교육생들의 학습 과정이 어떻게 귀농에 대한 태도와 계획을 구체화해
가는지를 주목하였다. 학습자들은 교육과정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이론과 실습 등을 학습
하면서도 동시에 동료학습자와의 대화, 토론, 공론을 통하여 귀농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
를 발견하고 표출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교육 참여자의 학습 과정이 
전인적인 성장과 함께 귀농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주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Mezirow의 전환학습 프레임을 통해 중장년 도시농업교육 참여자의 학습경험의 양상을 
연구한 김서연(2015)은 인생의 위기가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도구적 
및 의사소통적 학습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계
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학습경험은 곧 새로운 의미 관점을 부여하며 정체성을 회
복하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는데, 김서연(2015)은 도시농
업 중장년층의 일자리나 여가를 위한 대안적인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나. 귀농준비특성

귀농준비특성은 귀농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환경
적 요인으로써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 귀농준비장벽으로 구성된다. 귀농네트워크는 사회
적 자본의 한 형태로써 귀농을 준비하는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적,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귀농기대는 귀농을 통해 개개인이 성취하기를 희망하는 심리적 표

저자 구인 문항(예시 or 영역) 비고

(2020)
체감도

§ 농엄농촌 
체험만족도

일손돕기, 도시농업 등)
§ 간접적 경험(농촌관광, 

동영상 시청, TV시청)

각각의 관찰변인으로 사용하여 경로분석 실시. 
농촌정착의도에 체감도, 체험만족도 순으로 
유의한 영향

정성지
(2018)

§ 농업·농촌 관련 
경험

§ 농업 생산 참여 경험
§ 4-H 및 봉사활동 경험
§ 농활 및 동아리 활동 경험
§ 농업 관련 정규과정 수강

§ 초등교사 대상으로 농업·농촌관련 경험을 
측정하였음.

§ 경험한 정도에 따라 자기보고식으로 1-4점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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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의미한다. 귀농준비장벽은 귀농을 준비하는데 있어 귀농의지를 저해하는 물리적 여건
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1) 귀농네트워크

가) 귀농네트워크의 개념

귀농네트워크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원이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마치 사물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전체를 구성
하는 연결 구조를 지칭하는 것과 같이 개인들이 다양하게 맺는 사회적 관계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Yanagida, 1992). 사회적 관계의 기본은 양방 간에 관계를 맺을 때 형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의 행위 및 태도를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한주희, 박혜원, 강은주, 2010). 연결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는 관계
(relationship)로, 행위자들의 속성뿐 아니라 행위자 간 관계의 여부, 강도, 방향성 등이 다
르면 연결망의 유형이 달라진다.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은 행위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
며, 이러한 행위자가 기회와 제약을 제공하는 상호 연결된 관계의 네트워크 내에 스며든
다는 가정을 기반에 둔다(Burt, 1997).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형은 교환 관계 내용에 따라 도구적 네트워크와 표현적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다(Ibarra & Andrew, 1993). 도구적 네트워크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
는 연결로서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반면, 표현적 네트워크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연결로써 도구적 네트워크보다 강한 연결성을 
갖는 특징을 보인다(전수진, 2005). 또한, 사회적 지원을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구조적 측
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적 측면은 사회적 네트워크 자체가 가진 속
성으로서 접촉빈도, 안정성, 밀도 등으로 표현되며, 기능적 측면은 네트워크가 가진 역할로
서 정서적 지지, 문제 공유와 해결,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안재진, 김지혜, 2004). 

사회적 네트워크는 특정 집단의 성과를 발생시키는 집단의 역동적 과정을 이해하는 분석틀
을 제공하며, 정보, 영향력, 신분, 정체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Lin, 2008). 사회적 
네트워크는 첫째,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역할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으면 얻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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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선택에 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영향력의 전달하는 역할로, 사회적 유
대관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셋째, 사회
적 신분을 보증하는 역할로, 사회적 신임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본의 능력과 수준을 뛰어넘는 
부가적 자원을 제공한다. 넷째, 정체성과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로, 유사한 맥락 가운데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소속된 구성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부여함
으로써 공동체성이 부여된 개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상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귀농네트워크는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준
비하면서 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개인적 관계의 도구적 및 표현적 네트
워크로써,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원,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귀농네트워크는 귀농을 준비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행위자 간 관계와 흐름을 통해 사
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연결망으로써, 행위자와 상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귀농준비 과정을 
돕는 사회적 지원 세력이다.

나) 귀농네트워크의 측정

귀농네트워크의 개념적 근간이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은 행위(node)와 구조(link)
의 상호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구조와 관계적 측면에서 어떤 요소를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관계의 영향력, 강도, 다양성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해당 네트워크 내 가까이 알고 지
내는 인맥의 범위를 네트워크 크기로, 인맥의 소속을 네트워크 다양성으로 측정한다. 대표
적으로 김나경(2018)은 구직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센터 내부(수강생, 담당자) 및 외부
(이전 직장 동료, 선후배, 고향 친구, 학교 친구 가족 등)에 경력에 관한 정보 및 심리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의 수를 네트워크의 범위로 상정하고, 이들의 소속을 네트워크의 다양
성으로, 이들과 관계를 맺는 정도를 친밀도, 이들에게 도움을 얻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
를 정보교환 등으로 두어 사회적네트워크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는 자기를 둘러싼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다. 
구직행동의 맥락에서 사회적네트워크를 측정한 Van Hoye, Van Hooft, & Lievens(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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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트워크의 크기, 강도, 영향력을 각각 구직과 관련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지, 얼마나 가까운지, 그들이 구직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귀농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는 주변에 귀농을 도울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등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권석일, 2016; 
남인현, 2012; 이은천, 2019).

한편, 이주 관점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주할 곳에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을 얼마
나 살고 있는지의 정도로 측정된다. Dalen & Henkens(2012)는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을 개
인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주할 곳에서의 지인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주할 곳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많은지 
등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를 측정한다. Haas & Fokkema(2011)과 Regmi et 
al.(2020) 역시 이주할 장소에 응답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를 사회
적 네트워크로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연구는 이주 네트워크가 공통으로 실질
적 정보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Ⅱ-11> 참조). 

문헌 구인 특징

재
취
업/
창
업  
맥
락

김나경(2018)
§ 크기
§ 강도 
§ 다양성

§ 크기는 센터 내부(수강생, 담당자) 및 외부(이전 직장 동료, 
선후배, 고향 친구, 학교 친구 가족 등)에 경력에 관한 정보 및 
심리적 지원을 해주는 사람의 수로, 다양성은 이들의 소속의 
범위, 강도는 관계의 친밀도로 측정

Van Hoye, 
Van Hooft, 

& 
Lievens(2009)

§ 크기
§ 강도
§ 지위

§ 크기는 구직에 도움을 주는 구성원의 수(Seibert, et al., 2001), 
강도는 구직에 도움을 주는 구성원과의 친밀도(Brown & 
Konrad, 2001),, 지위는 구직에 도움을 주는 구성원의 교육적 
및 직업적 성취 수준(Aguilera, 2002)으로 측정

권석일(2016),
이은천(2019)

§ 단일구인

§ 농식품 예비창업자 및 청년농업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사회적네트워크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 창업자 주변에서 창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적 지원 세력의 존재

§ e.g. 나는 창업과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편이다, 나의 가까운 사람 중에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편이다. 

김은경(2016) § 단일구인
§ 창업 맥락에서 나는 창업과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주변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이 Landale  & § 단일 구인 § Spears’의 거주 만족도 모형을 기반으로 이주 의사결정에 

<표 Ⅱ-11> 귀농 네트워크 관련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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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재취업이나 창업 관점에서는 네트워크를 창업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사람들
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이주 관점에서는 이주할 곳에 가까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정도
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두 관점은 개인과 표현적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
는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정서적 지지, 정보 제공, 물질적 지원 등이 가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단, 재취업이나 창업 관점에서는 네트워크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롤모델로 삼을만한 사람들과의 교류 등 도구적 네트워크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귀농네트워크 관련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기저를 둔 전제는 네트워크에 속한 행위자가 행동에 대한 기회 또
는 제약 등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인데, 이는 조직뿐 아니라 개인적 차
원에서도 일에 대한 자세, 직무성과, 구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Brass 
et al., 2004). 특히 개인의 경력 전환과 관련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는 상향 이동(Forret & 
Dougherty, 2004; Jonczyk, Lee, Galunic, & Bensaou, 2016), 구직 성공(Forret’s, 

문헌 구인 특징

주
맥
락

Guest (1985) (social bond)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거주지의 친구 거주 비율, 친척 비율이 
기존 거주지의 상대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 “기존 거주지에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존 거주할 
곳에 친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Dalen & 
Henkens
(2012)

§ 단일구인

§ 노동이주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사회적네트워크, 개인적 
특성, 노동시장의 기회 등이 검증됨.

§ “당신은 이주할 곳에 가족이나 지인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주할 곳에 일하거나 공부하는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Haas & 
Fokkema

(2011)

§ social ties
at origin 
country

§ social ties at 
destination

§ 기존 거주지의 사회적 결속과 향후 이주지의 사회적 결속을 
동시에 조사하였으나 둘 다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음.

§ 부모가 이주할 곳에 살고 있다, 아내가 이주할 곳에 살고 있다, 
18세 이하 자녀가 이주할 곳에 살고 있다, 18세 이상 자녀가 
이주할 곳에 살고 있다, 남매가 이주할 곳에 살고 있다.

Manchin, & 
Orazbayev 

(2018)

§ close social 
networks 
abroad

§ close local 
social 
networks

§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존 거주지에서의 네트워크와 해외 
목적지에서의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기존 
네트워크는 이주 의사결정에서 부적으로, 목적지 네트워크는 
정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짐.

§ “당신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해외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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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직 진입 전환(Morrison, 2002)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와 영향, 단결은 특히 직업을 찾거나 경력을 전환하는 
구직자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구직 행위로서의 네트워크 활동(networking)은 구직의 
목적을 두고 구직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Van 
Hoye, Van Hooft, & Lievens, 2009), 구직이라는 특정 맥락 가운데 연결된 행위자와의 
연결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본인의 적성에 매칭하거나 구직 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데 기여한다(Barbulescu, 2005).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직 스킬이 향상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Brown & 
Konrad, 2001; Wanberg, Kanfer, & Banas, 2000).

또한,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주의 관점으로도 귀농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주 의사결정이
론에서는 이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꾸준히 연구되
어왔다(Stark and Bloom 1985; Massey 1999). 특히, 이주 의사결정과정 가운데 사회
적 네트워크와의 역할을 고찰한 Haug(2008)는 개별 행위자의 이주 의사결정과정을 거시
적 수준(macro), 중시적 수준(meso), 그리고 미시적 수준(micro)으로 요목화하였다. 개인
의 경제적 자본이나 교육 수준, 건강상태, 주관적 기대 등이 이주를 결심하는데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행위자의 의사결정은 중시적 수준의 사회적 맥락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곧 거시적 수준의 경제적 조건이나 이주 정책과 같은 구조적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표 Ⅱ-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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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이주 의사결정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층적 모형
자료: Haug. S. (2008). Migration Networks and Migration Decision-Making,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4(4), 585-605.

2) 귀농기대

가) 귀농기대의 개념

귀농기대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이론적 배경이 되는 기대의 개념의 토대를 이루
는 기대×가치 이론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기대×가치 이론은 인지 관점을 기반에 두는 
동기이론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관심을 받고 연구되어오는 이론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의사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Lewin, 1938; Tolman, 1955; 
Vroom, 1964; Atkinson, 1958; Lawler, 1973). 많은 학자가 공통적으로 기대와 가치
라는 기반을 두고 있어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이라고 불리는 이 이
론은 인간의 동기란 추구하는 대상이 지니는 가치에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한덕웅, 2013). 여기서 기대는 특수한 행동이 일정한 성과를 가
져온다고 믿는 신념의 강도 또는 주관적 가능성(probability)을, 가치는 그 목표 대상에 
대해 부여한 선호도를 의미한다(Tolman, 1959). 즉, 인간의 행동은 가치가 높다고 인식
하는 목표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 목표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합리
적인 활동 행위로 설명된다.

산업 조직에서 직업 동기를 설명하고자 했던 Vroom(1964)은 욕구와 행동 사이에 ‘기
대’ 개념을 도입하면서, 개인 행동에 대한 동기는 기대와 유인가를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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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덕웅, 2013). Lawler(1973)는 Vroom의 기대×유인가 이론의 기본 가정을 기반으로 
하되 노력, 수행, 성과를 설명하는 기대모형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대는 노력에 따
른 수행 기대(effort-performance expectancy, E→P expectancy)와 실천에 따른 성과 
기대(performance-outcome expectancy, P→O expectancy)로 구분된다(Campbell 
et al, 1970; Lawler, 1973). 이 중 수행 기대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하여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달성할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는 객관적 상
황,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소통, 과거의 경험, 자존감, 과업 난이도가 수행 기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성과 기대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행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객관적 상황, 타인
과의 정보소통, 선경험(prior experience)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 모형은 직무 동기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모형으로 최근 들어 다른 분야의 동기 연구에서도 응용되고 있다(한덕
웅, 2004).

이를 바탕으로 기대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이주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한 Sell & De 
Jong(1978)은 Atkinson가 제시한 의사결정 동기이론에 따라서 이주의사결정에서 개별행위
자의 기대라는 부분을 간과해왔음을 지적하며 가능성, 동기, 기대, 인센티브의 역할을 강조
한다. 특히, 기대에 대하여 좋은 직장에 대한 기대, 좋은 수입에 대한 기대 등이 이주라는 
행동을 추동한다고 보았다. 또한, 친척이나 가족이 이주할 곳에 거주한다면 머물 곳, 구직, 
새로운 지역사회 융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목표 성취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진다
고 보았다. De Jong과 그의 동료들은 목표 성취에 대한 기대는 이주의사결정의 동기로서 
작용하는데, 의사결정을 추동하는 동기는 가치와 기대에 대한 고려로부터 기인하는 주관적
인 자극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높은 소득, 친구 및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 
등 기존 거주 공동체와 이주할 공동체에서의 개인이 가치를 두는 목표를 성취할 기회에 대
한 기대와 가치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De Jong, Johnson, & Richter, 1996; De 
Jong, Richter, & Isarabhakdi, 1996).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귀농기대란 현재 생활방
식보다 귀농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심리적 요인으
로써, 귀농을 추동하는 동기의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기대는 Hannan(1969), 
Crawford(1966), Ralph, De Jong, & Gordon(1978)이 논의하는 바와 같이 언젠가 행동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열망과 구분된다(Carling & Colli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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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농기대의 구성요인

다음으로 귀농기대의 하위구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직업에 대한 결과기대를 측정하는 
Lent et al.(2013)은 직업 가치관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 De Jong, Johnson, 
& Richter(1996)는 이주를 통해 성취하게 될 가치를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행동
을 통해 얻게 될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귀농 맥락에서 귀농을 통해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치는 귀농 흡입요인
(pushing factor)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흡입요인은 귀농을 선
택하도록 유인가를 형성하는 심리적·환경적·정책적 요인을 의미하며, 개개인이 지닌 농업·
농촌에 대한 이미지, 즉, 농촌성(rurality)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송인하, 
2013; 문옥표, 2001). 농촌성은 대체적으로 환경적 측면, 직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다(송인하, 2013; Halfacree, 1995)(<표 Ⅱ-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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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환경적 요소 직업적 요소 사회적 요소

생태적 
가치

생활
여건

전원, 
휴식

반도시
생활

적성과 
가치 
실현

영농
활동

경제적 
기반

공동체
유대감

공동체 
규범과 
안전

공동체 
활동 

다양성

1 ● ● ● ●

2 ● ● ● ● ● ● ● ● ●

3 ● ● ● ● ●

5 ● ● ● ●

7 ● ● ● ● ● ●

4 ● ● ● ●

8 ● ● ● ●

6 ● ● ● ● ● ● ● ●

9 ● ● ● ●

10 ● ● ● ●

11 ● ●

1. Bealer et al.(1965)
2. Willits et al.(1990)
3. Willits & Luloff(1995)
4. Halfacree(1995)
5. 박성희, 이동기, 윤상헌(2002)
6. 이민수, 박덕병(2007)

7. 조영국(2009)
8. 송인하(2013)
9. Haartsen et al.(2003) 
10. 진양명숙, 김주영(2014)
11. 김양이, 최혜정(2018)

<표 Ⅱ-12> 귀농 흡입요인(pull factor)에 관한 구인 도출

위 연구를 종합하면 귀농 기대는 환경적 차원에서는 농촌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대, 
직업적 차원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직업적 만족을 향유할 것이라는 기대, 사회
적 차원에서는 이웃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로 접근할 수 있다. 즉, 귀농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건강한 환경, 일과 삶 만족, 가까운 관계에 대한 기대로 종
합될 수 있다.

다) 귀농기대의 측정

구직 및 이주 맥락에서 행위자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측정 부분을 살펴보
았다(<표 Ⅱ-13> 참조). 먼저, 진로발달 맥락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측정도구는 Lent et 
al.(2013)이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결과기대 측정도구이다. 직업 가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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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sota Importance Questionnaire, MIQ)을 활용한 이 도구는 내재적 결과기대와 외
재적 결과기대로 구분되며 내재적 결과기대는 선택한 직업에 대한 자기만족과 자율성 등의 자
기평가개념을, 외재적 결과기대는 주변의 인정과 및 환경의 조건 변화를 포함하는 외재적 평
가개념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맥락에 맞게 개발되었기에 직업선택 장면
을 배경으로 둔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김진관, 2014; 하재영, 2018; 조영아, 2015).

결과기대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다
(Iwanaga et al, 2020; McWhirter et al., 2000).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Vocational 
Career Outcome Expectancy은 결과기대를 긍정적 결과기대와 부정적 결과기대로 구
성하여 실업자의 재취업 결과기대를 측정한다(Iwanaga et al, 2020). 이때, 부정적 결과
기대는 역산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직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직업 기대를 
측정한 Chiang & Jang(2008)은 기대가치 이론(Vroom, 1964)을 기반으로 문항을 개발
한 점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이주 및 관광 맥락에서의 기대에 대한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대
가치 이론에 따라서 문항을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De Jong et al(1996a; 1996b; 
2000)은 이주의사결정 기대가치이론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가치를 경제성, 편리성, 
흥미성, 연고성 등으로 측정한 점이 특징이다. 행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대가치가 곧 
이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두어 문항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호길
(2015)은 특히 귀농·귀촌 맥락에서 기대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전원생활기대, 친
환경생활기대, 농촌정책지원기대, 영농승계기대, 여가문화생활기대 등이 전반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농촌관광체험이 각 기대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바 있다. 

개발 구인 특징

구
직

맥
락

Outcome 
Expectations 

Scale(Lent et al., 
2013)

§ 내재적 결과기대(7)
§ 외재적 결과기대(5)

§ 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 대상: 대학생/성인
§ Minnesota Importance Questionnaire(Rounds 

et al, 1981) 기반
§ “만족할 만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충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Vocational 
Career Outcome 

§ 긍정적 결과기대(5)
§ 부정적 결과기대(6)

§ 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 대상: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표 Ⅱ-13> 구직 맥락 및 이주 맥락에서의 기대 관련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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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구인 특징

Expectancy
( Iwanaga et al., 

2020)

§ Lent et al.’s (2005) 및 Larsons(2008)의 문항을 
직업재활의 맥락으로 변형

§ “만족스러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의 방식에 맞는 직업을 얻게 될 것이다’, ‘보수가 
좋은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등으로, 부정적 
결과기대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책임감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일상의 패턴이 
방해를 받을 것이다.”

Job Expectancy 
(Chiang & Jang, 

2008)
§ 성취 기대(4)

§ 이론: 기대가치이론(Vroom, 1964)
§ 대상: 직장인
§ 직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대, 

도구성(외재적, 내재적), 유인가(외재적, 내재적)도 
함께 측정

§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나의 업무 성과는 
확연하게 향상할 것이다.”

이
주 

맥
락 

Migration 
Expectancy/value

(De Jong et 
al(1996a; 1996b; 

2000)

§ 경제성(income)(5) 
§ 편리성(comfort)(5)
§ 흥미성(stimulation(3)
§ 연고성(affiliation)(3)

§ 이론: 이주의사결정 기대가치이론
§ 대상: 태국 농촌지역 거주민
§ 이주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가치 요인을 

소득/재산, 편리성, 흥미, 연고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

§ “소득 수준이 높다”, “절약한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거주한다”, “환경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 산다”, “즐거운 이웃과 함께한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귀농·귀촌 기대
(이호길, 2015)

§ 전원생활기대(9)
§ 친환경생활기대(5)
§ 농촌정책지원기대(4)
§ 영농승계기대(3)
§ 여가문화생활기대(3)

§ 대상: 대구, 경북지역 도시민
§ 도시민의 농촌관광 체험(농사체험, 자연생태체험, 

문화유적 탐방체험, 스포츠 및 이벤트 체험)이 각 
귀농·귀촌기대 요인에 미치는 결과 측정

§ 신뢰도(.80-.97) 및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 
내적타당도 검증

§ ”농촌 전망이 밝다고 생각돼서“, ”은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텃밭을 가꾸고 싶어서“, ”농촌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농촌에서도 문화생활이 
가능해서“

Expectancy
(Kiatkawsin & 

Han, 2017)

§ 친환경적 관광 행동에 
대한 결과 기대(3)

§ 이론: 기대이론 및 가치-믿음-규범 이론
§ 대상: 대학생
§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수행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주관적 가능성을 의미함. 
§ 친환경적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모형을 

가치-도구성-기대 요인으로 배치
§ “나의 친환경적 행동이 환경 오염을 예방할 것이다”

Opportunity 
differential
(Kley, 2018)

§ 결혼생활 또는 결혼 
가능성(1), 수입(1), 
취미/관심 추구(1), 
장기적인 건강(1), 

§ “이주하게 될 때 현재 거주지보다 다음의 영역에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1) 
좋아질 것이다 (2) 동일할 것이다 (3) 안좋아질 
것이다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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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했을 때, 기대는 개별행위자가 행동을 통해 달성하게 될 목표에 대한 희망 정도를 
측정하며, 개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대상을 하위구인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적 차원에서는 직업을 구함으로써 성취할 것에 대한 기대 또는 직업에 종
사함으로써 성취할 것에 대한 기대를 측정한다. 귀농·귀촌이나 이주 측면에서는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달성하게 될 대상에 대한 기대를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한다. 그러나 상위의 
측정도구는 직업적 측면과 이주 측면을 동시에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 기대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이호길(2015)이 사용한 귀농·귀촌 기대
는 귀농·귀촌을 통해 얻게 될 목표를 희망하는 ‘기대’보다는 귀농·귀촌 행동을 일으키게 하
는 ‘동기’를 측정하는 것에 가까우므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귀농기대 관련 연구

기대와 관련된 연구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이나 계획된 행동이론, 이주의사결정이론 등을 
기반으로 행동의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illiam et al., 
2005). 상위의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에 대한 동기 심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기대-가치 이론이나 동기 이론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다. 

Atkinson에 의해 구체화된 의사결정 동기이론에 따르면 의도를 추동하는 요인은 가능
성, 동기, 기대,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이주 맥락에 적용한 Sell & De 
Jong(1978)은 기존의 연구가 이주의사결정에서 개별행위자의 기대라는 부분을 간과해왔음
을 지적하며 가능성, 동기, 기대, 인센티브의 역할을 강조한다. 좋은 직장에 대한 기대, 좋
은 수입에 대한 기대 등이 이주라는 행동을 추동한다고 보았다. 또한, 친척이나 가족이 이
주할 곳에 거주한다면 머물 곳, 구직, 새로운 지역사회 융화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목표 성취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진다고 보았다. De Jong과 그의 동료들은 기대-가치 이
론을 기반으로 이주의도에 대한 기대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실증하였다(De Jong & 

개발 구인 특징

직업 상황(1), 가족 
생활(1), 친구 및 
관계자와의 연결(1), 
생활 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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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wcett, 1981; De Jong, Johnson, & Richter, 1996; De Jong & Gordon, 2000). 
기대는 목표 가치가 이주의 동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대는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결정적인 변인으로 연
구된다. 기대는 행동에 대한 신념(behavioral beliefs)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는데, 행동에 
대한 믿음은 행동의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태도(attitude)를 구성한다
(William et al., 2005). 실증적으로 위험감수, 자율성, 성취욕구 등의 태도로 구성된 기
업가 정신은 기업가 진로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Choy & Jusoh, 2005; 
Gorgievski et al., 2018), 창업의도에 근거를 두어 농업분야로의 창업 의도에 관심을 둔 
연구에서도 성취욕구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천, 2019; 김동
표 ,2017; 이태열, 2020).

특히, 농업분야로의 창업 맥락에서 이태열(2020)은 통합기술수용이론에 근거를 두어 
ICT융합기술에 대한 성과기대가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성과기대는 ICT 융합기술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높이는 등 농업에 유용한 도움
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 변인은 기술수용의도와 스마트팜창업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열(2020)을 포함하여 농산업분야의 창업 맥락에서 
기대가치에 관한 연구는(안문형, 허철무, 2019; 박성근, 허철무, 2020) 지속적으로 이뤄지
고 있으며 행동 의도에 대한 믿음 또는 개인적 동기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귀농준비장벽

가) 귀농준비장벽의 개념

귀농준비장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장벽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벽은 주로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방해 요소로, 제약으로 작용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방해
물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장벽은 인지과학 측면에서 목표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기
제로 꾸준히 연구됐는데, 대표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91), 이주의사결정이론(De 
Jong & Gordon, 2000), 진로발달이론(Crites, 1969) 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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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 통제가 개인의 행동 
의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구성된 합리
적 행동이론에서 인식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가 추가된 형태이다. 
개인 의지는 불확실하기에 고용상태 등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나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Billari et al., 2009). 여기
서 촉진 및 방해 요인이 장벽과 유사한 개념으로, 즉, 행동에 대한 실제적 통제를 감소시키
는 환경 및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Kley, 2018). 이러한 행동을 통제하는 촉진/방해 요인
은 행동 의도의 효과를 조절하는 기제로 작용하는데(Ajzen and Klobas, 2013), 측정상으
로는 실제적 제약 조건 또는 제약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여 분석하게 된다. 계획된 행동이
론에서는 결심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고려할 수 있는 제약/촉진 요인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설명하고 있다(Mencarini et al., 2014)([그림 Ⅱ-6] 참조). 

[그림 Ⅱ-6]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실제적 행동 통제의 역할

자료: Ajzen, I., & Fishbein, M. (2005). The Influence of Attitudes on Behavior. In D. Albarracín, 
B. T. Johnson, & M. P. Zanna (Eds.), The handbook of attitudes (p. 173–221).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이주 의사결정모형을 제안한 De Jong & Gordon(1999)
은 이주 의사결정을 결정하는데 행동적 촉진/제약 요인이 인식된 행동 통제로 작용하는 
이주 의도의 결정요인이라고 보았다. 그가 의미하는 행동적 제약 요인은 이주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상황이나 여건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제약 
요인은 이주 비용, 이주 정책, 노동 계약, 이직, 차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요
인의 특징은 개인이 이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인지하는 심리적 상태라기보다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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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특징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주 의사결정모형을 Spear의 만족 모형을 기반으로 설
명하는 Landale & Guest(1985)는 높은 재정적 투자 능력 부족과 함께 기존 거주지에서
의 주택 소유, 장거리 이동과 같은 제약은 불만족을 야기하여 이주하지 않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Kley(2018)은 이주의사여건에서 촉진이나 제약 요인을 기회의 여
부, 사회적 지지의 여부, 어려움을 극복할 행위자 자원의 충분함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발달이론에서도 장벽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장벽은 ‘개인이 직면하여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변화하기 어렵다고 보는 측면이 있으나(Lynn et al., 1977), 대
부분 학자는 ‘진로발달을 어렵게 하는 개인 내외적인 사건 또는 상황’으로 개인의 인식
(perceived)에 따라 가변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Swanson & Woitke, 1997). 일
반적으로 진로장벽은 개인의 역량 및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내적 장벽 그리고 외부의 환
경과 현실적 여건, 주변인의 지지와 관련된 외적 장벽으로 구분된다(Creed et al., 2004; 
Crites, 1969; Lee et al., 2008; Urbanaviciute et al., 2016). 내적 장벽은 주로 직업
에 필요한 기술, 지식, 관련 경험, 직업과 관련된 정보,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직에 대한 자신감, 우유부단한 성격, 자신과 진로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인식 등의 
심리적인 특성 등과 관련이 깊다. 반면 외적 장벽은 경제적인 어려움, 제도적 장벽, 사회
적 지지의 부재, 나이나 신체적 조건과 같이 개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이면서 
환경적인 여건과 관련이 깊다. 

