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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 에 한 정보제공  투명성 등과 같은 사업

선정 차, 구비서류  구비조건 등과 같은 사업신청조건이 보조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도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

보다는 사업선정 차에 한 만족도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보조  지원사업에 의한 소득증  등의 효과를 통한 보조  재신청 확 를 해서는 사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 차에 한 만족도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조  지원사업 선정

차에 한 만족도 향상 노력은 보조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신청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보조  사업에 한 정보제공, 의견반  등 사업선정 차 만족도 향상에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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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ject selection procedure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and transparency and project application conditions such as required 

documents and conditions on the satisfaction of agricultural subsidy support policy and 

re-application intention to support pig farmers in Jeju.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e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usiness selection procedure rather than to relax the business application condi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ubsidy support business.

Second, Need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usiness selection procedure rather than to 

relax the business application condi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subsidy re-application intention 

through the income increase effect by the subsidy support project. It is shown that the effort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election process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subsidy 

support project as well as re-application inten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the project selection 

proces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and reflecting opinions on the subsid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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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농   농가의 실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경 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등 좋지 않은 상황에 놓

여 있는 실정으로 향후 우리나라 농업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 상황에서 농업부분의 하나로 양돈산업

은 지 까지 우리의 식량자원으로써 양질의 단백질 공

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농업분

야에서 미곡 다음으로 많은 식량자원을 공 하는 역할

을 담당해 왔다. 그리고 양돈산업은 축산분야에서는 가

장 큰 생산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 상

승으로 인한 사료가격 상승, 정부의 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추가 으로 

발생하는 비용, 잦은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폐사율 증

가 등으로 농가의 생산비용 증가와 함께 가격 경쟁력 

하를 가져오고 있다[1].

2002년과 2007년에는 한·칠  자유무역 정(FTA) 

 한·미 자유무역 정(FTA)의 상 타결, 그리고 

2014년에는 한 자유무역 정(FTA)까지 타결돠었다. 

이로 인한, 축산시장의 개방, 즉 국내산 돼지고기보다 

렴한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의 수입으로 양돈산업은 

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0년  이후 양돈산업과 련된 다양한 환경의 변

화와 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양돈시설의 화와 

품질의 고 화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진행되어 왔

다. 이처럼 정부는 농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제

고를 하여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보조  정책

을 활용하고 있는데, 농축산보조 은 농축산산업의 균

형 인 발 과 사회  형평성을 유지하고,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목 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2].

세계 각국에서 농축산을 한 보조  지원정책은 시

장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와 자국의 농축산 유지, 

그리고 농가의 실질소득향상을 해 극 으로 활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가에게도 필

요한 지원정책 의 하나이지만, 아직까지 농축산 보조

 지원정책은 앙정부나 지방단치단체의 주도하에 

지원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에 한 의견 반 이 미진한 실정이며, 게다가 보조

 지원정책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문성 부족으

로 일 처리 는 일방 인 사업 추진으로 농가의 요구

와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차와 조건 등도 존재해 왔

다. 따라서 향후 보조  지원정책은 수요자들이 요구하

는 사항과 조건,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반 된 지원정

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제주지역의 양돈농가에 한 농업

보조  지원사업에 한 정보제공  사업선정 투명성 

등의 선정 차, 구비서류  구비조건 등 사업신청조건

에 한 정성 여부가 보조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재

신청의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여, 향후 농업보

조  지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은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보조  사업에 

한 태도, 보조  사업선정조건 등의 정성, 만족도의 

개념과 계를 악하고, 이들의 개념간의 계를 근거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다. 작성된 설문지는 교육

된 조사원들이 일 일 면 조사를 수행하며,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만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여 연구모형의 단일차원

성을 해하는 항목을 제거하는 등의 변수 정제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일반 으로 2단계로 수행되는데, 우

선 제1단계로  SPSS 19.0을 활용하여 탐색  요인분석

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며, 그 다음은 1단계 변수정제

과정을 거친 변수를 상, 즉 단일차원성이 검증된 변

수들만을 상으로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8.0을 활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 

그리고 변수정제 결과를 기 으로 보조  지원정책

에 한 태도, 보조  지원정책에 한 주  규범, 보

조  지원정책에 한 만족도, 그리고 효과로써 보조  

재선청 간의 계를 설정한 제안모형을 설정한다. 그리

고 제안모형에 한 수정 차를 수행한 후에 최 모형

을 선정하고, 이를 기 으로 연구가설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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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흐름도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농업보조금의 의미
농업보조 (agricultural subsidy)은 일반 인 보조

