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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농업 농촌 환경은 지난

여년 간 급격하게 변하여 왔다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제조와 건설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농촌인구가 빠른 속도
로 감소하고 농촌사회의 모습도 변화되었다

년대 들어서는 농산물 시장 개

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업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안전한 식품 수요와 웰
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이에 따
라 농업정책 패러다임도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환경변화 속에서 농업인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왔다

년 개원 이후 독농가로

현지통신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인의 의식변화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하였다

년부터는 도시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 측면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였다
농업분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의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시계열로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환경이나 통일 등
비농업분야에서도 국민의식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년간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의식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요인을 분석해 제시한 사례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다년간의 의식변화와 요인을 분석해 제시하였다
이 자료가 생산자인 농업인의 의식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비자이면서
납세자인 도시민의 정책수요 발굴과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요

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말

년 개원 이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조사 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연구과제 발굴 여론형성에 활용하고 있다

년부

터는 도시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하였으며 국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에 기초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년도부터 정식보고서로 발간되기 시작한 이 조사는 지난

년간 매년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등 고정항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연도별 변화를 분석
하여 제시했지만 년 단위 또는

년 단위로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 그동안 조사항목과 조사표본 및 조사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과거 조사와의 비교 및 해외 유사사례 비교 등을 위한 문항설계
등 조사체계의 정립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년간의 농업 농촌 의식변화 추이 분석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요인 분석 전반적인 조사문항 및 표본
재설계 등 조사체계 정립이 주된 목적이다

선행연구 및 타분야 국민의식조사 내용 검토를 위해 농업분야 국민의식 사
례와 노동 통일 환경 등 타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수
집하여 검토하였다

일본 등 해외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

촌 국민의식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발췌하였다
추이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해 온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
사 중 지난

년간의 조사결과 원데이터를 이용해 농업인 및 도시민의 의식변

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소비자인 도시민과 생산자인 농업인의 의식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종단자료를 이용해 농업인의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삶의 질
도시민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평가와 농촌 복지예산 지불 의향 등 주요
항목을 종속변수로 하여 순서형 프로빗모형을 사용해 유의미한 결과만을 분석
에 활용하였다
조사체계 정리는 문항설계의 경우 지금까지 수년간 실시해 온 고정문항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문항별 조사 주기를 부여하고 여기에 해외 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향후 조사가 일정한 주기를 갖고 일관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본설계는 농업인과 도시민을 구분하여 농업인은 현지통신
원을 활용하되 전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민은 전국 성인남녀 인
구비례 적용을 검토하였다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추이분석 결과 농업인의 경우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

년 전보다 만족도가 배나 증가하였다 하

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농촌생활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농업경영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은 소득구조가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
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만족
도가

년

에서

년

로 증가해

명 중 명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 요인은 경제적인 측
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가 인식하는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가가

내외로 가장 높

고 인력부족 문제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확대도 주요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농작물 재해 증가에 따라 기상조건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한 농가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는

명 중 명 정도가 농업

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는 응답이 년 전보다

나 증가한

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에서 농업

의 중요성과 기여도 등에 대해 도시민

명 중 명이 인정하고 있어 지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
견에 대해서는 도시민

만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비농업계의 농업예산 축

소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로 주목된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인정은
이 없으며 세금 추가부담 의향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

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어 공익적 기

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도시민

명 중 명 정도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이주

의향이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농귀촌의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측면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다 현실적인 유인
책과 소득안정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도시민들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의식변화는 시장개방
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농산물 시장개방을 바라보는 도시민의 의식은 다분히 실리적인 측면의 고
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민들의 정책수요도 안전한 농식품 공급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
산물 가격 등 소비자 측면에서의 요구가 많았으며 농가 소득안정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등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에는 관심도가 낮았다
농업인과 도시민의 국민의식 공통문항 비교에서는 농업의 중요성 인식과 한
국농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았다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 농촌의 역할로 현재에는 식량공급 자연환경보
전과 국토균형발전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미래에는 휴식과 관광 자원으
로서의 농업 농촌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도시민 수요를 감
안한 농촌자원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농업 농촌에 대한 긍정의식 취약층으로는 농업인은 수도작과 시설원예 농

가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도시민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과 주부 블루칼라층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정책수립과 교육
사업에 이들 취약층으로 분류된 그룹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주요지표에 대한 결정요인 분
석결과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미래 농업에 대한 전망 수준의 영향력 정도가

년보다

년에 더 커졌다

또한 농촌생활 만족도에서는 농촌 환경이 최근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년전대

비 농촌생활 수준 평가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농업 농촌 정책 수
립 시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에서

년과 비교했을 경우 농촌생활 만족도 의 영향

력은 증가한 반면 직업 만족도 는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농촌생활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겠다
도시민의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결정요인은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수준의 영향력 정도가

년보다

년에 더 증가하였고

년들

어 농산물 시장개방 인식 이 새로운 유효변수로 등장하였다 도시민들이 농업
농촌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 농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
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 채널 확대가 필요하겠다
도시민의 농촌복지예산 증액 찬성 의견을 증가시킬 확률이 큰 요인으로
년과

년 모두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과 은퇴 후 농촌거주

의향 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
식제고 노력과 은퇴 후 농촌거주 의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정주여건 및 생활
환경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nalysis of Changes in the Public Awareness of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changes in public
awareness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villages for the past 10 years,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hanges in farmers’ and urban people’s
awareness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villages, and establishing a new
survey system including overall survey questions and sample redesign, using
the data about “the survey on the changes in public awareness of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villages” which is conducted by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t the end of each year.
Key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farmers’ satisfaction with the rural life
has continued to rise every year, amounting to three times that of 10 years
ago. However, the outlook for the future appeared to be clearly negative.
The farmers’ satisfaction with their jobs increased from 15.8% in 2003 to
25.0% in 2012, showing that four of 10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ir jobs.
As for the elements that threat the agricultural managements, the increase in
cost of production ranked the highest, accounting 30% of the answers,
followed by the shortage of manpower and the expansion of export due to
market opening. The number of farmers who recognized weather conditions as
a threat had been increasing every year along with the increase of crop
disasters.
The study showed that 4 out of 10urban people were interested in agriculture
and rural issues and the responses that farming experiences should be included
in K-12 curriculum also increased by 19%p from the responses of 5 years’
ago, recording 92.9%. Eight out of 10 peopl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only 18.4% of the urban people agreed
to reducing the investment in agriculture.
Recognition of the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in public interests
did not show a significant change, at the level of 50% to 60% but the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taxes had started to fall since 2010.
Five out of ten urban people answered that they were willing to return to
farming/to become farmers but the willingness to move to rural villages did

not show a distinct increase. The reasons for returning to farming or becoming
farmers were shown to be affected more by economic aspects.
It was clear that the urban people, as consumers, were against the expansion
of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s. However, the number of
respondents that would purchase the locally grown agricultural products after
the opening of the agricultural market were expanded, even though they were
more expensive than the imported, has declined every year.
With regards 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griculture and the
outlook for the future of agriculture in Korea, the urban people appeared to be
more positive than the farmers. Eight out of 10 farmers showed negative
responses for the Korean agriculture in the next 10 years.
Though considering food supply,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balanced land development as important roles of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at present, both farmers and urban people expected that the func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as a leisure and tourism resource would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As a determinant of the farmers' job satisfaction, the impact of the level of
‘prospect for the future agriculture’ became bigger in 2012 than in 2009. In
terms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rural life, the impact of “the factors for
evaluating the standard of rural life in comparison to 5ame years ago”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farmers' life, the
impact of “satisfaction with the rural life” increased while that of "job
satisfaction" decreased, compared to 2009.
As a determinant of the urban people's recognition of the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life as public interest, the significance of “usual interest in the issues
concerning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increased in 2012 compared to 2009.
As factors that would be most likely to increase the urban people's opinion
in favor of increasing the welfare budget for rural villages, “recognition of the
value of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as public interest” and “willingness to
live in rural villages after retirement” were evaluated to be important, both in
2009 and 2012.
Researchers: Dong-Weon Kim, Hye-Jin Park, Young-Seok Yoon, Mi-Ree Kim
Research Period: 2013. 6.
2013. 11.
E-mail address: dongw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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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업환경은

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범

관리체제 뉴라운드 협상에 이어

정

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개방 농정기를 겪어오고 있다 최근

체제 출

년대 들어 본격화된 자유무역협
여년간

진행되어 온 이같은 농업의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로 농정의 기본틀이 경쟁력
제고에 맞춰지면서 영농형태와 농촌사회의 모습도 크게 달라져 왔다
년

체제 출범 이후 농업생산이 위축되면서

년대 들어서는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했으며 농가교역조건 악화로 농업소득은 정체
내지 감소하면서 도농간 소득 격차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 고령 농업경영주 비율이

년

증가하였고 농어촌 독거노인 가구 수도

에서

년

세

로 배 가까이

만 가구에 이르는 등 농어촌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년 이후 농정기조도 변화해
표였으며

년대까지는 농업생산 증대가 정책목

년대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추구하는 산업정책으로

년대

들어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후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가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농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과 농촌사회 구성원인 농촌주민들의 사고 및 행동양식에도 많
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개방 농정기 농업인들의 의식
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또 수요자인 도시민들은 농업 농촌에 대한 의

식과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농업 농촌 정책과 농촌
사회의 새로운 모습을 정립해 나가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년 개원 이래 현장의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연구

에 활용할 목적으로 현지통신원 제도 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말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조사 를 실시하여 농촌사회의 변화를 추
적하여 왔다
년대는 주로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결과를 원
내 학술지인 농촌경제 에 게재하였으며 연구자는 최연우
남

등이 담당하였다

김민

년대 이전에는 농촌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춰 간략한 조사를 실시해 연구에 활용했으며 매년 조사결과를 정례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하지는 않았다 학계와 일부 단체에서도 관련조사를 실
시했으나 정기조사로 실시하지는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년부터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조사 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정식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하면서부터 이 조사는 농
업분야 유일한 국민의식조사로 유지되어 왔으며 조사결과는 정부 정책수립과
연구과제 발굴 여론형성에 활용되고 있다

조사대상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지역 농 축 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이들은 농촌 지역사회
의 여론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 읍면 단위로 인 이상씩 구성해

년 현재

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지통신원이 인구특성을 고려하면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
하고 있다는 점을 결과 해석에 참고해야 한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과제 발굴에 활용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차기년

년부터는 농업 농촌에 대한 수요자인 도시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하였으며

년부터는 간헐적으로 전문가 그룹을 조사

에 포함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이 조사는 연구활용이라는 조사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여론조사 도시민 방문면접 와 고정표본조사 농업인 전
문가 우편조사 를 병행하고 있다
정식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지난

년간 이 조사는 매년 직업만족도와 생활

만족도 등 고정항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했지만
년 단위 또는

년 단위로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였

다 또 그동안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조사항목과 조사표본 및 조사방식에 많
은 변화가 있었고 과거 조사와의 비교 및 해외 유사사례 비교 등을 위한 조사
체계의 정립에도 미흡함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년간의 농업 농촌 의식변화 추이 분석

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 요인 분석

농업

전반적인 조사문항 및

표본 재설계 등 조사체계 정립이 주된 목적이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2.1. 선행연구 현황
농업분야 의식조사와 관련하여 다년간의 조사결과를 이용한 종단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연우 외

는

년대 농정의 기본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농업인 의식변화 도시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충성도와 정책수요 개방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연간
등 높은 관심을 갖고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여건의 보도 실적을 보이는

위해

년부터

년까지 년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인 의

식구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변화를 파악하였다
김동원 외

도

년부터

년도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

한 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이용해

협상 이후 개방 농정기 농업인 의식변화

를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으나 단순한 추세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김동일 외

는

년과

이용해 가지 주제영역의

년 실시한 농촌지역 청소년 의식조사를

년간 의식구조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

지역 청소년 의식변화 추이분석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오세익 외

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국민의식조사 연구를 통해 기존에 실

시했던 유사한 조사와 비교연구를 수행하면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년간의
국민의식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 범위를 공익적 기능에 한정하였
고 분석자료도 횡단자료를 이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비농업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이다
이 조사에 대한 시계열 분석은

년

년

년

년 등 개년도 조

사결과 중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 평가 항목 등 일부 항목으로 추세분
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농업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 의식을 부정기적
으로 조사하여 발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의식변화를 조사하고 종단자료를 이
용해 추세를 분석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농업 농촌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
농민의 의식구조 변화
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
농촌 근로청소년의 의식구조 변화추이 분석
나라지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종단자료를 이용한 추세와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3.1. 연구의 범위
농업 농촌 의식변화 분석은 농업인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기
존 조사결과 중 최근