상위의 논의를 종합했을 때, 공통적으로 장벽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상황이나 여건을 의미한다. 맥락에 따라
서는 심리적 요인이 포함되기도 하지만(Swanson & Woitke, 1997), 이 연구에서는 귀농
이 이주와 전직의 관점을 포괄하고 있기에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물리적 여건에 초점을 두었
다. 이에 귀농준비장벽은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귀농교육 참여자가 인식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적 상황이나 제약 여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귀농에 필요한 여유자
금이나 귀농 준비 절차의 까다로움 등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관계없이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하려는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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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농준비장벽의 구성요인

다음으로 귀농준비장벽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귀농의 맥락에서 장벽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귀농준비장벽 역시 재취업 맥락과 이주 맥락, 그리고 
귀농 맥락에서 연구된 환경적 상황 및 물리적 제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재취업/창업 
맥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연령차별, 신체적 조건, 사회적지지 부족, 제도 및 절차적 어
려움, 구직난 등의 상황이 주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주 맥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거리, 주택 소유 여부, 제도 및 절차적 어려움, 차별과 같은 이슈가 제약으로 작용한
다. 마지막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인지되는 제약은 주로 여유 자금의 부족, 지원제
도 및 절차의 까다로움이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사회적지지 부족과 정주 여건 미흡 
또한 일부 다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표 Ⅱ-14> 참조). 

구인
경제적 
어려움

연령/
신체적 
조건

사회적 
지지 
부족

정주 
여건 
미흡

제도/절차 
어려움

경제상황
/구직난

기타

재취업
/창업 
맥락

Giacomin et 
al.(2011)

● ● ●

정경화(2011) ● ●
김득제(2009) ● ●
조현경(2016) ● ● ●

정선형, 
탁진국(2011)

● ● ●

강월영 ● ● ●

이주 
맥락

Landale & 
Guest(1985). 

●
거리, 
주택 
소유

De Jong & 
Gordon(2000)

● ● ●

Dustmann & 
Okatenko(2014)

●

귀농
준비 
맥락

이희찬, 김현. 
(2006).

● ● ●

장동헌(2009) ● ●

김정섭(2012) ● ●

김성일(2016) ● ● ● ●

농림축산식품부
(2016)

● ● ●

창녕군(2019) ● ●

<표 Ⅱ-14> 재취업/창업, 이주, 귀농 맥락에서의 장벽 관련 구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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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경제적 어려움과 제도 및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경
제적 어려움은 귀농 준비 및 실행 단계에서 초기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매, 주택 마련 등
의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으로 귀농의지와 귀농을 실행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다. 이주 맥락에서도 이주 자금 부족은 기대효용 가치를 
떨어뜨려 이주의도를 저해하고 있어(De Jong & Gordon, 2000) 경제적 어려움의 중요
성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제도/행정적 어려움은 귀농 준비 및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농지 구입, 
주택 마련에서의 신뢰성 결여, 농업인 등록을 위한 행정적 복잡성, 관련 지원 사업 수혜 기
준 및 절차의 미흡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요인은 귀농을 준비하고 실행하고자 하더라도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귀농에 대한 의지를 저해하게 된다. 실질적으로도 인
터뷰를 통해 도출된 귀농준비 단계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제약은 여유자금의 부족과 관
련된 부분이 가장 많았고, 귀농 절차 시 필요로 하는 토지 구매, 주택 마련 등의 어려움과 
지원 제도의 까다로움을 지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가족 반대는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준비하는 것을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이 지지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귀농을 반대한다면 귀농에 대
한 의지가 저해될 수 있다. 실로, 귀농을 위한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족의 동
의를 구하는 일이며,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귀농을 결심하기 어려운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서울시 기술경제진흥본부, 2017). 이로 인해 귀농교육 참여자 약 70%가 홀로 귀농을 
하게 되고, 차후에 배우자가 이전하는 방식으로 귀농이 이뤄지는데(귀농·귀촌 실태조사, 
2019) 이는 귀농 정착에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연령/신체적 조
건은 건강상의 이유로 귀농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이 많고, 귀농 시 영농의 강도를 스스로 조
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접근된다. 정주 여건 미흡은 귀농 준비 
단계에서의 실질적 제약보다 귀농 후 정착 및 적응 단계에서의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다. 

종합했을 때, 귀농준비 과정에서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인지하는 환경적 및 물리적 
제약 여건은 크게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
나 귀농 맥락에서 장벽을 다룬 연구는 귀농 준비-정착-적응 단계에 따라 인지하는 제약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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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다름에도 단계의 구분 없이 다양한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귀
농 준비 단계에서의 제약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 개념을 토
대로 귀농준비장벽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벽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반으로 귀농준비 과정에서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인지하는 귀농준비
장벽을 정의하고 하위요인을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로 구성하였다.

다) 귀농준비장벽의 측정

귀농준비장벽은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귀농하기에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상황
과 여건을 의미한다. 이에 물리적 상황과 제약 요인을 다루는 귀농준비장벽의 측정을 크
게 전직의 관점과 이주의 관점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결심
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사이에 고려되는 물리적 제약 및 촉진 요인을 실제적 
행동 통제라고 본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장벽 또한 물리적 및 환경적 제약을 의미하므로 
외적 장벽을 다룬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전직의 관점에서 20대에서 50대에 걸친 전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선형, 탁
진국(2011)은 10개의 요인과 4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구직장애요인 검사도구를 타당화하였다. 
내적 장벽으로 성격심리적 특성 및 태도, 체면유지에 따른 어려움, 가족부양에 따른 어려움, 
변화에 대한 준비부족, 정보탐색 및 구직서류 작성 능력 부족, 면접대응 능력 부족, 경력관리 
부족 등과 같이 개인의 역량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외적 장벽으로는 기업 및 취업시장 문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부족, 외부의 시스템적 지원 부재 등으로 구체화하여 중장년 실직자가 인
식하는 장벽을 다차원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직장에서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
는 중장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직서류 작성, 면접대응, 취업시장 등의 하위구
인이 이 연구의 대상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득제(2009)는 연령차별 5문항, 낮은 자기효능감 5문
항, 구직능력 저하 5문항, 사회적 편견 3문항으로 구성된 취업장벽 도구를 개발하였다. 김득
제(2009)의 연구는 특히 중장년층의 특성이 요인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기 
에 염려되는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 나이가 듦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편견 등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행동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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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장벽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각 신뢰도는 .57-.77로 나타나 
일부 요인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취업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로장
벽인식을 조사한 조현경(2016)은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
한 타인과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 불안으로 구성
된 김은영(2001)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원 도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대상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주의 관점에서 De Jong & Gordon(2000)는 이주의사결정 모델을 구성하
여 이주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적 제약 및 촉진 요인을 이전의 이주 경험, 이
주비용, 이주정책, 고용계약, 차별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실증적인 검증 단계에서 15세 이
후 이주 경험, 소득, 토지 소유 여부 등의 문항을 각각 구성하였다. Kley(2017)는 이주의
사결정의 각 단계에 있어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촉진요인과 제약
요인은 기회의 충족 또는 부재, 사회적 지지의 충족 또는 부재, 자원의 충족 또는 부재로 
구분된다. 기회의 부재는 기회 격차로 측정되는데, 동거인, 소득, 취미나 관심사, 가정생
활, 직업 상황, 건강, 친구 및 지인과의 연락, 생활 수준 등의 차원에서 이주로 인해 인식
하는 기회 격차가 클수록 제약 요인이 작용한다고 판단한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동거
인 여부, 자녀 여부, 연고 여부 등의 부재로 측정되며, 자원 부재는 고등교육, 소득, 이주 
배경 및 이주 경험 등의 부재에 대한 경험으로 측정된다. Dustmann & 
Okatenko(2014)는 경제적 제약을 가구주 자산과 소득 등으로 구성한 재산 지수(wealth 
index)로 계산한 바 있다. 

이주의 맥락에서 이주 제약 여건을 측정한 연구는 간혹 삶의 질 측면에서의 기회 격차
를 제약 요건으로 측정하기도 하지만(Kley, 2017) 대체적으로 자산이나 재산 소유, 거주 
경험 등의 환경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직 맥락에서 사용
되는 장벽 측정도구는 직무 역량과 함께 노동 시장에 대한 인식이 주를 이루지만 이주 맥
락에서 사용되는 장벽 측정 도구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주할 거주 여건과 이주 정책을 
묻는 문항으로 대체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직업의 전환과 거주지의 전환을 
모두 포함하는 귀농은 준비과정에 있어 경제적, 정책적, 사회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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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귀농준비장벽 관련 연구

귀농교육 수료자 및 초기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문헌을 중심으로 귀농준비장벽을 
고찰했을 때, 용어별로, 내용별로, 귀농 단계별로 귀농준비장벽을 측정방법이 일관성을 보
이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용어별로 살펴봤을 때, 영농/귀농 애로사항(김성수 외, 2004; 
성주인 외, 2012), 귀농 어려움(강대구 외, 2006; 차광주, 2010), 귀농·귀촌 실패요인(박
문호, 오내원, 임지은, 2012; 성주인 외, 2012), 귀농·귀촌 장애요인(마상진 외, 2014; 
2015), 귀농·귀촌 걱정요인(이성일, 2016)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장벽’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고찰하기보다도 주로 현황이나 실태조사 측면에서 귀농 준비 단계에서의 제
약에 대한 현상을 다루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Ⅱ-15> 참조). 

출처 명칭 대상 세부내용

김성수 
외(2004)

귀농 초기 
애로사항

전국 분포 
귀농자 494명

§ 농지 또는 가축 구입, 영농자금 조달,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 작목선택의 문제, 부모 이해 부족, 배우자 이해 
부족, 자녀교육문제, 지역주민과의 갈등(텃세 등), 과다한 
노동, 주택구입, 결혼문제, 의료시설 미비, 관청의 인허가 
절차의 복잡함, 노동 대가에 대한 저소득, 대출의 
까다로움, 기타 

강대구 
외(2006)

귀농 초기 
어려움

전국 분포 
귀농인 375명

§ 운영자금 문제, 재배(사육) 기술 문제, 농기계(시설) 자금 
문제, 노동력 확보 문제, 경영기술(작목선택포함) 문제, 
판매기술 부족, 토지구입자금 문제, 자녀교육 문제, 여가, 
문화시설/의료, 복지시설 부족, 농업·농촌 정책 및 
환경변화/신념 문제, 생산물 판로 문제, 기술조언자 확보 
문제, 마을사람과의 관계 형성/분위기 적응

박문호, 
오내원, 

임지은(20
12)

귀농·귀촌 
실패 요인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 
대상

§ 자금 부족, 농업 소득원 확보 문제, 농업·농촌 관련 
정보·교육 부족, 생활 여건 문제, 일자리 확보 문제, 
주민과의 불화, 정부정책 부실, 지자체 지원 부족

김철규 
외(2011)

귀농 실패 
이유

진안군 
귀농·귀촌인 

357명 

§ 사전준비 부족, 자금 부족, 소득원 확보 문제, 
귀농·귀촌의 철학 부재, 마을주민과의 불화,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적 태도, 가족의 분리 문제, 문화의료복지 
문제, 귀농 정책 문제, 귀농·귀촌관련 사회 교육 부족, 
기타

성주인 
외(2012)

귀농·귀촌 
과정의 

애로사항

농식품부 지원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 
1,084명

§ 사업자금 마련, 영농기반 마련, 생활서비스(편의시설) 
부족, 이웃주민과의 갈등, 부족한 경제 소득, 과다한 
육체노동, 일자리 부족

김정섭(20
12)

귀농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선행 연구 
정리

§ 귀농탐색 단계: 귀농관련정보 획득의 어려움, 가족 반대, 
프로그램 안내 부족,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귀농지 선정

<표 Ⅱ-15> 귀농준비장벽 관련 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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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별로 살펴봤을 때, 귀농준비장벽 관련 내용을 요목화하면 기존의 진로장벽과 관련된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발견된다. 먼저 유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귀농 관련 
정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회) 안내 부족, 귀농 지원 서비스(멘토링, 상담) 안내 부족, 귀
농 관련 기술·교육·경험의 부족, 귀농에 대한 자신감 및 직업인식 부족, 경제적 소득원 확
보(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소득원, 영농 자금 확보)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의 부족(가족 및 
지인의 이해 부족), 행정 및 제도적 지원의 한계 등이 있다. 귀농에 대한 정보 접근성, 관
련 전문 역량, 자신감과 같은 내적 요인, 사회적 지지, 행정 및 제도적 지원 등으로 구성된 
외적 요인이 부족하다면 이는 귀농을 결정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진로장벽
과 다르게 귀농의 맥락이 지니는 독특한 점은 창업에 필요한 기반과 거주 여건이 포함된
다는 점이다. 농촌 생활 여건(도로 교통, 주거, 문화 및 여가, 의료 및 복지, 교육 서비스 

출처 명칭 대상 세부내용

§ 귀농준비단계: 상담 및 안내 미흡, 영농계획 컨설팅 부족, 
영농실습 기회 미흡, 주거지 관련 정보 제공 미흡, 농지 
구입 정보 제공 미흡, 정책자금 지원 기회 정보(수혜 
가능성) 부족

§ 정착: 영농상담 기회 부족, 소득원 확보 및 생계 유지, 
전문가 및 멘토링 등 조력의 부족, 영농자금 확보 어려움, 
기술 습득 어려움,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교통 문제, 
주택 마련, 문화적 생활의 어려움, 의료·복지 등의 문제, 
자녀 교육, 노동력 확보,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자금 
부족으로 인한 농지 확보의 어려움

마상진 
외(2014. 
2015)

귀농·귀촌 
장애요인

전국 분포 
귀농·귀촌인 

1,000명

§ 여유자금의 부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 농지 구입의 
어려움, 의료·복지·문화·쇼핑 등 생활여건의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주거문제, 가족 및 지인과 멀어짐, 
농촌사회에서의 일자리 부족

이성일(20
16)

귀농·귀촌 
걱정요인

예비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인 
185명

(편의표집)

§ 개인적 장벽 요인: ① 자신의 의지실현, 자아욕구 충족에 
대한 걱정, ② 새로운 영농 기술 및 농촌생활 습득 걱정, 
③ 이웃주민과의 교류 및 생활에 대한 걱정, 

§ 사회적 장벽 요인: ①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적응 여부, 
② 귀농 · 귀촌 전 기존사회와의 단절, ③ 원주민들이 
도시생활의 실패자로 보는 선입견, ④ 여성들이 생활하기 
힘든 농촌 · 농작업 환경, ⑤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전통의 
사회문화규범, ⑥ 의료 · 교육 ·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의 
걱정, ⑦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의 변화에 대한 걱정

§ 경제적 장벽 요인: ① 노후대책과 평생직장으로서의 
성공여부, ② 귀농 · 귀촌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걱정, ③ 
경제적 박탈감에 대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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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어려움과 영농기반 조성(농기계 및 시설 확보, 노동력 확보, 농지 확보)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연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단계별로 귀농준비장벽의 주된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귀농
을 탐색하는 과정,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 귀농하여 정착하는 과정에 따라서 인지하는 어
려움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기술, 교육 및 경험 영역이더라도 탐색 단계에서는 학습자 수
요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을, 정착 단계에서는 영농기술 및 관련 경험의 부족
이 주된 장벽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득원 확보 영역에서는 탐색단계에서는 영농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정착 단계에서는 초기 정착과정에서의 소득원 확보와 생계 유지에 대한 어려움
이 주된 장벽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도 탐색 단계에서는 가족의 이해 부족
과 기존사회와의 단절이, 정착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 형성과 농촌사회가 지
닌 가부장적 전통의 사회문화규범이 주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귀농준비장벽과 관련된 연구는 내용 측면에서는 창업과 이주의 내용이 포함되
기에 진로장벽과 다른 특징을 보이며, 동일한 귀농 장벽을 연구하더라도 연구자마다 용어의 
명칭이나 지칭하는 단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과 
귀농 단계를 토대로 귀농장벽을 정의하고, 기존의 장벽 관련 연구와 귀농 맥락의 장벽 관련 
연구를 통합하여 하위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귀농의지와 귀농학습경험 및 귀농준비특성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이주의 측면과 전직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이주의 측면에서는 De 
Jong & Gordon(2000)의 이주의사결정이론을, 전직의 측면에서는 Lent et al.(2017)의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의 경력자기관리모형(CSM)을 이론적 토대로 접근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학습 특성을 무형식 학습장면과 비형식 학습장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대인적 특성
으로 귀농네트워크, 심리적 특성으로 귀농기대, 물리적 특성으로 귀농장벽 등이 귀농의지
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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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의지의 관계

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의지의 관계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교육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귀농교
육과정을 충분히 학습하였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귀농교육과 관련
된 연구를 통해 귀농의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수자의 
리더십 및 학습자의 학습 동기가 학습만족도를 매개하여 학습성과로 이어지는 관계의 영향
력을 검증한 박유순(2018)은 응답자의 교수 리더십과 교육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귀농·
귀촌에 대한 지식 습득과 결정, 관련 기술 활용,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적 영역에 있어 긍
정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육 성취도와 만족도는 실제적인 귀농교
육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최윤지 외, 2015).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귀농교육의 효과성은 귀농 후 정착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다. 이지흠, 
하규수(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응답자가 영농기술교육의 도움 여부, 이론과 실습형 교육의 
선호도 등으로 측정된 귀농교육이 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귀농 후 전반적인 만족도에 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교육에 대한 성취도 인식이 농업경영 활동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남양호 외, 2010), 교육 성취도는 귀농 의도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귀농 후 정착 만족과 영농활동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전이 모델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면서 성공적인 학습경험은 현업에 
적용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dwin & Ford, 1988; Thayer 
& Teachout, 1995). 교육훈련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성과가 
높게 나타나는데(박유순, 2018), 일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의도하는 학습 목
표를 성취했다고 인식할수록,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의미가 깊게 다가올수록 학습을 지속하
거나 현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다(박성열 외, 2012; 2020; 차승봉 외, 
2016). 이처럼 비형식 학습 장면에서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
공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된 기술을 익히게 하여 귀농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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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식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의지의 관계

의도성을 지닌 공식적인 교육현장 이외에 자발적으로 귀농과 관련된 학습을 경험하는 
것 또한 귀농의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촌에 거주한 경험(최준호, 2013. 박공
주, 2006; 정진화, 김새봄, 2015), 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박공주, 
2006), 체험학습, 일손돕기, 도시농업 등 농사일을 직접 지어본 경험(조성걸, 2020; 최준
호, 2013; 마상진 외, 2015)은 농업·농촌과의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
록 하고, 귀농을 결정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순덕 외, 2005; 문
승태, 김선애, 2011).

농촌과 관련된 경험은 귀농 후 정착 만족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윤지, 황정임, 
신효연(2014)의 연구에서는 농촌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정주 만족도 수준이 높
으며, 이웃과의 만족도, 거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형 
실습교육이 귀농 후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허철무, 2014),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의지뿐 아니라 귀농 후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귀농과 관련된 경험이 오히려 귀농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
구도 존재한다. 정진화, 김새봄(2015)에서는 예비귀농인과 귀농인을 452명을 대상으로 농
촌 경험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귀농을 결정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
이에 대하여 분석 대상에 따라 농촌 관련 경험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촌진흥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노용호, 이홍철(2008)은 
이들의 농촌 경험이 농촌 이주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혀냈다. 대상에 따라
서 농촌 경험이 귀농 의향에 상이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정 맥락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특히 귀농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형식 귀농학습
경험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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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농준비특성과 귀농의지의 관계

1) 귀농네트워크와 귀농의지의 관계

사회적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자 간의 관계와 흐름의 형성 과정을 통해 사회
적 자본이 형성되는데(김나경, 2018), 이는 재직업 맥락에서는 직업 태도 변화, 고용과 재취
업(Brass et al., 2004). 이주 맥락에서는 이주 의도와 행동으로 이어진다(De Jong et al., 
2000; Haug, 2008). 뿐만 아니라 함께 유사한 경험을 겪고 있는 역할모델이나 동료와의 상
호작용은 긍정적 인식과 자신감, 그리고 행동 수행으로 이어진다(Van Hoye et al., 2009)

사회적 네트워크는 동기부여, 사례와 역할모델, 전문적 조언과 상담, 기회와 정보, 자원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행위의 의도를 높이게 된다(Manning, Bieley & Norbuen, 
1989). 마찬가지로 귀농의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실증적인 결과가 뒷받침되고 있다. 구
체적으로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귀농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하여 연구한 남인현
(2012)은 외적환경요인 가운데 외부네트워크는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
였다. 그 외에도 청년농업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도를 연구한 이은천(2019), 농식
품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지를 연구한 권석일(2017)과 김동표(2017)의 연구에서도 
외부네트워크의 존재는 농업 분야로의 창업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 관점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주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주 
관점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주지에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이 얼마나 살고 있는
지로 측정되는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초기 정착 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
요되며(Stark and Bloom 1985; Massey 1999), 이는 연쇄 이주 현상(chain 
migration)으로도 이어진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크기가 클수록 이주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경험적으로 지지한다(Dalen et al., 2008; Dalen & Henkens, 
2012; Haas & Fokkema, 2011; Regmi et al., 2020). 마찬가지로 귀농하여 정착한 친
척 또는 가까운 지인이 있거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귀농에 필요한 
정보 및 비용이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얻을 수 있어 귀농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

귀농과 관련된 사회적네트워크는 연고를 형성하여 지역을 탐색하고 선정하거나 이주 후 
생활 방식을 구체화하는데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귀농·귀촌통계조사(2019)에 따르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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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은 일반적으로 약 2년의 시간 동안 귀농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착 지역 및 작
목을 물색하며 귀농을 준비한다. 귀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 주변의 귀농 경험이나 
멘토의 존재는 귀농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남인현, 2012).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 정착한 이후 적응하는 데에서도 사회적 자본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Sjoberg(2018)는 도시민이 농촌에 이주한 후에도 귀농을 도와준 중개자와 더불어 비공식
적인 연결망을 형성하여 농촌의 생활방식이나 영농 관련 지식 등을 접근하게 되면서 점차 
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송인하(2013)는 
귀농을 준비하면서 농촌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호혜성, 그리고 연결망으로 구성
된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귀농기대와 귀농의지의 관계

결과기대가 의지에 미치는 관계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사
회인지진로이론은 일반적으로 학습경험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기대
와 자기효능감은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결과기대는 자기효능감과 함께 목표-행동-결과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적인 인지적 
동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Lent & Brown, 2013), 행동을 선택하는 목표(선택 목표)와 행
동 수행 수준에 대한 목표(수행 목표)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한다(Thompson et al., 2017). 

구체적으로 구직행동에 적용된 사회인지진로이론 경력자기관리모형(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은 기업가 의도 형성(Perez-Lopez et al., 2019; Luc, 2020)과 실업 
후 재취업 과정(Thompson et al., 2017)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결과기대는 재취업의 맥락에서 구직을 위한 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재
취업에 이르게 하며(Leana & Feldman, 1995), 기업가 진로 의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Perez-Lopez et al., 2019; Luc, 2020). Perez-Lopez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결과기대가 의도에, 더 나아가 과정적 스킬(process skill)을 의미하는 탐색적
행동과 대처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기업가를 선택하는 의도뿐 아니라 기
업가 진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행동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주이론에서도 이주지에 대한 기대는 이주의도를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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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구되어오고 있다(Bach, & Smith, 1977; De Jong & Gordeon, 2000; Kley, 
2011; Hoppe & Fujishiro, 2015; Hagen-Zanker & Hennessey, 2021). 거주지 이전
을 통한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는 이주 의도를 결정하는 주된 영향 요인인데(De Jong & 
Gordeon(2000), 남성은 거주할 곳에서 협력(affiliation)에 대한 기대가, 여성은 흥미
(stimulation)에 대한 기대가 이주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연구된다. 
Kley(2011)의 연구에서도 관심, 가족, 소득 등과 관련된 기회 격차의 인식은 이주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는 기존 거주지에 비하여 이주할 거주지와의 기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할 의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전직과 이주의 개념이 혼합된 귀농의 맥락에서도 결과기대가 행동에 대한 의도나 의지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견되고 있다(이태열, 2020; 강진희, 강재희, 박은영, 2018; 
안문형, 허철무, 2019). 대표적으로 이태열(2020)과 안문형, 허철무(2019)는 스마트팜 창
업에 초점을 두어 노력기대가 스마트팜 창업의도의 설명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밝혀냈다. 
강진희 외(2018)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식재료에 대한 기대가치를 본질적 가치, 경제적 
가치, 탐색적 가치, 감성적 가치로 구성하여 이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의 의지에 영향
을 끼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다. 귀농학습특성과 귀농의지 관계에서 귀농기대의 매개효과

학습경험과 의지 관계에서 기대의 매개효과는 Bandura(2001)의 사회인지이론에 근간
을 두는 Lent et al.(1996)이 제안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다. 
Bandura가 제시한 학습경험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이는 
목표를 탐색하고 추구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Lent & Brown, 2013; Lent et al., 
2016; Ireland & Lent, 2018).

특히, 학습경험 가운데 언어적 격려는 결과기대를 높여 진로탐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Lent et al., 2017). 응답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는 자기효능감과 함께 결과기대를 높이며, 진로에 대한 흥미를 북
돋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를 통해 귀농을 준비하고 탐색하는 과정에
서도 귀농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 동료학습자와의 자발적인 네트워킹, 교수로부터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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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격려와 긍정적 피드백은 귀농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하며, 귀농에 대
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기대의 간접효과는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를 결정
하는 맥락에서 직접적 성취 경험과 모델링, 긍정적 피드백이 각각 결과기대를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김유경, 2012). 이는 Lent et al.(1994)의 사회인지진로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직간접적인 경험과 피드백이 긍정적인 기대 정서를 형성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도 찾아볼 수 있다(김진관, 2014; 어윤경, 2019; 하재영, 2019).

구체적으로 귀농교육의 맥락에서 귀농·귀촌교육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해 연구한 박유
순(2018)은 교수자의 교수리더십과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귀농에 필요한 지적·기능적·사회
적·관계적 영역에서의 기술을 익히는 데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바 있다. 교육내용, 교육방
법, 교수의 질, 교육 서비스 등 학습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인 경험은 곧 학습성과로 이어진
다. 학습성과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거나 귀농·귀촌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등 귀농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결정하
는데 도움을 얻거나 스스로 귀농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행위로도 이어진다.