(subsidy) 에서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보조 으로 일

반보조 과 농업보조 에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고, 연구자와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WTO에서 바라보는 농업보조

은 개별 농산물에 한 시장개입뿐만 아니라 체 농업

생산과 농업발 을 해 취해지는 모든 형태의 국내정

책을 농업보조정책으로 보고 있으며, 농업보조정책에 

소요된 비용까지도 농업보조 에 포함하고 있다[3].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업보조 (agricultural 

subsidy)의 의미는 정부에 의해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각종 정책지원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개별 농가에 

한 지원뿐만 아니라 농조합이나 농수축산물을 생

산하는 기업 등 농업에 해 이루어지는 모든 정부지원

이 농업보조 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폭넓은 의미에서 농업보조 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범 를 보다 축소하여, 앙정부, 지방정

부 는 그 외 공공기 이 농수축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해서 지원되는 보조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2. 합리적 행동이론
Ajzen & Fishbein(1980)의 합리  행동이론은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

고 측하기 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이다. 합

리  행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특정 행동은 행동의도

에 의해서 결정되며, 행동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주  

규범에 의해서 결정된다[4]. 즉, 인간의 행동은 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 사안에 한 태도 는 정책에 한 태

도, 그리고 그에 한 주 인 차 는 규정 등의 주

 규범을 갖고 행동을 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

기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 사안 는 정책에 한 태

도와 주  규범을 통하여 행동과의 직 인 계를 

가정하기 보다는 행동의도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행

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합리  행동이론의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합리  행동이론은 경제학  에서 보면, 개인  

이익을 극 화하려는 기 효용(Expected Utility)원리

에 기 한 선택과 정치․경제학  차원의 의사결정이

론이라 할 수 있는데.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

들은 보조  지원정책에 한 내용과 개인이 느끼는 주

 규범으로써 지원 차의 복잡성 여부와 농가에게 

주어지는 득실의 인식여부에 따라서 보조  지원정책

에 한 만족과 불만족으로 연결될 것이며, 만족 시에

는 향후 재신청 행동 가능성이 증 할 것이지만, 불만

족할 경우에는 재신청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합리  행동이론은 인간이 어떤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때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래

할 지를 단하여 합리 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5]. 

즉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편익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되면 그 행동을 다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보조  지원정책에 한 

양돈농가의 행동에 해 다양한 연구  에서 양돈

농가의 다양한 이해 계  입장에서 양돈농가는 자신

의 기 효용을 극 화하는 합리 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172

는 것을 근거로 한다. 즉, 양돈농가는 농업보조  지원

정책에 한 만족 는 불만족이라고 느끼는 행동의도

가 재신청이라는 행동 결정시에 양돈농가의 효용을 극

화하는 합리  행동이론 에서 결정할 것을 가정

한다.

3.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요인들을 구체 으로 검토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요인에 하여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Young(1979)은 개인의 이익, 유인, 사회  압력, 강제

 법집행 등과 같은 요인이 향을 미친다고 하 고

[6], Coombs(1980)는 정책에 한 신뢰 는 불신[7], 

Anderson(1984)은 정책의 정당성, 개인의 이익 등으로 

분류하 다[8].

이시원과 하상근(2002)은 국민연  정책의 집행에 있

어서 국민연 정책의 집행에 악 향을 미치는 반행동

모형을 이용하 다. 독립변수로는 정책에 한 태도 요

인으로 정책의 소망성, 정성 등으로 분류하고, 정책집

행기  요인으로 신뢰성과 정통성, 정책 상집단 요인

은 인구사회학  배경요인, 심리  요인, 능력요인 등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9].

정정길 외(2006)는 원활한 정책집행을 하여 정책의 

내용과 련된 요인으로 소망성, 명확성과 일 성을 제

시하 고, 정책결정  집행기 과 련된 요인으로 집

행기 에 한 신뢰성 등을 제시하 다[10]. 그리고 하

상근(2010)은 정책집행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책집

행기 에 한 신뢰성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1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 로 하여 정책집행

기 에 한 신뢰, 즉, 정책집행을 한 정책집행기 의 

농업보조  정책집행에 있어서 보조 제도의 운 을 

집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조  정책의 내용  선정에 

한 태도, 정책집행에 한 주  규범으로써 보조

제도 운 에 해 주 인 느낌, 그리고 보조  집행

에 따른 만족도, 그리고 보조  집행에 따른 효과로써 

향후 재신청 등으로 요인들을 구성하 다.