년

며 도시민의 경우 최근 년간

년

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
년

년 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분

석대상 문항은 종단자료 확보가 가능한 고정문항을 중심으로 의식변화를 파악
할 수 있는 문항에 한정하였다
이같은 조사결과 데이터를 활용해 농업 농촌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
식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
하였다
조사체계 정리 부분은 국민의식조사 문항 및 표본 재설계를 포함하여 조사
방법론을 정리하였다 조사문항 설계는 기존 조사문항의 체계 정리와 함께 타
산업 분야 국민의식 및 유럽 등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 농촌 국민의식
조사 문항과 비교 가능하도록 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2. 연구 방법
선행연구 및 타분야 국민의식조사 내용 검토를 위해 노동 통일 환경 등 타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일본

등 해외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발췌하였다

추이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해 온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
사 중 지난

년간의 조사결과

를 이용해 농업인의 의식변화 추이 도

시민의 의식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소비자인 도시민과 생산자인 농업인의
의식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종단자료를 이용해 농업인의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도시민
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식 등 주요 항목을 대상으로 순서형 프
로빗 모형을 사용해 유의미한 결과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체계 정리는 문항설계의 경우 지금까지 수년간 실시해 온 고정문항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문항별 조사 주기를 부여하고 여기에 해외 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여 향후 조사가 일정한 주기를 갖고 일관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본설계는 농업인과 도시민을 구분하여 농업인은 현지통신
원을 활용하되 전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민은 전국 성인남녀 인
구비례 적용을 검토하였다

3.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수행한 농업 농촌 의식조사 중 농업인의 경우
년간의 자료를 도시민의 경우

년부터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까지 년간의 자료를 활용

하였다 주요 분석 목적이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수년간의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매년 일정한 주기로 조사된 문항이 농업
인의 경우 농촌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 등 일부에 그쳤고 대부분 주기가 일정
치 않아 종단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시민의 경우도 일정한 주
기를 갖고 실시한 일부 문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농업인은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으로 농업인 전체를 대표한다
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이들은 매년 반복되는 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설문에 익숙하고 학습효과 등으로 농업인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적 분석을 포함하여 과거와 현재의 의식변화를 볼 수
있는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년 비교 년 비교

년 비교 등 다양한 주기의 비교분석

을 통해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조사목적에 상당부분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3.4. 연구 추진체계

선행연구 검토
국민의식 조사 현황 파악

조사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류와 정리

국민의식 변화 추이 분석

▪
▪
▪
▪

의식 관련 문헌 검토
타 산업분야 의식조사 자료수집
해외 주요국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사례 수집
국내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현황 자료 검토

▪ 농업인 조사 10년 데이터 정리 및 종단자료 확보
▪ 도시민 조사 5년 데이터 정리 및 종단자료 확보
▪ 데이터 분류 및 정리

▪ 확보한 종단자료 통계 처리
▪ 농업인과 도시민 각각의 의식변화 추이 분석
▪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차이 분석

주요항목에 대한
의식변화 요인분석

▪ 종단 자료 통계분석(순서형 프로빗 모형)
▪ 의식변화에 미치는 요인 분석
▪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제시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조사체계 정리

▪ 조사 문항 재설계
▪ 조사 표본 설계(도시민 조사를 중심으로)
▪ 조사 및 분석방법에 대한 정립

종합 및 시사점 제시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제시
▪ 조사체계 개선 방안 제시

제

장

국내외 국민의식 조사 동향

국민의식 조사 개념 정리

1.1. 의식에 대한 정의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라 할 때 의식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는 것
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에 대한
정의는 주장한 학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의식
전적인 의미로는

의사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 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깨어있을 때는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총칭하여 의식이라 한다는 것이다 의식과
함께 표현되는 비슷한 용어로는 인지 인식 자각 등이 있다
의식조사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 관념형태 또는 의식형태 에 관한
조사의 총칭으로 지적 판단 또는 의견이 조사의 중심대상이다 하지만 의식에

두산백과

는 피조사자의 생활사와 현재의 사회적 위치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동기나
정서가 뒤얽혀 있기 때문에 의식 표면층에서의 지적 판단만을 취하지는 않고
동기나 정서가 뒤얽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다
의식구조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병재

는 이를 신념체

계와 가치체계를 포함한 인간의 인지적 구조를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이밖에도 윌리엄

은 의식을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사

고 환상 개념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감각들이 혼합
된 것이라 하였다
김동일 등

은 농촌 근로청소의 의식구조 변화추이 분석 연구에서 의

식구조를 인간의 행동과 연결시켜 파악하고자 할 때 최소한 두 개의 요인 또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의식의 흐
름은 인지 과정과 평가 과정을 거쳐 행동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의 조사 범위는 경험적으로 측
정 가능한 인지와 인식 가치관 평가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1.2. 조사 대상에 대한 정의
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은 농업인과 도시민으로 한정하는데 농업인의 기준은
농지법이 정의하는 바에 근거한다 다만 이 조사연구의 목적이 정책연구 활용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경우 최종 정책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영농규모를 소유하고 생산활동이 활발한 독농가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을 주 대상으로 한다
현지통신원의 표본 크기는 지난

여 년간

년에는 대폭적인 정비작업을 거쳐 최종

샘플을 유지해 왔으며
샘플의 조사풀을 구축하여 대표

성을 강화하였다 이 조사풀은 농업경영인의 대표성을 어느정도는 확보했다고

농촌사회학회 제 집

할 수 있으나 농촌사회 구성원까지 충분히 포함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통신원의 구성이 전국 읍면당 명씩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해당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여론 주도
층 이라는 점에서 농촌사회의 종합적인 변화와 여론을 수집하기 위한 조사목
적에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민은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도시의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

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즉 농업이나 농촌과 관련된 공
급자와 반대 개념의 수요자로 정의한다 도시민 표본선정은 전국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하되 자신과 가족의 농업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함으로써 도시 수요자
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내외 국민의식 조사 현황

2.1. 국내 농업분야 국민의식 조사 현황
농업 농촌과 관련된 국내의 국민의식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주
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대표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농촌에 대
한 국민의식조사 는 연구원이 농업인으로 구성한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년부터 매년 실시해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년 이전에는 농업인의 의식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조사해 일부 학술지에 연구자료로 게재하는 수준이었다
년 이후에는 정식보고서로 발간되었으며 조사문항도 대폭 보강되어 그 이후 현
재까지 조사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년부터는 도시민 조사를 포함하여 조사

명칭도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로 변경하는 등 확대개편 되었다 조사
내용은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농촌생활 환경과 복지에 대한 분야 등 총

여개 문항으로 조

사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비교 공통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하

고 있다 도시민에 대한 조사 대상은
전국

개 광역시군 동

세 이상 성인 남녀 중 농촌 지역을 제외한

지역 거주자

명을 선정하여 방문면접 조사로 실

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외에도 연
구목적으로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년에는 최연우 등이

농정여론조사 농민의 의식구조변화 를 실시하여 도시화와 산업화가 농촌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였다

년에는 김종숙 등이 서울시내 학부

모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을 주제로 조사하
여

협상에 따른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년에는 박대식 등이 국민

명을 대상으로 농업 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

식 조사연구 를 수행하여 수요자 입장에서의 농업 농촌 정책수요를 제시하였다
년에는 오세익 등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를 실시하
여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홍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에는 유찬희 등이 최초로 한국 일본

년

의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
학계와 농업 유관기관에서도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간헐적으로 실
시되었으나

년 이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가 거의 유일

한 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년에는 김동일 등이 농업 근로청소년의 의식구조

변화추이 분석 을 연구하였고 농어촌공사
인의날 행사 추진위

와 농협조사부

농업

등이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대국민 인식제고 방안

을 제시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는 한국식품 해외소비자 의식조사 를 실

시하여 수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림 분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도 간헐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림경제학회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환원을 주제로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발표했으며

년에는 한국산

년에는 산림청이 산림에

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요를 발굴하였다
이밖에도 정책개발 또는 대국민 홍보 목적으로 농민단체와 한국농촌정보문화
센터 등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2. 비농업분야 국민의식 조사 현황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통일 환경 직업 산
림 등 특정 분야의 국민의식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밖에도 삶의 질 가치관
등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로 실시했으며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협력기획단이

년부터 년 주기

년부터는 매년조사로 조사 주기를 변경하였다 서울대학교
년부터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북한에 대한 인식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주요 측정 지표로 다뤄지고 있다
이밖에 주로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각 분야 국민의식조사는 정부출연연구기
관에서 소관분야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
는 드믄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여 사
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 조세부담 의식 복지 의식과 복지 정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를
례 실시했으며

년과

년 각 차

년에는 직업의식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국제비교

조사를 실시해 발표하였다
국토연구원은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를
으로 실시한 이후

년 만인

년과

년과

년에 같은 이름

년에 실시하였으며 국민

명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개발제한구역 조정 환경시민운
동 선계획 후개발 국토정책의 과제 및 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년부터 시작하여 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행정에 대한 인식 공
무원에 대한 인식 민간과 정부 비교인식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국민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를 통일연구원은 통일
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를 실시했으나 주기적인 조사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식품소비와 관련된 의식과 행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정부부처에서는 환경부가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년부터

년 주기로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조사항목
은 환경상황에 대한 인식 분야별 환경에 대한 인식 등 개 부분
실시하고 있다 조사 표본은

세 이상 국민

명을 전문가는

개 문항으로
여명을 선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학계나 관련단체에서 국민의 가치관 삶의 질에 대한 조사를 학술
목적으로 또는 정책 수요를 발굴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례 등이 있으나 지속
적이고 주기적인 조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3. 해외 농업분야 국민의식조사 현황
농업 농촌에 대한 해외 국민의식 조사사례는 일본과 호주

미국 등의 사

례를 조사하였다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이 식량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 의
식과 행동 에 대해 도시민 성인남녀

명을 대상으로 국산식품 선택 미래의

식량 수입에 대한 의식 향후 식량 자급률에 대한 의식 농촌의 역할과 농업 농
촌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모니터
명 농업인 모니터

명 등을 대상으로 식품 및 농업 농촌에 대한 의

식 의향 조사 를 통해 국산농산물 소비 의식과 자녀에 대한 농업승계 의향 등
을 파악하고 있다
또 농업관련 생산자와 소비자 등

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관한 의

식과 차 산업화에 관한 의식 도시농업에 관한 의식 등 주요 현안을 포함해
식량 농업 농촌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의식 의향 조사 를 실시하
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에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주관으로

년 유럽연합

개

명을 대상으로 식량안보 및 식품의 질 농촌에 관한 유럽인의

의식 조사를 통해 주로 식품 소비자 관점에서 식량안보와 식품구매 농촌의 공
익적기능 등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의식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세 이상 성인남녀

명을 대상으로 농촌의 당면문제 농촌

문제 해결의 주체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현실인식 농업 농업인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의 정당성 및 적정투입액 등을 조사하여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에서도

년 지역주민

명을 대상으로 식량 및 도시 농업

전략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요국들은 우리나라 농업 농촌 국민의식
조사와 유사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식에 기
초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있다
유찬희

는 한국 일본

의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비

교 연구 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민의식조사 결과
본 농림수산성 조사결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와 일

조사결과를 비교하

여 이들 국가 간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이 비교연구는
각 나라의 조사방식과 조사내용의 차이로 인해 직접 비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국제비교를 위한 문항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한 일

의 농업관련 국민의식조사 중 농식품 수입 농식품 구매기준 식량 자급

률 농업 농촌의 기능 농업 농촌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식 비교에 국한 하였으며 국내 자료
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체계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년 간 실시해 온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

식조사 는 몇 가지 측면에서 조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조사 문항설계로 조사가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
흐름을 추적하고자 하는 게 차적인 목적인데 최근

년간의 조사를 정리해 보

면 이같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관된 조사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즉
농업인과 도시민 의식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주요
측정문항이 유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이 매년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당해연도 관심사항 위주로 조사를 설계하여
종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매년

년

년

년 등 문항에 따라

일정한 조사 주기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주기를 고려하지 못
한점도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 유
사 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을 설계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조사 표본설계로 현재 농업인은 연구원이 보유한 독농가인 현지통신원
을 대상으로 조사해 농촌 주민의 의식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사
방식도 도시민은 방문 면접조사인데 반해 농업인은 우편조사로 실시되기 때문
에 농업인과 도시민의 조사결과를 비교분석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도시민의
표본설계도 조사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관성있
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제약이 있다
셋째 분석 방법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조사가 조사 표본 및 조사 방식이 이
원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의 통계처리나 분석은 양 그룹 동일한 조사
결과를 전제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하다
물론 이와 같은 조사체계의 미흡함이 조사결과 해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조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
후 이같은 제약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 조사가
보다 유용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문항과 표본을 재설
계하고 분석방법을 정립하는 등 조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부록 참조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체계 개선 구상 안

제

장

농업 농촌 국민의식 변화 추이 분석

분석방법

1.1. 분석 데이터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데이터는 농업인
도시민 년간 조사결과

년

년간 조사결과

년

년와

년 이다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한 항목만

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농업인 데이터는 연구원이 현장농업인으로 구성한 현지
통신원 전수

명 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조사표 매년 회

수율이 다름 중 유효 응답분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도시민 데이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만