학습자의 관점에서 귀농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연구를 진행한 장지은, 조성란(2017)은 교육
생들의 학습 과정이 주체적인 귀농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학습자는 초
기에 교육과정에 수용적으로 참여하면서 귀농하는데 필요한 영농지식, 경영지식, 생활지식과 
기술을 습득해간다. 또한, 동료학습자와의 연대를 형성하면서 개인이 요구하는 생태적 가치를 
공론화하여 표출하기도 하며, 모호했던 귀농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간다. 각 분야
의 전문가 또는 귀농에 정착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경험, 지역 견학이나 실습 및 체험 
등은 귀농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본격적으로 귀농을 준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귀농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선행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이 주체적이면서도 귀농에 대한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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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귀농학습특성과 귀농의지 관계에서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들은 비형식적으로나 무형식적으로 귀농에 대해 학습하게 되면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귀농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더 성실
히 귀농을 준비하게 될 수 있다. 장지은과 조성란(2017)은 3달간의 체류형 귀농교육에 참
여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의 사례를 참여관찰의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참여자의 학습 
과정은 먼저 이론을 통해 지식을 쌓고 실습을 통해 기술을 습득해가는 데 치중해있다. 그
러나 점차 동료학습자와 연대를 형성하고 앞서 귀농한 교수자와 친분을 쌓게 되면서 인간
관계 가운데 꾸밈없는 귀농에 대한 실상,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 귀농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등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학습자들은 곧 귀농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면서 
귀농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구체적인 삶의 목표로 바뀌게 되고 의지를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이론과 실습, 지역 견학 등의 다양한 학습경험은 스스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도우면서도 알게 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귀농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귀농을 통해 추구해나갈 가치, 동질감과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정착지 물색, 작목 선택, 대지면적의 결정, 영농 계획 수립, 농약 사용 여부 등 귀농을 위
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증 연구를 수행한 배을규, 이수영(2019)는 무형식학습활동과 사회적 네트
워크 접근성의 관계에 관한 다른 연구(배을규, 이형우, 2011; 배을규 외, 2014)를 기반으
로 학습 활동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매개하여 몰입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
였다. 직업인의 타인과 학습, 자기 성찰, 외부 탐색의 관찰변인으로 측정되는 무형식 학습
활동은 곧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연한 사고를 갖게 되거나 네트워크의 다양성을 갖도록 함
으로써 이 해당 업무와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여 업무에 대한 성과(실적)를 
높이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무형식학습 활동은 해당 분야의 문화와 언어나 규범과 
같은 공공의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
는 개인 차원의 결과이며(Eraut, 2004; Lave & Wenger, 1991), 네트워킹은 이러한 학
습 효과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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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귀농 장벽의 요인별 조절효과

1) 경제적 어려움의 조절효과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주된 장벽으로 연구되고 있다(이지흠, 2017; 
박관우, 2020; 김백수, 2013; 이희찬, 김현, 2006). 구체적으로 이주 자금의 부족은 귀농 
결심과 정착에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으며(남인현, 2012), 이는 장기적으로 귀농 후 농촌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백수, 2013; 귀농·귀촌실태조사, 2019). 전 연령
대에서 귀농 귀촌 정착 과정상의 어려움으로 여유자금 부족(토지 확보 어려움 포함)이 가장 
큰 요인(평균 46.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귀촌하는 경우(39.1%)보다 귀농하는 경우
(50.8%)에 여유자금 부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상진, 2016). 영농자금 
융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영농 경제활동으로 이자를 되갚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귀농을 준비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절차적 어려움의 조절효과

절차적 어려움 또한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귀농의지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절차적 어려움이란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농지 구입 및 주택 마련에서의 신
뢰성 결여, 농업인 등록을 위한 행정적 복잡성, 관련 지원사업 수혜 기준 및 절차의 미흡 
등과 관련된다. 귀농귀촌종합센터(2021b)는 귀농 준비절차를 귀농 결심, 가족 합의, 작목 
선택, 영농기술 습득, 정착지 물색, 주택·농지 구매, 영농계획 수립 등의 7단계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만큼 충분한 시간과 가족의 설득이 요구되며, 지인으로부
터의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착지 물색이나 주택·농지 구매 등의 과정에서 경험
하는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나 행정적 어려움이 귀농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터뷰 및 관련 사례를 분석했을 때, 공동택지개발 분양, 묘목 판매, 애완견 분
양 등의 형태로 귀농 준비 과정에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있고(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
품문화정보원, 2018), 이는 당사자뿐 아니라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귀농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 자금을 지원하지만 지원 기준이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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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까다롭고, 지원 후 계획서 심사, 개인 신용, 담보 평가 등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러한 절차적 어려움이 귀농의지를 형성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2019년에 조사된 귀농·
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이 응답한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
다로움(31.6%)과 적은 지원금액(14.7%)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귀농
인 가운데 정착 자금(지자체) 미수혜 비율이 79.4%,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 비용 지
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4.8%, 생활 관련 지원(지자체) 미수혜 비율이 95.6%, 주
택 및 농업시설 자금 지원(중앙정부) 미수혜 비율이 85%로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상당 수가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위성곤, 2020). 이에 귀농 단계에서 
경험하는 절차적 어려움은 귀농의지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개인이 귀농을 통해 지향
하는 가치를 성취하고자 하는 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어려움을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대가 귀농을 결정하고 준비할 가능성을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3) 가족 반대의 조절효과

앞서 언급하였듯 귀농은 거주지를 이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직업을 바꾸는 행위를 포함하
기에 생애과업 가운데 중대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변인의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다. 이에 가족과 지인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은 귀농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귀농·귀촌 준비 체크리스트에도 가족 및 부부와의 충분한 합의는 성공적인 귀농에 필수적
인 요소로 작용한다(최윤지, 2012). 

행동이론에 있어 지각된 지원이나 지각된 장벽은 행동의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Luthje & Franke, 2003).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맥락에 적용된 사회인지진로
이론 경력자기관리모형을 구체화한 Thompson et al.(2017) 역시 재취업행동과 적응적행동, 
그리고 재취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사회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
았다. 실증적으로 이지흠(2017)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는 압출-흡입요인과 추천의도 및 귀농
만족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지지가 강할수록 도시압출-농촌흡입요인이 
추천의도 및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배우자의 
비동행 의사나 반대는 귀농에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자녀의 거취문제나 교육문제, 직장 등으
로 인해 귀농에 대해 갖는 배우자의 소극적인 태도는 귀농이 지체되거나 귀농을 포기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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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은석, 하지영, 2016; 이희찬, 김현, 2006; 김백수, 2014; 서수복, 2010). 더욱이 
자녀가 미혼이거나 독립하지 않는 경우 가족이나 배우자의 반대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에 가족 반대는 귀농에 대한 기대가 귀농을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저해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바.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조절효과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은 귀농의지에 대한 귀농교육의 효과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
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귀농교육은 짧게는 2시간에서부터 길게는 100시간까
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귀농교육에서 충분하게 학습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귀농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적절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학습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귀농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권민정, 2014)에서 응답자는 교육지원환경
에 대하여 4~7일(42.2%) 또는 30일 이상(42.0%)의 장기적인 교육 형태를 지향하고 있으
며, 과반수 이상이 합숙 형식의 귀농교육을 희망하고 있다(58.0%). 정진철 외(2017)의 연
구에서도 귀농인과 예비귀농인 대다수가 귀농교육 기초과정 교육 기간을 50시간 이상
(26.6%)을 희망하며, 심화과정 교육시간을 50~100시간(36.1%)을 희망한다고 보고하였다. 
동시에 1일 교육시간을 3-5시간 정도로 희망(41.5%)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귀농교육 참
여자는 단시간 내에 귀농교육을 마치고 귀농을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통해 귀농에 
대한 적성과 주의사항을 점검하며 자신의 동기와 기대를 확인한 뒤 귀농을 결정하고 장기
적으로 준비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지자체의 귀농교육에 대해 연구한 장지은, 조성란(2017)은 3개월 간의 합숙형 교육과정
을 참여 관찰하여 예비귀농인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연구하였다. 24명의 교육 참여자와 
함께 주말을 제외한 평일의 합숙생활을 통해 초기 1개월 동안에는 귀농기초 소양교육, 2개
월 째에서는 영농실습교육, 3개월째에서는 실습교육, 농가방문, 연합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의 전개에 따라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 기술, 행동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
며, 요구의 자극-형성-성장 과정의 주기를 그려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시간의 전개에 따
라 학습자의 성과가 고도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에 따라 귀농교육
의 효과성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는 귀농교육을 충분히 이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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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수록 귀농의지가 높아지는 영향 크기가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사. 일반적 특성

1) 출신지

귀농은 농촌으로의 거주지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출신지 또는 주요 성장지가 귀농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했을 경우 귀농을 선
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영농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귀농 후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이동하, 1998; 송미령, 2006; 김정호, 마상진, 2006; 윤순덕 외, 2005). 이는 
귀농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의 귀소성과 함께 장소에 대한 애착을 반영한 선택임을 시사
한다. 최준호(2013)는 성장지역이 농촌인 집단이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출신 집단보다 귀
농할 의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대도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귀농 의향 또는 귀농 후 생
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발견되고 있다. 허철무, 하규수(2014)의 연구에서는 귀농 전 
대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농촌생활만족도가 높으며,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찬(2009)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비수도
권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농촌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에 출신지에 따라 귀농의지의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연령대

일반적으로 귀농을 선택하는 인구의 평균 연령은 50대 초중반으로, 중장년층의 귀농 비
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장년층에서 귀농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은 퇴직과 자
녀 독립이라는 생애과업적 변화, 자연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 이촌향도를 경험한 세대로
서 장소에 대한 귀소성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50대와 60대 초반의 귀농 의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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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증적인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구본석, 1999; 김경호, 정성호, 2018; 박관우, 2020; 
최준호, 2013; 허철무, 하규수, 2014). 허철무, 하규수(2014)의 연구에서는 30대와 40대에 
비하여 50대와 60대의 귀농 만족도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촌 거주의사가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윤순덕 외(2005)는 
34개 지역에 걸쳐 도시민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촌 거주의사가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윤순덕 외, 2005). 김백수(2013)의 연구에서는 연
령이 낮을수록 농촌사회적응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연구된 바에 따르면, 45세까지는 귀농을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로 나이가 많을수록 귀농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정진화, 김새봄, 
2015). 지속적으로 귀농 의사결정과 귀농 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연구마다 다양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성별

일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귀농에 대한 의향과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발견
할 수 있다(김백수, 2013; 윤순덕 외, 2005; 최윤지, 화정임, 신효연, 2014); 김경호, 정
성호, 2018). 귀농에 대한 의사결정은 여성보다 남성일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 이는 영농 
활동을 포함하는 귀농이 일정 노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유인가를 제
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귀농인구가 2배 가량 많
다는 점을 근거로 했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귀농의지가 높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남성은 농촌을 경제적 활동 기회의 장으로 여기며, 전문지식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준호, 2013). 한편, 여성은 농촌을 자연
환경과 건강, 정서적 부분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농촌사회에 적응하거나 정주만족도 측면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하는 편이다(김백수, 2013; 최윤지, 황정임, 신효연, 2013; 김경호, 정성호, 2018). 최윤
지, 황정임, 신효연(2014)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주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교통 환경 측면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귀농 교육 참여자의 귀농에 대한 기대가 다르며, 귀농의지 및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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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정착 과정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
들의 성별에 따라 스스로 귀농을 선택하고 준비하고 귀농의지 수준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
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성별을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설정하였으며, 남성의 귀농의지가 여성보다 높다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4) 최종 학력

최종 학력에 따라서 귀농 의지 수준 간에 차이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
로 교육 수준은 능력과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 변인으로 인정된다(권태환, 김두섭, 2002).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IMF) 당시에는 경제적인 동기로 인한 귀농 수요가 많았으며, 이
에 학력이 낮을수록 귀농을 선택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임혜영, 1999). 

그러나 최근 들어 귀농에 대한 수요가 건강에 관한 관심, 가치의 실현 등 다양한 동기
를 지닌 집단이 혼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귀농인의 교육수준과 농촌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서로 정적인 상관이 발견되고 있으며(박공주, 김양희, 박정윤, 2007), 허철무, 하
규수(2014)에서는 대학원 집단이 대졸 집단보다 농촌 생활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졸 이하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 간에 정주만족도 수준에 대
한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존재한다(최윤지, 황정임, 신효연, 2014). 이에 학력에 
따른 귀농 의지의 수준을 실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자녀 독립 여부

중장년 세대로 진입함에 따라 자녀가 독립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변화를 동반한다. 
Bures(1997)의 연구에 따르면, 퇴직과 함께 자녀가 독립하게 되는 변화는 중장년 세대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교외 또는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중장년 
세대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과 함께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충족하기보다
는 인생에 대한 성찰, 일과 삶에 대한 균형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Stockdale & 
MacLoeod, 2013). 실증적으로 귀농을 결정하는 데 있어 미성년 자녀 여부를 분석한 결
과, 미성년 자녀 여부가 귀농 결정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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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화, 김새봄, 2015). 그러나 자녀 독립 여부는 중장년 세대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에 
따라 귀농의지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퇴직 여부

자녀 독립 여부와 함께 중장년 세대의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연구되는 퇴직 여
부는 귀농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은 생애 사건 
가운데 중요한 변곡점이며, 일과 건강,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선호 거주지에 대한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Carter et al., 1997; Lehr et al., 1998). 또한, 근무 중인 시점에서는 퇴
직 준비의 차원으로 귀농에 관해 관심을 두는 수준으로 탐색할 수 있으나 퇴직을 한 시점
에서 귀농을 결정했다면 더욱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근무 중인 
집단보다 퇴직한 집단이 귀농에 대한 의지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7) 귀농 정착지

귀농 정착지와 관련하여 귀농인 가운데 귀소성이 강한 문화적 특성, 고향의 농지와 주
거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특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귀농을 선택하는 U
턴 집단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이종우, 1985). 고향을 귀농지로 선
택하는 집단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주 자산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고향으로의 정
착하고자 할수록 귀농할 의향과 의지가 높다(김백수, 2014). 또한, 어느 정도 이웃과의 관
계가 정립된 상태라는 점에서 귀농에 대한 만족도가 타향을 선택한 집단보다 높은 편이다
(최윤지, 황정임, 신효연, 2014). 이에 귀농 정착지로 고향을 택한 집단이 타향이나 미결
정 집단보다 귀농의지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8) 귀농 가족 형태

귀농 시 가족구성원 형태는 귀농 후 적응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2020)에 따르면, 귀농 시 혼자 이주하는 가구가 26.5%이며, 이 가운데 
17.9%가 추후 가족 구성원과 합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가구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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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문제, 자녀교육 문제, 영농기반 준비 문제, 가족 반대 문제 등이 존재한다. 

실증적으로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귀농 결정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있으나 동행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귀농할 가능성이 3.7배 정도 높다. 또한, 배우자가 
동행하는 집단은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귀농을 선택할 확률이 2.1배 정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진화, 김새봄, 2015).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미혼 집단이 
귀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기혼 집단이라면 배우자나 가족의 반대로부터 자유로운 집
단이 귀농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귀농 후 동거가구원이 많을수록 정주 
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박관우, 2020). 이러한 연구를 종합했을 때 귀농 시 
가구원 형태에 따라 귀농의지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홀로 
귀농하는 집단보다 부부나 가족이 동반하는 집단의 귀농의지가 더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9) 취농 유형

신규 농업인의 형태로써 승계농, 창업농, 취업농의 형태로 구분되는 취농 유형은 영농 기
반과 여건에 따라서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귀농의지의 수준 또한 이러한 취농 유형에 따
라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영농기반과 여건이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갖추
어진 승계농이 귀농지 선택과 정착, 작목 선택, 지역사회 적응 등의 측며네서 유리하게 작
용하기 때문이다. 실증적으로 승계농과 창업농은 취업농보다 귀농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
며(정진화, 김새봄, 2015),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 교통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이 높은 편
이다(최윤지, 황정임, 신효연, 2014). 승계농은 부모를 통해 이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거주한 경험이 있는 고향에 정착하기 때문에 교통 등 물리적 여건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
로 적어 귀농의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취업농의 경우, 승계농과 
다르게 영농기반과 여건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농을 하기에 그만큼 필요한 귀농 자
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농촌사회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는 자연스럽게 귀농의지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취농 유형에 
따라서 귀농의지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승계농이 창업농이나 취
업농 형태로 귀농을 계획하는 경우보다 귀농의지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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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농 자금 현황

귀농은 직업과 거주지의 변화를 동반하는 만큼 소요되는 자금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농기반이나 연고가 없는 비농촌 출신 집단의 경우에는 필요한 귀농 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제상태와 귀농 의지와 관련된 연구는 
두 변인의 관계가 서로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백수, 2013; 박관우, 
2020; 허철무, 하규수, 2014). 이는 반대로 귀농에 대한 예상 비용이 적다고 인식할수록 
귀농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정진화, 김새봄, 2015).

김백수(2013)는 주관적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이 높다는 점을 발
견하였다. 개인적 특성, 가족 특성, 영농 특성, 이웃 간의 영농활동, 지역사회 특성, 귀농 
정책 특성을 투입했을 때에도 주관적 경제상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인식할수록 정주만족도와 귀농만족도에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귀농 자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인식할수록 농촌생활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끼
친다고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허철무, 하규수, 2014).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인식할수록 귀농 후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농촌 생
활에 대한 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 생활에 대한 
적응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귀농 자금은 어느 수준까지는 필요하나 특정 수준이 지
나면 오히려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
농 자금 여건이 좋을수록 귀농의지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나 이 또한 특정 범위 내에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농을 위한 자금 현황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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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이론적 배경 고찰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

주1) 귀농준비장벽의 조절효과와 비형식학습시간의 조절효과는 각각 투입하여 분석하였음.

선행연구를 고찰했을 때,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 귀농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중장년층은 귀
농학습의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이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높이고, 이는 결과적
으로 귀농의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귀농준비장벽은 귀농기대와 귀농의지가 미
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와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할 수 있다. 

중장년 귀농 교육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는 귀농의지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설 1). 중장년 귀농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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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각
각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연구 가설2). 귀농준비장벽은 귀농기대가 귀농의지
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연구 가설3). 또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와 귀농의지에 각각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동시에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에 따라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
분성은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연구 가설4).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귀농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 40세~65세 사이의 성인이
다. 귀농교육은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및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이외에도 민
간 차원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협회 및 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귀농교육 프로그
램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귀농교육은 각 기관의 설립이념 및 운영철
학에 따라 특화된 귀농교육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교육참여자 등의 측면에서 이
질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이에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인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집단의 속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문화원은 귀농·귀촌교육 전담기관인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별도로 설치하
여 교육을 기획, 운영 및 관리한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기관을 공모하여 위탁교육의 형
태로 귀농·귀촌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지원하
는 공모기관의 위탁교육 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수 4,182명 가운데 40대에서 
60대 사이 중장년 참여자가 약 3,4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다시 40대
에서 60대로 추려보았을 때, 대다수를 차지하는 연령대가 50%이며(약 50%), 40대와 60대
는 동일한 비율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각각 약 25%)(<표 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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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명) 비율(%)

40대 819 24.67

50대 1,634 49.22

60대 이상 867 26.11

합계 3,320 100.0

자료: 2019년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 내부자료

<표 Ⅲ-1> 농정원 산하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 참여자 현황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현황을 확
인하였다. 시도별 귀농교육의 형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주로 수도권 및 대도
시 지역에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교육이나 도시농업교육을 진행하며, 이에 귀농
에 관심이 있거나 교양 수준으로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참여자들이 함께 존재한다. 한편, 
수도권 및 대도시 외 지역에서는 귀농·귀촌교육과 기술교육 등을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해
당 지역으로의 귀농에 관심이 있는 귀농희망인이나 정착한 귀농인이 참여한다. 시도별 농
업기술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교육대상은 귀농/귀촌, 예비/정착 등의 특성에 따라 구
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진행하므로 연구대상 모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하여 먼저 수도권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와 지자체 농업기술원·지역별 귀농·귀촌
지원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참여자 현황
은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등록된 지자체별 교육 정보와 함께 수도권 농업기술센터 개별 홈페
이지의 귀농 교육 사업계획 등을 열람하였고, 필요하면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개별 수치
를 조사하였다. 참여자 현황은 2019년을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2020년 수치를 활용하였다. 종합했을 때 수도권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1,900명, 지자체 농
업기술원/센터·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참여자는 약약 5,100명으로 총 
7,000명이다. 단, 개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은 귀농·귀촌센터의 공모교육과 같이 
일괄적으로 관리되지 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보다 더 많은 귀농
교육 참여자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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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참여자 수 구분 지역 참여자 수

대도시
농업기술센터

서울 500

지자체 
농업기술원·

귀농·귀촌지원센
터·농업기술센터

경상북도 1,535

경상남도 200부산 360

경기도 550
광주 120

충청남도 285
울산 500

충청북도 140
대구 100

전라북도 1,475
세종 70

전라남도 320

인천 90 강원도 340

대전 125 제주도 234

합계 1,865 합계 5,079

총합 6,944

* 해당 수치는 농정원에서 제공하는 지자체별 교육 정보,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및 담당자와의 개별 
연락을 통해 종합적으로 추산된 수치임.

<표 Ⅲ-2> 대도시 및 지자체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현황

종합했을 때, 농정원 및 지자체에 속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참
여자는 연간 약 10,400명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은 귀농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중장
년층이므로 귀농 준비 소요 기간이 약 28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많을 것으
로 예상한다. 이를 비율로 구분했을 때, 교육기관 측면에서 농정원과 지자체의 비율을 3:7
로, 학습자의 연령대 측면에서 40대와 50대와 60대의 비율은 2:5:3으로 둘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이와 함께 귀농교육 운영기관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기에 연구 대상의 속성 동질적인 학
습경험을 공유하면서 조사를 위해 접근이 가능한 대상을 좁히기 위하여 목표 모집단을 산
출하는 데 있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정부 빛 공공기관 부문을 중심으로 조사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기관은 소
수로 운영되며 참여자 현황이나 수치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시민단체나 종교
단체는 해당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 및 방향성을 교육과정에 녹여내어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교육기관에 비하여 동질적인 학습경험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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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부문을 중심으로 목표 모집단을 상정하였다. 

둘째, 중장기 과정(코스)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목표 모집단을 선정하였
다. 일부 귀농교육의 경우 2-3시간 등의 단기간 또는 단발성 강좌로 구성되어 있어 과정 
단위로 운영되는 귀농교육에 비하여 동질적인 교육경험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예시로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귀농·귀촌아카데미 등이 존재
한다. 귀농에 대한 개괄을 익히면서 동료와 교수에 대한 어느정도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귀농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목표모집단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귀농·귀촌교
육센터에서 공모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위탁귀농교육(전직/은퇴창농 탐색 및 준비 귀농교육
과정) 그리고 시도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과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귀농 단계에 따른 교육기관별 귀농 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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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하여 표본 크기를 선정함과 동시에 다중매개분석시 
적용되는 최대우도법에서 권고되는 표본 크기를 고려하였다. 모집단을 약 2만명이라고 했
을 때,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를 4%로 적용 시 권장되는 표본크기는 약 585명, 5%
로 적용 시 권장되는 표본크기는 약 378명이다. 또한, 최대우도법에서는 표본의 수가 
200개에서 400개 정도인 경우가 적절하다(Hoyle, 1995). 상위의 기준을 고려했을 때 
450개의 표본이 적절한 수라고 판단하였으며, 회수율, 결측치, 불성실 응답, 이상치 경우
를 고려하여 총 570부의 설문을 계획하였다(<표 Ⅲ-3> 참조).

구분 40대(20%) 50대(50%) 60대(30%) 합계

농정원(30%) 34 86 51 171

지자체 
기술센터(70%)

시 단위(20%) 23 57 34 114

도 단위(50%) 57 143 86 285

합계 114 285 171 570

<표 Ⅲ-3> 표집 할당 크기 및 비율

이 연구의 표집 단위(sampling unit)는 정부 및 공공 차원에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며, 
과정(코스)로 시행되는 오프라인 귀농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할당표집(qua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할당표집은 비확률표집의 한 형태로, 무작위표집의 정상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모집단의 관련된 특성에 따른 비율을 근거로 선정된 응답자
가 모집단의 구조를 반영하는 범주속으로 포함하도록 추출하는 방법이다. 기관 유형 비율
과 참여자 연령대 비율에 따라 할당영역을 결정하고 협조가 가능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교육기관 소재지와 개별 참여자의 연령대를 반영하여 목표하는 표집 비율(sampling 
fraction)을 추산하였다. 조사한 바와 같이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농정원: 수도권 농업기술센터: 
비수도권 농업기술원/센터의 비율을 3:2:5로 구분하였다. 또한, 농정원 위탁교육 현황자료 수
치를 반영하여 연령대에 따라서는 40대:50대:60대의 비율을 약 2:5:3으로 추산하였다. 종합적
인 비율을 고려했을 때 농정원 주관 귀농교육 참여자 171부, 지방자치단체 중 시 단위(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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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등) 농업기술센터 주관 귀농교육 참여자 114부, 지방자치단체 둥 도 단위(경기도, 충남 
등) 농업기술원/기술센터 주관 귀농교육 참여자 285부를 배포하였다.

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 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연
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귀농학습경
험, 귀농준비특성 및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은 이 연구의 목
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 문항을 사용하되 귀농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도구의 구인 및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표 
Ⅲ-4> 참조).

변인명 하위요인 문항 수 연구자

귀농의지

의도 3
Ajzen(2002), 조영아(2015) 등 참고하여 수정 및 

개발
자기결정성 4

주의제어 5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7
김사균(2018)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되, 정진철 

외(2017), 마상진 외(2015), 
귀농귀촌종합센터(2021)의 내용 영역별로 구성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4
인터뷰를 기반으로 박공주(2006), 조성걸(2020), 

마상진 외(2015) 등 참고하여 구성

귀농네트워크 3
윤방섭(2004)와 민향옥, 김동주(2010)의 도구를 
수정한 김윤경(2014)의 도구를 맥락에 맞게 수정

귀농기대

건강한 환경 3
Bealer et al.(1965), Willits et al.(1990), 

이호길(2015) 등 참고하여 수정 및 개발
일과삶 만족 4

가까운 관계 4

귀농준비장벽

경제적 어려움 5
서만용, 구자인(2005), 성주인 외(2012), 

이성일(2016) 등 참고하여 구성

절차적 어려움 4
농림축산식품부(2016), 박대식 외(2018) 

기반으로 구성

가족 반대 5 허철무(2014)의 도구를 참고하여 구성

<표 Ⅲ-4> 조사도구의 구성 및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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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농의지

이 연구에서는 귀농의지(rural in-migrant volition)는 Kuhl(1986; 1989)의 의지적 관
점을 반영하여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도 및 귀농을 위하여 자신과 주의를 제어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Kuhl & Fuhrmann(1998), Bagozzi, Baumgartner & 
Pieters(1998), 조영아(2015), 김은경(2016)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앞서 2장에서 귀농의지의 하위요인을 고찰했을 때, 기존에 사용되는 귀농의지 또는 귀
농의도 측정도구는 ‘의지(volition)’와 ‘의도(intention)’의 명확한 개념의 구분이 없이 혼
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개념은 의도적 행동과 인과적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데, 의도가 행동을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사라면, 의지는 목표한 행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의를 제어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Kuhl, 1985; 
Zhu, 2004). 이에 의지와 관련된 하위요인을 고찰하였으며(조영아, 2015; Ajzen, 2002; 
Bagozzi, Baumgartner & Pieters, 1998; Dörrenbächer & Perels, 2015; Duffy et al, 

변인명 하위요인 문항 수 연구자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2 온라인 학습시간, 오프라인 학습시간 숫자 표기

일반적 특성

성별

22 -

연령

가족 형태

최종학력

이전 직업의 직종

이전 직업의 경력연수

출신지(귀농유형)

귀농 준비 시기

귀농 교육기관 특성

귀농 주요 동기

귀농 자금 준비

귀농 후 주요 경제활동

합계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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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Forstmeier & Rüddel, 2008; Kuhl & Fuhrmann, 1998; McCann & Turner, 
2004; Sniehotta, Scholz, & Schwarzer, 2005), 이 가운데 자기결정성과 주의제어와 관련
된 구인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Ⅱ-7> 참조).

이에 의지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자기결정 및 주의제어와 관련된 측정도구 문항을 집
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결정성은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의 주체가 자신
임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자유의지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결정을 실행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노력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나는 언제 운
동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나의 목표는 ~행동하는 것이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주의제어는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의식적 주의제어
와 암묵적 주의제어로 구분된다. 문항 수준으로 살펴봤을 때 의식적 주의제어는 의식적으
로 행동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환기하고 우선순위를 두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는 현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주의를 쏟는다’, ‘나는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집중한다’ 등이 있다. 이에 비하여 암묵적 주의제어는 의식하지 않아도 행
동하는 것에 관심과 집중을 쏟게 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는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에 집중한다’, ‘나는 행동하는데 주의를 고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등
이 이에 속한다.

이 연구에서 귀농의지는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귀농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조절 능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의도는 귀농을 탐색하고 준비하려는 
행위에 대한 결심 상태를, 자기결정성은 귀농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주체가 본인이라고 의
식하는 정도를, 주의제어는 귀농을 탐색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의식적 및 무의식적으로 자
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수준을 의미한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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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및 하위구인 조작적 정의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에 대해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귀농을 준비하는 
조절 능력

의도 귀농을 탐색하고 준비하려는 행위에 대한 결심 상태

자기결정성
귀농에 대한 동기가 내재화되어 귀농을 준비하는 주체가 본인이라고 
의식하는 정도

주의제어
귀농을 준비하기 위하여 의식적 및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수준

<표 Ⅲ-5>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

1) 귀농의지 예비문항 작성 과정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귀농의지에 대한 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귀
농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앞서 도출된 구인화 영역에 따라 주의제어, 
자기결정성, 의도와 관련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번안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의역을 시도하였다([부록 1] 참조).