표 1. 영향요인
요인 상 변수 하 변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선정절차 
만족도

① 보조금 사업계획 등 정보제공
② 보조금 사업에 농가 의견 반영
③ 보조금 선정과정의 적정성
④ 보조금 선정과정의 투명성
⑤ 보조금 신속집행(지급)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주관적 

규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조건 
만족도

① 보조금 사업 신청 조건
② 보조금 사업 신청 구비서류 조건
③ 보조금 사업 신청 절차의 편의성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만족도

① 보조금 지원사업 만족도
② 보조금 지원규모 만족도

4. 선행연구 및 차별성
4.1 선행연구
최근 선진국의 농업정책은 지속가능성을 핵심가치로 

부각시키고 있고, 이에 맞추어서 농가의 소득안정 정책

으로 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산 여건상 차

이는 있겠지만, 체 으로 시장에 한 정부개입 비

을 낮추고, 농정 산  농업소득 에서 농업직불  

비 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12].

보조  지원정책에 한 내용과 차, 그리고 만족도

와 효과와 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보면, 우선 농업

보조 의 효율성 측면에서 김용택(1997)은 농업보조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통 으로 보조하는 방식 그 

자체가 생산에 향을 미치는 방식과 보조에 련된 집

단의 이해가 변화함에 따라 정책결정에 향을 미친다

는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 고, 나 어서 분석할 수 

있다고 하 다. 여기서 통  방식은 보조 이 정치

으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료주의 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  과정을 내생화시키고 효과분석에 있어서 공공

선택론 방식의 용이 보다 효과 일 수 있다고 하 다

[13].

김태이 외(2012)는 공 보조 이 농가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향 분석에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불평

등 정도를 분석하 는데, 공 보조 을 제외한 농가소

득의 지니계수가 공 보조 을 포함한 농가소득의 지

니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 보조 이 농가소

득의 불평등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 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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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외(2011)는 농업보조  지원사업의 정 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의 정부 의존  경향 심화로 

농업 자생력 약화를 래할 수 있고, 직  지불 보조

이 확 되고 있지만, 논과 에 집 되어 형평성의 문

제를 래할 수 있으며, FTA 책사업의 경우 보조비

이 높고, 개별 경 체 지원이 많아 정부의존과 과수

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산․기  

집행  리체계의 비효율 인 측면이 존재하며, 정부

심의 투자로 인하여 외부 자본이 농업부문으로 진출

입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부작용을 래

한다고 하 다[3].

그러나 농업보조  정책의 집행  제도  측면에서 

다소 문제 은 있지만, 농업보조 의 당 인 측면과 

장기 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발 을 해 보다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야 한다는 

에 해서는 부분의 연구자들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

다.

한원구 외(2007)는 농업보조  지원사업을 상으로 

정책 평가지표와 평가지표 상호 계를 고려한 정책 평

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보조  정책설계의 합성, 

정책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정책결과로써 수혜자의 만

족도, 그리고 종속변수로 생산성 증  등을 정책의 효

과로 선정하고 평가하 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책의 내용, 차, 만족도, 그리고 보조  지원정책의 

효과로써 소득증  등을 통한 재신청을 사용한다.

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농업보조 과 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농업직불  제도와 련한 주제들이 부분이고 보조

이 지방재정과 행정에 미치는 향정도를 논하고 있

는 것이 부분이다. 하지만 농업보고 은 농업인의 소

득증 와 련하여 직불  지 을 통한 소득보  형식

이외에도 많은 산을 들여 다양한 보조 지원 사업들

이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히 농업직불  제도와 련한 연구

의 진행으로는 향후 농업보조  지원정책 수립을 한 

방향설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보조 과 련한 지원정책의 효

과에 하여 수혜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하여 사업내

용과 수혜자 의견반  등의 사업선정 차, 구비서류와 

조건 등의 사업신청조건에 하여 어떠한 인식들을 하

고 있는지에 연구의 을 두고 있다. 그리고 농업경

쟁력 강화를 하여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하고 있는 농업보조 에 한 문제를 제주특별자치

도의 축산농가를 상으로 실증 으로 다루고 있다. 구

체 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에서 기존연구들과 

추가 인 차별성이 있다.