세 이상 성인남녀

명을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실시하고 조사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방
문면접 조사로 진행한 결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1.2. 분석 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대상 측정 도구 은 농업인의 경우 지난

년간 조

사한 결과 중 농촌생활 만족도와 농업종사 만족도 등 의식변화를 측정할 수 있
는

개 문항을 활용했으며 도시민은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과 정책 수요 등
개 문항을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전망 등 농업인 및 도시민 공통문

항 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자료 통계처리는 통계프로그램인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 요인과 각 문항 간의 유의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인구특성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문항별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유의성 검증
을 위해 카이제곱
추가하였다

‧
‧

검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요인에 대한 설명을

‧
‧
‧

‧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변화 추이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지난 수년간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
어 왔으며 각각의 지표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농업 농촌의 여건변화 속에서
생산자이면서 공급자인 농업인들의 의식과 소비자인 도시민들의 의식변화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변화의 방향이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찾고자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데이터가 농업인과 도시민
별개로 이루어진 관계로 이 장에서도 농업인 의식변화 도시민 의식변화 농업
인과 도시민 의식변화 비교의 형태로 기술하고자 한다

2.1. 농업인 10년간 의식변화 추이
농업인의 의식변화는 최근

년간의 조사결과 중 주기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추

세분석이 가능한 문항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다만 농정평가 등 추세분석이 필
요하지만 종단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의 구간이 아니
더라도 비교 가능한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추세분석을 일부 시도하였다

조사 응답자 특성
지난

년간 의식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충남과

전남 경남북 거주자가 각각 전체의
령별로는

세 미만과

고졸 이상이
였으며

세 이상이 비슷한 수준이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로 다소 비중이 많았고 이중 대졸 이상도

영농 경력별로는
상이

내외 수준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연

명 중 명이
미만도

에 달하였다

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경작규모는

이

로 비중이 높았다 작목별 분포는 수도작

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과수 시설원예 축산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지대별로는 산간지대 준산간지대 포함 거주자가
고 도시근교는

에 그쳤다 연평균 소득별로는 천만원 미만 영세농가가

천만원 이상은

＼

로 다수를 차지하였

의 비중을 보였다 표

농촌생활 의식 변화
농업인들의 농촌생활과 관련한 의식변화를 현재의 생활만족도와 년 전후
년 후 전망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농촌생활에 대한 농업인들의 최근

년간의 만족도 변화는 현재 생활수준과

년 전 대비 생활수준 인식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년 후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 비율
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
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현재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발하여
에는

년까지

대를 유지해 오다가

년부터

대를 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년
를 상회해

로 출
년

년 전과 비교해

만족도가 배나 증가하였다
년 전과 비교한 생활 만족도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서
다

년부터

년

내외로 상승해 최근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

명중 명은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는 결과이다 그림

특성비교

농촌생활이 나빠졌다는 그룹은 60세 미만, 시설원예와 수도작 농가가, 좋아졌다는
농가는 과수농가와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현재와 비교한 년 후 농촌생활이 만족스러울 것으로 예상하는 추세는
년부터

년까지 매년 배씩 상승하다가

년 이후 뚜렷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촌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성비교

부정적인 전망은 60세 이상,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수도작과 시설원예 농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와 비교한
적인 전망은
으로 농업인

년

년 후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긍정

년

년

로 나타나 최근 기준

명 중 명 정도가 미래 농촌생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긍정
적인 전망치보다 배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같은 부정적인 전망치가
매년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다 표
특성비교

부정적인 전망은 영농경력 20년 이상, 시설원예와 수도작, 연평균 소득 1천만원

에서 3천만원 규모 농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생활과 비교한 농촌생활 수준 인식을 조사
한 사례가

년과

년에 있었는데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

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보다 못산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

농촌생활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불만족 이유 중 도시와 비교한 주거 및 생활여건이
준히 증가해

년에는

년

에서 매년 꾸

로 두 배 가까이 늘면서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시설에 대한 불만도는

대 선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일반인의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만요인으로 꼽은 비율은
년

년

에서

로 감소하였다 문화와 여가시설에 대한 불만도는 매년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어 농업인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해석 된다
표

이처럼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
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에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는 농업인은

년과

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래

명 중 명 정도로 나타났다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살고 싶다는 응답의 배가 넘는 것
으로 나타나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이 도시 이주 의향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농촌생활이 썩 만족스럽지 않고 미래 전망도 불투
명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고 오랜 삶의 터전을 바꿀 만큼 도시생활
에 대한 매력이나 유인 동기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현상
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경영에 대한 의식변화
농업인들의 경영과 관련한 의식변화를 농사 만족도 및 농업경영과 관련한
변화 인식 농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의 만족도 변화 타 산업과의 비교
농업 승계의향 농촌 거주 의향 등의 지표로 살펴보았다
당해년도 농사 만족도는 해당 지표가 조사된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년부터

년까지

대

년부터 불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당해년도 농사에 농업인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가를 유보한 계층을 제외하면
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 한다는 응답보다

명중 명
년 기준 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한편 불만족 사유로는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 악화 소득감소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소득 감소를 이유로
들은 비율은

년

년

건 변화를 이유로 꼽은 비율도

농업경영과 관련한
살펴보기 위해

년
년

에서

로 나타났고 농사여
년

로 높아졌다

개 지표들에 대해 농업인들은 어떤 인식변화가 있는지

년 조사결과와

년 조사결과를 이용해 각 항목별 점

척도를 가중 평균하여 점 만점으로 환산한 다음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 구조와 관련한 지표는 대체적으로

점미만이 대부분으로 소득

구조가 년 전보다 좋아졌다는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득이 향상되었다
아졌다

점 농가 자금사정이 좋아졌다

점 는 인식은

년과

점 농외소득 기회가 많

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

사 수익성 농산물 가격 농가부채 영농자금 등은
아졌다는 응답이

년 전보다 소

년에 비해

년이 좋

점씩 소폭 상승하였다

영농환경과 관련해서는

년과

년을 비교하면 농촌 일손 영농 농지

규모 농자재 수급 및 가격 농산물 유통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만족도가 떨어
졌다 특히 농촌 일손에 대해서는
장 낮으며

년과 비교해서도

년에 만족도가 점 만점에

점으로 가

점이 하락하는 등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

목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농사방법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나

년에 비해

년도에는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농업의 중요성 인식 정부의 농업인식 일반국민의 농업인식 농업인의 농업
애착 등 농업인식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년에 비해

점에서 최고

점까

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점대 중반 내외에 머물러 있어 농업과 관련된 인식전환
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

농업인의 의식변화 측정 항목 중 직업만족도 는 매년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
적해 온 지표이면서 농업에 대한 의식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농업종사에 대한 만족도는 점 척도로 조사하는데 만족한다는 응답 매우만
족 포함 비율만을 가지고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째 하락해

년에는

년

를 기록하면서

년 만족도는

였으며

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후 년
명 중 명만이 자신의 직업에 만

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특성비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그룹은 60세 미만, 대졸, 과수농가, 영농경력이 짧을수록
비중이 높았으며, 부정적인 전망은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수도작과 시설원예 농가, 산간지대,
소득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농업이 직업으로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농업인들의 주요 불만족 사유는 노력
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장래불안 정부의 관심과 지원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시기적으로
보면 보수가 낮다는 의견은
가

년도에

대

년

에서 매년

대 중반을 차지하다

로 낮아졌다 수입개방에 대한 의견은

로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년 다시
까지

년

로 증가하였다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의견은

대 중후반의 비중을 보이다가

졌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년에 들어

대

년
에서
년
로 낮아

년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밖에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이유도 들은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년도 들어

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표

반면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유로는 정년 없이 일할 수 있
다는 점을 가장 뚜렷한 장점으로 꼽았으며 이밖에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과 도시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점을 들었다 경제
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미만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
고 있으며 만족 요인은 경제 외적인 측면 즉 일하는 환경에 대한 장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직업으로서 타산업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의견이 유리
하다는 의견의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기 어려운 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같은 인식은 지난

년 동안 크게 달라지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리하다는 의견이
하다는 의견이 같은 기간

년

에서
에서

년

로 다소 낮아졌고 유리

로 소폭 상승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변화의 정도가 미약하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본인하기에 달렸다는 의견을 보여 많은 농업인이
자구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표
특성비교

불리하다는 의견은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수도작과 특작 농가에서, 소득이 낮을수
록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같은 농업경영과 관련한 의식은 농업승계 의향이나 이주의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농업승계 의향을
살펴보면 승계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어든 반면 승계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년과
년

년에 조사한 결과로
에서

에서

년

로줄

로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를

넘고 있어 이들의 생각이 실제 승계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은
가

년에

년

로 높아지면서 농업인

에서

년

로 소폭 줄었다

명중

명은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을 떠나겠다는 의향을 가진 농업인은
내외로 미미하였다 표
특성비교

농촌을 떠나겠다는 의견은 소득이 낮을수록,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

다.

농촌을 떠나겠다는 이유는

년에는 수입개방 경제적인 이유 농사 이외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 떠나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년에는 농사짓는 여

건 악화 수입개방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노동력 부족
등 농사 여건이 어려워서 농촌을 떠나겠다는 의견이 매년 증가해
에서

년에는

년

로 배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농사 여건 변화가

큰 사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농업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농업인들은 정책과 여건을 포함해 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식변화를 보는 지표로는 식량 자급률
에 대한 견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관련한 의식 농가에서 느끼는 경영위협
요인 등이다
식량 자급률에 대한 견해는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서

년

년 만에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년
년

년

에

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현재 수준을
에서

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로 낮아지는 등
수준에서 소수로 나타

났다 표
특성비교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60세 미만 그룹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영농경

력이 짧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시 경작면적 조정에 대한 의사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
다는 응답이

년

에서

는 응답이 같은 기간

에서

정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농업인이

년

로 줄어든 대신 축소할 계획이라

로 소폭 증가하였다 협상결과에 따라 조
년

에서

년

로

정

도 증가하였다
년부터
가가

년까지 년간 조사한 농가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

내외로 가장 높고 인력부족 문제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확대도 주

요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상조건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한 농가가
년
표

에서

년 만에

로 증가하여 주요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2.2. 도시민 5년간 의식변화 추이
도시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는
년 주기로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년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나

년 조사결과부터

년까지 최근 년

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년간 지속적으로 조사한
문항 중심으로 추세를 분석하고 종단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의 구간이 아니더라도 일부 추세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 응답자 특성
지난 년간 도시민 의식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인구비례에 의한 표본 설계로 서울
응답자의
밖의 지역은
반시가

인천 경기

로 수도권이 전체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 울산 경남이

그

내외 비중을 보였다 지역 규모별로는 특 광역시가

일

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와 남자가 각
로는

대 이하가

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으며 연령별
대가

다 직업은 블루칼라 자영업 주부층이 각
도

였으며 학생층은
학력은 고졸 이하가

수입은
다 표

만원 미만이

세 이상이

의 비중을 보였

내외로 나타났고 화이트칼라층

였다
였으며 대졸 이상은
였으며

만원 이상은

비중이었다 가구당 월
의 비중을 보였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과 수요
도시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과 수요는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관
련성 인식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과 투자 의향 농촌 이주 의향
농촌에서 하고 싶은 일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 식량자급률에 대한 견해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도시민들의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년
서

년

년

로 상승하였다 자신과의 관련성 인식은

에서

년

년

에

로 상승하는 등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도와

관련성 인식이 상승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그림

도시민들은

개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

고 있는지 찬성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년부터 가장 찬성

의견이 증가한 항목으로 초 중 고 교과과정에 농업 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는 항목을 들 수 있는데

년

에서

년

으로 증가하여

학생들의 농촌 체험을 대부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는 의견과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는 의견에 대해서도

명

중 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는
의견과 농업이 축소되면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도 약해질 것 이라는 의견에 대
해서도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찬성률이 년 전에 비해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찬성률이 낮은 항목들은 자녀의 농업종사 농업 농촌의 발전 가능성
농업에 대한 세금 부담의향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등으로

내외로 나타

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과 비교해 싸다는 인식도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과잉투자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에 그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도가 찬성하고 있어

농업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특성비교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많을수록, 블루칼라와 주부층, 학
력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 ․

‧

‧

도시민들은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 즉 식량안보와 자연환경보
전 국토균형발전 전통문화 유지전원 생활의 공간 등의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는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년에는

년 조사에서는 가치를 인정하는 비율이

내외로
였으나

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같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는 도시
민은

년
년에는

에서

년까지

로 증가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

로 낮아졌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은

명 중 명 정도가 가치를 인

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부담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특성비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은 서울거주, 여성, 30세 미만의 젊은층,

주부, 수입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수준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은 자급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년

를 기록했으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의견이

에서

년

내외로 나타났다

년에는 식량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전년
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로 나타나 식량자급률 유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식은 다소 희박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5.4 3.0