2) 귀농의지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토

일반적으로 최종 검사에서는 하위영역별로 3-15개 정도의 문항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Croker & Algina, 1986), 영역별로 4-6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귀농의지
를 비롯한 나머지 측정도구를 한 시점에 측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의방법편의를 축소하기 
위하여 척도형식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
(5)’로 수준을 달리하였다. 

예비문항 pool 가운데 귀농의지를 타당하게 측정하는 문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내용타당도는 교육학 및 농학 박사학위 소지자 4인, 귀농교육 참여자 2인 등을 대
상으로 검토를 받았다. 검토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면서 현실적으로 귀농 준비
자의 귀농의지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표 Ⅲ-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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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적 타당도 분석

이후 귀농의지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인 세부문항 참고 문헌

의도

1 나는 향후 귀농할 의도가 있다. 1,2,3,4,9,14

2 나는 귀농할 생각이 확고하다. 3,4,6

3 나는 가까운 미래에 귀농할 생각이다. 5

4 나는 귀농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4,5,7

자기
결정성

5 귀농은 내가 원하는 선택이다. 8,9,10,11

6 나는 내 의지에 따라 귀농을 알아보고 있다. 7.12

7 귀농을 고민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 원하기 때문이다. 6,13

8 귀농을 추구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 8.12

9 귀농은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변화이다. 8

주의
제어

10 나는 구태여 애쓰지 않아도 귀농을 준비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8,14

11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귀농에 필요한 것이라면 관심이 생긴다. 14

12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귀농 계획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8,14

13 나는 귀농에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7,8,14

14 나는 귀농 목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8,10,11,14

15 나는 귀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2,3,14

1. Bagozzi Baumgartner & Pieters(1998)
2. Ajzen(2002)
3. Liñán, & Chen(2009)
4. 이태열(2020), 이은천(2019)
5. 조성걸(2020); 최준호(2013)
6. 남인현(2013); 권석일(2016); 김동표(2017) 
7. Kuhl & Fuhrmann(1998)

8. Orbell(2003)
9. Luszczynska and Schwarzer(2003) 
10. Sniehotta, Scholz, & Schwarzer(2005)
11. Forstmeier & Rüddel(2008)
12. Heiss et al. (2010)
13. Duffy et al.(2012)
14. 조영아(2015)

주1) 추후 탐색적 확인요인 분석 결과 3번, 7번, 15번 문항 삭제됨.

<표 Ⅲ-6> 귀농의지 예비문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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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탐색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 방식
은 요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사각회전인 오블리민을 적용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 요인분석 공통성의 요인 적재치는 0.4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KMO값을 확인하여 변수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확인
하였다. 이는 모형의 적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09이상이면 적합성이 
상당히 좋은편, .80-.89은 적합성이 좋은편, .70-.79이면 적합성이 적당하며, .60-.69는 
적합성이 평범하고, 그 이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석한다. 분석결과 KMO값은 .874
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은 
2135.836(df=66, p<.001)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이 ±0.4미만이면서 2개 이하의 문항으로 요인을 형성하는 
경우,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제거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의도 요인의 ‘3.나는 가까운 
미래에 귀농할 생각이다.’, ‘7.귀농을 고민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 원하기 때문이다.’, ‘15.
나는 귀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문항이었다. 이 문항의 경우 요
인 내 다른 요인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8.304%를 설명하는 3개 요인을 산출하였으며, 각각 의도 3문항, 자기결정성 4문항, 주
의제어 5문항 총 12문항으로 귀농의지가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Ⅲ-7> 참조).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의도1 0.232 0.093 -0.668

의도2 0.034 -0.054 -0.900

의도4 -0.102 0.076 -0.891

자기결정성5 0.722 -0.026 -0.242

자기결정성6 0.828 0.140 0.086

자기결정성8 0.831 -0.022 0.035

자기결정성9 0.827 -0.022 -0.024

주의제어10 -0.011 0.823 0.078

<표 Ⅲ-7>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 탐색적 요인분석 패턴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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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적 요인분석

다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귀농의지의 하위요인이 전체 귀농의지
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정

확적합도인  , 근사적합도(close fit)인 RMSEA, GFI, 모델의 간명도를 결합하여 측정하
는 TLI, CFI, 표준화잔차를 기초로 계산하는 SRMR로, 일반적으로 RMSEA는 0.08미만, 
SRMR은 0.08이하, GFI, TLI, CFI는 0.9 이상의 범위가 적절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140.448(p<.001)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RMSEA는 .0.074, GFI는 0.945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증분적합지수에 해당되는 TLI는 0.941, CFI는 0.962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상 종합했을 때, 해당 모형이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
였다(<표 Ⅲ-8> 참조).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주의제어11 -0.116 0.829 -0.019

주의제어12 0.177 0.712 -0.016

주의제어13 0.026 0.766 -0.020

주의제어14 0.102 0.576 -0.232

고유치 5.490 1.540 1.166

설명변량(%) 45.751 12.833 9.720

누적변량(%) 45.751 58.584 68.304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구분 구분 판단기준 적합도지수 해석

절대적합기준

 p > .05 140.448 부적합

RMSEA 0.05~0.08 0.074 적합

SRMR ≤ 0.08 0.042 적합

GFI ≥ 0.9 0.945 적합

<표 Ⅲ-8>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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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귀농의지 개별 문항의 요인적재치를 경로계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계수
가 .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귀농의지 도구의 구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고 판단하였다(<표 Ⅲ-9> 참조).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기각률

의도

의도1 1.000 0.835

의도2 1.184 0.803 0.067 17.562***

의도4 1.224 0.785 0.072 16.915***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5 1.000 0.809

자기결정성6 0.949 0.814 0.054 17.457***

자기결정성8 0.850 0.729 0.055 15.596***

자기결정성9 0.855 0.730 0.055 15.658***

주의제어

주의제어10 1.000 0.685

주의제어11 0.980 0.694 0.080 12.316***

주의제어12 1.105 0.776 0.081 13.673***

주의제어13 0.947 0.721 0.075 12.680***

주의제어14 1.030 0.730 0.079 12.993***

* p<.05, ** p<.01, *** p<.001

<표 Ⅲ-9>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4) 신뢰도 분석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농의지의 신뢰도는 .866, 본 조사에서 .898로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신뢰도 계수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0> 참조). 

구분 구분 판단기준 적합도지수 해석

증분적합지수
TLI ≥ 0.9 0.941 적합

CFI ≥ 0.9 0.962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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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예비조사(n=112) 본조사(n=411)

귀농의지 12 .866 .898

의도 3 .802 .847

자기결정성 4 .822 .858

주의제어 5 .806 .845

<표 Ⅲ-10>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 신뢰도 분석 결과

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이 연구에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하는 시점까지 
귀농을 탐색하고 준비하면서 학습하게 된 활동 및 경험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 및 인터뷰에 기초하여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예비문항을 작성하고 내용타
당도 및 안면타당도를 거쳐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구인타당도를 검토하였다.

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예비문항 작성 과정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 시점까지 참여한 귀농교육기
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이수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김사균
(2018)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되, 정진철 외(2017), 마상진 외(2015), 귀농귀촌종합센터
(2021)의 내용 영역별로 구성하였다. 

귀농교육 장면에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의 측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학습 기간, 
학습 내용 습득, 학습 만족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내용
을 습득이 비형식학습의 측정 방식에 적합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학습 내용의 습득이 학
습의 기초적인 목표이며, 이는 일차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귀농의지 형성에 중요한 현업
활용도와 학습전이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효과
성을 측정한 김사균(2018)의 측정 도구(e.g.“강의 내용은 내가 재배하는 작목에 도움이 되
었다.”, “교육을 통해 나의 농업기술이 향상되었다.”)를 참고하되, 귀농 교육에서 공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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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뤄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표 Ⅲ-11> 참조).

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예비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 연구는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을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 시점까지 참여한 귀
농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분히 이수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
하였다. 또한, 상위의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을 7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교육학 박사 3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귀농 준비자 2인, 귀농교육 전담자 1인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를 검토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문항을 수정하였다(<표 Ⅲ-12> 참조).

분류
귀농귀촌종합센터

(2021)
정진철 외(2017) 마상진외 (2015) 농업교육포털(2021)

귀농·귀촌 
정보 및 지식

§ 귀농·귀촌정보, 
§ 농촌지역경제

§ 농업·농촌이해
§ 귀농정책이해

§ 정착지 정보와 
지원 제도

-

개인/가정 
특성

-
§ 귀농적성
§ 가족지지

-
§ 여가설계
§ 노후설계　

정착여건 및 
준비

§ 농지/주택/지역선
택 

§ 귀농자금준비
§ 귀농지역 준비

§ 토지 및 자금 준비
§ 농지구매
§ 주택구매

품목/
영농기술

§ 영농기술 및 
노하우,

§ 품목선택
§ 품목준비

§ 농어업 생산 경영 
기술

§ 품목(원예
§ 축종(축산)
§ 시설장비관리
§ ICT 기술

농업경영

§ 농업경영설계,
§ 6차산업
§ 유통마케팅,
§ 일자리/창업

§ 농업경영 -
§ 경영관리
§ 유통마케팅

농
촌
생
활
적
응

정서적 
적응

§ 갈등관리, 
§ 농촌생활/의사결정

§ 농촌생활 준비

§ 농어업 농어촌 
주민 정서 이해 및 
갈등 해결

§ 농업·농촌리더십
§ 지역사회 소통

기술적 
적응

§ 농촌생활/적정기술

§ 농어촌 생활 기술
(집짓기, 목공기술, 
화덕 만들기 등)

§ 농어촌에서 
재능(직업) 활용

§ 건축문화
§ 주택건축
§ 농촌형 일자리

<표 Ⅲ-11> 비형식 학습경험 장면에서 다뤄지는 귀농교육내용 분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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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므로 탐색적 요인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
았으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이 전체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을 설명할 수 있

는지 검증하였다.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정확적합도인  , 
근사적합도(close fit)인 RMSEA, GFI, 모델의 간명도를 결합하여 측정하는 TLI, CFI를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32.387(p<.001)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RMSEA는 0.074, GFI는 0.980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증분적합지수에 해당되는 TLI는 0.962, CFI는 0.982로 적합한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귀농의지 개별 문항의 요인적재치를 경로계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계수
가 .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귀농의지 도구의 구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고 판단하였다(<표 Ⅲ-13> 참조).

No. 세부 문항 근거

1 귀농 지역 탐색 및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귀농귀촌종합
센터

(2021), 
정진철 

외(2017), 
마상진외 
(2015), 

농업교육포털 
(2021) 내용 

참고

2 귀농 지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3 토지 및 주택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4 관심 있는 품목/축종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5
농업 경영 관리(기반조성, 농지관리, 경영, 브랜딩, 회계 등)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6 농촌사회 적응과 주민과의 갈등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7
관심 있는 농촌 생활에 필요한 기술(건축, 목공, 장 만들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표 Ⅲ-1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예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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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 z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1 1.000 0.76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2 1.025 0.771 0.068 15.033***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3 0.917 0.668 0.071 12.953***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4 0.804 0.606 0.069 11.586***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5 0.952 0.725 0.067 14.124***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6 1.014 0.724 0.072 14.126***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7 0.889 0.612 0.081 10.941***

* p<.05, ** p<.01, *** p<.001

<표 Ⅲ-1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확인적 요인분석 계수

3) 신뢰도 분석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농의지의 신뢰도는 .795, 본 조사에서 .874로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신뢰도 계수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4> 참조). 

구분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예비조사(n=112) 본조사(n=41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7 .795 .874

<표 Ⅲ-14>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신뢰도 분석 결과

다.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이 연구에서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 시점까지 귀농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귀농을 탐색·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충분히 학습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인터뷰에 기초
하여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예비문항을 작성하고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를 거쳐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구인타당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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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예비문항 작성 과정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 시점까지 귀농교육 프로그램 이
외에 귀농을 탐색·준비하기 위해 경험한 학습 활동(서적, 박람회, 동영상, 인터넷 카페, 농
촌 체험 등)을 충분히 참여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무형식학습은 Adult Education 
Survey(2016)의 문항 틀을 참고하되, 인터뷰를 기반으로 박공주(2006), 조성걸(2020), 마
상진 외(2015)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무형식 학습의 학습이 의도되지 않은 특성상 정밀하게 측정되지 않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학습 또는 업무 기간, 학습 자원 활용, 기회 탐색, 성찰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신은경, 현영섭, 2019; Adult Education Survey, 2016; Nygren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원의 다양성이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의 측정 방식에 
적합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이 개인의 관심도를 반영하면서 일상생활에
서의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 활용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내용을 참고했을 때, 귀
농을 준비하는 학습자는 관심 품목/지역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나 지역 방문 등을 통해 귀
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dult Education Survey(2016)의 학습 
자원 다양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참고하되, 인터뷰 내용과 박공주(2006), 조성걸(2020), 마
상진 외(2015) 등의 귀농 관련 경험을 종합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2)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예비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 연구는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응답 시점까지 귀농교육 프
로그램 이외에 귀농을 탐색·준비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여 충
분히 학습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위의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형식 귀농
학습경험을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학 박사 3인을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를, 귀농 준비
자 2인, 귀농교육 전담자 1인을 대상으로 안면 타당도를 검토받은 문항은 다음과 같다(<표 
Ⅲ-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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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역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같이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므로 탐
색적 요인분석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하위요인이 전체 비형
식 귀농학습 충분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선정

한 적합도 지수는 정확적합도인  , 근사적합도(close fit)인 RMSEA, GFI, 모델의 간명
도를 결합하여 측정하는 TLI, CFI를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12.690(p<.01)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RMSEA는 0.089, GFI는 0.988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증분적합지수에 해당되는 TLI는 0.927, CFI는 0.978로 적합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상 종
합했을 때, 해당 모형이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음으로 귀농의지 개별 문항의 요인적재치를 경로계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번 문항에서 
표준화 계수가 0.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12번 문항인 ‘영농 기술을 터득
학 위하여 베란다, 옥상, 텃밭 또는 농장에서 농작물을 기른다’는 나머지 귀농 정보와 지
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지닌 4개의 문항에 비하여 영농기술을 터득하는 실무적인 요소
를 지니고 있어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12번 문항을 제거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표준화 계
수가 .6이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의 도구
의 구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표 Ⅲ-16> 참조).

No. 세부 문항 근거

1 귀농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서적이나 전문 자료를 찾아 읽는다. 인터뷰를 
기반으로 

AES(2016), 
박공주(2006), 
조성걸(2020), 

마상진 
외(2015) 등 

참고하여 구성

2
귀농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농기술이나 귀농생활과 관련된 
동영상(Youtube, 다큐멘터리 등)을 찾아본다.

3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귀농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한다

4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심 있는 지역이나 농장을 방문한다.

5 영농 기술을 터득하기 위하여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농작물을 기른다.

<표 Ⅲ-15>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의 예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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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오차 z

무형식 귀농학습경험1 1.000 0.584

무형식 귀농학습경험2 1.383 0.868 0.157 8.819***

무형식 귀농학습경험3 1.079 0.645 0.100 10.744***

무형식 귀농학습경험4 1.141 0.640 0.152 7.501***

* p<.05, ** p<.01, *** p<.001

<표 Ⅲ-16>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확인적 요인분석 계수

3) 신뢰도 분석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농의지의 신뢰도는 .561 본 조사에서 .736으로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신뢰도 계수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Ⅲ-17> 참조). 

구분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예비조사(n=112) 본조사(n=411)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4 .561 .736

<표 Ⅲ-17>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신뢰도 분석 결과

라. 귀농네트워크

귀농네트워크는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준비하면서 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하게 되는 개인적 관계의 도구적 및 표현적 네트워크로써,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
원,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포함한다. 귀농네트워크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며, 
윤방섭(2004)와 민향옥, 김동주(2010)의 도구를 수정한 김윤경(2014)의 측정 도구를 사용
하되, 세부 내용을 귀농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나는 귀농과 관련하
여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주변에 성공적으로 귀농한 사람을 
잘 알고 있다.”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신뢰도는 .862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표 Ⅲ-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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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예비조사(n=112) 본조사(n=411)

귀농네트워크 3 .886 .862

<표 Ⅲ-18>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네트워크 신뢰도 분석 결과

마. 귀농기대

귀농기대란 귀농교육 참여자가 현재의 삶에 비해서 귀농했을 때 환경적, 직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
서 기대는 Hannan(1969), Crawford(1966), Ralph, De Jong, & Gordon(1978)이 논의
하는 바와 같이 언젠가 행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접근된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귀농기대의 하위요인을 고찰했을 때, 환경적 요소, 직업적 요소, 사
회적 요소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직업적 요소는 일과 삶 만족, 환경적 요소는 건강한 환
경, 사회적 요소는 가까운 관계로 구성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표 Ⅲ-12> 참조). 

이에 귀농흡입요인, 귀농만족 또는 기대, 이주/전직 기대 등을 다룬 연구에서 건강한 환
경, 일과 삶 만족, 가까운 관계를 측정한 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귀농기대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귀농기대는 귀농교육 참여자가 현재의 삶에 비해서 귀농했을 때 자
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 가능성이다. 구체적으로 건강
한 환경은 귀농했을 때 귀농했을 때 밀집된 도시에서 벗어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과 삶 만족은 귀농했을 때 귀농했을 때 생활 측면에
서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까운 
관계는 귀농했을 때 농촌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표 Ⅲ-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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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및 하위구인 조작적 정의

귀농기대
귀농교육 참여자가 현재의 삶에 비해서 귀농했을 때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 가능성

건강한 환경
귀농했을 때 집된 도시에서 벗어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

일과 삶 만족
귀농했을 때 생활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기대하는 정도

가까운 관계
귀농했을 때 농촌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친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도

<표 Ⅲ-19>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준비장벽에 대한 조작적 정의

1) 귀농기대 예비문항 작성 과정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귀농기대에 대한 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귀
농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전반적인 기대와 관련된 문항은 계획된 행
동이론에서 언급되는 행동의도에 대한 기대와 관련되며,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기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귀농의 흡입요인에 따라 
환경적 기대, 직업적 기대, 사회적 기대를 구분하였으며, 관련된 문항을 귀농흡입요인과 관련
된 선행연구, 귀농의 만족과 기대를 다루는 선행연구, 그리고 귀농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이
주 및 전직 기대를 다루는 선행연구에서 참고하여 도출하였다([부록 2] 참조).

2) 귀농기대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성 검토

귀농기대의 예비문항은 위에서 다룬 관련 측정도구의 문항 및 인터뷰를 참고하여 도출
하였다. 예비문항 pool 가운데 귀농의지를 타당하게 측정하는 문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교
육학 박사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후 귀농 준비자 2인과 귀농
교육 전담자 1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 검토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문항을 도출하였다
(<표 Ⅲ-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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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구인 세부 문항 근거

건강한 
환경

1 집되고 삭막한 도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8, 인터뷰

2 농촌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즐길 거리가 많을 것이다. 1,4,8

3 신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1,4,8,9, 
인터뷰4 정신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일과 삶 
만족

5 나의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7,8,11,13

6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8,13

7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10,13

8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9,10

가까운 
관계

9 이웃과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1,2

10 내가 살게 될 곳에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다. 1,6,10

11 정감 있는 이웃을 만나게 될 것이다. 1,2,3,4,6,10

12 이웃과 친 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8,9, 인터뷰

1. Willits, Bealer, & Timbers(1990)
2. Willits, & Luloff(1995)
3. 이민수 & 박덕병(2007)
4. 박석희, 이동기 & 윤상헌(2002). 
5. 송인하(2013)
6. 진양명숙 & 김주영(2014)
7. 마상진 외(2018)

8. 이호길(2015)
9. 이지흠(2017)
10. De Jong, Richter, & Isarabhakdi(1996)
11. Chiang & Jang(2008) 
12. Iwanaga et al.(2020)
13. Lent et al.(2011)

주1) 추후 탐색적 확인요인 분석 결과 2번 삭제됨.

<표 Ⅲ-20> 귀농기대의 하위구인에 따른 예비 문항

3) 통계적 타당도 분석

가) 탐색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 방식은 
요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사각회전인 오블리민을 적용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분석 공통성의 요인 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에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KMO값을 확인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확인
하였다. 이는 모형의 적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09이상이면 적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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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좋은편, .80-.89은 적합성이 좋은 편, .70-.79이면 적합성이 적당한 편, .60-.69
는 적합성이 평범하고, 그 이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석한다. 분석결과 KMO값은 
.814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4.55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은 1769.441(df=55, p <.001)으로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Ⅲ-21> 참조).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건강한 환경1 .177 -.054 .623

건강한 환경3 .089 .006 .725

건강한 환경4 -.086 .015 .926

일과 삶 만족5 .703 -.003 .262

일과 삶 만족6 .878 .073 -.059

일과 삶 만족7 .438 -.194 .264

일과 삶 만족8 .698 -.160 .016

가까운 관계9 -.017 -.809 .049

가까운 관계10 .136 -.767 -.093

가까운 관계11 .105 -.810 -.129

가까운 관계12 -.182 -.813 .201

고유치 4.564 1.509 1.028

설명변량(%) 41.488 13.721 9.341

누적변량(%) 41.488 55.21 64.551

<표 Ⅲ-2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기대 탐색적 요인분석 패턴행렬

나) 확인적 요인분석

다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귀농의지의 하위요인이 전체 귀농의지
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정

확적합도인  , 근사적합도(close fit)인 RMSEA, GFI, 모델의 간명도를 결합하여 측정하
는 TLI, CFI, 표준화잔차를 기초로 계산하는 SRMR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99.237(p<.001)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RMSEA는 0.081, GFI는 0.940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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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분적합지수에 해당되는 TLI는 0.890, CFI는 0.928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상 종
합했을 때, 해당 모형이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표 
Ⅲ-22> 참조).

구분 구분 판단기준 적합도지수 해석

절대적합기준

 p > .05 126.192 부적합

RMSEA 0.05~0.08 0.078 적합

SRMR ≤ 0.08 0.055 적합

GFI ≥ 0.9 0.948 적합

증분적합지수
TLI ≥ 0.9 0.921 적합

CFI ≥ 0.9 0.948 적합

<표 Ⅲ-2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기대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다음으로 귀농의지 개별 문항의 요인적재치를 경로계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계수
가 .4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귀농의지 도구의 구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고 판단하였다(<표 Ⅲ-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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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z

건강한 환경

건강한 환경1 1.000 0.646

건강한 환경3 1.066 0.653 0.101 10.594***

건강한 환경4 1.205 0.754 0.109 11.021***

일 만족

일과 삶 만족5 1.000 0.826

일과 삶 만족6 0.998 0.683 0.077 12.930***

일과 삶 만족7 0.780 0.571 0.070 11.075***

일과 삶 만족8 0.850 0.608 0.074 11.503***

가까운 관계

가까운 관계9 1.000 0.823

가까운 관계10 0.844 0.688 0.066 12.764***

가까운 관계11 1.040 0.813 0.077 13.529***

가까운 관계12 0.903 0.708 0.069 13.073***

* p<.05, ** p<.01, *** p<.001

<표 Ⅲ-2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기대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4) 신뢰도 분석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농의지의 신뢰도는 .733, 본 조사에서 .854로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신뢰도 계수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Ⅲ-24> 참조). 

구분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예비조사(n=112) 본조사(n=411)

귀농기대 11 .733 .854

건강한 환경 3 .558 .722

일과삶 만족 4 .612 .778

가까운 관계 4 .679 .824

<표 Ⅲ-24>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기대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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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귀농준비장벽

귀농준비장벽은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귀농교육 참여자가 인식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물리적 상황 또는 제약 여건으로 정의된다.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크게 인지되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여유자금 부족(귀농·귀촌 실태조사, 2019)과 절차의 어려움(박대식 외, 
2018), 가족 반대(서울시 기술경제진흥본부, 2017)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을 
때, 귀농준비장벽의 구성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반대로 구성된다.

1) 귀농준비장벽 예비문항 작성 과정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귀농준비장벽은 귀농 단계에서 귀농학습 참여자의 귀농의지가 저
해되도록 하는 환경적인 상황 또는 물리적인 제약을 의미한다. 이에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준비장벽의 하위구인을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로 구성하였으며, 각 
구인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표 Ⅲ-25> 참조).

변인 및 하위구인 조작적 정의

귀농준비장벽
귀농 준비 단계에서 귀농교육 참여자가 인식하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제약 여건

경제적 어려움
귀농교육 참여자가 초기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매, 주택 마련 등의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절차적 어려움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인이 되는 데 필요한 농지 및 주택 마련, 농업인 
등록, 귀농인 지원 사업 신청 등의 관련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가족 반대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준비하는 것을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지지하지 않는 정도

<표 Ⅲ-25>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준비장벽에 대한 조작적 정의

2) 귀농준비장벽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성 검토

상위의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의 예비 문항
을 각각 5개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귀농준비장벽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문항을 도출
하기 위하여 교육학 박사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토를 진행하였다(<표 Ⅲ-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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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적 타당도 분석

이후 귀농의지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탐색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회전 방식은 
요인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사각회전인 오블리민을 적용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분석 공통성의 요인 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모든 문항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에 구성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인 세부 문항 근거

경제적 
어려움

1 나는 귀농에 필요한 경제적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

서만용, 
구자인(2005), 

성주인 외(2012), 
이성일(2016) 등 
참고하여 개발

2 거주지와 주택 마련에 필요한 정착자금이 부족하다.

3 농지와 농기계 구매에 필요한 영농자금이 부족하다.

4 귀농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

5 정착 후 초기 투자비용이 걱정된다.

절차적 
어려움

6 농지 매입이나 주택 마련 등의 과정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201
6), 박대식 외(2018) 

기반으로 구성

7
귀농·귀촌 정착 지원(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받는 
기준이 까다롭다.

8
귀농·귀촌 정착 지원(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받는 
과정이 까다롭다.

9 지자체 지원 및 관청에서 토지 사용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10
농지원부를 마련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가족반대

11 우리 가족은 내가 귀농하는 것을 반대한다.

허철무(2014) 
참고하여 개발

12 나의 배우자는 내가 귀농하는 것을 반대한다.

13 나의 자녀는 내가 귀농하는 것을 반대한다.

14 내가 귀농을 결심하면 가족들이 내 선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표 Ⅲ-26> 귀농준비장벽의 하위구인에 따른 예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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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MO값을 확인하여 변수간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확인
하였다. 이는 모형의 적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09이상이면 적합성이 
상당히 좋은편, .80-.89은 적합성이 좋은편, .70-.79이면 적합성이 적당한 편, .60-.69는 
적합성이 평범하고, 그 이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석한다. 분석결과 KMO값은 .836
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66.35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은 2807.275(df=91, p<.001)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참조).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경제적 어려움1 0.887 -0.018 -0.046

경제적 어려움2 0.774 0.103 0.052

경제적 어려움3 0.811 -0.043 0.074

경제적 어려움4 0.848 -0.018 -0.054

경제적 어려움5 0.772 0.006 0.025

절차적 어려움1 0.060 -0.020 0.738

절차적 어려움2 0.054 -0.038 0.804

절차적 어려움3 0.069 -0.016 0.753

절차적 어려움4 -0.023 -0.058 0.798

절차적 어려움5 -0.091 0.108 0.721

가족 반대1 -0.032 0.870 0.045

가족 반대2 0.024 0.848 0.006

가족 반대3 -0.013 0.845 0.000

가족 반대4 0.042 0.830 -0.053

고유치 4.607 2.858 1.825

설명변량(%) 32.910 20.412 13.037

누적변량(%) 32.910 53.322 66.359

<표 Ⅲ-27>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준비장벽 탐색적 요인분석 구조행렬

나) 확인적 요인분석

다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귀농의지의 하위요인이 전체 귀농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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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선정한 적합도 지수는 정

확적합도인  , 근사적합도(close fit)인 RMSEA, GFI, 모델의 간명도를 결합하여 측정하
는 TLI, CFI를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244.906(p<.001)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RMSEA는 0.076, GFI는 0.919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증분적합지수에 해당되는 TLI는 0.921, CFI는 0.937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상 종
합했을 때, 해당 모형이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표 
Ⅲ-28> 참조).

