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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과거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유의 전통 농경문화도 지속적으로 계승ㆍ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 농경문화는 국가중요농업유

산으로 지정된 제주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과 같이 농업경관이나 농업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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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며, 이들은 지역별 고유한 특색을 가진 형태로 보

전ㆍ계승되어 왔다(Park et al., 2013; Son and Kim, 

2016). 하지만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른 

농촌지역 인구유출로 인한 고령화, 도ㆍ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정부중심의 새마을운동과 같

은 생산성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인해 지역의 고유한 특

색이 일부 훼손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Kim, 2000; Yang 

and Jung, 2016).

2000년 이후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이 단순 생산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 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는 

외부경제와 관련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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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local farmers’ participation and acceptance level in 

tradi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conservation activities, using on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water utilization system in Uiseong 

designated as Korea’s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No. 10. The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was used to solve the 

selection bias. The results show that as the interest in the conservation of the agricultural ecological and environment is high, as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system in Uiseong is used, as the cultivation area of paddy field increased, and as the age 50s or older,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nservation activities increased.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as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conservation of the agricultural ecological and environment and the hours of education are increased, the knowledge of the traditional 

agricultural system in Uiseong is low, and as the cultivation area of paddy field decreased, the acceptance time for conservation 

activities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government’s policy for tradi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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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Kim and Oh(2003)은 농업의 기능을 식

량공급 기능 외에 환경보전, 농촌 활력제고 등과 같은 

비식량공급 기능을 포함하여 다원적 기능으로 분류한 후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Kong et al.(2013)도 논농업을 대상

으로 식량생산이라는 주요 기능 외에 농촌문화보존, 대

기정화 등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가치를 평가하였다.  

한편 Kim et al.(2014)는 농업에 농촌을 포함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다뤄진 식량안보, 환경보

전 외에 지역사회 유지, 국격 제고와 같은 기능을 포함

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또한 

Kim and Kim(2018)은 농업의 한 분야인 축산분야의 연

구로 산지생태축산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산지생태축산을 가치의 체계로 분류한 후 각각

의 가치를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농업을 전통적 기능인 식량

생산에서 벗어나 더 큰 범위의 다원적 기능으로 확장하

여, 지역민의 환경, 생활, 문화가 포함되는 농촌이나 축

산분야까지 범주를 넓혀 농업⋅농촌의 역할을 단순한 

식량생산기능이 아닌 전통적 농촌경관 및 문화의 유지⋅

계승,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안보 등과 같은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기능으로 확장하였다.

한편 정부는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

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관리 중이

며(MAFRA, 2020), 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농업

인의 농업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강화, 지역별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목표로 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및 전

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

고하고 있다.

전통문화유산 중 유⋅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전통 농

업기술의 중요성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

(Kim et al., 2007), 현대식 농업이 제한되었을 때 전통 농

업기술로 식량위기를 극복한 쿠바의 사례(Kim, 2009), 국

제적 지식재산권 분쟁(Lee et al., 2020) 등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 중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은 농경 중심사

회의 주식인 벼를 재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써 식량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

고, 제언(둑), 둠벙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1)

한편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은 지역마다 상이한 농업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전승되어 지역 친화적이고, 생태

환경적으로 종다양성 보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만, 

콘크리트로 조성되는 현대식 관개시설보다 효율성 측면

에서는 불리하여, 1960년대 농업경영방식이 생산성 중심

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Kim, 2009). 그 

결과 전통 농업기술은 최근 식량안보, 종다양성 보전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정부는 국가중요농업

유산제도를 통해 이를 유지⋅보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국가농업유산 중의 하나인 전통 농업기술의 보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지속적 지원과 관리, 지역민의 인

식확대, 지역민의 참여를 유인할 지원책, 농업유산 브랜

드 개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Chung, 

2014; Beak, 2017; Lee et al., 2018; Hong and Kim, 2018). 