71.7

2008년

38.9

58.4

2009년

38.1

57.3

2010년

2.7

4.6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
현재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 된다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의향 즉 귀농 귀촌에 대해서는
년간

년부터

년까지

내외의 이주의향을 유지하고 있다 농촌 일자리 창출과 일손부족 해결

농촌사회 활력제고를 목표로
이주 의향은

년

에서

년부터 귀농귀촌 정책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나
년에는

로 감소하였다 그림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는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이유를 가장 많이 꼽고 있으나 이같은 이유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생계 수단과 안전한 농산물 자급이라는 경제적인 이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
데 건강과 자유로운 생활을 이유로 들은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 공동체 생활
경로사상과 인정 등 정서적인 이유는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종합하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명중 명꼴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측면이 이주의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경향이 나타나
는 등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추세로 풀이된다 표

농업 농촌 변화 인식과 정책 수요
농산물 시장개방은 도시민들의 입장에서 농식품 소비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으로 시장개방 수준 인식과 식품 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를 고
려한 농업정책 수립에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
대와 국산농산물 구매의향 식품 구매시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농업 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도 파악하였다

도시민들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
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으로 증가하여

년에는

년

에서 매년 지속적

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비율이 년새

증가하였다 그림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구입 할 것이라는 의견은
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년에는

년

에서

로 줄었다

반면 국산농산물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은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서

년

우선 고려하겠다는 의견이

를 기록하고 있다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을
년 이후 지속 증가해 가장 높은 비율

년

을 보이고 있다 그림
특성비교

수입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도 우리농산물을 쓰겠다는 지지층은 여자, 연령대가 높

을수록, 주부,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한 도시민들의 인식은 점차 국산농산물에
대한 지지도가 약해지고 가격과 품질을 우선하겠다는 실리적 소비경향으로 바
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민들의 식품구매 패턴을 채소 등 개 품목별 가격과 안전성 등 개 항목
으로 구분하여 구매시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항을 파악하였다 채소의 경우
년 가격에서

년 품질 맛 로

년부터는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육류의 경우는 안전성과 원산지가 주요 구매 기준이며 곡물은
년 가격에서 점차 원산지와 안전성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과일의 경우
에는 품질 맛 을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식품 구매시
안전성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표

도시민들은 가장 관심있는 농업정책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가장 많이 꼽
았으며

년부터 년간

내외의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산물 가격과 관련한 정책이 주요 관심사이며 매년 관심도가 증
가하고 있다

등 국제협상에 대한 관심도

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반면에 농촌복지와 지역개발은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농촌관광
귀농귀촌 정책 등에 대한 관심도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 표

․

도시민들이 느끼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이

년

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에서
년

년
에서

로 줄었으며 반면 관
년

로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촌지역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 증액 찬
성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로

년

에서

년

나 감소하여 도시민들의 농촌 주민 삶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

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특성비교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비율은 여자, 블루칼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3. 농업인과 도시민의 국민의식 변화 추이 비교
농업 농촌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변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해 최근 년간 조사결과 중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변화 비교가 가능
한 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농업의 중요성 미래전망 농업 농촌의 역할
인식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인식 차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 차이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 보다 도시민의 중

요성 인식 비율이 높았다 시기별로는
농업인

로

년 기준 중요성 인식이 도시민

의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민은

대 수준에서

일정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중요성 인식 비율이 매년 상승하
여

향후

년에는 도시민과 격차가

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역시 도

시민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를 보였다 농업인의 경우
그림

차이로 줄었다 그림

년

에서

년

로 낮아지는 추

대로 낮은 수준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 농촌의 현재와 미래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의 농업
농촌 역할로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연환경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꼽고 있다
다만 도시민의 경우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역할 중요성이
년

년

에서

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의 농업 농촌에 대한 역할로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나 현재의 중요성에
비해 절반 가까이 비중이 낮아졌으며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국토균
형발전 기능 인식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전원생활 공간과 관광 및 휴식
장소의 중요성은 크게 증가하여 농업 농촌의 미래 기능은 도시민들의 안식처
와 관광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 농촌의 역할로 현재에는 식량공
급 자연환경보전과 국토균형발전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미래에는 휴식
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농업 농촌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표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차이
농업인과 도시민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인식과 삶의 질
에 대한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도시민이
내외로 농업인이

내외로 나타나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만족도가

내외 차이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농업인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년

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

년

로 나타났다 그림

현재 자신과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삶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도시민 비율은

년

에서
은 기간

년까지 증가하다가
에서

년

로 하락하였다 농업인은 같

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추세를 종합해 보면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도시민

정도가 농업인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이 높다고 인식하는 도시민과 농
업인은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인 중심으로 보면 주거환경은 도시

에 비해 열악하다는 인식이 높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은 도시민과 큰 차이가 없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식변화 추이 요지와 시사점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농업인의 경우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년 지속적으
로 상승해

년 전보다 만족도가 배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 만족

도가 아직

대에 머무르고 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 비율이 긍정적인 전망치보다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중장기적
으로 농촌생활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불만요인은 도시와 비교한 열악한 주거 및 생활여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서는 문화와 여가시설에 대한 불만 비중
이 커지고 있어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년 전과 비교한 농업경영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은 소득구조와 관련된 항목
즉 소득향상 농가 자금사정 농외소득 기회 등의 만족도가 점 만점에
만이 대부분이고 이같은 결과는 지난

점미

여 년간 변화가 없었다 농사 수익성

농산물 가격 농가부채 등의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점 정도 높아졌으나 대부

분 만족도가 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농업인들은 소득구조가 과거

에 비해 나아진 게 없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득구조 개선에 관심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영농환경에 대해서는 농자재 수급 및 가격 농촌일손 부족 문제에 대
한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졌다 다만 농업에 대한 중요성 정부와 국민의 농업
인식 농업인의 농업애착 등의 농업인식 항목에서는 과거

년 전보다 긍정적

인 인식이 증가하였다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만족도가
년

로 증가해

년

에서

명 중 명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만족 요인은 경제 외적인 측면 즉 일하는 환경에 대한 장점을 높게 평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타산업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의견이 유리하다는
의견보다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이같은 인식은 지난

년 동안 크게 달

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노력이 요구된
다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지난 년간 매년 만족도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만족도가

초반에 있으며 불만족도가 배 가까이 높게 나

타나고 있어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농가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가가

내외로 가장 높고 인

력부족 문제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확대도 주요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농작물
재해 증가에 따라 기상조건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한 농가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재해보험 등 관련 정책이 확충되어야할 것이다
도시민

명 중 명 정도는 농업 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자신과 관련

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체험을 포함시
켜야 한다는 응답이 년 전보다

나 증가한

제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기여도 등에 대해 도시민

로 나타났으며 국가경
명 중 명이 인정하고 있

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민

만 찬성

하고 있다는 점은 비농업계의 농업예산 축소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로 주목된
다 다만 자녀의 농업종사 농업에 대한 세금 추가부담 농업의 발전 가능성 등

에 대해서는

명 중 명 정도만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에 고려해야할 점

으로 보인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인정은
이 없으며 세금 추가부담 의향이

수준에서 크게 변동

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어 공익적 기

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식량 자급률 유지 수준에 대해서
도 자급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감소 추세에 있다
도시민

명 중 명 정도는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이주

의향이 뚜렷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농귀촌의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측면이 이주 의향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다 현
실적인 유인책과 소득보장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도시민들의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의식변화는 시장개방
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가격이 비싸
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농
산물 시장개방을 바라보는 도시민의 의식은 다분히 소비자 측면의 고려가 크
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민들의 정책수요도 안전한 농식품 공급 친
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산물 가격 등 소비자 측면에서의 요구가 많았으며
농가 소득안정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등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에는 관
심도가 낮았다
농업인과 도시민의 국민의식 공통문항 비교에서는 농업의 중요성 인식과 한
국농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았다 농업인들이 보는

년 후 한국농업은

명 중 명이 부정적이다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업 농촌의 역할로 현재에는 식량공급 자연환경보
전과 국토균형발전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미래에는 휴식과 관광 자원으
로써의 농업 농촌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도시민 수요를 감
안한 농촌자원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거주지 주거환경과 삶의 질 만족도에서는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으나 차이를 좁히고 있다 농업인 중심으로 보면 주거환경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인식이 높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은 도시민과 큰 차이가 없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같은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에 농업인과 도시민의 인구특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종합해 보면 농업인의 경우 주요 지표에서 수도작과 시설원
예 농가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도시민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여성과 주부 블루칼라층에서 농업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에서는

세 미만의 젊은층이 상대적 부정층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농업 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수립이나 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들 취약층으로
분류된 그룹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표

인구특성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문항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만을 대상으로 해석하였다

제

장

농업 농촌 국민의식 변화요인 분석

분석대상 및 방법

1.1. 분석대상
농업 농촌 국민의식 변화요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이슈에 적합하고 향후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
의 대표 의식지표로서 논의가치가 충분한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인 의식조사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농촌
생활 만족도 삶의 질 평가를 지표로 선정하여 구성요인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도시민의 의식조사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평가와
도시민의 농촌복지예산 증액 의향에 대한 요인 변화효과를 추정하였다

1.2. 분석방법
농업인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한 직업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삶의 질 평

가 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과 도시민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한 농업 농촌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 찬 반 의향 결정요인 분석의 모든

종속변수는 리커드 점 척도로써 구성된 설문문항으로 일정한 순서

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우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관계를 분
석하는 방법으로 순서형 프로빗모형

을 사용할 수 있다

모형의 구성면에서 농업인의 의식조사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직업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 평가 문항을 종속변수로 하여 만족도 요인 중
장기 농업 농촌 평가 및 전망 조사대상자 특성 더미변수 등의 문항 을 설명
변수로 가정하고 그 관계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도시민의 의식조사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농촌복지예산 증액에 관한

찬반 의향 을 종속변수로 하여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향후

년 후 한국

농업 미래 전망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의식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 의향 그리고 인구특성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
수입 등을 설명변수로 가정하고 그 관계를 모형에 적용하였다
한편 의식조사 결정요인 분석의 종속변수가 척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
인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를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모형의 가설검정으로 최대우도추정법
의 대표적인 검정 방법인 우도비검정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을 적용
를 참조할 수 있다

종속변수가 순서를 지닌 경우에 오차항의 정규성과 공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실제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
수인    ′     ∼     는 측정이 가능한 ′ 와 측정 불가능한 로 나타낼
수 있다 더불어 실제로 관측 가능한 순서형     i f      ≤     ⋯ 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 사이에 순서가 존재하는 경우 결과 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만족도 요인 문항은 농사 만족도 거주환경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등 중장기 농업
농촌 평가 및 전망 문항은 년 후 농업전망 년 전 대비 농촌생활수준 평가 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등 조사대상자 특성 문항은 지대여건 연령대 교육수준 연평균
소득수준 등 더미 문항은 명목척도로써 농촌거주계획 및 영농형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설설정 및 분석결과

2.1. 농업인의 의식변화 결정요인 분석
표본 추출과 가설 및 변수 설정
농업인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조사 결정요인 분석과 의식변화에 따른 결
정 요인의 영향력 변화 분석에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모두 포
함하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농업인 의식조

사 자료의 경우 최근의 표본 개편

과 각 연도별 설문문항 간 동질성이 다

소 결여되는 제약으로 분석을 위한 패널자료의 구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
라 이 연구에서는 그 대체 방안으로 최근 농업인 의식조사 자료
교연도자료로서

년

년와비

농업인 의식조사 자료를 개별 분석 후 비교 논의하였

다 각 모형별 분석을 위해

년과

년 설문지에 동일하게 포함된 문항을

최대한 이용하였으나 각 연도별 설문문항 예시가 다소 불일치할 지라도 모형
설계 시 필수적인 요인일 경우에는 비교연도

문항의 예시에 맞게

년

문항을 다소 조정하였다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은 직업 만족도 에 관한 설문문항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만족도요인 농사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년 후 농업전

망 조사대상자 특성 지대여건 연령대 교육수준 연평균 소득수준 등을 설명변수
로 가정하고 기본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더미변수 농촌거주계획 영농형태 문항
을 추가하여 모형 구성에 이용하였다
년은 실질 농업생산액이
년과 규모면에서 동등하며
년
조원
년
조원 의식조사 문항의 구성면에서도 타 연도 보다 유사항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
라 분석의 비교연도로 고려하였음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고려변수들의 설명과 기초통
계량은 표

과 같다 종속변수로서 고려된 직업 만족도 는 평균적으로 보

통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과 비교하여

년에

소폭

하락하였다 설명변수로 고려된 변수 중 만족도 요인인 농사 만족도 또한 보
통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농업정책 만족도 는 불만족에 가깝게 조사되었다 특
히 농업정책 만족도 는
고려한 모든 변수들 중