구분 구분 판단기준 적합도지수 해석

절대적합기준

 p > .05 244.906 부적합

RMSEA 0.05~0.08 0.076 적합

SRMR ≤ 0.08 0.047 적합

GFI ≥ 0.9 0.919 적합

증분적합지수
TLI ≥ 0.9 0.921 적합

CFI ≥ 0.9 0.937 적합

<표 Ⅲ-28>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준비장벽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다음으로 귀농의지 개별 문항의 요인적재치를 경로계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계수
가 .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귀농의지 도구의 구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고 판단하였다(<표 Ⅲ-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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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기각률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1 1.000 0.834

경제적 어려움2 1.082 0.756 0.064 16.945***

경제적 어려움3 1.130 0.806 0.061 18.451***

경제적 어려움4 1.019 0.767 0.059 17.365***

경제적 어려움5 0.963 0.712 0.061 15.700***

절차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1 1.000 0.651

절차적 어려움2 1.249 0.817 0.094 13.226***

절차적 어려움3 1.205 0.778 0.094 12.824***

절차적 어려움4 1.047 0.683 0.090 11.617***

절차적 어려움5 0.901 0.547 0.093 9.641***

가족 반대

가족 반대1 1.000 0.847

가족 반대2 1.017 0.808 0.056 18.025***

가족 반대3 0.908 0.773 0.053 17.102***

가족 반대4 0.903 0.741 0.056 16.227***

* p<.05, ** p<.01, *** p<.001

<표 Ⅲ-29>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준비장벽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계수

4) 신뢰도 분석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귀농의지의 신뢰도는 .695, 본 조사에서 .824로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신뢰도 계수값이 모형 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Ⅲ-30> 참조). 

구분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예비조사(n=121) 본조사(n=411)

귀농준비장벽 14 .695 .824

경제적 어려움 5 .781 .879

절차적 어려움 5 .594 .825

가족 반대 4 .834 .871

<표 Ⅲ-30>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준비장벽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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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반적 특성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출신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군, 면 지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중소도시 0, 대도시 1, 농촌 2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실제 나이를 기반으로 
40대는 0, 50대는 1, 60대는 2로 코딩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0으로, 남성을 1로 코딩하였
다.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대학원졸로 구성하였으며, 고졸 이하를 0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더미 변수화하여 투입하였다. 자녀독립여부는 자녀 독립과 자녀미독립
으로 구성되며,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경우를 0, 독립한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퇴직 여부
는 근무 중인 경우를 0, 퇴직 및 비경활 상태에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귀농 관련 특성과 관련하여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
는 귀농교육 이수시간을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합산하여 50
시간 미만을 기준변수로 하되(0),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을 1, 100시간 이상을 2로 
더미코딩하였다. 취농유형은 승계농, 창업농, 취업농으로 구성되며, 취업농을 기준변수로 
두되(0), 승계농을 1, 창업농을 2로 코딩하였다. 귀농정착지는 고향, 타향, 미결정으로 구
성되며 미결정을 0으로 두고, 고향 1, 타향 2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귀농자금현황은 
귀농을 위한 본인 소유 자금을 명목형으로 묻도록 하였으며, 3천만 원 미만부터 5억까지 
일정 범위를 보기로 구성하였다.

4. 자료 수집

목표 모집단으로 선정된 중장년층 대상 귀농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기관 단위로 이루어지
므로 자료 수집은 각 시도에 소재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원 위탁 교육운영기
관을 중심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기간에 진행되는 귀농교육기관을 
검색하여 유선으로 연결하여 귀농교육 담당자에게 해당 연구의 목적과 함께 설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협조에 대한 연구목적과 안내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메일로 발
송하였으며, 협조에 응하는 귀농교육 담당자는 해당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자료 배
포를 요청하였다. 

자료 배포 및 회수는 근교일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직접 방문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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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형편에 따라 우편 발송 및 온라인 링크 접속 등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완료 후 설문에 협조한 교육담당자 및 설문지에 응답한 응답자 모두에게 소정의 온라
인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57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541부가 회수되었다(94.9%). 회수된 541부 가운데 연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40대 미만), 분석에 필요한 값이 결측된 사례, 불성실 응답 자료, 이상치 등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411개의 분석자료가 사용되었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STATA 14.0을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시행하였다. 이후 SPSS 
25.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응답자 특성별 각 변인의 차이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는 데에는 
R.4.0.2가 사용되었다.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설정된 이론적 연구모형이 경험적으로 설명되는지 검증
하기 위하여 Hayes(2018)이 제안한 SPSS Macro의 Model 6 및 Model 87을 사용하되 필
요한 부분은 명령문(syntax)을 기반으로 개별화(customize)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Hayes(2018)에서는 두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분석결과는 공변량으로 두어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며, 직간접효과만 제시되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이 연구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2개이기
에 한 독립변수를 공변량으로 처리하되, 이후 직간접효과를 계산할 때는 변수 간 위치를 바꾸
어 사용하였다. 또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조절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형을 개
별화하여 분석하였다(<표 Ⅲ-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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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검증 방법

가설 1-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 귀농의지

다중회귀분석
가설 1-2.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의지

가설 1-3.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가설 1-4. 귀농기대  → 귀농의지

가설 2-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최대우도법

가설 2-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 귀농기대 → 귀농의지

가설 2-3.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가설 2-4.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가설 2-5.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기대 → 귀농의지

가설 2-6.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가설 3-1.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조절효과

상호작용항 투입, 
최대우도법

가설 3-2.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절차적 어려움의 조절효과

가설 3-3.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가족 반대의 조절효과

가설 4-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조절효과

가설 4-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조절효과

가설 4-3.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표 Ⅲ-31> 연구가설에 따른 검증 방법

가. 데이터 전처리 

먼저 변인의 정상성과 정규성, 그리고 상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점수분포가 
정상성을 이루도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산포도를 그려 확인할 예정이며, 표준화 잔차가 
|2| 을 넘기지 않도록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또한,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이상 관측치를 제거
하기 위하여 왜도(|3.0|)와 첨도(|8.0-20.0|)의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로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독립변인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다중공선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차(>1)와 분산팽창지수(<10)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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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의방법편의 검증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는 두 개 이상의 변인이 포함된 설문조사를 활용
하였기 때문에 동의방법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료수집단계와 자료분석단계에서 3가
지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설문지의 변인이 서로 관련되어 있
음을 응답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페이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문항이 간결하고 정확
하며 객관적으로 되도록 교육학·공학 박사 및 농업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둘째, 분석 단계에서 Padsakoff & Organ(1986)이 제시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을 
통해 동의방법편의를 확인하였다. 분석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주성분 분석을 적용해 요인
분석을 실시했을 때, 비회전요인(unrotated factor)에서 가장 큰 설명요인의 분산이 
28.81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50% 미만이므로(Meseguer & 
Rodríguez, 2020; Padsakoff et al., 2003) 동일방법편의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자료분석 단계에서 변인 간 상관계수를 확인했을 때, 모든 관계가 Chang et 
al.(2010)이 제시하는 기준값인 0.9 이하로 나타나 변인 간의 상관이 매우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동일방법오류가 연구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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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접효과 분석

간접효과 분석구조 모형을 확인한 후 변인간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
의 유의성 검정은 임계비를 통한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간접효과 검정은 부트스트래핑 방법
을 활용하였다. 이때 부트스트래핑 재표집화 횟수는 5,000회로 지정하며 95% 신뢰구간을 활
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과 크기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모집단 분포에 모수적 
가정을 취하지 않고 표본자료의 추론으로 모수를 추론하는 방법이다(김계수, 2010). 이 자료
는 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단변량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나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하게 만족하
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적용하여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라.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조절변인과 상호작용항을 모두 투입한다. 상호작용
항은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으로 만들어진 항으로 조절변인의 크기가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크기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Kline, 2016). 

조절된 매개효과란 독립변인 X와 종속변인 Y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 M이 지닌 매
개효과가 조절변인 W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형식 귀농학습 충
분성(X1)과 귀농의지(Y)의 관계, 무형식 귀농학습경험(X2)과 귀농의지(Y)의 관계에서 귀농기
대(M)가 각각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매개효과의 크기가 조절변인 귀농
준비장벽(W1)의 요인(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마다 조절되는 모형을 설정
하였다. 마찬가지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X1)과 귀농의지(Y)의 관계, 무형식 귀농학습경
험(X2)과 귀농의지(Y)의 관계에서 귀농기대(M)가 각각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매개효과의 크기가 조절변인 비형식 귀농학습시간(W2)을 기준으로 50시간 이하, 50
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 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모형을 설정하였
다. 이때, 연구의 관심이 조절변인의 개별적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으므로 귀농준비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각각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만일 귀농기대(M)가 지닌 매개효과의 크기가 조절변인 귀농준비장벽(W1) 요인별 특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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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형식 귀농학습시간(W2)의 집단별 특정 값에 따라 변화한다면 조절변수 특정 값에서 
간접효과의 크기 및 유의성이 달라져 연구모형이 조건적으로 간접효과를 지니게 된다(이형권, 
2016). 이에 조절된 매개효과는 조건부 매개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모형은 
귀농 장벽이 귀농 기대와 귀농의지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가정하였는데, 귀농기대의 매개효과 
크기가 귀농준비장벽의 요인 및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집단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 즉, 조건
부 매개효과를 지닐 가능성을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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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 변인의 일반통계량 및 차이

가.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의 경우 50세 미만이 143명(32.6%), 
50대가 171명(41.6%), 60세 이상이 106명(25.8%)으로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
의 경우, 남성(279명, 67.9%))이 여성(132명, 32.1%)과 비교하면 2배 더 많은 수준이었
다. 연령과 성별 모두 귀농·귀촌 실태조사(2019)의 귀농인 비율을 반영하고 있었다. 혼인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이거나 사실혼인 비율이 87.3%(359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자녀
독립 상태의 경우, 자녀가 독립한 집단이 164명(39.9%), 미독립 집단이 247명(60.1%)으
로 나타났다. 고향 소재지의 경우 대도시 출신이 128명(31.1%), 중소도시 출신이 81명
(19.7%), 농촌 출신이 202명(49.1%)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졸 188명(45.7%), 고졸이
하 1098명(26.3%), 전문대졸 61명(14.8%), 대학원졸 54명(13.1%) 순으로 많았다. 추가적
으로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압도적으로(380명, 92.5%) 해당 사항
이 없었으며, 24명(5.8%) 정도가 농업계고나 농업계 대학 재학 경험이 있다. 일자리 상황
과 관련해서는 귀농교육 참여 중 직장에서 근무 중인 집단이 185명(45.0%), 퇴직 및 비
경제활동 상태인 집단이 226명(55.0%)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및 사
무직 146명(32.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 96명(23.4%), 관리·전문직이 79명
(19.2%), 기능·숙련·작업직 52명(12.7%), 가사 및 기타가 36명(8.8%) 순이었다. 

다음으로 귀농교육 이수 기간에 따라서는 100시간 이상 집단이 172명으로 가장 많았으
며(41.8%), 50시간 미만(127명, 30.9%)과 5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172명, 27.3%)이 유
사한 비율을 보였다. 귀농 동기를 살펴보면 자연환경이 좋아서 133명(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 90명(21.9%),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감 65명(15.8%),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56명(13.6%), 가업 승계 14명(3.4%), 친지와 가까운 곳 11명(2.7%) 등 순으로 많았다. 귀
농시 함께 이주할 구성원에 대해서는 혼자라고 답한 경우가 21.7%(89명),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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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32명), 그 외 가족과 함께 또는 미결정인 경우가 90명(21.9%)으로 나타났다. 이 또
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귀농 시 가구구성원 중 20%가 홀로 귀농한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귀농후 영농유형으로는 창업농이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72.7%), 취업농(58명, 14.1%)
과 승계농(54명, 13.1%)이 유사한 비중을 이루고 있었다. 귀농 시 정착지의 경우, 타향이라
고 응답한 응답자가 195명(47.4%), 고향 138명(33.6%), 미결정 78명(19.0%)으로 고향보다 
타향으로 귀농할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귀농을 위한 자금 현황과 관련해서는 1
억원~3억원이 124명(30.2%), 다음으로 5천만원~1억원이 107명(26.0%), 3억원~5억원이 
60명(14.6%) 순이었다. 귀농 자금에 대한 충분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
답자가 372명(66.2%)으로 응답한 응답자 43명(10.5%)과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표 Ⅳ
-1> 참조).

영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일반 
통계학적 

특성

연령

50세 미만 134 32.6

50세~59세 171 41.6

60세 이상 106 25.8

성별
남성 279 67.9

여성 132 32.1

혼인상태
기혼 또는 사실혼 359 87.3

그 외 52 12.7

자녀독립
상태

독립 164 39.9

미독립 247 60.1

출신지

대도시 128 31.1

중소도시 81 19.7

농촌(군,면) 202 49.1

최종학력

고졸이하 108 26.3

전문대졸 61 14.8

대졸 188 45.7

대학원졸 54 13.1

농업계학교 
졸업여부

해당 없음 380 92.5

농업계고 9 2.2

농업계대학 14 3.4

고교 및 대학 모두 해당 1 0.2

일자리 상황
근무중 185 45.0

퇴직 및 비경활 226 55.0

<표 Ⅳ-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응답자) 특성(N=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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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자영업 96 23.4

서비스 및 사무직 146 35.5

기능,숙련,작업직 52 12.7

관리,전문직 79 19.2

가사 및 기타 36 8.8

귀농 
관련 
특성

귀농교육 
이수시간

50시간 미만 127 30.9

50시간~99시간 112 27.3

100시간 이상 172 41.8

귀농 동기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 90 21.9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14 3.4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 7 1.7

자연환경이 좋아서 133 32.4

가족 친지와 가까운 곳 11 2.7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56 13.6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 65 15.8

비싼 도시생활비 14 3.4

기타 19 4.6

귀농 시 
구성원

혼자 89 21.7

부부 232 56.4

그 외 가족 90 21.9

귀농 후 
영농 유형

승계농 54 13.1

창업농 299 72.7

취업농 58 14.1

귀농 정착지

고향 138 33.6

타향 195 47.4

미결정 78 19.0

귀농을 위한 
자금 현황

3천만원 미만 56 13.6

3천만원~5천만원 43 10.5

5천만원~1억원 107 26.0

1억원~3억원 124 30.2

3억원~5억원 60 14.6

5억원 이상 21 5.1

귀농 자금에 
대한 충분성

매우 충분하지 않다 115 28.0

충분하지 않다 157 38.2

보통이다 94 22.9

충분하다 34 8.3

매우 충분하다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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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량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다변량 정규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Kline(2016)은 왜도가 절댓값 3 이내, 첨도가 절댓값 8-10 이내일 경우 정규분포를 가정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변인의 분석결과는 왜도와 첨도가 모두 허용 가능한 수준이며,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귀농의지 하위구인의 평균은 자기결정성(4.179), 의도(4.170), 
주의제어(3.968)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3.251점
으로 투입 변인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며,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3.564점으로 무형식 귀농
학습경험이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은 연
속형 변수로 두었을 때 최대 340시간까지의 분포를 지니고 있으며, 평균 약 103시간, 중
위수 70시간을 두고 있다.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은 편차가 88시간 정도로 그 폭이 매우 크
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50시간 단위로 범주화하여 코딩하였다. 귀농기대의 경우, 건강한 환
경(4.172), 일과삶 만족(3.847), 가까운 관계(3.675) 순으로 나타났으며, 귀농준비장벽을 측
정하는 변인은 절차적 어려움(3.615), 경제적 어려움(3.574), 가족 반대(2.579)순으로 나타
났다. 귀농네트워크 평균은 3.375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Ⅳ-2> 참조).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귀농의지

의도 2.33 5 4.170 0.729 -0.404 -0.866

자기결정성 2.25 5 4.179 0.688 -0.448 -0.603

주의제어 2.4 5 3.968 0.649 -0.097 -0.635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1 5 3.251 0.812 -0.223 0.02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1 5 3.564 0.753 -0.356 0.374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0 2 1.35 0.816 -.210 1.075

귀농네트워크 1 5 3.375 0.983 -0.331 -0.346

귀농기대 건강한 환경 1.33 5 4.172 0.673 -0.629 0.355

<표 Ⅳ-2> 기술 통계량 및 정규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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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간 구성개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 간 상관행렬을 분
석하였다. 상관관계는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용이하
다. 상관관계가 0.0~0.2의 경우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0.2-0.4의 경우는 약간의 
관련성, 0.4-0.7의 경우는 상당한 관련성, 0.7-0.9의 경우는 매우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양측검정 분석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상관관계는 -.337~.56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의 관계(.440), 비형식 귀농학
습 충분성과 귀농네트워크(.407)가 비교적 관련성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귀농의지와 비형
식 귀농학습 충분성(.145)은 낮은 편이었다(<표 Ⅳ-3> 참조).

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일과삶 만족 1.5 5 3.847 0.650 -0.427 0.501

가까운 관계 2 5 3.675 0.690 -0.047 -0.061

귀농준비
장벽

경제적 어려움 1 5 3.574 0.915 -0.581 0.153

절차적 어려움 1 5 3.615 0.772 -0.387 0.338

가족 반대 1 5 2.579 1.038 0.014 -1.045

주1) n=411

주2) 귀농의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 귀농준비장벽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주3) 귀농교육참여시간은 3개 범주(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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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귀농의지

1.의도 1

2.자기결정성 .561** 1

3.주의제어 .533** .517** 1

4.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0.095 .102* .208** 1

5.무형식 귀농학습경험 .178** .162** .332** .440** 1

6.비형식 귀농학습시간 .226** .243** .247** 0.097 .251** 1

7.귀농네트워크 .146** .141** .173** .407** .283** 0.050 1

귀농기대

8.건강한 환경 .318** .435** .408** .168** .257** .294** .148** 1

9.일과삶 만족 .309** .391** .415** .339** .326** .133** .252** .550** 1

10.가까운 관계 .231** .272** .332** .364** .251** 0.086 .406** .377** .486** 1

귀농준비
장벽

11.경제적 어려움 0.083 .114* 0.059 0.037 0.026 0.031 .109* 0.047 0.085 0.086 1

12.절차적 어려움 0.083 .138** 0.091 0.048 0.070 0.078 0.002 0.034 0.034 .126* .425** 1

13.가족 반대 -.301** -.318** -.337** -0.054 -0.044 -.194** -.115* -.251** -.252** -.200** 0.068 0.087 1

주1) n=411
주2) * p<.05, ** p<.01, *** p<.001

<표 Ⅳ-3> 투입 변인의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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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변인의 다중공선성

다음으로 측정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투입되는 측정변인
을 기준으로 귀농의지를 예측하는 변인을 투입하여 회귀식을 구성한 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VIF는 1.30~2.44 범위 내이므로 VIF 상한 기준인 10 미만이므로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1/VIF의 값인 공차 역시 0.481~0.888 사이로 기준치(0.1이상)와 비교했을 
때 정상으로 판단하였다(<표 Ⅳ-4> 참조).

변인 VIF 공차(1/VIF)

고향
대도시 1.98 0.505

중소도시 2.08 0.481

연령대
50대 2.01 0.497

60대 2.44 0.410

성별(ref.남성) 여성 1.13 0.888

최종학력
(ref.중졸)

전문대졸 1.45 0.692

대졸 1.85 0.540

대학원졸 1.50 0.665

자녀독립여부(ref. 독립) 자녀미독립 1.46 0.686

근무여부(ef. 근무중) 퇴직/비경활 1.46 0.686

귀농정착지
(ref. 고향)

타향 2.06 0.485

미결정 1.92 0.520

귀농가족형태
(ref. 혼자)

부부 1.91 0.523

가족 2.04 0.489

취농형태
(ref.승계농)

창업농 1.95 0.514

취업농 1.79 0.560

귀농자금여건 1.48 0.676

귀농교육시간
(ref. ~50)

5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 1.54 0.649

100시간 이상 1.88 0.53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1.62 0.618

<표 Ⅳ-4> 측정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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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이 절에서는 귀농의지를 비롯한 각 변인이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장년 귀농교육 참
여자의 생애 관련 특성은 출신지, 연령대, 성별, 최종학력, 혼인상태, 자녀 독립 여부, 퇴
직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귀농 관련 특성은 귀농 정착지, 귀농 가족 형태, 취농 유
형,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차이 분석은 두 집단이면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t검정을 적용하였으며, 세 집단 이상이면 집단간 및 집단내 분산 차이를 검정하는 
One-way ANOVA를 적용하되, 동질성 검정을 통해 동질적인 집단은 Dunnet T3, 이질
적 집단은 Scheffe를 활용하였다.

1) 출신지에 따른 차이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농촌 출신이 202명(4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도시 출신 
128명(31.1%), 중소도시 출신 81명(19.7%)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신지별 성별 수준을 
분석했을 때, 전반적으로 농촌 출신(4.201점)이 대도시(4.080점) 또는 중소도시(3.908점) 
출신 집단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평균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농촌 출신 집단은 농

변인 VIF 공차(1/VIF)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1.52 0.660

귀농네트워크 1.47 0.681

귀농기대

건강한 환경 1.80 0.555

일과삶 만족 1.92 0.522

가까운 이웃 1.72 0.582

귀농준비장벽

경제적 어려움 1.53 0.655

절차적 어려움 1.30 0.767

가족 반대 1.31 0.766

평균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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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에 거주기반이 이미 존재하며 농촌 생활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귀농에 대한 의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에 기반을 둔 U턴과 J턴형이 귀농 인구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귀농·귀촌 실태조사, 2020) 농촌 지역 출신의 귀농 수요가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의
도, 자기결정성, 주의제어 모든 영역에서 농촌 출신이 중소도시 출신보다 그 수준이 통계
적으로 높은 편이다(<표 Ⅳ-5> 참조). 

기준변수
①대도시
(n=128)

②중소도시
(n=81)

③농촌
(n=002)

전체
(n=411)

F
scheffe/

Dunnet T3

귀농의지
M 4.080 3.908 4.201 4.106

8.019*** 2<3
SD 0.544 0.570 0.573 0.573

의도
M 4.156 3.926 4.277 4.170

6.937** 2<3
SD 0.715 0.756 0.706 0.729

자기결정성
M 4.117 4.019 4.283 4.179

5.155** 2<3
SD 0.692 0.665 0.680 0.688

주의제어
M 3.967 3.780 4.044 3.968

4.841** 2<3
SD 0.655 0.642 0.637 0.649

* p<.05, ** p<.01, *** p<.001

<표 Ⅳ-5> 출신지에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2) 성별에 따른 차이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 132명(32.1%), 남성은 279명
(67.9%)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더 많은 편이다. 성별에 따른 귀농의지 수준을 분석했
을 때, 여성(4.044점)보다는 남성(4.135점)의 귀농의지 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귀농의지에 관한 관심과 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각 변인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귀농의지의 자기결정성에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결정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 4.237점이지만, 여성은 그보다 낮은 4.057점으
로 나타났고, 통계적 차이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한국농촌
경제연구원, 2020)에서도 여성(38.4%)보다 남성(45.0%)의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 여부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표 Ⅳ-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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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변수 남성(n=279) 여성(n=132) 전체(n=411) t

귀농의지 4.135 0.553 4.044 0.610 4.106 0.573 1.499

의도 4.220 0.692 4.066 0.796 4.170 0.729 1.910

자기결정성 4.237 0.663 4.057 0.724 4.179 0.688 2.503*

주의제어 3.948 0.638 4.011 0.674 3.968 0.649 -0.917

* p<.05, ** p<.01, *** p<.001

<표 Ⅳ-6> 성별에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3)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라 귀농의지 수준을 분석했을 때, 50대 집단(4.178점), 60대 집단(4.164점), 
40대(3.967점) 집단 순으로 귀농의지 수준이 높았다. 특히 40대와 비교하면 50대와 60대
의 귀농의지 수준이 눈에 띄게 높은 편이다. 각 변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으로 
귀농의지 전체와 하위구인인 자기결정성 및 주의제어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
적으로 자기결정성의 경우, 60세 이상 집단(4.232), 50-59세 집단(4.210), 40-49세 집단
(4.000) 순으로 높은 편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는 40-49세 집단(3.994)보다 50-59세 집단(4.265), 60세 이상 집단(4.276)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제어의 경우, 5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4.044), 50
대가 40대 집단(3.840)보다 평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대
가 높을수록 귀농 의사가 높고 귀농 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20)(<표 Ⅳ-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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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변수
①40-49세
(n=134)

②50-59세
(n=171)

③60세 이상
(n=106)

전체
(n=411)

F
scheffe/

Dunnet T3

귀농의지
M 3.967 4.178 4.164 4.106

5.977 2,3>1
SD 0.562 0.576 0.556 0.573

의도
M 4.067 4.226 4.211 4.170

2.013　
SD 0.743 0.724 0.713 0.729

자기결정성
M 3.994 4.265 4.276 4.179

7.435 2,3>1
SD 0.727 0.656 0.644 0.688

주의제어
M 3.840 4.044 4.006 3.968

4.011 2>1
SD 0.668 0.642 0.620 0.649

* p<.05, ** p<.01, *** p<.001

<표 Ⅳ-7> 연령대에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4)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

최종학력에 따라서 귀농의지 수준 차이를 검정했을 때, 고졸이하(4.222), 대학원졸
(4.170), 전문대졸(4.057), 대졸(4.036)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고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졸 
집단이 대졸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이 조사
한 대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은퇴 후 귀농 의향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학원졸업 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은 점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고졸 집단과 대학원졸 집단이 타 집단과 비교하면 자기결정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졸 집단은 전체 응답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이면서 의도, 
자기결정성, 주의제어 모든 하위구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Ⅳ-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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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변수
①고졸이하
(n=108)

②전문대졸
(n=61)

③대졸
(n=188)

④대학원졸
(n=54)

전체
(n=411)

F
scheffe/

Dunnet T3

귀농의지
M 4.222 4.057 4.036 4.170 4.106

2.818* 1,4>3
SD 0.609 0.540 0.541 0.614 0.573

의도
M 4.293 4.197 4.117 4.080 4.170

1.666
SD 0.701 0.763 0.696 0.839 0.729

자기
결정성

M 4.315 4.107 4.066 4.384 4.179
5.058** 1,4>3

SD 0.649 0.753 0.680 0.633 0.688

주의
제어

M 4.059 3.869 3.926 4.044 3.968
1.711

SD 0.706 0.618 0.614 0.673 0.649

* p<.05, ** p<.01, *** p<.001

<표 Ⅳ-8> 최종 학력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5) 자녀 독립 여부에 따른 차이

자녀 독립 여부에 따라서 귀농의지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독립한 집단
(4.161점)이 자녀가 독립하지 않은 집단(4.069)보다 귀농의지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독립한 중장년층 귀농교
육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적은 만큼 이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
나 실제로 귀농의지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표 Ⅳ-9> 참조).

기준변수
자녀 독립(n=164) 자녀 비독립(n=247) 전체(n=411)

t
Mean SD Mean SD Mean SD

귀농의지 4.161 0.593 4.069 0.558 4.106 0.573 1.592

의도 4.230 0.724 4.131 0.732 4.170 0.729 1.346

자기결정성 4.224 0.692 4.150 0.685 4.179 0.688 1.073

주의제어 4.029 0.665 3.927 0.637 3.968 0.649 1.564

* p<.05, ** p<.01, *** p<.001

<표 Ⅳ-9> 자녀 독립 여부에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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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 여부에 따른 차이

중장년층의 중요 생애 과업 변화라고 볼 수 있는 퇴직 여부에 따라 귀농의지의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근무 중인 집단을 한 축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비
경제활동 상태의 교육 참여자는 이동성이 비교적 높은 퇴직 집단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퇴직 및 비경활 집단을 다른 한 축으로 코딩하였다. 분석결과, 퇴직 및 비경활 집단(4.168
점)이 근무 중인 집단(4.030점)보다 귀농의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귀농의지의 하위구인인 의도 및 주의제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퇴직 및 비경활 집단(4.257점)이 근무 중인 집단(4.065점)보다 의도가 높았으며, 역시 
주의제어 영역에서도 퇴직 및 비경활 집단(4.027점)이 근무 중 집단(3.895점)보다 그 수준
이 높은 편이었다. 퇴직 및 비경활 집단은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녀 양
육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다. 또한, 귀농교육에 참여하거나 지역을 탐색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기에 귀농의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10> 참조).