또한 Rim and Cho(2017)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중 

농업유산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농가의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한 보상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

다. Kim and Jeong(2019)은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을 위한 방안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전통지식 및 교육시

간, 체험프로그램 참여경험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

광, 역사, 민속학적 측면에서 전통 농업의 소개, 사료 발

굴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통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요인 분

석, 재정투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화폐적 가치의 

계량화 등과 같은 경제학적 측면의 연구를 통한 정책 효

율성 제고가 필요하다(Rhee et al., 2014). 또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참여가 필수조건이

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수당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

지만 참여 및 참여시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

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농업기술의 하나

로 국가중요농업유산 10호로 지정된 의성 전통수리 농업

시스템 보전⋅관리를 위해 지역 농가의 수용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농가

의 수용수준은 참여여부와 참여시간의 2단계에 걸쳐 나

타나기 때문에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분

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분석과정에서 표본선택의 편의

로 인해 발생한 결과의 과대 및 과소 추정을 방지하여 

지역 농가의 참여 및 수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

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 농업기술

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농가들의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 수용수준은 전통 

농업기술을 사용하여 경작에 참여할 의향 여부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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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참여시간의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이 경우 참

여시간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자료의 선택에 있어 무작

위선택이 되지 않으며, 참여의향이 없는 농가들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되어 표본선택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선택적 편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형추정결

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

(sample selection model)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Heckman, 1979).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을 이용

할 경우 농가들이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 참여여부를 

선택 방정식(selection equation)에서 1단계로 추정하고, 본 

방정식(main equation)에서는 참여시간을 2단계로 추정하

게 되며, 모형은 다음 식(1), (2)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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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편차는 각각 1과 이고, 는 

두 오차항의 상관계수를 의미한다(Cameron and Trivedi, 

2005). Heckman 표본선택 모형은 식(1)의 선택방정식을 

프로빗(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이 중 참여를 

하겠다고 선택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식(2)로부터 

식(3)을 도출할 수 있고, 식(3)에 오차항을 포함하면 식

(4)가 계산된다(Gree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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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의 ∙는 표준정규밀도함수, ∙는 누적확률

밀도함수, 


′



는 역 밀의 비율(inverse mills ratio)

을 나타내는 변수로 선택편의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한

다. 위의 절차를 정리하면 처음 선택방정식의 표본 중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 참여여부를 프로빗 모형으로 




′을 추정한 다음, 추정된 


′을 이용하여 선택확률변수

인 를 추정한 후, 최종적으로 식(4)인 본 방정식을 를 

포함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으로 추

정하게 되면 표본선택에 따른 편의가 보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도구변수의 역할을 한다(Lee, 1983).

선행연구에서 전통 농업기술 보전과 관련된 변수는 

정부정책의 지속적 지원, 지역민의 전통 농업기술 인식 

및 참여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전통 농업

기술 보전에 대한 농가의 참여 및 수용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

템에 대한 항목으로 기술에 대한 지식수준과 영농활용여

부를 물어보았다. 또한 전통 농업기술은 농업생태환경보

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생

태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농업인의 반응을 

보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참여 및 수용수준은 농

가 개인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연령, 영농경력, 경작면

적과 같은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1단계 선택 방정식과 2

단계 본 방정식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2)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한 농업생태환경보전 항목의 경우 Jeong et al.(2007), 

Hong and Kim(2018), Park(2018)과 같은 다양한 연구에서 

농촌 생태마을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마을 주민의 적극

적 활동 참여, 지속적인 관심,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 교

육 등과 같은 항목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를 참고하여, 

농업생태환경보전 관심도(Interestedness), 활동 참여경험

(Part_time), 교육 이수시간(Education)의 3개 변수로 구성

하였다.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 항목의 경우 조사 

대상 농가들의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에 대한 지식

수준(Knowledge), 영농활용 여부(Tred_now)의 2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농가 특성 항목의 경우 연령3)은 

50대 미만(Age1), 50∼60대 미만(Reference category), 70

대 이상(Age2)의 3그룹으로 구분하였고, 영농경력(Career)

은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논 경

작면적(Scale_p), 주요 재배작물(Crops), 학력(Scholar), 연

평균 조수입(Income)을 사용하였다.