년과 비교하여
년 대비

년에

년의 평가수준이 가장 악화된 변수로

꼽혔다 한편 조사대상자 특성으로 평야지역

년

년

하는 농업인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로는
년

하락하여 모형에서

대

에 거주
년

교육수준으로는 최종이수학력이 중 고등학교 졸업자
년

년

연평균 소득수준 임차료 비료 농약대 등의 비용은 제외 생

활비는 포함 으로는 천만 원에서 천만 원 구간에 평균적으로 응답하였다

주

괄호는 변수들의 표준편차임
연도별 기초통계량 관측치는

년

개

년

개임

농업인 의식조사의 모든 분석모형은 농촌거주계획 과 영농형태 를 더미변
수로 구성하여 추가 분석하였으며 이들 더미변수에 관한 응답 비율과 구성은
표

와 같다 농촌거주계획 문항은

거주 하겠다 는 응답이 대다수인
날 생각이다

년과

년 모두 농촌에 계속

를 차지한 가운데 모르겠다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생각이다 순으로 응답되었다

영농형태 문항은 수도작 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한 농업인
았으며

농촌을 떠

과수 노지채소

시설원예 특작 기타

이 가장 많

축산 순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은 농촌생활 만족도 에 관한 설문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만족도 요인 거주환경 만족도 농업정책 만
족도 중 단기 농촌생활수준 평가 및 전망 년 전 대비 농촌생활수준 평가
년 후 농촌 생활수준 전망 조사대상자 특성 지대여건 연령대 교육수준 연평
균 소득수준 등을 설명변수로 가정하고 기본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농업인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 모형 역시 기본모형에 더미변수 농촌거주계획 영
농형태 를 추가하여 좀 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고려변수들의 설명과 기
초통계량은 표

과 같다 종속변수로 고려된 농촌생활 만족도 는 평균적

으로 보통수준에 해당하며

년과

년에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

명변수로서 거주환경 만족도 는 평균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이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고

년

과 비교하여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년

에 만족도 수준이 소폭 상승한

년 전과 비교한 농촌생활수준 에 대한 평가는 평균

적으로 나빠졌다 는 의견이 많았으며

년이

년보다 부정적이었다

년 후 농촌 생활수준 전망 또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

괄호는 변수들의 표준편차임
연도별 기초통계량 관측치는

년

개

년

개임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 결정요인 분석은 나와 우리가족의 삶의 질 평가 에
관한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하위 만족도요인 직업 만족도 농촌생
활 만족도 정책 만족도 조사대상자 특성 지대여건 연령대 교육수준 연평균
소득수준 등을 설명변수로 가정하고 기본모형을 설계하였다 추가적으로 농
업인 삶의 질 평가 결정요인 모형 역시 기본모형에 더미변수 농촌거주계획 영
농형태 를 추가하여 분석을 세분화하였다 표

주

괄호는 변수들의 표준편차임
연도별 기초통계량 관측치는

년

개

년

개임

분석결과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결정요인은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문항을 종속변수
로 설정하고 만족도요인 농사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년 후 농업전망 조

사대상자 특성 지대여건 연령대 교육수준 연평균 소득수준 등을 설명변수로
고려한 순서형 프로빗모형

을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구성면에서는 기본모형과 더미 농촌거주계획 영농형태 변수를 고
려한 모형으로 구분하였고 설명변수의 영향변화 크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분
석모형과 방법을
표
결과

년과

는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우도비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검정
년과

년 농업인 직업 만족도 결정요인 추정의 모든 분석에서 로
과 카이자승 값  이

그 우도함수 값
였으며

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값도 모든 변수에서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이하로 계측되어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결정요

인에 관한 본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형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년과

년의 추정결과는 각각 표

표

과 같다 각 년도 모형에

관한 설명은 기본모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더미를 추가한 모형은 각 추가
된 더미의 항목별 영향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년도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농사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년 후 농업전망
연령대 변수가

연평균 소득수준 변수 등이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당해 연도 농사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와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년 후 우리

나라 농업전망이 희망적일수록 조사 대상자의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반
면 연령대는 낮을수록 직업에 만족하는 수준 정도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
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추정계수의 부호에 의하면 교육
수준은 낮을수록 직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에 의하면 농촌거주계획 더미의 모든 항목이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농형태 더미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였을 경우 농촌에 계속 거주 하겠다 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에 비해 농촌이외 지역으로 이주

이주 후 다시 농촌으로 귀향

다 에 응답한 농업인일수록 직업만족도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르겠






주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년도 직업 만족도 결정요인 추정결과에 의하면 농사 만족도
농업전망

연령대

며 농업정책 만족도

연평균 소득수준 변수 등이
교육수준 변수가

년 후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당해 연도 농사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와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년 후 우리

나라 농업전망이 희망적일수록 조사 대상자의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반
면 연령대와 최종 이수학력은 낮을수록 농업인이 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추정
계수의 부호에 의하면 지대 여건은 좋을수록 도시근교에 가까울수록 직업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에 의하면 농촌거주계획 더미의 이주 후 다시
농촌으로 귀향 항목을 제외한 농촌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모르겠다 항목이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농형태 더미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에 대한 설명은

년 모형의 더미변수에 관한 설명과 동일하다






주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표

은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효

한 설명변수들을 중심으로 오즈비를 계측하고 모형별 연도별로 정리한 내용이
다 오즈비

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설명변수 단위의 증

가가 종속변수 단위를 증가시킬 확률의 증감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순서형
프로빗 모형에서는 유효 변수들 간의 영향력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
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설명변수의 단위 증가가 농업
인 직업 만족도 단위를 증가시킬 확률의 크기는
년 후 농업전망
에서

년

년 농사 만족도

연평균 소득수준
년 후 농업 전망

수준

농업정책 만족도

가소득 정체현상과

농업정책 만족도
농사 만족도

연평균 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농

체결 증가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에 미래 농업에 관한 전망 수준의 영향력 정도가
다

년보

년에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인 직업만족도를 단위 감소시킬

확률은

년

준
만

순

교육수준
연령대

년 대비

연령대

에서

년

교육수

순으로 영향력 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지

년에 직업 만족도를 감소시킬 확률의 크기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더미변수인 농촌거주계획의 경우 농촌에 계속거주 와 비교하여 유효변
수인 농촌이외 지역으로 이주 와 모르겠음 을 선택할 경우 직업 만족도 단위
가 감소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시킬 확률의 크기는
보다

년에 더 컸다

년

주

는 각각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은 종속변수인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
도 문항과 설명변수인 만족도요인 거주환경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중 단기
농촌생활수준 평가 및 전망 년 전 대비 농촌생활수준 평가

년 수 농촌 생활수

준 전망 조사대상자 특성 지대여건 연령대 교육수준 연평균 소득수준 등의
문항을 고려한 순서형 프로빗모형으로 분석되었다 구성면에서는 직업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과 동일하다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표
다

년과

년 농업인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 추정의 모든 분석에서

로그 우도함수 값과 카이자승 값이
든 변수에서

와같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값도 모

이하로 계측되어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본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서형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에 관
한

년과

년의 추정결과는 각각

표

표

에 제시하였다

년도 농업인의 농촌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거주
환경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생활수준 전망 변수 등이
수가

년 전 대비 농촌생활수준 평가

년 후 농촌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연평균 소득수준 변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당해 연도에 농촌의 거주환경과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교한 농촌생활수준 평가가 좋을수록

년 전과

년 후 농촌생활수준에 대한 전망이 희

망적일수록 그리고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에 의하면 농촌거주계획 더미의 농촌이외 지역
으로 이주 가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영농형태 더미에서는 과수 노지

채소 의 응답이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

이 동일할 경우 농촌에 계속 거주 하겠다 에 응답한 농업인에 비해 농촌이외
지역으로 이주 에 응답한 농업인일수록 농촌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일 견해가 높
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주 후 다시 농
촌으로 귀향

모르겠음 에 응답한 농업인 또한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영농형태에서는 기준변수인 수도작 에 종사하는 농업인보다 과수 노지
채소 에 종사하는 농업인일수록 농촌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견해가 높았고 비
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기타 영농형태에 종사하는 농업인도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년도 농촌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거주환경 만
족도

년 전 대비 농촌생활수준 평가

소득수준 변수 등이

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연평균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농업정책 만족도 변수가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년과 유의수준에서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 해석자체에서는 동일하다

한편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에 의하면 농촌거주계획 더미의 농촌이외 지
역으로 이주

모르겠다 등의 항목이

태 더미에서는 과수 노지채소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영농형

원예 특작 기타 의 응답이 각각

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은
과 동일하지만 더미변수의 통계적인 유의수준이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년

년보다 다소 증가하여

변수의 해석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확보되었다

주

유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표

는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

효한 설명변수들을 중심으로 오즈비를 계측한 이후 모형별 연도별로 정리한 내용이
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설명변수의 단위 증가가 농업
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단위를 증가시킬 확률의 크기는
만족도

농업정책만족도

평가

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준

순에서

년

균 소득수준
이와 같이

년 전 대비 농촌생활수준

거주환경 만족도

촌생활수준 평가

년 거주환경
연평균 소득수
년 전 대비 농

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농업정책만족도

년과 비교하여

연평
순으로 나타났다

년 농촌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설명변수

들의 영향 정도가 변한 이유는 정부의 농촌정책에 관한 예산확보와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서 농업정책 만족도의 영
향 정도가 둔감한 반면 최근 급격하게 농촌생활 및 정주 여건이 변함에 따
라 농촌생활 만족도에서 중장기 전후 대비 농촌생활 평가 요소가 미치는
영향 정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더미변수인 농촌거주계획의 경우 농촌에 계속거주 과 비교하여 유효변수인
농촌이외 지역으로 이주 와 모르겠음 을 선택할 경우에 농촌생활 만족도 단위
를 감소시킬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시키는 확률의 크기는
년보다

년에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농형태별 더미에서

는 기준변인인 수도작 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비교하여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등 조사된 모든 영농형태의 농업에 종사할 경우 종속변
수인 농촌생활 만족도 단위를 증가시킬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

는 각각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결정요인은 나와 우리가족의 삶의 질 평가 에 관한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로서 하위 만족도요인 직업 만족도 농촌생
활 만족도 정책 만족도 조사대상자 특성 지대여건 연령대 교육수준 연평균 소
득수준 등의 문항을 고려하여 순서형 프로빗모형으로 분석되었다 구성면에서
는 직업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과 동일하다
표
년과

은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 결정요인 분석의 적합도 검정결과이다
년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 결정요인 추정의 모든 분석에서 로그

우도함수 값과 카이자승 값이
값도 모두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하로 계측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 결정요인에 관한 본 연구모

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순서형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농업인 삶의 질 평가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년과

년의 추정결과는 각각 표

표

에 제시하였다

년도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직업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연평균 소득수준 변수 등이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 연도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
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추
정계수의 부호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지대여건이 좋을수록 도시근교에 가까울
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최종 이수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응답자의 주관
적인 삶의 질 수준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에 의하면 농촌거주계획 더미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고 영농형태 더미에서는 축산 만이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였을 경우 수도작 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비해 축
산 에 종사하는 농업인일수록 삶의 질 평가에 부정적인 응답이 높음을 의미하며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타 영농형태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한 동일
한 견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년도 삶의 질 평가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농촌생활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연평균 소득수준 변수 등이

직업 만족도 변수가

유의수준에서 지대여건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교육수준 변수 등이

의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유
년과

유의수준에서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 해석자체에서는 동일하다
한편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 또한 농촌거주계획 더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고 영농형태 더미에서는 축산 만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년 추정결과와 동일하였다






주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는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

효한 설명변수들을 중심으로 오즈비를 계측한 이후 모형별 연도별로 정리한 내용
이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일정할 경우 설명변수의 단위 증가가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 수준 단위를 증가시킬 확률의 크기는
농촌생활 만족도
순에서
수준

년 농업정책 만족도

직업 만족도

년 농촌생활 만족도
직업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수준
연평균 소득
년과 비교하여

년 설명변수 간의 영향력 순서는 변한 반면 변수간의 영향력 크기 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영향력 정도에 관계없이 농업인이 삶의 질을 평가할 시 모두 중
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라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 시에 본 연
구모형에서 고려한 모든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농촌생활 만족도 가 직
업 만족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의 격차가

년에 더 확대

되었다는 측면에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농촌생활 만족도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주

는 각각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분석결과 요지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도별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지표로서 직업 만족도 농촌관련 지표로서 농촌생활 만족도 농업정책
지표로서 농업정책 만족도 등의 설명변수가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고 유효변수의 오즈비
비교년도

크기 및 영향도 순위를

년 의 추정결과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농

업인의 삶의 질 평가 하위 지표로서 직업 만족도와 농촌생활 만족도의 결정요인
분석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에는 농촌생활 만족도 가 직업 만족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년과 비교하면 농촌생활 만