기준변수
근무 중(n=185)

퇴직 및 
비경활(n=226)

전체(n=411)
t

Mean SD Mean SD Mean SD

귀농의지 4.030 0.556 4.168 0.580 4.106 0.573 -2.447*

의도 4.065 0.712 4.257 0.734 4.170 0.729 -2.672**

자기결정성 4.130 0.700 4.220 0.676 4.179 0.688 -1.327

주의제어 3.895 0.639 4.027 0.653 3.968 0.649 -2.063*

* p<.05, ** p<.01, *** p<.001

<표 Ⅳ-10> 퇴직 여부에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7) 귀농 정착지에 따른 차이

귀농 정착지에 따라서 귀농의지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고향(4.137점), 타향
(4.133점), 미결정(3.984점) 순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귀농 정착지별 귀농의지 평균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귀농 정착지를 고향과 타향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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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출신의 배경을 두고 있으며, 귀농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하였기에 귀농의지 
수준이 높은 편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기결정성의 경우, 고향 집단보다 타향 집단의 점수가 
미세하게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타향으로 귀농하려는 집단은 혈연이나 지연의 연고
보다는 다른 영농방식이나 생활양식을 추구하기 위한 이유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
으로 해석된다(송인하, 2013). 반면, 미결정 집단은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단계로써 전반적
으로 귀농에 대해서도 의지가 높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Ⅳ-11> 참조).

기준변수
①고향

(n=138)
②타향

(n=195)
③미결정
(n=78)

전체
(n=411)

F
scheffe/

Dunnet T3

귀농의지
M 4.137 4.133 3.984 4.106

2.209
SD 0.606 0.545 0.572 0.573

의도
M 4.217 4.205 4.000 4.170

2.658
SD 0.731 0.712 0.754 0.729

자기결정성
M 4.197 4.199 4.099 4.179

0.652
SD 0.739 0.670 0.637 0.688

주의제어
M 3.996 3.995 3.851 3.968

1.556
SD 0.660 0.635 0.662 0.649

* p<.05, ** p<.01, *** p<.001

<표 Ⅳ-11> 귀농 정착지에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8) 귀농 가족 형태에 따른 차이

귀농 시 가구원 형태를 가족, 홀로, 부부로 구분하여 각 변인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
하였다. 전체적인 분포는 부부 232명(56.4%), 그 외 가족 90명(21.9%), 혼자 89명
(21.7%) 순으로 많으나 귀농의지 수준은 1인 귀농 가구의 귀농의지 수준이 가장 높은 편
이다. 실제로도 귀농 정착 인구 가운데 1인 가구 또는 가구주의 귀농 경향성이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가구원의 직장, 자녀교육, 영농기반 준비 등의 이유가 존
재한다(귀농귀촌실태조사, 2020). 가구주만 귀농하는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 구성원이 귀
농하게 된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 또한 그러한 성향을 반영하고 있으나 귀농 가족 형태에 
따른 귀농의지 수준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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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농 유형에 따른 차이

마지막으로 귀농 후 취농 유형에 대하여 승계농, 창업농, 취업농으로 구분하여 변인의 
수준에 대한 집단간 차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반적으로 귀농의지에 대하여 승계농
(4.271점), 창업농(4.109점), 취업농(3.93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농보다 승계농이 귀
농의지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농은 창업농과 취업농에 비해서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이어받은 영농기반이 이미 
존재하므로 비교적으로 귀농 준비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귀농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승계농이 취업농에 비해 귀농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뚜렷한 편이며, 귀농을 위해 
주의를 제어하는 노력도 높은 편이다. 반면, 자기결정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귀농을 결정하는 수준은 승계농, 창업농, 취업농 모두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다른 하위구인에 비해서 귀농 준비 여건이나 환
경과는 거리가 먼 심리적 특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Ⅳ-13> 참조).

기준변수
①가족
(n=90)

②홀로
(n=89)

③부부
(n=232)

전체
(n=411)

F
scheffe/

Dunnet T3

귀농의지
M 4.147 4.180 4.062 4.106

1.659
SD 0.589 0.580 0.562 0.573

의도
M 4.226 4.225 4.128 4.170

0.902
SD 0.754 0.753 0.710 0.729

자기
결정성

M 4.161 4.323 4.131 4.179
2.557

SD 0.728 0.616 0.693 0.688

주의
제어

M 4.053 3.991 3.926 3.968
1.323

SD 0.666 0.678 0.631 0.649

* p<.05, ** p<.01, *** p<.001

<표 Ⅳ-12> 귀농 가족 형태에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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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변수
①승계농
(n=54)

②창업농
(n=299)

③취업농
(n=58)

전체
(n=411)

F
scheffe/

Dunnet T3

귀농의지
M 4.271 4.109 3.934 4.106

4.955** 1>3
SD 0.619 0.563 0.538 0.573

의도
M 4.426 4.169 3.937 4.170

6.458** 1>3
SD 0.658 0.711 0.813 0.729

자기결정성
M 4.236 4.191 4.069 4.179

0.972
SD 0.716 0.683 0.685 0.688

주의제어
M 4.152 3.968 3.797 3.968

4.251* 1>3
SD 0.722 0.634 0.622 0.649

* p<.05, ** p<.01, *** p<.001

<표 Ⅳ-13> 귀농 후 취농 유형에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10) 귀농 자금 여건에 따른 차이

귀농 자금 여건을 평균 이상 집단과 평균 이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귀농 자금이 낮은 
집단에서 의도와 자기결정성, 그리고 귀농의지 전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
농 자금이 낮은 상태에서 가계 재생산 등의 경제적 목적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귀
농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귀농인 대다수가 귀농 준비자금 및 정
착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보고 하고 있으며, 절반가량 이상이 귀농 후에도 소득을 증가시
키기 위해 겸업 형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귀농·귀촌 실태조사, 2020). 귀
농 자금 여건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귀농의지가 높다는 점은 중장년 귀농인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표 Ⅳ-14> 참조).

기준변수
낮은 집단(n=206) 높은 집단(n=205) 전체(n=411)

t
Mean SD Mean SD Mean SD

귀농의지 4.166 0.597 4.045 0.543 4.106 0.573 2.151*

의도 4.243 0.734 4.098 0.719 4.170 0.729 2.025*

자기결정성 4.256 0.677 4.102 0.691 4.179 0.688 2.276*

주의제어 4.000 0.670 3.936 0.628 3.968 0.649 1.005

* p<.05, ** p<.01, *** p<.001

<표 Ⅳ-14> 귀농 자금 여건에 따른 귀농의지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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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

귀농학습경험고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
학적 특성, 귀농계획 특성 등의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은 
총 4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인구통계학적 특성만 투입한 model A,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귀
농준비 특성을 투입한 model B, 인구통계학적 특성,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을 투입
한 model C로 구성된다(<표 Ⅳ-15> 참조).

분석 결과, 귀농학습경험 가운데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18, p<.01). 그러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의지에 유의
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B=-0.036, p>.05). 귀농준비특성 가운데 귀농기대는 귀농의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78, p<.001).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
성 변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귀농네트워크는 귀농의지에 유
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B=0.008, p>.05).

그 외에 통제 변인 투입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고향, 연령대, 
학력이 귀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중소도시 출신 교육 참여자에 비하여 대
도시 출신 교육참여자(B=0.202, p<.01)과 농촌 출신 교육참여자(B=0.130, p<.05)일수록 귀
농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대해서는 40대에 비하여 50대인 집단일수
록 귀농의지가 높았으며(B=0.205, p<.01), 학력에 대해서는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서 대
졸 집단일수록 귀농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0.152, p<.05).

다음으로 귀농계획 특성을 살펴보면, 귀농 시 가족과 함께 함께 내려갈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에 비해서 부부와 함께 내려갈 것이라고 응답한 집단일수록 귀농의지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B=-0.207, p<.01). 귀농 시 영농형태를 취업농으로 생각하는 집단보다 승계농 
집단일수록 귀농의지가 높았으며(B=0.282, p<.01), 마찬가지로 취업농 집단에 비해서 창업
농 집단일수록 귀농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0.14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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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Model A Model B Model C

통
제 
변
인

인
구
통
계
학
적 
배
경

출신지
(ref. 

중소도시)

대도시 0.206* 0.081 0.222** 0.081 0.202** 0.070

농촌 0.241** 0.076 0.240** 0.076 0.130* 0.066

연령
(ref. 40대)

50대 0.143* 0.072 0.192* 0.074 0.205** 0.065

60대 0.058 0.092 0.119 0.094 0.108 0.081

성별
(ref. 여성)

남성 0.082 0.061 0.106 0.061 0.086 0.052

학력
(ref. 

고졸 이하)

전문대졸 -0.131 0.091 -0.167 0.090 -0.144 0.078

대졸 -0.150* 0.070 -0.150* 0.071 -0.152* 0.062

대학원졸 -0.060 0.094 -0.052 0.094 -0.145 0.082

자녀독립여부
(ref. 미독립)

독립 0.011 0.066 0.028 0.065 0.019 0.056

퇴직여부
(ref. 근무중)

퇴직/비경활 0.074 0.060 0.013 0.062 0.038 0.053

귀
농 
계
획

정착지
(ref. 미결정)

고향 0.084 0.081 0.041 0.070

타향 0.131 0.074 0.092 0.064

가족형태
(ref. 가족 
및 기타)

혼자 -0.123 0.088 -0.063 0.076

부부 -0.222** 0.075 -0.207** 0.065

영농형태
(ref.취업농)

승계농 0.326** 0.109 0.282** 0.094

창업농 0.178* 0.079 0.147* 0.068

귀농자금현황 -0.009 0.022 -0.001 0.019

귀농
학습 
경험

비형식 귀농교육 충분성 -0.036 0.036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0.118** 0.037

귀농 
준비 
특성

귀농네트워크 0.008 0.028

귀농 기대 0.478*** 0.050

Constant 3.844*** -0.099 3.736*** -0.149 1.626*** -0.219

Observations 411 411 411

R-squared 0.075 0.122　 0.366

주1) * p<.05, ** p<.01, *** p<.001

<표 Ⅳ-15>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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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준비특성을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

매개효과는 간접효과라고도 부르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 이상의 변
수가 매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미치는 영향
을 나타내며, 매개하는 변인의 각 경로의 경로계수 추정값을 곱한 값을 계산된다. 무형식 귀
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6> 참조).

모형1에서는 비형식 학습의 효과성으로 측정될 수 있는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
식 귀농학습경험의 효과성으로 측정될 수 있는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을 투입하여 첫 번째 매
개변인인 귀농네트워크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B=0.424, p<.001)
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B=0.169, p<.05) 모두 귀농네트워크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무형식학습경험보다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귀농기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
경험, 그리고 첫 번째 매개변인인 귀농네트워크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B=0.126, p<.01)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B=0.147, p<.001), 귀농네트워크
(B=0.110, p<.001) 모두 귀농기대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이 가운데 무형
식 귀농학습경험이 귀농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3에서는 귀농의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
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를 모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무형식 귀농학습
경험(B=0.097, p<.01)과 귀농기대(B=0.523, p<.001)은 귀농의지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B=-0.057, p>.05)과 귀농네트워크
(B=0.009, p>.05)은 귀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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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귀농네트워크 모형2: 귀농기대 모형3: 귀농의지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Cons 1.396 0.233 5.984*** 0.937 1.854 2.593 0.131 19.734*** 2.335 2.851 1.878 0.187 10.058*** 1.511 2.245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0.424 0.060 7.008*** 0.305 0.542 0.126 0.035 3.650** 0.058 0.194 -0.057 0.036 -1.599 -0.127 0.013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0.169 0.065 2.591* 0.041 0.297 0.147 0.036 4.132*** 0.077 0.217 0.097 0.037 2.626** 0.024 0.169

귀농 
네트워크

　 　 　 　 0.110 0.027 4.118*** 0.058 0.163 0.009 0.028 .316 -0.046 0.063

귀농 기대 　 　 　 　 　 　 　 　 0.523 0.050 10.393*** 0.424 0.622

R 0.423 0.455 0.525

R² 0.179 0.207 0.276

F 44.498 35.364 38.721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주2) * p<.05, ** p<.01, *** p<.001

<표 Ⅳ-16>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 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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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준비특성을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7> 참조).

학습특성별 경로
모형1

B SE LLCI ULCI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의지 -0.057 0.036 -0.127 0.013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0.004 0.012 -0.021 0.028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기대 → 귀농의지 0.066 0.022 0.024 0.11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0.024 0.008 0.011 0.041

총효과 0.094 0.024 0.047 0.142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의지 .097 .037 .024 .169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001 .005 -.010 .013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기대 → 귀농의지 .077 .022 .038 .123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010 .005 .001 .021

총효과 .088 .022 .047 .136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함.

주2) * p<.05, ** p<.01, *** p<.001

<표 Ⅳ-17>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준비특성을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 검증

첫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네트워크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004, LI~UI=-0.021~0.028). 

둘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66, LI~UI=0.024~0.112).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은 0을 지나
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기대를 매개로 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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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24, LI~UI=0.011~0.041).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은 0을 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매개로 하
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은 귀농네트워크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1, LI~UI=-.010~.013). 

다섯째,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077, LI~UI=.038~.123).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은 0을 지나지 않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형식 귀농학습
경험은 귀농기대를 매개로 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0, LI~UI=.001~.021).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은 0을 지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매개로 하여 귀농
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Ⅳ-1] 참조).

[그림 Ⅳ-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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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농준비장벽의 조절 효과

이 연구에서 귀농준비장벽을 측정하는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 각각의 
요인들을 별도로 투입함으로써 귀농기대와 귀농의지의 관계에서 귀농준비장벽이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모형1과 모형2의 결과는 앞 절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동일하며, 귀농의지를 예측하는 모형3에 요인별 귀농준비장벽과 귀농기대×요인별 귀농준
비장벽 항이 투입되었다.

가. 경제적 어려움 요인 투입

조절 변인인 경제적 어려움과 귀농기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의 직접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기대와 경제적 어려움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귀농의지를 예측
하는 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B=.029, 
p>.05)(<표 Ⅳ-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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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귀농네트워크 모형2: 귀농기대 모형3: 귀농의지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Cons 1.396 0.233 5.984*** 0.937 1.854 2.593 .131 19.734*** 2.335 2.851 2.172 .706 3.078** .785 3.559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0.424 0.060 7.008*** 0.305 0.542 .126 .035 3.650*** .058 .194 -.055 .036 -1.525 -.125 .016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0.169 0.065 2.591* 0.041 0.297 .147 .036 4.132*** .077 .217 .097 .037 2.628** .024 .169

귀농 
네트워크

.110 .027 4.118*** .058 .163 .006 .028 .216 -.049 .061

귀농기대 .418 .177 2.358* .069 .767

경제적 
어려움

-.079 .196 -.404 -.465 .307

귀농기대×
경제적 
어려움

.029 .048 .592 -.066 .123

R 0.423 0.455 .529

R² 0.179 0.207 .280

F 44.498 35.364 26.189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주2) * p<.05, ** p<.01, *** p<.001

<표 Ⅳ-18>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귀농학습특성,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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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및 귀농기대를 곱한 상호작용을 투입한 상태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의 조절된 매개지수(moderated mediation index)는 모두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1 단위씩 증감했
을 때, 간접효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의 값이 증가하면서 비형식 귀농
학습 충분성이 귀농 기대를 매개하거나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귀농의
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는다. 동일한 경향성을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경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표 Ⅳ-19> 참조).

학습 특성별 경로 구분 B SE LLCI ULCI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의지 - -.055 .036 -.125 .016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 .003 .012 -.023 .026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62 .022 .022 .110

M .066 .022 .024 .112

+1SD .069 .023 .025 .116

Index .004 .006 -.008 .016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23 .007 .010 .039

M .024 .008 .011 .041

+1SD .025 .008 .011 .044

Index .001 .002 -.003 .006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의지 - .097 .037 .024 .169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 .001 .005 -.011 .012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73 .021 .036 .116

M .076 .022 .038 .123

+1SD .080 .024 .038 .132

Index .004 .007 -.009 .019

<표 Ⅳ-19> 경제적 어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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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적 어려움 요인 투입

조절변인인 절차적 어려움과 귀농기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의 직접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기대와 절차적 어려움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귀농의지를 예측
하는 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B=-.049, 
p>.05)(<표 Ⅳ-20> 참조). 

학습 특성별 경로 구분 B SE LLCI ULCI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09 .005 .001 .020

M .010 .005 .001 .021

+1SD .010 .006 .001 .023

Index .001 .001 -.001 .003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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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모형1: 귀농네트워크 모형2: 귀농기대 모형3: 귀농의지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Cons 1.396 0.233 5.984*** 0.937 1.854 2.593 .131 19.734*** 2.335 2.851 .996 .787 1.266 -.550 2.543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0.424 0.060 7.008*** 0.305 0.542 .126 .035 3.650*** .058 .194 -.058 .036 -1.641 -.128 .012

무형식 
귀농학습경

험
0.169 0.065 2.591* 0.041 0.297 .147 .036 4.132*** .077 .217 .092 .037 2.513* .020 .165

귀농 
네트워크

.110 .027 4.118*** .058 .163 .010 .028 .357 -.045 .064

귀농기대 .691 .196 3.525*** .306 1.077

절차적 
어려움

.259 .219 1.182 -.172 .690

귀농기대×
절차적 
어려움

-.049 .053 -.919 -.154 .056

R 0.423 0.455 .533

R² 0.179 0.207 .284

F 44.498 35.364 26.712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주2) * p<.05, ** p<.01, *** p<.001

<표 Ⅳ-20>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귀농학습특성,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절차적 어려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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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어려움 및 귀농기대를 곱한 상호작용을 투입한 상태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
다. 분석결과, 절차적 어려움의 조절된 매개지수(moderated metiaion index)는 모두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1> 참조). 

독립변인별 경로 구분 B SE LLCI ULCI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의지 - -.058 .036 -.128 .01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 .004 .012 -.021 .029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70 .024 .025 .122

M .065 .022 .024 .110

+1SD .060 .020 .022 .103

Index -.006 .008 -.024 .008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26 .008 .012 .043

M .024 .007 .011 .041

+1SD .022 .007 .010 .038

Index -.002 .003 -.008 .003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의지 - .108 .035 .038 .177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 .000 .005 -.012 .009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70 .021 .033 .116

M .063 .019 .030 .103

+1SD .055 .020 .022 .100

Index -.007 .008 -.025 .008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09 .005 .001 .020

M .008 .004 .001 .017

+1SD .007 .004 .001 .016

Index -.001 .001 -.004 .001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함.

<표 Ⅳ-21> 절차적 어려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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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살펴보면, 절차적 어려움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1단위씩 증감했을 때, 간
접효과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절차적 어려움의 값이 증가하면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
분성이 귀농 기대를 매개하거나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영
향을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일한 경향성을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경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 가족반대 요인 투입

마지막으로 가족반대와 귀농기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의 직접 효과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귀농기대와 가족반대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귀농의지를 예측하는 변인으
로 투입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B=-.049, p>.05)(<표 Ⅳ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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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모형1: 귀농네트워크 모형2: 귀농기대 모형3: 귀농의지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B SE t LLCI ULCI

Cons 1.396 0.233 5.984*** 0.937 1.854 2.593 .131 19.734*** 2.335 2.851 2.085 .479 4.349*** 1.142 3.027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0.424 0.060 7.008*** 0.305 0.542 .126 .035 3.650*** .058 .194 -.049 .034 -1.443 -.117 .018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0.169 0.065 2.591* 0.041 0.297 .147 .036 4.132*** .077 .217 .108 .035 3.050** .038 .177

귀농 
네트워크

.110 .027 4.118*** .058 .163 -.002 .027 -.093 -.055 .050

귀농기대 .555 .123 4.501*** .313 .798

가족반대 .051 .187 .274 -.316 .419

귀농기대×
가족반대

-.049 .047 -1.049 -.142 .043

R 0.423 0.455 0.582

R² 0.179 0.207 .339

F 44.498 35.364 34.545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
주2) * p<.05, ** p<.01, *** p<.001

<표 Ⅳ-2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귀농학습특성,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가족 반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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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반대 및 귀농기대를 곱한 상호작용을 투입한 상태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분
석 결과, 가족반대의 조절된 매개지수(moderated mediation index)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3> 참조). 

표를 살펴보면, 가족반대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1 단위씩 증감했을 때, 간접효
과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가족반대의 값이 증가하면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

학습특성별 경로 구분 B SE LLCI ULCI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의지 - -.049 .034 -.117 .018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 -.001 .011 -.025 .02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60 .021 .021 .106

M .054 .018 .020 .093

+1SD .047 .019 .016 .089

Index -.006 .007 -.023 .006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22 .007 .010 .039

M .020 .006 .009 .034

+1SD .018 .007 .007 .033

Index -.002 .003 -.008 .002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의지 - .108 .035 .038 .177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 .000 .005 -.012 .009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70 .021 .033 .116

M .063 .019 .030 .103

+1SD .055 .020 .022 .100

Index -.007 .008 -.025 .008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1SD .009 .005 .001 .020

M .008 .004 .001 .017

+1SD .007 .004 .001 .016

Index -.001 .001 -.004 .001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함.

<표 Ⅳ-23> 가족 반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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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매
개하여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변
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동일한 경향성을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경
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조절 효과

귀농교육 현장에서 귀농교육의 정도는 교육참여자가 충분히 학습하였다고 주관적으로 인식
하는 정도와 함께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번 절에서는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상호작용항이 귀농교육의 성
과라고 볼 수 있는 귀농기대 또는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귀농기대를 종속변인으로 둔 모형에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비형식 귀농학습
시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교육 참여시간 100시간 이상 집단과 비형식 귀
농학습 충분성의 상호작용항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56, p<.05). 귀농기대
에 영향을 미치는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학습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집단에서 그 효과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표 Ⅳ-24> 참조).

독립변인
종속변인: 귀농기대

B SE t LLCI ULCI

Cons 2.775 .201 13.777*** 2.379 3.17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065 .058 1.128 -.048 .179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117 .036 3.262** .047 .188

귀농 네트워크 .113 .026 4.303*** .062 .165

교육시간
(ref. 50시간 

미만)

50시간~100
시간 미만

.165 .254 .648 -.335 .664

100시간 이상 -.326 .235 -1.389 -.787 .135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50-99시간

-.018 .077 -.234 -.169 .133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100시간~

.156 .071 2.198* .017 .296

<표 Ⅳ-24>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기대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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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집단별 조절효
과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50시간 미만 집단,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집단에 비
하여 100시간 이상 집단의 경우 귀농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귀농기대에 미
치는 영향이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Ⅳ-2] 참조). 

[그림 Ⅳ-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기대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귀농기대

B SE t LLCI ULCI

R .491

R² .241

F 18.257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함.

주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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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귀농의지를 종속변인으로 둔 모형에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비형식 귀농
학습시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교육 참여시간 100시간 이상 집단과 비형
식 귀농학습 충분성의 상호작용항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58, p<.05). 
이는 학습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집단에서 귀농의지를 예측하는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의 효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표 Ⅳ-25> 참조).

독립변인
종속변인: 귀농의지

B SE t LLCI ULCI

Cons 2.292 .247 9.265*** 1.805 2.778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146 .059 -2.493* -.262 -.031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064 .037 1.748 -.008 .137

귀농 네트워크 .015 .027 .533 -.039 .068

귀농기대 .481 .050 9.544*** .382 .580

교육시간
(ref. 50시간 

미만)

50시간~100
시간 미만 -.224 .257 -.869 -.730 .282

100시간 이상 -.271 .238 -1.139 -.739 .197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50-99시간 .101 .078 1.294 -.052 .254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100시간~ .158 .072 2.175* .015 .300

R 0.558

R² .311

F 22.734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함.

주2) * p<.05, ** p<.01, *** p<.001

<표 Ⅳ-25>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의지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조절 효과

다음으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의지의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집단
별 조절효과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50시간 미만 집단,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집단에서는 귀농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귀농의지가 낮아지고 있다. 이에 비하
여 100시간 이상 집단에서는 귀농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귀농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그림 Ⅳ-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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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의지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 차이

이에 상호작용항 일부가 유의하므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를 매개하여 귀
농의지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정도가 조절변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건부 
직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과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을 곱한 상호작용항의 조절된 매개지수(moderated mediation index)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6> 참조). 

독립변인별 경로 구분 B SE LLCI ULCI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의지

~50 -.146 .059 -.262 -.031

50-99 -.045 .057 -.158 .067

100~ .011 .050 -.086 .109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의지

- .006 .012 -.019 .030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기대 → 
귀농의지

~50 .031 .033 -.029 .099

50-99 .023 .034 -.044 .090

<표 Ⅳ-26> 귀농교육시간 집단에 따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의 조건부 직간접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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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살펴보면,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1단위씩 증감했을 
때, 간접효과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값이 증가하면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 
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효과는 100시간 이상 집단에서 그 효
과가 유의하며 확연히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변인 간의 관
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된 변인을 기반으로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
특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관계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이에 인구통계학
적 변인, 귀농계획 특성, 귀농학습 특성, 귀농 준비 인식 특성은 귀농의지를 적절히 예측
하며,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는 서로 간의 
직·간접적 영향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귀농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
데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절 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귀농을 준비하는 단계에
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모형에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에 따라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 여부를 살펴보면, 직접 효과

독립변인별 경로 구분 B SE LLCI ULCI

100~ .107 .028 .054 .166

index1 -.009 .044 -.095 .079

index2 .075 .041 -.005 .158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귀농네트워크 
→ 귀농기대 → 귀농의지

- .023 .007 .011 .039

주1)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경험적 분포를 형성하여 만든 신뢰구간, 하한 및 상한 구간 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함.

주2) index1=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50-99시간 집단, index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100시간 이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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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형식 귀농학습경험과 귀농기대는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비형식 귀농
학습 충분성과 귀농네트워크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
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경로,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매개하여 귀농
의지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귀농학습특성이 귀농네트워크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귀농학습경험 및 귀농준비특성의 관계에서 귀농준
비장벽의 요인별 조절된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
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관계에서 비형식 귀
농학습시간의 집단별 조절 효과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비형식 귀농학습 시간량이 많은 
집단에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Ⅳ-27> 참조).