III. 분석자료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에 대한 농가 참여 및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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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4월 9일부터 5월 13일까

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 

등재지역인 의성군 3개면 23개 마을의 농가를 대상으로 

1:1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34농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구조 및 내용을 검토하

였으며, 그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설

문지의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Figure 

1과 같다. 조사결과 총 353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현저히 불량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자료 18

부를 제외한 335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기초 통계량은 

Table 1 및 Table 2와 같이 요약된다. 먼저 전통 농업기

Class Variable Description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Interestedness
Interested in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Very unlikely=1, Unlikely=2, Neither unlikely nor likely=3, Likely=4, Very likely=5)

Part_time
Participation in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Time, Over 10times=10)

Education
Annual education hours related to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Hours, Over 5hours=5)

Uiseong traditional 

agricultural water 

utilization system

Knowledge
Knowledge of Uiseong traditional agricultural water utilization system

(Not at all aware=1, Slightly aware=2, Moderately aware=3, Very aware=4, Extremely aware=5)

Tred_now Whether to use of Uiseong traditional agricultural water utilization system(Yes=1, No=0)

Characteristics of 

farm

Age1 age(Less than 50=1, others=0)

Age2 age(Over than 70=1, others=0)

Career Career of farming(Less than 30years=0, Over 30years=1)

Scale_p Paddy field area(ha)

Crops Main farming corps(rice=1, others=0)

Scholar Education in school(Less than high school=0, Over high school=1)

Income
Yearly household income(million won)

(Less than 30=15, 30-60=45, 60-90=75, 90-120=105, 120-150=135, Over 150=175)

Table 1. Explanatory variables

Class Variable

Whole 

respondent

Willingness to 

participate

No intention to 

participate

mean S.D mean S.D mean S.D

Dependent variable
Participation or not 0.8 0.4 1 0 0 0

Participation time 24.66 56.02 30.83 61.12 0 0

Independent 

variable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Interestedness 3.79 1.07 3.99 0.91 2.97 1.28

Part_time 2.93 3.92 3.28 4.01 1.49 3.18

Education 0.49 0.97 0.54 0.99 0.28 0.83

Uiseong traditional agricultural 

water utilization system

Knowledge 3.10 1.18 3.29 1.11 2.33 1.15

Tred_now 0.68 0.47 0.76 0.42 0.36 0.48

Characteristics 

of farm

Age1 0.08 0.28 0.07 0.26 0.12 0.33

Age2 0.36 0.48 0.31 0.46 0.55 0.50

Career 0.59 0.49 0.55 0.50 0.75 0.44

Scale_p 0.82 0.95 0.93 1.01 0.40 0.42

Crops 0.58 0.49 0.57 0.50 0.60 0.49

scholar 0.53 0.50 0.58 0.49 0.36 0.48

Income 39.6 30.2 41.3 3.11 32.5 25.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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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보전 활동 참여여부의 경우 ‘참여의향 있음’은 전체 

335명 중 268명(80%)으로 나타났으며, 의성 전통수리 농

업시스템 보전활동에 대한 참여시간4)의 경우 응답자 전

체는 연간 평균 24.66시간, ‘참여의향이 있음’은 연간 평

균 30.83시간으로 나타났다. 농업생태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정도의 경우 리커트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응답

자 전체는 3.79, ‘참여의향 있음’은 3.99, ‘참여의향 없음’

은 2.97로 참여의향 유⋅무에 따라 관심도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생태환경보전 활동 참여경험의 경우 응답자 

전체는 2.93회, ‘참여의향 있음’은 3.28회, ‘참여의향 없

음’은 1.49회로 참여의향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 차

이가 2배 이상 나타났으며, 농업생태환경보전 연간 교육 

이수시간의 경우 응답자 전체는 0.49시간, ‘참여의향 있

음’은 0.54시간, ‘참여의향 없음’은 0.28시간으로 역시 두 

집단 간 차이가 약 2배 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에 대한 지식정도

의 경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응답자 전체 

평균 3.1, ‘참여의향 있음’은 3.29, ‘참여의향 없음’은 

2.33으로 참여의향 있는 농가가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

템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경

작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현재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을 영농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