첫째, 보조  지원정책의 내용, 보조  지원정책의 선

정을 한 구비조건과 같은 주  규범 변수를 포함한 

향변수  매개변수인 보조  지원정책에 한 만족

도가 소득증  등으로 인한 효과로써 보조  지원사업

에 한 재신청의사에 미치는 향구조를 분석함으로

써 원인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를 통합한 과정모형

에 한 검증이 이루어진다. 

둘째, 분석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련 연구들과 달리 

정책수혜집단의 효과로써 보조  지원사업 재신청에 

미치는 향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결과 변수들 간의 

인과구조와 경로를 밝히기 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활용하

여 보조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에서도 기

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농업보조

사업에 한 정보제공  의견반 , 처리의 공정성, 

신속 집행 등과 같은 농업보조  지원사업에 한 태

도, 구비서류  구비조건, 신청조건 등 사업수행을 

한 조건에 한 주  규범을 측정한다. 이들 태도와 

주  규범이 농업보조  지원사업에 한 반 인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고

자 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보조  지원사업 내용 

등 정책에 한 태도와 신청조건에 한 주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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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문항

사업
선정
절차

정보제공 보조금 사업계획에 대하여 잘 알려준다.
의견반영 대상자(본인) 의견을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에 잘 반영한다.
업무처리 
투명성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등 업무를 투명하
게 처리한다.

신속한 집행 보조금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운영과정 
만족도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과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사업
신청
조건

구비서류 
적정성 보조금 지원사업 구비서류가 적정하다.

사업이행조
건 적정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이행조건
은 적정하다.

사업신청 
절차 편의성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절차는 
적정하다.

사업 
만족도

내용 만족도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
규모 만족도 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해 만족한다.

재신청

지속 필요성 보조금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소득증대 
기여

보조금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증대에 기
여한다.

재신청 향후에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것
이다.

독립변수로, 보조  지원사업에 한 반 인 만족도

를 매개변수로, 보조  지원사업의 효과 측정을 한 

향후 재신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다. 구체 으로 독

립변수는 보조 지원의 내용(사업내용  사업계획고

지 등 정보제공, 수혜자 의사반 여부, 업무처리 공정

성, 신속한 집행), 보조 제도 운 인 측면(신청 차 

편의성, 구비서류 간소화, 이행조건)으로 이루어져 있

고, 매개변수는 보조  사업에 한 만족도, 그리고 종

속변수는 보조 사업의 효과로 소득증   보조  재

신청 등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항목은 보조  사업에 한 농가

의 태도와 보조  사업조건에 한 정성 여부, 그리

고 보조  사업에 한 반 인 만족도 등에 한 인

식을 측정하고자 하 다. 설문항목은 보조 사업에 

한 태도, 사업 신청조건, 반 인 만족도, 그리고 사업 

효과에 하여 리커트 5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측정하 다.

여기서 농업보조 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보

조  지원에 따른 산출량, 생산 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보조 이 농민

의 소득변화와 생산량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를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

가들의 실질소득 변화를 계측하기에는 실 으로 무

리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증   소득증  기여

에 따른 보조  재신청 의사 여부로 측정하고자 한다.

표 2. 요인 및 측정변수

합리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계의 인과 계를 표 하

면 다음의 [그림 2] 연구모형과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표본크기 산정
2014년 기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양돈 사육농가 

황을 보면, 700두 미만 양돈농가는 49개소(16.1%), 70

0～1,000두 규모의 농가는 50개소(16.4%) 1,000～2000

두 미만 농가는 96개소(31.6%), 그리고 2,000두 이상 농

가는 109개소(35.8%)이다. 구체 인 규모별 양돈농가 

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규모별 양돈농가 현황
계 700두

미만
1,000두 
미만

2,000두 
미만

2,000두 
이상

304농가 49농가 50농가 96농가 109농가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양돈농가를 상으로 

농업보조  지원사업에 한 만족도  재신청 의사를 

악하고자 하 다. 따라서 2014년 재 제주특별자치

도에서 양돈을 사육하고 있는 304 농가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고, 이들 모집단에서 연구의 상이 되는 표본을 

무작 로 추출하 다.