주요 가설 결과

가설 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은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 1-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네트워크는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4.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기대는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학습경험은 귀농준비특성을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 2-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네트워크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Ⅳ-27> 연구가설 검증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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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 특성 및 차이 분석

첫째, 각 변인의 5점 환산 평균 점수는 귀농의지는 4.105점,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3.251점, 자발적 귀농학습 경험은 3.564점, 귀농네트워크는 3.375점, 귀농기대는 3.878
점, 귀농준비장벽은 3.256점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자기결정성 4.179점, 의도 4.170점, 주의제어 
3.968점 순으로 높았다. 이로 보아 귀농 준비자들이 귀농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주요 가설 결과

가설 2-4.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네트워크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5.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6.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특성의 관계에서 
귀농준비장벽의 요인별 조절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기각

가설 3-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경제적 어려움 수준은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3-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절차적 어려움 수준은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3-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가족 반대 수준은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기각

가설 4.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및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 조절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일부 채택

가설 4-1.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2.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4-3.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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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는 맥락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귀농을 탐색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특히 스스로 귀농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그 인식이 높다는 점, 그러나 귀농을 위해 노력하
고 준비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보다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의 수준이 높은 편이며, 귀농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기대를 지
니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한 환경(4.172점)에 대한 기대가 일과 삶 만족(3.847점)이나 가
까운 관계(3.675점)에 대한 기대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귀농준비장벽에 대해서는 하위
요인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절차적 어려움에 대하여 가장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3.615점), 경제적 어려움도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3.574점). 그러나 가족 반대의 경우 응
답 값이 가장 낮아(2.579점) 가족 구성원의 반대가 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각 변인 간의 차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집단 간의 차
이가 발견되었다. 출신지에 따른 집단 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발견하였는데, 귀농의지, 귀
농기대 영역에서 농촌 출신 집단의 수준이 도시 출신보다 높지만, 가족 반대에서는 반대
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이동하, 1998; 송
미령, 2006; 김정호, 마상진, 2006; 윤순덕 외, 2005). 고향이 농촌 출신이라면 귀농하고
자 하는 욕구가 높은 편이며(최준호, 2013), 농촌 지역의 연고가 형성되어 있고, 주택이나 
경작지 등을 마련하는데 정보·물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
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귀농의지의 자기결정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
다. 이로 보아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귀농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성
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귀농교육 참여자 및 귀농인 가운데 약 70%가 남성을 차지하
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귀농의지는 
고졸이하(4.222), 대학원졸(4.170), 전문대졸(4.057), 대졸(4.036) 순으로 높았는데, 특히 
고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졸 집단이 대졸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분
석 결과, 고졸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귀농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편이며, 대졸 집단에 비
해 가족 반대가 낮은 편이었다. 또한, 대학원졸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건강한 환경에 대
한 귀농기대 수준이 높은 편이다. 즉, 고졸 집단은 가족 반대가 낮으며 주변에 귀농에 도
움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는 편이며, 대학원졸 집단의 경우에는 심리적 차원
에서 건강한 기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기에 귀농의지가 높은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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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자녀독립 여부, 퇴직 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중장년 세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50대 집단과 60대 집단이 40대 집단에 비교했을 때 귀농의지의 
자기결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결과로 50대 집단이 40대 집단에 비해서 
귀농의지의 주의제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대 및 60대 초반 집단에서 귀
농의지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김경호, 정성호, 
2018; 박관우, 2020; 최준호, 2013; 허철무, 하규수, 2014), 귀농귀촌실태조사 귀농인 연령
별 분포와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슷한 맥락에서 퇴직 여부에 따라서도 근무 중인 집단보
다 퇴직 및 비경활 집단이 귀농의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
층의 생애 과업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퇴직과 자녀 독립을 통해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는 점(Carter et al., 1997; Stockdale & MacLoed, 2013), 노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연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귀농을 선택하는 복합적인 이유로 작
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은석, 하지영, 2016).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는 중장
년 세대는 대다수가 이촌향도를 경험하였기에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귀소성이 반영되어 귀농
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종우, 1985; 송인하, 2013). 이에 퇴직 시기에 맞추
어 귀농을 희망하는 세대의 특성이 40대보다도 50~60대 초반에서, 근무중 집단보다도 퇴
직 및 비경활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 정착지에 대하여 고향으로 정착하는 집단은 타 집단과 비교하면 귀농 네트워크 수
준과 귀농 후 가까운 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주된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백수, 2014; 최윤지, 황정임, 신효연, 2014). 취농 유형에 따라서는 
승계농 집단이 취업농에 비하여 귀농의지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를 통해 정착 기
반을 미리 갖춘 승계농은 자금 준비의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마을 공동체
에 정착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느끼기에 귀농의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정진
화, 김새봄, 2015); 최윤지, 황정임, 신효연, 2014).

나.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첫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 관계를 지니지 않았다
(B=-0.036, p>.05).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보고하는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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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순, 2018; 이지흠, 하규수, 2014; 장지은, 조성란, 2017).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의지의 상관은 0.095로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이에 귀농교육 현장에서 그 이유를 찾
아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귀농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농정원의 위탁교육을 비롯하여 각 시도의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비대면
을 중심으로 귀농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대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변동적인 상황에서 교육기관이나 교수자에 따라 교육의 질의 편차가 심하며, 학습자의 몰
입도나 교육만족도 및 학습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동원, 김향정, 한태구, 2021). 
이에 비대면으로 전환된 귀농교육 형태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의지의 관계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을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00
시간 이상으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 각 집단별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의지의 
산포도 형태가 이질적임을 알 수 있다. 50시간 미만의 경우 방향성이 부적인 반면, 50시
간에서 100시간 미만이면 방향성이 미비하고, 100시간 이상이면 정적으로 나타났다. 상
관관계를 확인했을 때,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이 50시간 미만인 집단에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의지의 관계는 부적인 방향을 나타내지만(r=-0.063),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집단에서는 그 방향성이 정적으로 전환되며(r=0.097), 100시간 이상 집단에서는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r=0.299)([부록 3] 참조).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이 높은 집단에서는 귀농에 대한 작목이나 정착지 등에 대해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을 통해 필요한 정
보를 처리하고 내재화함으로써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도하는 등 귀농의지가 높아진다고 해
석된다. 한편,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이 적은 집단은 귀농을 탐색하고 있는 단계에 속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집단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기관을 통해 접하게 되는 학습경험
이 과중된 정보와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귀농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귀농교육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귀농을 결정한 집단
에게는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지식과 정보, 실무 기술을 제공하는 학습경험이 필수적인 도
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귀농에 대해 탐색하는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를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귀농교육보다 자산이나 사회적 지지 등의 귀농준비여건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의지의 낮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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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귀농교육시간의 집단별 분포의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 인
터뷰 내용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
향이 미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무형식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의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B=0.118, p<.01). 비형식 학습의 제한성과는 다르게 학습경험이 자유로운 양상을 보이는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의 경우, 학습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귀농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었다. 3
개월간의 귀농체류교육을 사례연구기법으로 연구한 장지은, 조성란(2017)은 귀농교육을 통
해 교육을 받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학습자와의 교류나 성찰을 통하여 귀농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귀농의지가 형성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귀농 생활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서적이나 전문자료, 동영상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귀농에 대한 질문거리를 찾고 해답을 구하는 경험은 주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화된 
계획을 통해 주의와 집중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귀농의지에 대한 자기결정성과 의도 및 
주의제어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셋째, 귀농네트워크는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B=0.008, p>.05). 이는 귀농 맥락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는 귀농의지를 형성하는 데 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남인현
(2012), 이은천(2019), 권석일(2017), 김동표(2017), 이태열(2020).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의 
맥락(이은천, 2019; 권석일, 2017; 김동표, 2017)으로나 이주의 맥락(남인현, 2012; 송인
하, 2013)에서도 귀농네트워크의 유의미한 효과를 반복적으로 검증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귀농교육의 비대면화로 인한 것
으로 해석된다. 고향이 농촌 출신이 아니거나 농촌에 연고가 없다면 귀농교육을 통해 알
게 되는 학습자와의 커뮤니티와 교·강사와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면서 귀농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다. 귀농네트워크의 큰 이점은 귀농 정착지나 작목, 토지 구매 등에 필요한 정보
를 접할 수 있다는 점, 귀농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공유하거나 연대를 형성하여 협력적
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지역이나 혈연의 연고가 있다면 물질적인 지원과 여건이 제공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습자 또는 교·강사
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비대면 교육이 교·강사 위주의 정
보전달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교육시간 이외에 귀농을 위한 협력적 학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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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귀농네트워크는 귀농의지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기보다 귀농네트워크를 통해 귀농의지가 강화될 수 있는 
심리적 동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귀농기대는 귀농의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478, p<.001). 귀농기대는 귀농의지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논의될 수 
있다.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가 거주하는 기존 환경과 비교했을 때, 귀농 후 건강한 환경
에 대한 기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일과삶 측면의 만족은 귀농의지를 강화하는 요인
으로 연구되고 있다(송인하, 2013; 이호길, 2015; 조성걸, 2020). 대표적으로 귀농흡입요
인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성에 대해 연구한 송인하(2013)는 귀농교육 참여자가 저마다 다
양한 기대를 지니고 귀농을 준비하고 농촌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개인이 추
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직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 대한 기대가 다양하며, 이
러한 기대는 귀농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종합했을 때, 중장년 귀농
교육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농업과 농촌,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으
며, 퇴직 이후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건강한 환경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친척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면서 관계를 유지하려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귀농 기대가 커질수록 귀농의지가 강해진다고 해석된다. 

다. 간접효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이 각각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이 각각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66, LI~UI=0.024~0.112). 이러한 결과는 김유순(2018), 최윤지 
외(2015)의 연구와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고민하고 함께하
는 참여자와의 연대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귀농 준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 장지은, 조성란
(2017)의 결과를 지지한다. 학습경험이 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Lent 
et al.(2011)이 주장한 SCCT이론의 경력자기관리모형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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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2014; 김유경, 2012; 어윤경, 2019). 중장년층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귀농을 선택하는 상황 역시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B=0.024, LI~UI=0.011~0.041). 특히,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
네트워크에 미치는 효과크기(β=.315)는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이 귀농네트워크에 미치는 효과
크기(β=.158)보다 높은 편이다. 교육기관을 통해 얻게 된 학습경험은 귀농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것뿐 아니라 귀농 선배 또는 타 귀농교육 참여자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귀농에 대한 기대를 높여 귀농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지은, 조성란(2017)의 연구의 흐름을 같이 하는 결과로써, 장기간 
진행되는 합숙 형태의 귀농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유사한 동기와 기대를 가진 학습자와
의 연대를 형성하며 귀농계획을 구체화해가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취업의 맥락에서 대
학생의 취업기대를 연구한 박상태(2019)는 대학생의 취업준비 활동에 있어 직업교육 및 현
장실습 경험이 취업커뮤니티활동 또는 사회적네트워크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취
업 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귀농을 경력전환의 형태로 접근했
을 때, 이 결과는 교육기관을 통해 귀농교육을 충분하게 학습했다고 인식한 정도는 네트워
크를 매개하여 귀농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이는 귀농 의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역시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
고 있다(B=.077, LI~UI=.038~.123). 무형식 학습은 구조화된 학습경험에 참여하지 않더라
도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측면에 강조점을 둔다.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는 관련 
전문 서적이나 지역에서 발행한 귀농 우수사례, 지자체 또는 농정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귀농에 대하여 자연스
럽게 학습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는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해 타인의 귀농과정 또는 후기 등을 접하고, 귀농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정
하고 구체화해감으로써 귀농의지를 강화하게 된다. 귀농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면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노출될 기회가 많기에 귀농에 대한 흥미와 기대를 강
화함으로써 귀농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넷째,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 미개하여 귀농의지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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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B=.010, LI~UI=.001~.021). 분석결과, 무형식학습경험도 마찬가지로 귀농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며, 귀농기대를 경유하여 귀농의지를 강화하는 유의한 효과가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서적이나 자료를 탐색하는 개인활동뿐 아니라 인
터넷 커뮤니티 활동, 지역 방문, 텃밭 가꾸기 등의 대인 활동이 포함되며 더욱 협력적 형
태의 학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귀농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업교육훈련 맥락에서 무형식학습의 효과는 여러 연구
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을규, 이수영(2019)은 근로자의 무
형식 학습활동이 사회적네트워크 접근성을 높여 몰입을 강화함으로써 직무성과를 높인다
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는 무형식학습 활동을 통해 공공의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Eraut, 2004; Lave 
& Wenger, 1991), 네트워킹은 귀농에 대한 기대를 높임으로써 귀농의지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이 각각 귀농네트워
크를 매개하여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직
접효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귀농네트워크가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존재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 주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귀농교육의 비대면화로 인해 교육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귀농네트워크가 귀
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귀농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과 함께 추후 코로나-19 이후 귀농 네트워크의 효과를 재검증하
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귀농준비장벽의 조절 효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에서는 귀농준비장벽이 귀농기대와 귀농의지 간의 관계에서 귀농준비장벽이 조
절효과를 가질 것을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로 
구성된 귀농준비장벽을 요인별로 투입함으로써 귀농기대와 귀농의지 간의 관계에서 귀농
준비장벽이 지닌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
에서 모두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8 -

첫째, 귀농 기대와 귀농의지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029, p>.05). 경제적 여건은 거주지와 직업을 전환하는 귀농 준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면서도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 작용한다(김백수, 2013).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귀농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거주지, 경작지, 부동산 수수료, 농기계 구입 등의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귀농을 결심하는데 부적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공주, 2006; 박관우, 2020; 김백수, 2013). 

경제적 어려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
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형성된 귀농의지를 바탕으로 실제 귀농을 준비하고 지역
에 정착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장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귀농을 선택하고 집중
하는 귀농의지 형성 과정에서는 실제로 귀농을 위해 토지 및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농기계
를 구입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부적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 의도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연구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히려 실제 창업을 시작하거나 준비 행동
을 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Finnerty & Krzystofik, 1985; 임
한려, 2020).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은 정착 후 초기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의 측정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
려움은 귀농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
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약하게 인식할수록 귀농의지가 강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결과를 
통하여 귀농의지가 낮은 집단뿐 아니라 높은 집단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강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의 측정을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상
호작용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절차적 어려움 또한 귀농기대와 귀농의지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B=-.049, p>.05). 절차적 어려움은 농지 구입 및 주택 마련에서의 신뢰성 결여, 농업
인 등록을 위한 행정적 복잡성, 관련 지원사업 수혜 기준 및 절차의 미흡에 대한 인식이
라고 볼 수 있는데, 귀농에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
는 영향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어려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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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절차적 어려움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이미 형성된 귀농의지를 바탕으로 
실제 귀농을 준비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장벽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귀농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귀농의지 형성 과정에서는 실제로 귀농을 위해 주택 마련, 
토지 사용 인허가, 농지원부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절차에 대한 어려움에 크게 와닿
지 않을 수 있기에 부적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귀농기대
와 귀농의지의 관계가 서로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절차적 어려움이 가지는 효과가 상대
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귀농 후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 가까운 관계에 대한 기대는 귀농을 선택하고 귀농을 위해 주의를 집중하며 몰입하도
록 하는 귀농의지를 형성한다. 기대와 의지의 관계가 순차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이라는 측
면을 고려했을 때, 이 과정에서 절차적 어려움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가족 반대의 경우에서도 귀농기대와 귀농의지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B=-.049, p>.05). 이는 귀농의지를 저해하는 변인으로 가족 반대의 효과성을 입증
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이희찬, 김현, 2006; 김백수, 2014; 서수복, 
2010). 가족 반대 변인은 평균이 가장 낮으면서 표준편차의 범위가 가장 큰 편으로, 중장
년 귀농 준비자의 가족 반대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고 응답의 편차로 인한 이질성을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홀로 귀농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약 20% 정도를 차지하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이 부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과 함께 귀농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기에 가족 
반대 수준이 심하지 않다는 편에서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마.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조절 효과에 대한 논의

귀농교육 현장에서 귀농교육의 효과성은 주관적으로는 교육참여자가 충분히 학습하였다
고 인식하는 정도와 함께 객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귀농교육에 참여한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에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교육참여시간의 상호작용항이 귀농교
육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귀농기대 또는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확
인하였다.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을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00시
간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교육시간 집단별 상호작용은 귀농
기대와 귀농의지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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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집단별 교육참여시간을 곱한 상호작용항은 귀농기대에 일부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시간 이상 집단에서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유의하게 정적으로 귀농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56, p<.05). 또
한, 조건부 효과를 검증했을 때, 100시간 이상 집단에서는 귀농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인식
할수록 귀농기대를 높이며, 이는 귀농의지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귀농기대를 귀농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았을 때, 귀농기대는 귀농을 꾸준히 준비하
고 있는 100시간 집단에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의지를 
종속변인으로 지정했을 때에도 100시간 이상 집단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은 귀농의지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58, p<.05). 

여기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이 잠정적으로 교육 참여자의 귀농 결정 여부 및 준비 정도
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직 귀농을 탐색하는 단계라
고 볼 수 있는 50시간 미만 집단의 경우 귀농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귀농의지
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기관을 통해 접하게 되는 학습경험이 
단기간 내 과중된 정보와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잠정적으로 귀농을 결심했다고 볼 수 있는 100시간 이상 집
단에서는 귀농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귀농의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귀
농을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집단일수록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
면서 귀농에 대한 기대를 높여 귀농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귀농은 거주지와 직업이 전환되는 생애 사건이며 귀농을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귀농인은 평균적으로 약 2년에 걸쳐 100여 시간가량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학습경험을 누적함으로써 귀농지에 정착하게 된다(귀농·귀촌 실태조
사, 2019). 이처럼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결정하고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은 장기적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귀농교육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다소 피상적이었던 귀농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구체화해가며, 문제의식을 경험
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대에 따라 귀농 후 생활방식의 방향성을 정립하게 된
다(장지은, 조성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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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학적 시사
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귀농기
대 간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귀농장벽의 요인별 조절효과 및 비형식 귀
농학습시간의 집단별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귀농을 전직의 
맥락 또는 이주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주와 전직의 맥락을 토대로 고찰된 변인을 선정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귀농의지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변인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귀농의지와 의도가 혼용되
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의도, 자기결정성, 주의제어로 구성된 귀농의지를 구인화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귀농의지 수준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귀농계획 특성에 따른 귀농의지의 
차이를 구명하였으며, 둘째, 귀농학습특성(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경험)과 
귀농준비인식특성(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 귀농장벽)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셋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이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단일매개 또는 이중매개하여 귀농의지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상
위의 관계에서 귀농준비장벽(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기대)의 요인별 조절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관계에서 비형식 귀
농학습시간을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와 귀농의지에 미
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구명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 만40-65세 성인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조사도구는 귀농의지, 비형
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귀농네트워크, 귀농기대, 귀농준비장벽 및 일반
적 특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료 배포 및 수집은 2021년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570개 자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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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541부가 회수되었으며(94.9%), 이 중 불성실 응답, 이상치, 결측치를 제외하여 결과
적으로 411개의 분석자료가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TATA 14.0, SPSS 25.0 for 
Windows를 활용하였고 모든 결과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의지 수준은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귀농계획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 
집단, 남성, 고졸 및 대학원졸 집단, 농촌 출신 집단, 퇴직 및 비경활 집단, 승계농 집단, 비
형식 귀농학습시간이 많은 집단, 귀농 자금이 적은 집단에서 귀농의지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둘째, 중장년 귀농 근로자의 귀농의지에 귀농기대와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네트워크는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끼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귀농 후 일과 삶 만족,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대가 귀농의
지에 강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각각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
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동시에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각각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장년
층은 다양한 학습방식과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각자 귀농을 통해 추구하려는 기대를 구체
화하게 되고 이는 곧 귀농의지를 높이는 데 영향을 끼친다.

넷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경
험,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경제적 어려움, 절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에 대한 귀농준비장벽은 
유의한 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다섯째,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을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00시
간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100시간 이상 집단은 귀농교육을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고 인
식할수록 귀농기대와 귀농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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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중
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 수준은 높은 수준(4.11점)이나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 및 귀농 계획 특성에 따라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인다. 주로 50대-60대 초반 퇴직 남성 
또는 비경활 집단이 귀농의지 수준이 높으며, 귀농계획 특성에 따라서는 연고와 기반이 있
는 농촌 출신 및 승계농 집단의 귀농의지 수준이 높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고향이 농
촌 출신이라면 귀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편이며(최준호, 2013), 농촌 지역의 연고가 
형성되어 있고, 주택이나 경작지 등을 마련하는데 정보·물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졸과 대학원졸 집단에서 귀농의
지 수준이 타집단보다 높았는데, 학력이 능력과 기회를 결정하는 지표라는 측면에서(권태
환, 김두섭, 2002) 귀농의 동기가 경제적 동기 뿐 아니라 비경제적 동기가 함께 존재하면
서 다양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송인하, 2013; 정성지, 마상진, 2021).

둘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기대,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의지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무형식 학습 장면에서 학습경험 형태가 자유로운 양상을 보이는 활
동은 귀농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고정된 형태의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도 인식보다 더 강한 
효과를 지닌다. 또한, 중장년층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일
과삶 측면의 만족은 귀농의지를 강화한다(송인하, 2013; 이호길, 2015; 조성걸, 2020). 중
장년 귀농교육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농업과 농촌,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적인 자세를 지
니고 있으며, 퇴직 이후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건강한 환경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하는 삶에 대한 기대를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기에 귀농의지가 강해진다고 해석된다. 반면,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네트워크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귀농교육의 비대면화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존재하며, 귀농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학습자와의 커뮤니티 활동과 교강사와의 상호작용
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각각 귀농기대를 매개하여 귀
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동시에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무형식 귀농학습경험은 
귀농네트워크와 귀농기대를 이중매개하여 귀농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귀농교육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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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고 인식할수록, 자발적으로 귀농에 관해 탐구하고 
경험했던 학습활동이 많을수록 귀농에 대한 기대를 높임으로써 귀농의지가 강화된다. 또
한, 이러한 학습활동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귀농준비에 필요한 
정서적·정보적 지원의 접근성을 촉진함으로써 귀농에 대한 기대를 구체화하고 결과적으로 
귀농의지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귀농교육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의 네트워크 접근성을 확장해가고, 이러한 활동이 귀농 후 건강한 환경과 
일과 삶 만족, 가까운 관계에 대한 기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귀농의지를 형성하
고 강화하게 된다. 반면, 비형식 차원과 무형식 차원에서 귀농학습경험이 귀농의지에 미치
는 영향에서 귀농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는데, 귀농교육이 비대면화으
로 전환되면서 교육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점에
서 귀농네트워크가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습
경험,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귀농준비장벽은 조절 효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귀농준비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귀농기대와 귀농의지의 관계에서 경제적 어려움, 절
차적 어려움, 가족 반대에 대한 귀농준비장벽은 유의한 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귀농 기대와 귀농의지의 관계가 서로 관련성이 높기에 상대적으로 귀농준비장
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귀농준비장벽은 귀농을 결정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에서보다도 실제적으로 토지 및 거주지 구매, 지역 정착, 농지원부 마련, 농
업인 등록 등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실제로 정착지를 물색하고 거주지를 마련하는 등의 실제적인 장면에서 귀
농희망인이 인식하는 귀농준비장벽의 영향력이 검증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중장년 귀농교육 참여자의 귀농의지와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무형식 귀농학
습경험, 귀농기대의 관계에서 비형식 귀농학습시간의 집단별 조절 효과가 일부 유의하다.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을 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100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귀농교육 참여자의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이 귀농기대 및 귀농의지에 미
치는 영향은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00시간 이상 집단은 
귀농교육을 통해 충분히 학습했다고 인식할수록 귀농기대와 귀농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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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습시간별로 귀농교육의 효과성에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학습시간이 
귀농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결정한 상태와 귀농 준비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0시간 미만 집단이 아직 귀농을 알아보는 상태를 반영한다고 했
을 때, 이들에게 비대면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과중된 귀농 정보와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이 
부담이 느껴질 수 있다. 반면, 100시간 이상 집단이 잠정적으로 귀농을 결심한 상태를 반
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은 귀농을 결심하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에 참여하
면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기에 귀농기대가 귀농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귀농인이 평균적으로 약 2년에 걸쳐 100여 시간가량의 교육과정에 참여
하며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귀농·귀촌 실태조사, 2019), 귀농
교육 참여자가 귀농을 결정하고 의지를 형성하기까지는 장기적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대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귀농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제언

가. 교육현장을 위한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장년층
을 고려한 비대면 교육 운영 방식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에 관한 관심과 의향은 증가하였으나(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그에 비해 귀농 집
합 교육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교육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농업교육포털
에 등록된 집합교육이 약 36% 감소하였으며(김도범, 2021), 이에 동영상 또는 실시간 화
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귀농교육에 대하여 중장년 교육참여자들은 학습이 충분
하지 않다고 인식하며(3.25점), 학습 충분성이 귀농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유의하
지 않다는 점에서 비대면 교육체계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장
년층은 디지털 방식의 학습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온라인 접근성과 활용성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 낮기에 중장년층을 고려한 비대면 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집합 교육



- 186 -

을 보완하는 형태로써 중장년층의 학습 수준 및 속도를 고려한 학습 방법, 온라인 학습공
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무형식학습 차원에서 귀농학습 콘텐츠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확산 여건을 긴
밀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귀농교육을 단순히 집체교육 등의 비형식 학습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를 통하여 귀농과 관련된 무형식학습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무형식학습은 단순히 교육 제공자가 기관이 아닌 학습자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하며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
면 학습이 중요해지는 상황 가운데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된 동영상, e-서적, 지역 
홍보 홈페이지 등을 귀농·귀촌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귀
농의 특정 내용과 관련된 교육을 비형식 상황에서 진행한다면, 참고할 수 있는 Youtube 
채널이나 교육자료를 연계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연계를 강화
할 수 있다.

셋째,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귀농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수업 장면에서는 교수자 및 타 학습자와의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어렵기
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귀농네트워크는 귀농 후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한다면(송인하, 2013), 특히 비교
적 인적 자본이 부족한 도시 출신 집단에 귀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도 협동학습 등 학습자가 주도
적으로 참여하는 교육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규수업 이외에도 본인과 유
사한 귀농 기대를 지닌 학습자 간의 학습공동체(모둠 등)를 형성하도록 장려하고, 귀농 동
기와 기대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교육과정, 지역 등을 추천함으로써 귀농준비를 도울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귀농창업을 준비하는 집단에게는 창농교육과정의 종류와 창농지원 정
책이 특화되거나 창업귀농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분포 등을 수요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도
움이 될 수 있다. 또는 출신지별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한다면, 귀농네트워크의 형태가 다르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귀농네트워크의 강도가 약한 도시 출신 집단에게 네트워킹을 형성
할 수 있는 멘토 등을 학습동아리별로 연계하는 등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수요자인 교육 참여자 관점에서 귀농 기대 및 귀농준비 양상에 개별적으로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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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 관련 정보를 재배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정원이 주관하는 귀농교육은 
귀농을 탐색하고 결심하는 준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의 기술원 및 기술센터
에서는 해당 지역에 정착 또는 관심이 있거나 작목에 관심이 있는 준비자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농정원과 기술센터에서의 재원이 다르기에 교육 간의 정보 교류나 연계
가 매끄럽지 않으며, 기관마다 역량 및 전문성 수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는 실효성 있는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에 농정원 뿐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정보가 종합적으로 개별 수요자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게 
개별적으로 추천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귀농을 탐색하는 초기 귀농 준비자에게는 
기본적인 궁금증과 귀농 절차, 교육과정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사전 정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동기와 다른 귀농교육과정을 수강하였다가 귀농을 포기하
게 될 수 있다. 이에 정보수집-가족논의-작목정보-영농기술-입지조건-농지주택-영농계획 
등의 귀농 절차별로 관련된 탐색-준비-심화 교육과정과 상담, 멘토링, 현장실습 등의 프로
그램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정보를 재배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는 유사한 동
기와 기대를 지닌 집단별로 관련 교육과정, 정책, 지역 정보 등을 군집화하여 제공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창농 준비 집단에 관련된 창농교육과정의 종류와 해당 집단이 선택한 지자
체 분포를 제공한다면 귀농교육 참여자가 명확한 청사진을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제도적으로 귀농교육 참여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절차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
안이 중장기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귀농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귀농 
준비 중 가장 큰 어려움이 소득(50.5%)임을 감안했을 때, 초기 정착에 필요한 토지를 농
지은행에서,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외활동을 원하는 정착 귀농인에게는 해당 지역 일자리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장기적 차
원에서 초기 정착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귀농교육 참여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귀농
창업자금 역시 귀농교육 참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도 및 담보 
평가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
준을 완화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황을 10년 거치 15년 상환 등의 장기적 상환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귀농교육 장면에서 귀농 결정 집단과 미결정 집단별로 교육 운영 방향성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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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차별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결정 상태의 집단의 경우 귀농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교
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면 미결정 상태에서 과중된 정보와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귀농에 대한 
적성을 확인하고 귀농 생활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개별 학습자가 기대하는 
귀농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도록 줄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시간 1/3 또는 
1/2 시점에서 귀농교육 담당자 또는 교·강사와의 상담 과정을 통해 귀농 적성,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 개별 고충 사항 등에 대한 점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귀농기대에 따른 귀농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보와 함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다. 한편, 귀농을 결정한 집단은 비형식 귀농학습 충
분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귀농계획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정보처리능력을 지니고 있
다. 이에 주도적으로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귀농의 형태, 정착할 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함께 결정한 작목과 농업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하는 귀
농교육 코스 또는 교육 콘텐츠가 제안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당 작목에 
대하여 파종, 정식, 잡초제거, 관리, 수확, 포장, 후처리, 판매, 거래 등의 과정을 전체적으
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비대면 교육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비대면 귀
농교육에 효과적인 교수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이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학습방식 변화로 인한 
효과성이나 네트워크 형성 수준 또한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
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과 귀농네트워크 수준이 선행연구와 차이
가 존재하며, 이에 귀농의지에 미치는 효과 또한 미비하다고 해석되기에 추가적으로 검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온라인 교육에서의 학습 효과성 및 
네트워킹 활성화 방안,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방식의 귀농교육과정 등이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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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귀농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집단을 유형화하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서는 귀농 동기에 따라서 또는 출신지에 따라서 귀농을 유형화하였다(서규선, 박영덕, 
1997; 박공주, 2006; 강대구, 2007; 유학열, 2011; 마상진, 2018). 그러나 귀농교육 참여
자의 특성을 보다 다양하게 고려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
에서 개발한 귀농의지의 하위요인인 의도, 자기결정성, 주의제어 및 출신지, 관련 인맥 및 
승계 여부 등의 귀농 관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귀농준비집단을 유형화하고, 유형화한 집단
에 따라서 자녀독립여부, 결혼 여부, 성별 등의 일반적 특성, 퇴직 여부, 이전 일자리 만족
도, 이전 일자리 직종 등의 일자리 특성, 귀농 후 기대 특성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귀농을 준비하는 집단 간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구
명하고, 집단별로 귀농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귀농의지 형성 이후 귀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귀농 장벽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농준비장벽은 귀농의지를 형성하
는 과정에서보다 귀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택 마련, 토지 사용 인허가, 농지
원부 마련,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절차상 어려움, 토지 및 거주지 마련, 농기계 구입 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귀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
고 있거나 이미 귀농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귀농준비장벽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인터벤션이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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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귀농의지 예비문항 종합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귀농의지에 대한 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설정한 후 귀농의
지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의지를 측정하는 문항은 특정 맥락에서 [행동]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어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항을 중심적으로 고찰하였다. 크게 의지를 다룬 연구에서는 주
의제어, 자기결정성, 의도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의도를 다룬 연구에서도 의도 및 주의제어
와 관련된 문항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도출된 구인화 영역을 기반으로, 각 구인의 명확한 구분에 
따라서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번안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의역을 시도하였다.