에서는 응답자 전체는 0.68,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에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0.76, 참여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농가는 0.36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2배 이상으

로 나타났다.5) 

한편 농가 일반 특성 항목은 연령의 경우 50∼6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 50대 미만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영농경력의 경우 경력 30년 이상인 농가가 응

답자 전체는 59%, ‘참여의향 있음’은 55%, ‘참여의향 없

음’은 75%로 참여의향이 없는 농가의 영농경력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면적의 경우 논농사 경작면적

을 의미하며 응답자 전체는 0.82ha, ‘참여의향 있음’은 

0.93ha, ‘참여의향 없음’은 0.40ha로 참여의향이 있는 농

가의 논농사 면적이 2배 이상 넓고, 해당지역의 논농사 

평균 경작면적인 0.72ha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작목은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작목을 의

미하며, 벼와 그 외 작목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 전체는 

0.58, ‘참여의향 있음’ 0.57, ‘참여의향 없음’ 0.60으로 참

여의향이 없는 농가의 벼 재배 비중이 참여 의향이 있는 

농가보다 조금 더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학교 이

상 1, 고등학교 미만 0으로 구분하였으며, 응답자 전체 

0.53, ‘참여의향 있음’ 0.58, ‘참여의향 없음’ 0.36으로 참

Figure 1. Information of Uiseong traditional agricultural water uti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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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향이 있는 농가들의 학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연평균 조수입의 경우 30백만 원 미만에서 30백

만 원씩 증가하도록 하여 최대 150백만 원 이상까지 6구

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구간별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응답

자 전체의 경우 39.6백만 원, ‘참여의향 있음’은 41.3백만 

원, ‘참여의향 없음’은 32.5백만 원으로 참여의향이 있는 

농가들의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에 대한 농가의 참여 및 수

용수준 분석은 농가의 보전 활동 참여여부와 실제로 참

여를 한다면 참여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농가의 보전 활동 참여시간만을 이용

하여 분석하는 경우 참여시간이 영(zero)으로 참여할 의

사가 없는 농가는 참여시간의 분포가 중도절단(censored)

된 경우로 가정하여 토빗(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토빗 모형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가

정한다는 비교적 강한 가정이 있고, 하나의 기울기 모수

(parameter)가 결정한다는 제약이 있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경우 헤크만(Heckman) 2단계 표본선택 모

형을 이용하여 선택 방정식과 본 방정식의 2단계에 걸쳐 

추정하게 되면 서로 다른 모수가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

동에 대한 참여여부와 참여시간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토빗에 비해 유연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

는 헤크만 2단계 표본선택 모형을 사용하였다(Choi and 

Min, 2013).

헤크만 2단계 표본선택 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헤크만 2단계 표본선택 모형을 사용할 경우 

그 추정치가 OLS를 이용하여 추정했을 때보다 더 강건

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1단계와 2단계 

추정모형의 오차항간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

(null hypothesis)을 기각해야 한다. 우도비(likelihood ratio)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

로 나타나 헤크만 모형의 사용이 적합하다는 것을 지지

한다. 또한, 식(1)로 표현된 1단계 선택 방정식의 

가 1, 

가 0이 아니고, 

가 관찰 가능할 경우 나타나는 선택

편의의 문제는 역 밀의 비율(inverse mills ratio)을 의미하

는 를 통해서 보정되는데, 분석결과 가 10% 유의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헤크만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1단계 선택 방정식인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

업생태환경보전 관심도(Interestedness)가 1%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나, 관심도가 

한 단계 증가할수록 농가가 보전 활동에 참여할 확률은 

6.2%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의성 전통 농업시

Variable
Selection equation(probit) Main equation(OLS)