모집단의 크기가 주어졌을 경우, 표본의 크기는 다음

의 공식을 심으로 계산할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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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S : 표본의 크기

N : 모집단의 크기

P : 응답에서 “ ”와 “아니오”라는 답이 일어날 확

률 0.5

d : 허용오차 0.05

   : 유의수  5%에서  의 값 3.841

따라서 804농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의 공식을 

용하여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 다.

 


 ≑명

의 공식을 용하여 계산된 표본의 크기는 반올림

하여 170명으로 산출되었다. 정 표본을 확보하기 

하여 우선 170명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 고, 그 에서 

보조  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유효 표본을 확

보하기 하여 체 양돈농가 304 가구의 3분의 1 이상

을 최소 유효표본으로 선정하 다. 

우선 모집단 304 가구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180 가구의 설문을 회수하 다. 회수된 설문지  불

성실한 설문 6부를 제외한 174부를 유효한 표본을 선정

하 고, 그 에서 보조  사용경험이 없는 63가구를 

제외한 보조  사용 경험이 있는 농가 111가구를 분석

상으로 산정하 다.

Ⅳ.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체 유효응답 농가 수는 111가구이며, 이들 

농가의 일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인구통계학  

사항인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등에 해 빈도분석을 실

시하 다.

성별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2명(91.9%), 9명

(8.1%)으로 남성이 부분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30

가 12명(10.8%), 40 가 34명(30.6%), 50 가 41명

(36.9%), 그리고 60  이상이 24명(21.6%)로 나타났다. 

학력은 졸 39명(35.1%), 고졸 53명(47.7%), 졸 11명

(9.9%), 국졸 8명(7.2%)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미만 10명(9.0%), 10년 미만 14명(12.6%), 

15년 미만 17명(15.3%), 20년 미만 39명(35.1%), 그리고 

20년 이상 31명(27.9%)으로 나타났다.

표 4. 표본의 분포
표본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2 91.9 
여성 9 8.1 

연령
30대 12 10.8 
40대 34 30.6 
50대 41 36.9 

60대 이상 24 21.6 

학력
국졸 8 7.2 
중졸 11 9.9 
고졸 53 47.7 
대졸 39 35.1 

경력

5년 미만 10 9.0 
5~10년 14 12.6 
10~15년 17 15.3 
15~20년 39 35.1 
20년 이상 31 27.9 

2.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해서 주성

분 분석을 사용하 으며, 요인 재치의 단순화를 해 

직교회 방식(Varimax)을 채택하 다. 타당성 검증을 

한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보조  지원사업 련 요인은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

었는데, 사업효과(재신청)가 3문항, 사업선정 차가 5

문항, 사업신청조건 3문항, 만족도 2문항 총 13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13개 모든 변수의 요

인 재치가 0.4보다 높게 나타나서 정하게 분류되었

다.

다른 타당성검증 방법으로 Kaiser-Meyer-Olkin 

scale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변수들 간의 상 계

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

으로 0.737이며, 이 값이 으면 요인분석을 한 변수

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KMO 

값이 0.70 이상이면 당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로 

단한다[1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s signification 검정은 요

인분석 모형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카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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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 값이 521.863(***p<.001)이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탐색  요인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에 하여 문항 일치성을 추정하기 하여 

내 일치도 방법을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으

며, 결과 값인 크론바하 알  값을 살펴보면 사업효과

가 0.847, 사업선정 차가 0.794, 사업신청조건이 0.721, 

그리고 사업만족도 0.695로 나타났다. 참고로 크론바하 

알 값을 해석하는 기 은 일반 으로 사회과학 분야

에서는 0.6이상이면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17].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비교  높은 

내 일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써 변

수들에 한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확보되었다.