족도 의 영향력은 증가한 반면 직업 만족도 는 감소하였다 농업인의 직업 만족
도에서는 농가소득 정체현상과

체결 증가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확

실성이 증가하면서 미래 농업에 관한 전망 수준의 영향력 정도가

년보다

년에 더 커졌다 또한 농촌생활 만족도에서는 농촌 환경이 최근 급격하게 변
함에 따라 농촌생활 만족도에서

년 전 대비 농촌생활 수준 평가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두 분석 모두 농업인의 중장기 농업 농촌의 평가와 전망
요인이 중요해 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 농촌 정책 수립 시 정책의 수용자에
게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중요하며 아울러 수용자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시행정책에 반영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2. 도시민의 의식변화 결정요인 분석
표본 추출과 가설 및 변수 설정
도시민 의식조사 자료는 매년 표본을 재구성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일
반적 횡단면 자료이며 이러한 이유로 도시민의 의식변화 결정요인을 분석
하기 위한 패널자료의 구성은 어렵다 이에 따라 도시민 또한 농업인과 같
은 대체 방안으로 최근 도시민 의식조사 자료

년 와 비교연도자료로서

년 도시민 의식조사 자료를 개별 분석 후 비교 논의하였다

도시민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결정요인 분석은 농업 농
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에 관한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평소 농
업 농촌문제 관심도

년 후 농업 전망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입장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령대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등을 설명변수로 가정하고 기본모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농업
의 중요성 문항을 더미변수로 추가하여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에 대한 설
명력을 높였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 분석을 위하여 고려한 변수들의
설명과 기초통계량은 표

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로 고려된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은 평균적으로 보통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년과 비교해

년에

소폭 상승하였다 평소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는 평균적으로 보통 으로 응답되었고
년 후 농업 전망 수준 또한 보통 이였지만
에 약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과 비교하여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은

년
년과

년 모두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산물 시장개방 의식 은 기본
적으로 농업보호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보호에 대한 응답률에서

년은

정도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조사대상자 특성의 경우 연령대는 평균적으로
년

년과 비교하여 농업
대

년

점

점 가 많았고 교육수준으로는 최종이수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자 월평균 가구소득은

만원 미만에 평균적으로 응답하였다

주

괄호는 변수들의 표준편차임
연도별 기초통계량 관측치는

년

개

년

개임

도시민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에서는 농업의 중요성 을 농
촌복지 예산 증액 찬반 의향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세금추가 지불의향 과 농업의 중요성 문항을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추가 분석하였으며 이들 더미변수의 빈도와 비율 구성은 표
농업의 중요성 은
는 응답이 각각

년과

년 모두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할 것 이라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해질 것
중요해질 것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덜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세금추가 의향 은
찬성 포함

과 같다

반대 적극 반대 포함

년에 찬성 적극

잘 모르겠다

순으로

나타난 반면

년에는 반대 적극 반대 포함

잘 모르겠다

찬성 적극 찬성 포함

순으로 집계되었다

도시민의 농촌복지예산 증액 의향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은 농촌복지
예산 증액 찬반 의향 에 대한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농촌복지 예산
증액과 관련한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인식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삶의 질 수준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

자신과 가족의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령대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설명변수가 도시민의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공익적기능 관련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중요성 등의 명목변수를 더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농업의

위에서 고려한 변수들의 설명과 기초통계량은

표

와 같다 이들

변수 중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은
퇴후 농촌 거주 의향 인구특성 등은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분
석 부분의 고려변수에 관한 설명과 동일하다 현재 거주지의 주거환경 만
족도 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수준 은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주

괄호는 변수들의 표준편차임
연도별 기초통계량 관측치는

년

개

년

개임

분석결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농업
농촌 가치 인식 가지

정책여건 가지

생활여건 가지

인구특성 가

지 등을 설명변수로 고려한 순서형 프로빗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은 기
본모형과 농업의 중요성 더미를 추가한 모형으로 구성하였고 기간의 흐름
에 따른 설명변수의 영향변화 크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과 방법을
년과

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분석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과 같다

년과

년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추정의 모든 분석에서 로그
우도함수 값과 카이자승 값이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형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년

년 추정결과는 표

표

와 같다

년 도시민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퇴 후 농촌 거주 의향 등 총 개의 변수가

년 후 농업 전망

은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

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평소 농업 농촌문제
에 관심이 많을수록

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전망할수

록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이 높을수록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농업의 중요성 더미를 추가한 모형에 의하면 농업의 중요성 더미
의 농업이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하다 가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였을 경우 농업의 중요성을 묻는 조
사문항에서 농업이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조사대상
에 비해 농업이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하다 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일수록
공익적 가치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을 시사한다






주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년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결정요인 추정결과에 의하면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식

년 후 농업 전망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등 총 개의 변수가

농산물 시장 개방 인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농업 농촌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년 후 농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수록 농산물

시장 개방 인식이 비 개방에 해당할수록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이 많을수
록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인구특성에서는 교육수준이 고학력일수록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의 중요성 더미 추가한 모형에 의하면 농업의 중요성 더미의
현재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중요해질 것
요해질 것 이라는 항목이
에 대한 설명은

와

현재와 미래 모두 중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 이

년 모형의 더미설명과 동일하다






주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은 도시민의 공익적가치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 통계

적으로 유효한 설명변수들을 중심으로 오즈비를 계측하고 모형별 연도별
로 정리한 내용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설명
변수의
확률은

단위 증가가 도시민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년에는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문제 관심도
는
도

교육수준

인식

평소 농업 농촌

년 후 농업 전망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단위를 증가시킬
순에서

년에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
년 후 농업전망

농산물 시장 개방

순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인 농업의 중요성의 경우 기준변인인 현재도 중요하지 않으나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와 비교하여 유효변수인 현재는 중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또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
해질 것이다 을 선택 시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단위를 증가시킬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시킬 확률의 크기는
에 더 증가하였다

주

는 각각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년보다

년

도시민의 농촌복지예산 증액 의향 결정요인은 농촌복지 예산 증액 찬
반 의향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평소 농업 농촌 문제 관심도
촌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
도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수준

농

현재 주거환경 만족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령대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등을 설명변수로 고려한 순서형 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세금추가 의향

농

업의 중요성 등의 명목변수 문항을 더미로 추가하여 농촌복지예산 증액 의
향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와 같다

확인을 위해 우도비율검정을 실시한
년과

년 농촌복지예산 증액 의향 결정

요인 추정의의 모든 분석에서 로그 우도함수 값과 카이자승 값이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형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농촌복지 예산 증액 찬반 의향 결정요인
모형에 관한

년

년 추정결과는 표

표

과 같다

년도 농촌복지예산 증액 의향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촌 거주 의향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은퇴 후 농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 등 총 개의 변수가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
는 평소 농업 농촌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 후 농촌 거주에 적극적일수록 현재 주거환

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촌의 복지예산 증액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
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에 의하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세금추가 의향 은 찬성 과 적극 찬성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

잘 모르겠다 에서

농업의 중요성 은 모든 항목에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였을

경우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세금추가에 반대하는
도시민에 비해 찬성 과 적극 찬성

잘 모르겠다 에 응답한 도시민일수록

농업의 중요성 에 대해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하지 않다는 도시민에 비해 그
외 모든 항목에 응답한 도시민일수록 농촌복지예산 증액에 긍정적일 견해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년도 농촌복지예산 증액 의향 결정요인 분석의 추정결과에 의하
면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

질 수준 등 총 개의 변수가

자신과 가족의 삶의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농업 농촌문제에 관심이 많을수
록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은퇴 후 농촌
거주의향이 많을수록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농
촌 복지 예산증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미변수를 추가한 모형에 의하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보전을 위한 세금추가 의향 더미의 찬성
이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모두 중요하다 는 항목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적극 찬성

잘 모르겠다 항목

농업의 중요성 더미는 현재와 미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년 모형의 더미설명과 동일하다






주

는 각각
분석에는 무응답 값을 제외한

표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개의 샘플을 사용함

는 도시민의 농촌복지 예산증액 찬반 의향의 오즈비를 각 모형

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했을 경우 설명변수의
단위 증가가 도시민의 농촌복지예산 증액 찬반 의향을 단위 증가시킬 확률은
년에는 농업 농촌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
도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수준
능 가치 인식
관심도

순인 반면

년에는 농업 농촌 공익적 기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평소 농업 농촌문제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세금추가 의향 더미의 경우
반대 와 비교하여 유효변수인 적극 찬성
도시민의 농촌복지예산 증액 의향
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찬성

잘 모르겠다 에 답변한

단위를 증가시킬 확률이 증가하는 것
년과

년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농업의 중요성 더미는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하지 않다 는 기준변인
과 비교해 현재는 중요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는 중요

현재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 라고 응답한 경우에 종속변수인 농

촌복지예산 증액 의향 을 단위 증가시킬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

는 각각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분석결과 요지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연도별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농촌복지예산 증액 인식에 대한 결정요인과 예산증액에 가장 크게 작

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평가에 대한 결정요인을 최
근 연도

년 와 비교년도

추정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

해 농업 농촌 예산 증액 시 도시민의 인식 및 공감대 형성에 부합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농촌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의향에서는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과 은퇴 후 농촌거주 의향 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에 대한 분석에서는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수준의 영향력 정도가

년보다

년에 더 증가하였고

년 들어

농산물 시장개방 인식 이 새로운 유효변수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복
지정책 및 농업정책의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도시민에게 농업 농촌 문
제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하여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에 대한 가치를 인식
시켜야 하며 농촌생활 및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거주에 대
한 희망의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분석의 요지 및 시사점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

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시행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
원회 전문 지원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년까지 년간

조

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에 따라
억 원을 투융자 하였으며 최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을 추진하여

년까지

년부터

년부터는

차

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년간의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농업인의 자신과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에 대한
평가는

년

에서

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년 이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투융자 노력을 생각한다면 농업
인 삶의 질 평가 수준의 변화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투융자 노력
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 수준변화에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 보는 것은 정책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중요하다
년과

년 농업인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에 의하면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에는 농촌생활 만족도 가 직업 만족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년과 비교하면 농촌생활 만족도 의 영향력은 증가

한 반면 직업 만족도 는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운용을 위해서는 농촌생활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
로 시행해야하며 부차적으로 직업 만족도 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
한편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 농촌 정책의 경우 지출 세액의 대부분을 도시가구에서 부담하고 있고 농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감소하면서 도시가구의 세액 부담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농촌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도시민의
이해와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년간의 농업 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의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대한 찬성 비율이
에서

년

로 급격하게 감소

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시민들의 농

촌 주민 삶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식결과를 반영하듯 국가 예산 증액 대비 농업부문 예산 증액은 매년 감소하였
다 특히

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축산식품부 예산은
기반 투자 사업도 같았다

늘어난 것과 비교하여 농림

증액에 그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복지증진과 농촌생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세액 확보

를 위해서는 도시민의 의식변화 요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도시민의 농업 농촌 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한 농촌복지 예산 증액
찬반 의향 연구에서는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과 은퇴 후 농촌거주

국가 전체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농촌개발 복지증진 예산은
감소하였다

년보다 오히려

의향 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즉 농촌복지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도시민 교
육 및 홍보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은퇴 후 농촌거주 의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정주여건 및 생활환경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높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제

장

요약 및 시사점

요약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말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시
해 온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활용해 지난

년간 농촌생활과

농업의 가치인식 등에 대한 국민의식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또 농업인의 직업의식과 도시민의 공익적 가치 인식 등 주요 지표에 대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사체계 정립도 시도하였다

1.1. 농업인 의식변화 추이 요지
농업인의 의식변화는 최근

년간의 조사결과 중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추세

분석이 가능한 문항을 중심으로 하였다
농촌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반면에

년 후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비율이

긍정적인 전망치보다 배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업인

정도는 경

제적인 측면에서 도시보다 못산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촌생활 불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와 비교한 주거 및 생활여건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에서

년에는

년

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당해연도 농사 만족도는

명

중 명 정도가 만족하고 있는데 불만족 사유로는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
악화 소득감소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을 꼽고 있다
농업경영 여건변화에 대한
지표가 대체적으로 점 만점에

년과

년 인식변화는 소득 구조와 관련한

점미만이 대부분이며 영농환경과 관련해서

는 농촌 일손 영농규모 농자재 수급 및 가격 농산물 유통 등 대부분의 지표에
서 만족도가 떨어졌다 특히 농촌 일손에 대해서는
점에

년에 만족도가 점 만

점으로 가장 낮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를 기록하면서

년

에서

년에는

명 중 명 정도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농업에 종사하는 불만족 사유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이유가 가장
크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장래불안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농업승계 의향은 지난

년간

에서

로증

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농가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생
산비 증가가

내외로 가장 높고 인력부족 문제와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확

대도 주요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상조건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한 농가
가

년

에서 년 만에

로 증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1.2. 도시민 의식변화 추이 요지
도시민의 의식변화는 최근 년간 조사결과 중 주기적인 조사자료가 확보되어
추세분석이 가능한 문항을 중심으로 하였다
도시민들의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자신과의 관련성 인식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 농촌에 대한 역할과 기능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
해왔는데 초 중 고 교과과정에 농업 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 농업이 잘못