구인 문항
의도(intention) 의지(voli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의
제
어

의
식
적 
주
의
제
어

중요한 것이라면 그 순간에는 그것에만 
집중한다.

● ● ●

주의를 안정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 나는 [행동]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 ● ●

나는 현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주의를 쏟는다.
≒ 나는 [행동l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자주 생각하려고 한다.

● ● ●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행동]을 한다.
≒ 나는 [행동]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려고 
한다

● ● ● ●

나의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 ●
나는 [행동]하는 것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나는 지속해서 내가 충분히 [행동]하는지 
관찰(모니터링)한다.

● ●

나는 규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을 때 내 생각은 종종 
방황한다.

● ●

나는 [행동]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할 
것이다).

≒ 나는 [내 회사를 시작하고 운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 ● ● ●

암
묵
적 
주

내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들에 
자동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 ●

나는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에 집중을 유지한다.

● ●

<표 1> 귀농의지 문항 개발을 위한 의도 및 의지 관련 예비문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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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문항
의도(intention) 의지(voli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의
제
어

나는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에 
저절로 관심이 생긴다.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본능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 ●

나는 [행동]하는 데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

나는 목표를 놓치지 않고 그 일에 몰입한다. ●

자기
결정성

나는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나 
자신임을 느낀다.

● ●

나는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자신임을 느낀다.

● ●

나는 내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음을 
안다.

●

나는 [행동]이 내가 참으로 바라는 것임을 
안다.

●

나는 외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행동]에 많은 위험이 따르더라도 
[행동]을 하고 싶다.

● ● ●

나는 대부분의 경우 내 결정에 따라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다고 느낀다.

● ●

나는 나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완전한 
통제감을 느낀다.

●

나는 내가 원한다면, 직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직업 세계를 통해 나만의 길을 찾는 방법을 
배웠다.

●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 ●

의도

나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나는 어디에서 [행동]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행동]할지 계획이 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 ● ● ● ● ● ●

나는 종종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한다. ●
하려고 하는 [행동을] 단순하게 시작한다. ● ●
나는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
나는 언젠가 분명히 [행동]할 의도가 있다.
≒ 나는 언젠가 회사를 시작하려는 확실한 
의도가 있다.

● ● ● ● ● ●

나의 현재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
나는 [행동]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 ●

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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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문항
의도(intention) 의지(voli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할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미래에 창업할 생각이 확고하다.
≒ 장래에 [창업을] 할 것이다.
≒ 나는 앞으로 [~을 활용하여] 농업을 창업할 
것이다.

● ● ●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을 활용하여] 농업 
창업을 해보고 싶다.
≒ 나는 언젠가는 귀농해 농촌에서 살고 싶다

● ● ●

나는 [전업으로] [5년 이내/5-10년 이내/퇴직 
후] 귀농하겠다.

●

1. Bagozzi Baumgartner & Pieters(1998)
2. Ajzen(2002)
3. Liñán, & Chen(2009)
4. 이태열(2020), 이은천(2019)
5. 조성걸(2020); 최준호(2013)
6. 남인현(2013); 권석일(2016); 김동표(2017) 
7. Kuhl & Fuhrmann(1998)

8. Orbell(2003)
9. Luszczynska and Schwarzer(2003) 
10. Sniehotta, Scholz, & Schwarzer(2005)
11. Forstmeier & Rüddel(2008)
12. Heiss et al. (2010)
13. Duffy et al.(2012)
14. 조영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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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귀농기대 예비문항 종합

귀농기대의 하위요인은 크게 직업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된다(Halfacree, 
2003; 송인하, 2013). 이와 관련된 도구는 귀농흡입요인으로 알려져있는 농촌성과 관련된 연구, 귀
농 동기 및 기대와 관련된 연구, 마지막으로 이주와 전직 차원에서 기대를 다룬 연구에서 발견된다.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환경적 요인은 건강한 환경을, 직업적 요인은 일과 삶 만족
을, 사회적 요인은 가까운 관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각 구인의 명확
한 구분에 따라서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번안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의역을 시도하였다.

구인화 문항
귀농흡입요인(농촌성)

귀농 
만족/기대

이주/전직 
기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건강한 
환경

도시의 바쁜 생활에 지쳐서 귀농했다.
삭막한 도시생활에 싫증을 느껴서 귀농했다.

●

농촌에서의 삶은 자연과 가까우므로 건강에 
좋다.
≒농촌생활이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 
귀농했다.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귀농이 기대된다.

●     ●     ● ●

쾌적한 자연환경에 살고 싶기 때문에 귀농이 
기대된다.

●     ●     ●

자연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든다.

●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기에 귀농했다.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한다.

●       ● ● ●

일
과 
삶 
만
족

직
업
적 
기
대

직업으로서 농업은 매력이 있게 느껴진다. ●
농부는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적 삶을 구현한다.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울 것이다.
≒Having Freedom to Do What You Want
≒do work that I want to

● ● ●

성취감을 느껴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o work that gives me a feeling of 
accomplishment. 

● ●

은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퇴직의 우려가 없어서 귀농했다. 
≒ Having Secure Job

● ● ●

농촌의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아서 
귀농했다.

● ● ● ● ●

<표 2> 귀농기대 예비문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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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화 문항
귀농흡입요인(농촌성)

귀농 
만족/기대

이주/전직 
기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Have High Standard of Living.
earn an attractive salary
≒have a job with good pay and benefits 

삶
에 
대
한 
기
대

내가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귀농·귀촌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 데 
성공했다.
≒do work that I would find satisfying 

● ● ●

나의 귀농 귀촌을 성공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acticing Your Religion 

●

가까운 
관계

내가 귀농하게 되면 농촌에 즐길 거리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Having Variety of Entertainment 
Available
≒농촌에서의 삶은 단조롭고 지루하다*

● ● ●

농촌에서는 다른 곳에서보다 범죄와 폭력이 
적은 편이다.

● ● ● ●

전통문화를 계승하거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

친 한 이웃과 친구 관계는 농촌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 주민은 우호적이고 친절하다.
≒친절과 호의감이 넘친다.
≒원주민들이 도시민보다 인간적일 것 같아 
귀농했다.

● ● ● ●    ●  ●

사람들은 협동심이 강하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대감이 깊고 
오래 지속되는 편이다.
≒농촌은 소통하기 좋아서 기대된다.
≒Having Feeling of "Belonging" in 
Community 

●         ●  ●

고향에 대한 미련이나 향수가 그리워서 ●

1. Willits, Bealer, & Timbers(1990)
2. Willits, & Luloff(1995)
3. 이민수 & 박덕병(2007)
4. 박석희, 이동기 & 윤상헌(2002). 
5. 송인하(2013)
6. 진양명숙 & 김주영(2014)
7. 마상진 외(2018)

8. 이호길(2015)
9. 이지흠(2017)
10. De Jong, Richter, & Isarabhakdi(1996)
11. Chiang & Jang(2008) 
12. Iwanaga et al.(2020)
13. Lent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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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비형식 귀농학습시간 집단별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귀농의지의 산포도 

상관
계수

50시간 미만(N=127)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N=112) 100시간 이상(N=172)

1 2 3 4 1 2 3 4 1 2 3 4

2 -0.063 　 　 　 0.097 　 　 　 0.299 　 　 　

3 0.021 0.361 　 　 0.218 0.476 　 　 0.324 0.449 　 　

4 0.407 0.237 0.281 　 0.537 0.272 0.178 　 0.501 0.465 0.393 　

5 0.218 0.396 0.190 0.426 0.165 0.441 0.262 0.230 0.160 0.387 0.343 0.348

1. 귀농의지, 2. 비형식 귀농학습 충분성, 3. 무형식 귀농학습경험, 4. 귀농네트워크, 5. 귀농기대

<표 7> 중장년 귀농준비자의 귀농학습시간 집단별 주요 변인 상관관계

[그림 1] 중장년 귀농준비자의 귀농학습시간 집단별 비형식학습경험-귀농의지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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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예비조사 설문지

중장년 귀농 준비자의 귀농의지와 관련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중장년 귀농 준비자가 귀농에 대한 의지를 갖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귀농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귀농교육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 40-65세 귀농교육 참여자입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고,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지는 양면 총 6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비슷한 문항이 있는 것은 응답의 신뢰도를 위함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정 성 지

지도교수 최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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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께서 지금까지 귀농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 경험에 관해 주관적으로 답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Ⅱ. 다음은 귀하께서 귀농을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충분
다소 

불충분
보통

다소 
충분

매우 
충분

귀하께서 지금까지 참여하신 오프라인(교육기관, 센터) 및 온라인 귀농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주관적으로 답해주십시오.

1
귀농 지역 탐색 및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귀농 지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토지 및 주택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관심 있는 품목/축종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농업 경영 관리(기반조성, 농지관리, 경영, 브랜딩, 회계 
등)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농촌 사회 적응과 주민과의 갈등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관심 있는 농촌 생활에 필요한 기술(건축, 목공, 장 만들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귀농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내가 지금까지 귀농을 탐색·준비하기 위해 자유롭게 
학습한 활동에 대해 주관적으로 답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8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서적이나 전문 
자료를 찾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농기술이나 귀농 생활과 관련된 동영상(Youtube, 
다큐멘터리 등)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귀농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심 있는 지역이나 
농장을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영농기술을 터득하기 위하여 베란다, 옥상, 텃밭 또는 
농장에서 농작물을 기른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나는 귀농과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귀농과 관련하여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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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께서 귀농을 하게 되었을 때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 기술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Ⅳ. 다음은 귀하가 귀농을 준비하면서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있다.

3
나는 귀농을 준비하는 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야기할만한 
친구나 선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변에 귀농하여 성공한 사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귀농을 한다면 아는 사람 중에 모델로 삼을만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귀농하여 성공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귀하께서 귀농에 필요한 경제적 자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귀농을 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귀하께서 귀농하게 되었을 때 일과 삶 만족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나의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하게 되었을 때 건강한 환경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5 집되고 삭막한 도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신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신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농촌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즐길 거리가 많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관계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9 이웃과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살게 될 곳에 소속감을 갖게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정감 있는 이웃을 만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웃과 친 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222 -

Ⅴ. 다음은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부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1 귀농에 필요한 경제적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농가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농지 구매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농기계/설비 구매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정착 후 수입 발생 전까지의 초기 투자비용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인이 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6 농지 매입이나 주택 마련 등의 과정이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7
귀농·귀촌 정착 지원(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받는 기준이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8
귀농·귀촌 정착 지원(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받는 과정이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자체 지원 및 관청의 토지 사용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농지원부를 마련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하는 것에 대해 가족이 반대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1 우리 가족은 내가 귀농하는 것을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배우자는 내가 귀농하는 것을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자녀는 내가 귀농하는 것을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귀농을 결심하면 가족들이 내 선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귀하께서 귀농에 대한 결심 상태(의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나는 향후 귀농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귀농할 생각이 확고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가까운 미래에 귀농할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귀농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주체가 나 스스로라고 의식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6 귀농은 내가 원하는 선택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의지에 따라 귀농을 알아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귀농을 결심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귀농을 고민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 원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농을 추구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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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및 귀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11 귀농은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변화이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을 위해 목표를 세워 준비하고 노력하는 수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2
나는 구태여 애쓰지 않아도 귀농을 준비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귀농에 필요한 것이라면 관심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귀농 계획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귀농에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귀농 목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귀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실제 연령 _____세 (출생년도 ________년)

3. 현재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또는 사실혼 ③ 이혼 또는 사별 

 4-1. 현재 귀하의 자녀는 독립(결혼, 취직 등)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2. 귀농을 한다면 가족 중에 누구와 함께 내려갈 예정이십니까?
① 혼자 ② 부부 ③ 부부+자녀 ④ 부부+조부모 ⑤ 부부+자녀+조부모 ⑥ 모름 또는 기타

5-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 졸업 ⑤대학원 졸업 이상
5-2. 귀하께서는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① 해당 없음 ② 농업계고 졸업 ③ 농업계 대학 졸업 ④ 농업계 고교 및 대학 모두 해당

6. 귀하의 현재 또는 이전의 주된 일자리(생애 동안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6-1. 귀하의 주된 일자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영업 ②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③ 기능/숙련직(운전사, 선반, 목공 등) ④ 일반작업직(현장 직업, 수위 등)
⑤ 사무/기술직(사무직, 기술직, 5급 공무원) ⑥ 경영/관리직(4급 공무원, 부장, 교장 등)
⑦ 전문/자유직(교수, 의사, 예술가, 종교계 등) ⑧ 가정주부
⑨ 기타(________)

 6-2. 6-1번에서 답한 주된 일자리의 경력 연한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______년 
 6-3. 귀하께서는 주된 일자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6-4. 귀하의 현재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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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근무 중  ② 명예퇴직 ③ 정년퇴직 ④ 비자발적 퇴직(실직) ⑤ 기타(________)

7. 귀하의 귀농이 어떠한 유형인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설명을 잘 보고,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V표 
하여 주십시오.

7-1. 고향 소재지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 ② 중소도시 ③ 농촌(군, 면 지역)

7-2. 주된 거주지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 ② 중소도시 ③ 기타(__________)

7-3. 귀농 정착지(희망) ① 고향 소재지 ② 타향 소재지 ③ 미결정

8.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귀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까?
8-1. 귀농을 고민하게 된 시점 (약_______개월)
8-2. 귀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시점 (교육, 지역 방문 등) (약 _______개월)
8-3. 귀농교육 이수시간: 온프라인(집합교육) 약____시간
8-4. 귀농교육 이수시간: 온라인(인터넷 등) 약_____시간

9. 귀하께서 지금까지 참여했던 오프라인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과거부터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순서 (과거부터 순서대로) 프로그램 운영 형태*(보기)

첫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두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세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네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다섯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보기] 프로그램 운영 형태*
① 장기 공모 교육(농정원 지원): 농정원이 위탁한 별도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40-100시간 

전직/은퇴 탐색/준비 교육(맞춤형 공모교육 등)
② 단기 자체 교육(농정원 운영): 농정원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4-5시간 단기 기초 교육(귀농·귀촌 

아카데미 등)
③ 현장실습교육(WPL): 전문 농업인이 교육장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교육
④ 지자체 교육(지역기술센터/기술원 운영): 지자체의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귀농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⑤ 체류형농창업지원센터 귀농교육: 체류형농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⑥ 기타: 그 외

10. 귀하께서 귀농하시려는 가장 주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①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 ⑥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②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⑦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③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⑧ 비싼 도시생활비 때문에
④ 자연환경이 좋아서 ⑨ 자녀교육을 위해서
⑤ 가족 친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 ⑩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11. 다음은 귀농을 위한 자금 준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1-1. 귀농을 위한 본인 소유의 자금(임금소득, 퇴직금, 연금 등)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3천만원 미만 ② 3천만원~5천만원 ③ 5천만원~1억원 ④ 1억원~3억원 ⑤ 3억원~5억원 ⑥ 

5억원 이상
11-2. 귀농을 위한 본인 소유의 자금이 귀농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5 -

---대 단 히 감 사 합 니 다---

 ① 매우 충분하지 않다 ② 충분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12. 귀하께서는 귀농 후 영농활동을 어떤 형태로 종사할 예정이십니까?
 ① 승계농(기반을 이어서 승계) ② 창업농(영농 창업) ③ 취업농(농업 분야 취업)

13. 귀하께서는 귀농 후 주요 경제활동을 무엇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영농활동에만 전념(전업농) ② 영농활동 + 농외소득활동 겸업
③ 농업 외 분야 경제활동 전념 ④ 전원생활(취미농 포함)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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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본조사 설문지

중장년 귀농 준비자의 귀농의지와 관련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중장년 귀농 준비자가 귀농에 대한 의지를 갖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귀농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귀농교육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만 40-65세 귀농교육 참여자입니다.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고,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소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지는 양면 총 6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만약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비슷한 문항이 있는 것은 응답의 신뢰도를 위함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연구 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정 성 지

지도교수 최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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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께서 지금까지 귀농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 경험에 관해 주관적으로 답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Ⅱ. 다음은 귀하께서 귀농을 준비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충분
다소 

불충분
보통

다소 
충분

매우 
충분

귀하께서 지금까지 참여하신 오프라인(교육기관, 센터) 및 온라인 귀농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주관적으로 답해주십시오.

1
귀농 지역 탐색 및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귀농 지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토지 및 주택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관심 있는 품목/축종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농업 경영 관리(기반조성, 농지관리, 경영, 브랜딩, 회계 
등)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농촌 사회 적응과 주민과의 갈등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관심 있는 농촌 생활에 필요한 기술(건축, 목공, 장 만들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귀농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내가 지금까지 귀농을 탐색·준비하기 위해 자유롭게 
학습한 활동에 대해 주관적으로 답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8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서적이나 전문 
자료를 찾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농기술이나 귀농 생활과 관련된 동영상(Youtube, 
다큐멘터리 등)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귀농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농 생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심 있는 지역이나 
농장을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나는 귀농과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귀농과 관련하여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귀농을 준비하는 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야기할만한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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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귀하께서 귀농을 하게 되었을 때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 기술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Ⅳ. 다음은 귀하가 귀농을 준비하면서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친구나 선배가 있다.

4 나는 주변에 귀농하여 잘 적응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귀농을 한다면 아는 사람 중에 모델로 삼을만한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귀농하여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을 하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귀하께서 귀농하게 되었을 때 일과 삶 만족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나의 삶이 만족스러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하게 되었을 때 건강한 환경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5 집되고 삭막한 도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신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신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관계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8 이웃과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살게 될 곳에 소속감을 갖게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정감 있는 이웃을 만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웃과 친 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귀하께서 귀농에 필요한 경제적 자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귀농에 필요한 경제적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농가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농지 구매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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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부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4 농기계/설비 구매 자금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정착 후 수입 발생 전까지의 초기 투자비용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인이 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6 농지 매입이나 주택 마련 등의 과정이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7
귀농·귀촌 정착 지원(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받는 기준이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8
귀농·귀촌 정착 지원(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를 
받는 과정이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자체 지원 및 관청의 토지 사용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하는 것에 대해 가족이 반대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0 우리 가족은 내가 귀농하는 것을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의 배우자는 내가 귀농하는 것을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자녀는 내가 귀농하는 것을 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귀농을 결심하면 가족들이 내 선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귀하께서 귀농에 대한 결심 상태(의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나는 향후 귀농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귀농할 생각이 확고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귀농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주체가 나 스스로라고 의식하는 정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6 귀농은 내가 원하는 선택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의지에 따라 귀농을 알아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귀농을 추구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농은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변화이다. ① ② ③ ④ ⑤

귀하께서 귀농을 위해 목표를 세워 준비하고 노력하는 수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2
나는 구태여 애쓰지 않아도 귀농을 준비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귀농에 필요한 것이라면 관심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귀농 계획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 230 -

Ⅵ.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및 귀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17
나는 귀농에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귀농 목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실제 연령 _____세 (출생년도 ________년)

3. 현재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미혼 ② 기혼 또는 사실혼 ③ 이혼 또는 사별 

 4-1. 현재 귀하의 자녀는 독립(결혼, 취직 등)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2. 귀농을 한다면 가족 중에 누구와 함께 내려갈 예정이십니까?
① 혼자 ② 부부 ③ 부부+자녀 ④ 부부+조부모 ⑤ 부부+자녀+조부모 ⑥ 모름 또는 기타

5-1.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 졸업 ⑤대학원 졸업 이상
5-2. 귀하께서는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① 해당 없음 ② 농업계고 졸업 ③ 농업계 대학 졸업 ④ 농업계 고교 및 대학 모두 해당

6. 귀하의 현재 또는 이전의 주된 일자리(생애 동안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6-1. 귀하의 주된 일자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영업 ②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③ 기능/숙련직(운전사, 선반, 목공 등) ④ 일반작업직(현장 직업, 수위 등)
⑤ 사무/기술직(사무직, 기술직, 5급 공무원) ⑥ 경영/관리직(4급 공무원, 부장, 교장 등)
⑦ 전문/자유직(교수, 의사, 예술가, 종교계 등) ⑧ 가정주부
⑨ 기타(________)

 6-2. 6-1번에서 답한 주된 일자리의 경력 연한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______년 
 6-3. 귀하께서는 주된 일자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6-4. 귀하의 현재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근무 중  ② 명예퇴직 ③ 정년퇴직 ④ 비자발적 퇴직(실직) ⑤ 기타(________)

7. 귀하의 귀농이 어떠한 유형인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설명을 잘 보고,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V표 
하여 주십시오.

7-1. 고향 소재지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 ② 중소도시 ③ 농촌(군, 면 지역)

7-2. 주된 거주지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등) ② 중소도시 ③ 기타(__________)

7-3. 귀농 정착지(희망) ① 고향 소재지 ② 타향 소재지 ③ 미결정

8. 귀하께서는 언제부터 귀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까?
8-1. 귀농을 고민하게 된 시점 (약_______개월)
8-2. 귀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시점 (교육, 지역 방문 등) (약 __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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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 히 감 사 합 니 다---

8-3. 귀농교육 이수시간: 온프라인(집합교육) 약____시간
8-4. 귀농교육 이수시간: 온라인(인터넷 등) 약_____시간

9. 귀하께서 지금까지 참여했던 오프라인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과거부터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순서 (과거부터 순서대로) 프로그램 운영 형태*(보기)
첫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두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세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네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다섯 번째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__________)  
[보기] 프로그램 운영 형태*
① 장기 공모 교육(농정원 지원): 농정원이 위탁한 별도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40-100시간 

전직/은퇴 탐색/준비 교육(맞춤형 공모교육 등)
② 단기 자체 교육(농정원 운영): 농정원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4-5시간 단기 기초 교육(귀농·귀촌 

아카데미 등)
③ 현장실습교육(WPL): 전문 농업인이 교육장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교육
④ 지자체 교육(지역기술센터/기술원 운영): 지자체의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귀농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⑤ 체류형농창업지원센터 귀농교육: 체류형농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⑥ 기타: 그 외

10. 귀하께서 귀농하시려는 가장 주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

①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을 보고 ⑥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②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⑦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③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⑧ 비싼 도시생활비 때문에
④ 자연환경이 좋아서 ⑨ 자녀교육을 위해서
⑤ 가족 친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 ⑩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11. 다음은 귀농을 위한 자금 준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1-1. 귀농을 위한 본인 소유의 자금(임금소득, 퇴직금, 연금 등)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3천만원 미만 ② 3천만원~5천만원 ③ 5천만원~1억원 ④ 1억원~3억원 ⑤ 3억원~5억원 ⑥ 

5억원 이상
11-2. 귀농을 위한 본인 소유의 자금이 귀농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지 않다 ② 충분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12. 귀하께서는 귀농 후 영농활동을 어떤 형태로 종사할 예정이십니까?
 ① 승계농(기반을 이어서 승계) ② 창업농(영농 창업) ③ 취업농(농업 분야 취업)

13. 귀하께서는 귀농 후 주요 경제활동을 무엇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영농활동에만 전념(전업농) ② 영농활동 + 농외소득활동 겸업
③ 농업 외 분야 경제활동 전념 ④ 전원생활(취미농 포함)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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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 of learning experiences and 
readiness characteristics on middle-aged program participants'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Following are the study's objectives: learning 
experiences and readiness characteristics have direct effects on the 
middle-aged participants’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Second, 
learning experiences have indirect effects on the middle-aged participants’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mediated via readiness 
characteristics. Third, barriers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moderate the 
indirect effects of learning experiences and readiness characteristics on the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Fourth, non-formal learning time 
acts as a moderator of the indirect effects of learning experiences and 
readiness characteristics on the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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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tion is adults aged from 40 to 65 who have participated in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education programs run by the state and public 
institutions. The ratio is based on the proportion of institutional types and 
participant ages. To collect data, the survey tool uses questionnaires on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nonformal learning sufficiency, 
informal learning experiences, network, expectancy, barrier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most of which were developed for this research. Cronbach’s 
coefficient alpha varies from .722 to .898. The data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by post, in-visits and e-mail between April 9, 2021 to May 31, 2021. 
Of the 570 copies distributed, 541 copies were collected. 411 were used for 
analysis (the valid response rate is 72.1%), excluding unfaithful responses, 
outliers, and missing values. Data analysis utilize STATA 14.0 and SPSS 26.0 
for Windows Process Macro (Hayes, 2018). All results’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are set at 0.05.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middle-aged participants’ level of volition of returning to farming varies 
statistically depend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Males in their early 50s 
and 60s who are retired or do not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have a high 
level of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Furthermore, those from 
rural areas and their descendants have a high level of volition. This result is 
thought to have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y already have connections with 
rural residents and can obtain information and material assistance from them.

Second, informal learning experiences and expectancy of middle-aged 
program participants have a statistically direct impact on their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Nonformal learning sufficiency and network, 
on the other hand, have been shown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Informal 
learning experiences have a greater significant impact than nonformal 
learning su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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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nonformal learning sufficiency and informal learning experiences 
both have a statistically indirect effect on the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by mediating expectancy. Furthermore, by double-mediating 
expectancy and network, they have a statistically indirect impact on voli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aware that they have learned 
enough through the curriculum and more experiences they have voluntarily 
learned about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the greater the network, which 
increases the expectancy and, as a result, strengthens their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Fourth, barriers do not work as moder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experiences, readiness characteristics, and volit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economic difficulties, procedural difficulties, and family opposition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ctancy and 
volition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These barriers may affect the 
actional phase (e.g., purchasing land and residence, settling down in the land, 
and registering as farmers) rather than the decision phase.

Fifth, the nonformal learning time works as a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ormal learning sufficiency, expectancy, and volition. A nonformal 
learning time greater than 100 hours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ormal learning sufficiency and expectan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ormal learning sufficiency and volition.

Suggestions are provided below. First, considering post COVID-19,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non-face-to-face education for 
middle-ag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providers of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learning content an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activation of informal learning. Third, 
cooperative learning and online learning communities should be facilit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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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network learners at a dista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that is individually consistent with the expectations 
and preparations from a learner perspective. Fifth, measures to support 
participants’ economic and procedural difficulties need to be approached in 
the mid to long term. Sixth, 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direction and 
method of education operation by groups determined or undetermined to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non-face-to-face education 
and propose effective education management measures for COVID-19 and 
Post COVID-19 situations. Second, research can be attempted to classify the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determination and preparation on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Thir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confirm the 
impact of barriers during the actional phase of middle-aged adults’ rural 
in-migration for farming.

Keywords: Middle-Aged, Returning to Farming, Education Program, Volition, 
Expectancy, Multiple Mediation Analysis,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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