표 5. 요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변수 사업효과

사업선정
차

사업신청
조건

사업 
만족도

크론바하
알

사업 
효과

소득증대기여 .891 - - -
0.847보조금 필요 .827 - - -

재신청 .826 - - -

사업
선정
절차

선정과정 - .429 - -

0.794
신속처리 - .780 - -
투명성 - .763 - -
정보제공 - .753 - -
의견반영 - .697 - -

사업
신청
조건

구비서류 - - .821 -
0.721이행조건 - - .804 -

신청절차 - - .743 -
사업 
만족도

보조적절 - - - .837 0.695보조만족 - - - .798
Eigen-vlaue 3.803 2.401 1.464 1.272 -
분산설명(%) 29.255 18.467 11.259 9.788 -

3. 모형의 적합성 수용기준 및 평가
확인  요인분석은 이론변수(잠재변수)를 측정하기 

하여 사용한 측정변수들이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

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모형의 추정에 앞

서, 외생변수 혹은 내생변수와 측정 변수들 간의 인과

계를 사 에 검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확인  요

인분석은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막론하고 체 측

변수를 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내생변수와 외생

변수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편 확인  요

인분석은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 계에 을 두고 있

는 것이 아닌, 측변수들이 특정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계에 을 둔 것이기 때문에 구조모형보다는 측정

모형에 해당된다.

확인  요인분석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계 

 잠재변수간의 계를 검증하는 것으로서 탐색  요

인분석과 다른 은 분석 에 요인(잠재변수)의 수와 

요인(잠재변수)과 그에 따른 항목(측정변수)들이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분석된다는 것이다.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기 해서는 합

도 지수를 검토해야 하는데, 모형이 주어진 경험  자

료에 정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합도 지수는 다양하

다. 그 에 잔차평균자승이 근(RMR), 표 합지수

(NFI), 터커-루이스지수(TLI), 비교 합지수(CFI), 근

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지수들을 활용하고자 한

다.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지수들에 한 수용

수 은 의 [표 6] 모형의 합성 평가기   단 같

다[18].

분석결과 합도 지수를 보면 CMIN/DF=1.764, 

CFI=0.906, TLI=0.873, NFI=0.813, IFI=0.910, 

RMSEA=0.083으로 TLI, NFI, RMSEA가 수용기 에 

조  부족하지만, 그의 다른 합지수들은 양호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모형의 수용기 에 근 한 것으로 단

하여 본 모형을 가설 검증에 활용하고자 한다.

표 6. 모형의 적합성 평가지준 및 판단
합지수 수용기 모형값 평가

- 카이스퀘어검정(CMIN/DF)
- 잔차평균자승이중근(RMR)
- 근사오차제곱평균제곱근(RMSEA)

- 2 이하
- 0.08 이하
- 0.08 이하

- 1.764
- 0.065
- 0.083

- 적합
- 적합
- 부적합

- 비교적합지수(CFI)
- 터커-루이스지수(TLI)
- 표준적합지수(NFI)
- 증분적합지수(IFI)

- 0.9이상
- 0.9이상
- 0.9이상
- 0.9이상

- 0.906
- 0.873
- 0.813
- 0.910

- 적합
- 부적합
- 부적합
- 적합

최종평가 적합

4. 가설검증
연구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AMOS18.0을 

활용하여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여 외생변수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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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를 추정하 으며,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

한다.

4.1 외생변수의 가설 검증
외생변수간의 인과 계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선정 차는 보조  지원사업 만족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표 화 경로계수

가 0.381(표 화계수 B=0.047, t=2.116)로 유의수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사업신청조건은 보조  지원사업 만족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표 화 경로계수

가 –0.064(표 화계수 B=-0.008, t=-0.441)로 유의수  

0.05수 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사업선정 차는 보조  지원사업 재신청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표 화 경로계수

가 0.898(표 화계수 B=0.657, t=4.496)로 유의수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넷째, 사업신청조건은 보조  지원사업 재신청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표 화 경로계수

가 –0.413(표 화계수 B=-0.317, t=-2.67)로 유의수  

0.05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의 

향이 아닌 음(-)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은 기각되었다.

다섯째, 보조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보조  지원사

업 재신청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비

표 화 경로계수 –0.004(표 화계수 B=-0.0026, t=-0.039)

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리고 보조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보조  지원사

업 재신청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나서 만족도의 매개효과, 사업선정 차와 사업신청조

건의 재신청에 미치는 간 효과 한 유의하지 않게 되

었다. 