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는 의견과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는 의견에 대해서도

명 중 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에 그치고 있으며 농산

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도가 찬성하고 있어 농업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비율이
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내외로 유지되
정도가 찬성

하고 있으나 찬성률은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다 식량자급률에 대해서는 자급률
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년

에서

년

를 기록하는 등

식량자급률 유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식은 다소 희박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사회 활력 제고를 목표로
있으나 이주 의향은

년

년부터 귀농 귀촌 정책이 크게 강화되고
에서

년에는

로 줄어들고 있는 추

세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살고 싶은 이유로는 생계 수단과 안전한 농산물 자급
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꼽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해 반대하는 비율이
에서

년에는

로 년새

년

증가하였다 하지만 농산물 시

장개방이 확대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구입 할 것이라는 의견은
년

에서

년에는

로 줄었고 국산농산물이 훨씬 비싸면 수

입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은 증가하고 있다
도시민들은 안전한 식품 공급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산물 가격과 관
련한 정책이 주요 관심사이며 매년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문제와 본인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지역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 증액 찬성 비율
도

년

에서

년

로

나 감소하여 도시민들의 농촌 주

민 삶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농업인과 도시민 의식변화 비교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 보다 도시민의 중
요성 인식 비율이 높았으며 향후

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도 도시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농업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농업 농
촌 역할로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요한 역
할로 꼽고 있으나 미래의 역할로는 전원생활 공간과 관광 및 휴식 장소의 중요
성이 크게 증가하여 농업 농촌의 미래 기능은 도시민들의 안식처와 관광기능
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도시민이
인보다 도시민 만족도가

내외로 농업인이

내외로 나타나 농업

정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자신과 가족의 전

반적인 삶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4. 의식변화 결정요인 분석 결과
농업 농촌 국민의식 변화요인 분석은 농업인의 경우 직업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삶의 질 평가를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도시민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평가와 농촌복지예산 증액 찬성 의향에 대한 요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업인의 의식변화 요인분석 결과 직업 만족도 결정요인 변화는
사 만족도
서

년 후 농업전망

년

년 후 농업 전망

연평균 소득수준
농사 만족도

년 농

농업정책 만족도 순에

연평균 소득수준

농업정

책 만족도 순으로 변화되었다 농업에 관한 전망 수준의 영향력 정도가
보다

년에 커졌는데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생활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업정책만족도

년 거주환경 만족도

년 전 대비 농촌생활수준 평가

연평균 소득수준 순에서
수준 평가

년

년

거주환경 만족도

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농

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
년 전 대비 농촌생활

연평균 소득수준

농업정책만

족도 순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에 비교한 농촌생활 평가 요소가 미치는 영

향 정도가 뚜렷하게 커진 점이 주목된다
농업인의 삶의 질 평가에서 삶의 질 수준을 증가시킬 확률이 큰 설명변수의
순위는

년 농업정책 만족도

균 소득수준 순에서
소득수준

년

농촌생활 만족도

농촌생활 만족도

직업 만족도

농업정책 만족도

연평
연평균

직업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삶의 질 수준에 농촌생활

만족도 가 직업 만족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촌생활 만족도 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도시민의 의식변화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결정요인이

년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년 후 농업 전망 순에서
농촌문제 관심도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년에는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교육수준

년 후 농업전망

평소 농업

농산물 시장 개방 인식

순으로 변화되었다
농촌복지 예산 증액 찬반 의향 결정요인은
기능 가치 인식

평소 농업 농촌문제 관심도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
농촌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
관심도

년에는 농업 농촌 공익적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수준 순에서
은퇴 후 농촌 거주 의향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년 농업

평소 농업 농촌문제
년과

년모

두 농촌복지 예산 증액 찬반 의향에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과 은퇴
후 농촌거주 의향 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평가되었다

1.5. 국민의식 조사체계 개선 구상
조사문항 재설계 방향은 농업인과 도시민을 구분하여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고정문항을 선정하였다 매년 격년

년 주기로 조사할 문

항을 선정하여 문항별 조사가 일정한 주기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도시민 비교문항 및 외국 조사사례와 비교문항을 추가 선정하여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과거 동일 문항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여 시간에 따른 추
세변화 등을 파악하고 응답자 직업 연령 학력별로 의미 있는 통계치를 생산해 집단
간 특성 차이 비교한다 이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문항별로 분산분석

에

의해 집단 간 차분석 문항간 상관분석 회귀분석도 실시한다
표본설계 방향은 농업인의 경우 현지통신원

명으로 표본을 설계 농가경제

통계 인구 비중 기준 하며 도시민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이용해 전국

세 이상 성

인 남녀를 표본으로 구성한다

시사점

농업 농촌에 대한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에는 지난 수년간 몇 가지 측면에
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농업인의 경우 농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은 농촌생활이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다 다만 년 후 또
는

년 후 농촌생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견해보다 압도적

으로 높았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 농촌에 대한 중
장기 정책방향 제시와 비전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인은 소득 감소와 농사여건 변화를 이유
로 꼽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고 영농환경과 관련해서는 농촌 일손에 대해서
는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년과 비교해서도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농촌 일

손부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인의 농사 만족도는

명 중 명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미만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것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최근
년째 감소하여

수준이다 직업에 대한 불만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이 가

장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직업으로서 타산업과 비교해
불리하다는 의견도 유리하다는 의견의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농업인들의

직업의식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득안정 대책 등이 필요하다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가가

내외로 가장 높고 인력부족 문제와 시

장개방에 따른 수입확대도 주요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상조건을 위협요
인으로 인식한 농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제도 확충 등이 필요하다
도시민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은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은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세금 추가부담 의향이나 복지예산 증액 찬성 의견 비율
은 감소 추세에 있는 등 농업에 대한 지지도가 도시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명 중 명 정도가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 부담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민들이 농촌
에 이주할 의향은 명중 명으로 수년간 크게 변동이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측면이 이주의향에 영향을 더 미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보다 현실
적인 접근을 하는 추세로 분석된다 좀더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귀농귀촌 정
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 도시민들의 반대 의견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
로서의 인식은 점차 국산농산물에 대한 지지도가 약해지고 가격과 품질을 우
선하겠다는 실리적 소비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도시민들은
안전한 식품 공급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산물 가격과 관련한 정책이
주요 관심사이며 매년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국산농산물의 안전성과 가격경
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문제와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지역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 증액 찬성 비율
도 감소추세에 있어 도시민들의 농촌 주민 삶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이해를 제
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미래에는 휴식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농업 농촌 기능
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같은 수요를 반영한 지역개발과 농촌
관광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변화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수준
에 농촌생활 만족도 가 직업 만족도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농촌생활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
이다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결정요인은 미래 농업에 관한 전망 수준의 영향력
정도가

년보다

년에 더 커졌다 농촌생활 만족도에서는

년 전 대비 농

촌생활 수준 평가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농업 농촌 정책 수립 시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의향에서는

년과

년 모두 농촌복

지 예산 증액 찬반 의향에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과 은퇴 후 농촌거
주 의향 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평가되어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 제
고를 위한 홍보와 은퇴 후 농촌거주 의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정주여건 및 생
활환경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농업 농촌 공익적기능 가치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평소 농업 농촌문
제 관심도 수준의 영향력 정도가

년보다

년에 더 증가하였고

년

들어 농산물 시장개방 인식 이 새로운 유효변수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 농촌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시민에게 전달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도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 정도가 농업 농촌
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 확산에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이 연구를 통해 지난 수년간의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농업인은 직업으로서 공급자로서 농촌주민으로서 과
거와 비교하여 긍정적인 의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으나 미래 농촌생활에 대
한 전망은 어두운 분위기가 뚜렷하다 농업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소득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년간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세금부담이나 우리농산물 구매 의향 등의 구체적인 부분에
서는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 납세자이면서 소비자인 도시민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
야할 것이다

부

록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체계 개선 구상 안

문항설계 및 분석방법

1.1. 문항설계 개요
재설계 필요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조사를 매년 실시해 오면서 의
식변화 조사와 함께 당해년도 농정이슈에 대한 반응 조사를 병행함
고정문항의 조사 주기와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장기적으로 의식변화 흐름
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조사 내용과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문항 재설계가 필요함
재설계 방향
농업인과 도시민을 구분하여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고
정문항을 선정함 매년 격년

년 주기로 조사할 문항을 선정하여 문항별 조

사가 일정한 주기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비함
이와 함께 농업인과 도시민 비교문항 및 외국 조사사례와 비교문항을 추가
선정하여 농업 농촌에 대한 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

1.2. 문항설계 내용
농업인 고정문항
농업경영

농촌생활

국외비교 문항 등

년 주기

년 주기

년 주기

문항 선정

문항

도시민 고정문항
농업 농촌 의식
년 주기

농업 농촌 수요
년 주기

문항 재설계 개요

① 농업 경영
￭
￭
￭
￭
￭
￭
￭
￭
￭

‧

‧

년 주기

국외비교문항 문항 등
문항

문항 선정

￭
￭
￭
￭
￭
￭

② 농촌 생활
￭
￭
￭
￭
￭
￭
￭
￭
￭
￭
￭
￭
￭
￭
￭

③ 국외조사 비교문항
￭
￭
￭
￭

‧

④ 인적사항

‧
‧

① 농업‧농촌 가치 의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농업인과 공통문항

② 농업‧농촌 수요
￭

‧
‧

￭
￭
￭
￭
￭
￭
￭
￭
￭
￭
￭
￭
￭
*는 농업인과 공통문항

③ 국외조사 비교문항
￭
￭
￭
￭

④ 인적사항

‧

문항 재설계 세부 내용

<농업 경영>
1) 귀하는 올해 농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이다

약간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 (위 문항에서 ①, ②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득이 줄었다

농자재 값 상승 등 농사여건이 나빠졌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었다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됐다

소비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졌다

기타

3) 귀하는 현재 농업인으로서 직업에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이다

약간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4) (위 문항에서 ①, ②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 소득 보장 미흡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농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다

기타

5) 농업이 다른 직업과 비교해 여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리하다

비슷하다

불리하다

본인 하기에 달렸다

모르겠다

6) 5년 전과 비교하여 농업경영과 생활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제시하는 항목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②

③

④

⑤

․

7) 귀하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8) 아래 제시하는 의견 중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②

③

④

⑤

․ ․

‧

⑪
⑫

9) 최근에 귀하는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까지 골라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3순위(

)

*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 개방 확대
일손 부족

농업 생산비 증가

판로확보 어려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조수 피해

농지 부족

가뭄 홍수 태풍 피해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

영농자금 압박

농업정책 오류

농가부채 증가

후계인력 부재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기타

10) 귀하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
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을 아래의 <예문> 중에서
선택하여 순서대로 각각 1위, 2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②

예문

․
․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균형발전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관광 및 휴식장소 제공
전원생활 공간제공

기타

12) 귀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이다

비슷하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13) 귀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이다

비슷하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14) 귀하는 농업에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15) 귀하는 우리나라 농업상황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비슷하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16)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우 비관적이다

비관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희망적인 편이다

17) 귀하는 앞으로 농업경영 활동을 몇 년간 계획하고 있습니까?
년 이하

년

년

년

년 이상

매우 희망적이다

<농촌 생활>
18)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의 올해 농촌생활 수준은 어떻습니까? (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마찬가지다

약간 좋아졌다

19) 귀하는 현재 농촌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이다

약간 불만이다

)

그저 그렇다

매우 좋아졌다

)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0) (위 문항에서 ①, ②번에 답하신 분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

교육 여건 열악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

문화 여가시설 미흡

기타

21)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거주 하실 계획입니까?
농촌에 계속 살겠다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 올 생각이다

모르겠다

22) (위 문항에서 ②③번에 답하신 분만) 농촌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농사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직업을 변경하여 돈을 벌기 위해
농촌의 생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변해서
노동력 부족 등 농사짓는 여건이 어려워서
농사규모를 늘려갈 전망이 없어서
자녀들이 도시에 정착해 있어서
농촌에는 농사이외에 할 만한 일이 없어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
기타

23)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매우 원만하지 않다

약간 원만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원만하다

매우 원만하다

24) 귀하가 거주하는 마을에 얼마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귀하는 올해와 비교해 5년 후의 농촌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매우 악화될 것이다

악화 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매우 개선될 것이다

26)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이다

약간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7)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8) 귀하는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29) 귀하의 현재 노후대책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매우 불충분하다

불충분한 편이다

보통이다

)

매우 높다

)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30) 귀하의 향후 노후 생활이 현재 생활과 비교해 어떨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매우 나빠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그저 그럴 것이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

31)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32) 귀하는 농촌생활이 도시생활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이 어느정도 격차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33) 도시생활 수준을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농촌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만
초과

34) 귀하는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 좋다

안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35) 다음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점으로,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점으로 하여 각 영역별 자
신의 행복점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보통
가장 불행한
상태