따라서 보조  지원사업의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사업선정 차와 사업신청 만족도는 보조  

지원사업에 직 효과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7. 외생변수 가설 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

오차
t

(C.R.)
P값

가설
채택비표 표

사업선정절차 →
만족도 0.381 0.047  0.18 2.116 0.034 채택

사업신청조건 →
만족도 -0.064 -0.008  0.145 -0.441 0.659 기각

만족도 
→ 재신청 -0.004 -0.026  0.115 -0.039 0.969 기각

사업선정절차 →
재신청 0.898 0.657  0.2 4.496 0.000 채택

사업신청조건 →
재신청 -0.413 -0.317  0.155 -2.67 0.008 기각

4.2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간의 가설 검증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인과 계에 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변수 사업선정 차와 내생변수 선정과정, 

의견반 , 정보제공, 투명성, 신속집행 변수는 유의수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생변수는 사업선

정 차라는 외생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외생변수 사업신청조건과 내생변수 신청 차, 

구비서류, 이행조건 간의 계는 유의수  0.001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생변수는 외생변수 사업신청

조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생변수 만족도는 내생변수 보조  규모의 

정성과 보조  정책 만족도와의 계는 보조  규모의 

정성은 유의수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보조  정책 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  지원정책의 만족도는 보조  

지원정책 내용에 한 만족도보다는 보조  지원 규모

가 보다 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외생변수 재신청은 내생변수 소득에 기여, 보조

의 필요, 재신청의사의 계는 보조  규모의 정성

은 유의수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생변

수는 외생변수 사업신청조건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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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내생변수의 가설검증 결과
경로

경로계수 표
오차

t
(C.R.)

P값
가설
채택비표 표

사업선정절차 → 
선정과정 1 0.641 -　 -　 - 채택
사업선정절차 → 
의견반영 1.502 0.797 0.238 6.302 0.000 채택
사업선정절차 → 
정보제공 1.155 0.688 0.2 5.759 0.000 채택
사업선정절차 → 
투명성 1.197 0.634 0.221 5.413 0.000 채택
사업선정절차 → 
신속처리 0.687 0.426 0.18 3.828 0.000 채택
사업신청조건 → 
신청절차 1 0.514 -　 -　 -　 채택
사업신청조건 → 
구비서류 1.559 0.954 0.351 4.438 0.000 채택
사업신청조건 → 
이행조건 0.98 0.606 0.208 4.713 0.000 채택
만족도 → 보조
적절 1 5.229 -　 -　 -　 채택
만족도 → 보조
만족 0.014 0.082 0.365 0.039 0.969 기각
재신청 → 소득
기여 1 0.872 -　 -　 -　 채택
재신청 → 보조
필요 0.91 0.808 0.101 9.028 0.000 채택
재신청 → 신청
의사 0.862 0.744 0.104 8.319 0.000 채택

이상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간의 계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 가설검증 결과와 같다.

그림 3. 가설검증결과

Ⅴ.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제주지역의 양돈농가에 한 농업

보조  지원사업에 한 정보제공  투명성 등의 선정

차, 구비서류  구비조건 등 사업신청조건에 한 

정성 이 보조  지원정책의 만족도와 향후 재신청의

도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하고자 하 다.

실증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정책  시사 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해서는 사

업신청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 차에 한 만족도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보조  지원사업으로 인한 소득증  등의 효과

로 보조  지원사업 재신청 확 를 해서는 사업신청

조건 완화보다는 사업선정 차에 한 만족도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보조  

지원사업 선정 차에 한 만족도 향상 노력은 보조  

지원사업의 만족도 향상뿐만 아니라 재신청 효과를 동

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

인 향력 크기에서도 사업선정 차 만족도는 보조

 지원사업 재신청에 더욱 많은 향력을 미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정책 우선

순 를 보조  사업에 한 정보제공, 의견반  등 사

업선정 차 만족도 향상에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조  지원사업 만족도는 보조  지원사업 재

신청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보조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재신청 향상을 

해서는 사업신청 조건의 완화보다는 우선 으로 사

업신청 차에 해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의 의

견을 청취하고, 사업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으로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보

조  지원정책의 소득증  효과 등 재신청 향상을 해

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선정에 한 농가에 정보제공, 의

견반 , 투명성 확보 등이 무엇보다도 우선 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 상 선정에 있어서 국의 농

가를 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농가들 

에서도 농업보조 을 지원 받은 축산농가만을 상

으로 하 다는 지역 인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

는 국의 보다 많은 농업보조  지원을 받은 농가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게다가 폭 넓은 연구를 하여 변

수와 요인을 보다 확 하여 진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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