0점

1

2

3

4

5

6

7

8

9 10점

가장 행복한
상태

①
②
③
④
⑤

<국외조사 비교 문항>
36) (EU‧일본) 귀하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 좋다

안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

37) (일본) 귀하는 농가 수의 감소, 농업인의 고령화, 농산물무역 자유화, 농업소득정체 등 우
리농업의 당면과제를 고려했을 때, 다음에서 열거하는 항목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38) (일본) 귀하는 자녀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영농을 승계할 여부가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39) (EU) 귀하는 다음의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④

①
②
③
④
⑤

<인적사항>
A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도 또는 광역시

A2)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도시근교대도시 인근에 위치

평야지대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평야

A3)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 세 입니까? (만

세)

산간지대준산간지대

A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초등국민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A5) 귀하는 언제부터 영농에 종사하셨습니까? (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년부터)

A6)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A7) 귀댁의 영농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호당 경지면적

평 평균 농가 소득

만원 정도임을 고려해 자신의 영농규모를 판단

해 선택해 주세요
소농

중농

대농

A8) 귀댁의 연평균 소득(총 수입에서 샌산비는 제외)은 얼마나 되십니까?
백만원 미만

백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억원 미만

억원 이상

A9) 귀댁에서 월 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만원 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A10) 귀댁의 가족 구성원(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몇 명이십니까? (

명)

만원

<농업‧농촌 가치인식>
1) 귀하는 평소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2) 귀하는 농업농촌에
․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귀하는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가 나와 얼마나 관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계없다

대체로 관계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4) 귀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자세히 알고있다

5) 귀하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중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요하였지만 앞으로는 덜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6) 귀하가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을 아래의 <예문> 중에서
선택하여 순서대로 각각 1위, 2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②

․

예문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전통문화의 계승

국토의 균형발전

관광 및 휴식장소 제공

자연환경 보전
전원생활 공간제공

기타

7) 귀하는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
공익적 기능 또는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8) 귀하는 다음의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④

①
②
③
④
⑤

9) 국가정책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러
한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반대한다

반대하는 편이다

찬성하는 편이다

적극 찬성한다

10) 아래 제시하는 의견 중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 ․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잘 모르겠다

⑪
⑫

11) 귀하는 농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아래 제시하는 예시 중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각 1개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12) 귀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비슷하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13) 귀하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농업‧농촌‧식품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
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이다

비슷하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14) 귀하는 농업관련 직종의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이다

비슷하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15) 귀하는 현재 농업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16) 귀하는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반대한다

반대한다

보통이다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

17) 귀하는 우리나라 농업상황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비슷하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18)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우 비관적이다

비관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희망적인 편이다

매우 희망적이다

<농업‧농촌 수요>
19) 귀하는 은퇴 후 혹은 여건이 되면 귀농‧귀촌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잘 모르겠다

20) (위 문항에서 ③,④번 응답자만)귀농‧귀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자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기타 적을 것

21) (위 문항에서 ③,④번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귀농‧귀촌을 실천할 계획입니까?
년내

년내

년내

년 이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22)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동네)의 주거 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이다

약간 불만이다

그저 그렇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23) 귀하는 현재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질 수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24) 다음과 같은 식품을 구입하실 때나 외식을 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
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25) 귀하께서는 수입산 농식품이 국내산 농식품보다 저렴하다면 향후 어떻게 구매하시겠습니까?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26) 귀하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개선되고 있는 편이다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매우 개선되고 있다

27)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당하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28) 귀하는 농산물 시장이 현재보다 더 개방된다면 농산물 구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 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29) 귀하는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
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30) 귀하는 현재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
전혀 심각하지 않다

31) 귀하는 농촌생활이 도시생활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준이 어느정도 격차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32) 격차가 있다면, 도시생활 수준을 100이라 가정하였을 때 농촌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만
초과

33) 귀하는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 좋다

안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국외조사 비교 문항>
34) 귀하는 수입 농산물과 비교하여 국산 농산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래 표의 세부
문항에 그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귀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 아래 표 문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36) 귀하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국가에 식량을 원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37) 귀하는 농가 수의 감소, 농업인의 고령화, 농산물무역 자유화, 농업소득정체 등 우리농업
의 당면과제를 고려했을 때, 다음에서 열거하는 항목을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①
②
③
④

②

③

④

⑤

<인적사항>
선문

지역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대구

인천

충남

전북

선문

지역규모

특별 광역시

선문

성별

선문

귀하의 연령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광주
전남

세

만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일반 시

남자

만

대전

여자

세 미만 또는 만 세 이상 면접중단

선문

귀하는 농촌 읍 면지역 에서 년 이상 사신 적이 있습니까

선문

부모나 형제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배문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실례지만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초등 국민 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전문대 포함 재학 또는 졸업 이상

배문

귀댁의 가족 구성원 현재 같이 거주하는 가족 은 몇 명이십니까

명

배문

귀댁의 연평균 소득 총 수입에서 생산비는 제외 은 얼마나 되십니까

백만원 미만

백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천만원 미만

천만원

억원 미만

억원 이상

배문

귀댁에서 월 평균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만원 미만
만원

배문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농 임 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 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기술공 및 준전문가 컴퓨터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등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부 전기 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예 종사자 등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학생

전업주부

직업군인

무직

기타

모름 무응답

1.3. 분석 및 조사방법
분석방법
시계열 분석 기존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분석 실시
과거 동일 문항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여 시간에 따른 추세변화 등을 파악
응답자 특성 분석
응답자 직업 연령 학력별로 의미 있는 통계치를 생산해 집단간 특성 차이 비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문항간 교차분석 실시
도시민 농업인 집단간 비교
도시민 농업인 각 집단간 비교 분석을 통해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과 농업
정책 평가 차이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문항별로 분산분석

에 의해 집단 간 차이 파악

심층분석
통계치에 대한 기술분석과 더불어 기존 통계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질적 양적
결과 도출
문항간 상관분석 회귀분석 실시
상관분석 항목간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회귀분석 특정 항목의 변화에 따른 다른 항목의 변화 정도 영향력 를 파악
하기 위해 실시

조사방법

표본설계

2.1. 농업인(현지통신원)
표본 재설계 주요 방향

배경 및 목적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은

년 전면 재정비에 이어

년 부분 교체

작업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향 조정되어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현재 통신원은 독농가 경영주로 구성되어 농촌사회 분야 조사나 다양한 농촌
주민의 표본추출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지통신원 표본의 대표성 확보와 온라인 표본 확충이 고려된 표본
재설계를 통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조사에 활용하는데 목
적이 있음
추진 과정
표본 정의 다양한 농업정책 연구 수행을 위한 다목적 조사표본 설계

기존 현지통신원의 재정비

재정비 과정

년 월부터 월까지 개월간 진행

추출 기준
최근 년간의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와 계속활동 의사를 밝힌 자를 최대한 포
괄하였음
패널로써 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기본정보가 충실한 표본을 우선 선정함

지역은 경북

전남

품목은 논벼가

로 가장 많았고 경지면적은

이메일소지자

명

지역이 연령은
이고 핸드폰소지자

세 이상이
이상이
명

임

높음
차지함

신규 현지통신원의 표본설계

표본 설계 시 기준
최대한 많은 지자체의 통신원을 포괄함
품목은 세부 품목 기준으로 다양하게 구성함
샘플링의 우선 순위 지역 광역시도

지역 지자체

연령

품목

경작규모

신규통신원의 정보 정리
신규통신원의 분류 지역 연령 경작규모 품목
거주지 광역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 개 지자체로 분류
광역시도 및 광역시도 산하 시군 예 인천시 옹진군 는 제외함
연령 만

세 이상 고령자는 활동이 어려워 제외 단 제주 등 소수 지역 포함

경작규모 총 경작규모가



미만인 가구는 제외 소수 지역은 포함

품목 논벼 수도작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두류 서류 등 축산 기타 의
개로 분류함
신규통신원 분석 결과
명 중 명은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자로 제외
총

개 지자체 중 신규통신원은

명을 분석함

개의 지자체에 분포해 있었고

개

지자체에서 인원이 없음
각 시도별 부족한 지자체의 통신원은 기존의 통신원

명및

년 통신원

명 중 차용함 차용 시 한 지자체 당 가능한 명 이상을 차용하도록 함

주 연천 완도 의성 부천은 신규통신원 수가 적어 기존통신원 및

년 추천 통신원에서 일부를 충족함

부족한 지자체 및 연령대의 통신원은 기존통신원에서 충원
신규 통신원이 부족한 연령대 및 지역을 고려하여 기존통신원

명과

년 통신원

명의 샘플

명 을 차용하여 신규통신원

명과 합쳐

을 만듦
총

개 지자체 중 신규통신원이 없는 지자체는
명과

년 통신원 중 충원하여 총

개임 이를 기존통신원

개 지자체의 통신원이 분포되도록

구성함
신규통신원은 특히 제주 지역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존통신원
명 및

년 통신원

명 중 제주 지역 통신원은 모두 차용함

제주 지역을 모두 차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명이 부족함 부족한

명임 이는 목표치인

명에

명은 다른 지역에서 추가하되 지역별 인구비율에

따름

신규통신원은

대 이하 연령층은 특히 많고

임 따라서 기존통신원 중
는 제외한

대는 특히 적은 분포를 보


세 이상 연령층 및

미만 가구

대의 통신원은 모두 차용함

신규통신원은 수도작이 적고 과수가 많은 편으로 과수 재배 농가를 주로 제외함
신규통신원은

미만의 비율이 적고

이상의 비율이 많아 경작지가

적은 가구를 우선적으로 포함시킴
년 농가 경제 통계 비율에 근거하여

명 샘플링 결과

농가경제통계 목표비율에 최대한 접근토록 시뮬레이션 최종
지역은 제주가

부족하나 전체 지역균형상 문제없음 연령은

샘플 확보
세가

부족하나 조사표본이라는 특성 감안하면 큰 문제없음
이메일 소지

명

핸드폰 소지자

현지통신원 표본설계 결과

지역은 전남

경북

지역이 연령은

품목은 논벼가

로 가장 많았고 경지면적은

이메일소지자

이고 핸드폰소지자

임

대가
이상이

로 높음
차지함

2.2. 도시민
표본설계 계획

주민등록인구 활용 이유
인구총조사 인구 인구총조사 실시

년

월 후 년 가까이 경과하여 인

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추계인구 최근 자료이기는 하나 시도별 인구 자료만 있어 시군구 인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주민등록인구 가장 최신 자료이면서 시군구 인구 파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인구총조사와 추계인구보다 정밀한 인구 준거틀이라고 판단됨

표본추출

가장 최신의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동부의 만
수는

여만명임

년 월 기준

세 이상 성인남녀 인구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최신 자료를 토대로 시도별 성별 연령별
비례 배분
과거 조사자료와의 시계열 일관성 유지 필요

비례배분 방식 선택

주

세종특별자치시 동부 인구는 전체 인구의

에 불과하여

명 할당의 경우 약 명에 해당함

주

충남 표본 지점 중 개 지점 명 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배정하여 조사한 후 분석시 충남 세종 으로 할 것임

시도내 세부지역 층화
서울시와 경기도는 배분된 표본 수가 크고 지역내 인구사회 특성의 차이도
있으므로 표본 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지역으로 세부 층화

시도별 층별 할당표본 수를 기준으로

명 단위로 표본지점 수를 계산하고

층별로 차 추출단위인 동 표본수를 계산한 후에 표본 동을 인구수 비례확
률추출법으로 추출함
표본가구는 선정된 표본 동 내에서 표본 통을 추출한 다음 추출된 통리에
서 통장집을 기준으로 우측 위 으로 매 번째 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구를 선정함
표본지점 사전 점검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차 자료 등을 이용하여 선정된 표본지점
에 대한 사전 정보를 탐색함
차 자료검토 후 조사 불가능 지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 답사로 확인
후 표본지점 대체함

가중치 산출
표본설계에서 여러 단계에 걸친 표본추출 동 통 가구 등 이 이루어지므로
가중치에 의해 데이터를 보정할 필요가 있음
표본조사에서의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보정가중치 벤치마킹보정가
중치로 구분하여 산출함
설계 가중치 층별 추출률의 역수

응답률 가중치 할당표본수 조사된 표본수 응답률의 역수
벤치마킹 보정 공표시점 최신 행정정보 기준으로 보정

모수 추정
조사된 데이터는 최종가중치를 적용해 표본가중 통계량을 산출함

조사시 모든 문항에 최대한 응답을 받아 항목 무응답 특정 응답자가 일부
설문항목에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모르겠다고 한 경우 이 없도록 할 것임
또한 조사 후 사후적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이나 그래도 답변을 못할 때
는 무응답 대체 계획임
적절한 대체값으로 해당 무응답 항목의 값을 대체하여 완전한 데이터 셋을
만들 필요가 있음
항목 무응답을 그대로 두고 자료를 분석할 경우 문항별로 응답자 수가 달라
모수 추정에서 문항별 정도가 상이하게 되고 추후 차 분석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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