Coefficient Standard error Marginal effect Coefficient Standard error

Constant -0.754* 0.436 116.21** 51.559

Agricultural ecological 

environment conservation

Interestedness 0.311*** 0.103 0.062*** -7.548 8.853

Part_time 0.003 0.032 0.001 3.154** 1.596

Education 0.009 0.119 0.002 15.456*** 5.671

Uiseong traditional agricultural 

water utilization system

Knowledge 0.102 0.101 0.020 -10.428* 5.543

Tred_now 0.732*** 0.199 0.145*** -26.593 16.976

Characteristics 

of farm

Age1 -0.889*** 0.329 -0.177*** 20.123 22.259

Age2 -0.288 0.239 -0.057 2.681 13.470

Career -0.480* 0.249 -0.095** 1.764 12.261

Scale_p 0.580*** 0.197 0.115*** -12.007* 6.496

Crops -0.011 0.205 -0.002 11.832 10.298

Scholar 0.024 0.247 0.049 1.067 12.247

Income -0.003 0.004 0.001 0.034 0.177

Lamda() -81.43* 43.94

LR test(=0) =24.12**

***p<0.01, **p<0.05, *p<0.1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sample sel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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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이용 여부(Tred_now)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나, 이를 이용하여 

농업활동을 하는 농가가 이용하지 않는 농가에 비해 보

전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14.5% 포인트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농가 특성 변수 중에서는 Age1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Age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50대 미만(Age1)은 50∼60대

(Reference category) 보다 보전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17.7% 포인트 낮은 것을 의미하며, 70대 이상(Age2)은 

50∼60대(Reference category)와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응답자 평균 연령이 64세로 전반적인 연령대가 

높고, 50대 미만보다 과거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을 을 

접한 경험이 더 많아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영농경력(Career)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나, 영농경력 30년 미

만인 농업인은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농업인에 비해 보

전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9.5% 포인트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영농경력을 30년 이상 보유한 농가의 경우

도 전통 농법이 아닌 현대식 수리시설을 사용하는 영농

방식에 익숙해져 현대식 수리시설을 주로 사용하려고 하

는 것과 영농경력이 많다고 해도 노동시간이나 노동의 

강도가 높은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경작면적(Scale_p)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나, 논 경작면적이 1ha 증

가할 때 보전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11.5% 포인트 증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은 

전통적으로 물 사용이 많은 논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

어, 논 경작면적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물 사용이 적은 

타 작목의 비중이 낮아져 논 농업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도가 높아지

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2단계 본 방정식인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

동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한 농가들의 참여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업생태환경보전 분류의 농업생태

환경보전 활동 참여경험(Part_time)과 농업생태환경보전 

교육 이수시간(Education)의 경우 각각 5%, 1%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으로 나타나, 농업생태환경

보전 활동 참여경험이 1회 증가할 때 참여 시간은 3.2시

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 이수시간이 1시간 증

가할 때 참여시간은 15.5시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 지식정도(Knowledge)의 경

우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나, 지식정도가 한 단계 증가할 때 참여시간은 10.4

시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의성지역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이 몇 가지 요인6)으로 원활하게 운영되

지 않는 것과 농가들이 현대식 수리시설을 사용하는 것

보다 전통 농업시스템을 사용하면 경영효율성이 낮아 경

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된다.

농가 특성 변수의 경우 경작면적(Scale_p)은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나, 논

농사 경작면적이 1ha 증가할 때 보전 활동 참여시간은 

12시간 정도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논농사 경작

면적이 클수록 기존 경영에 노동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분석결과 중 1단계와 2단계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난 변수는 경작면적(Scale_p)으로 1단계에서는 양(+), 2단

계에서는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는 논농사 경작면

적이 클수록 물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참여하려

는 의도는 높아지지만, 경작면적이 클수록 현실에서는 

기존 경영 유지에 투입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

통 수리 농업시스템 보전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

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에 참여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작면적 증

가에 따른 참여시간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참

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작면적이 큰 농가들은 

현대식 수리시설의 사용에 비해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을 

사용하면 노동시간의 증가 및 생산성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참여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과거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 유출과 생산성 

중심의 농업정책은 농촌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일부 훼손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

한 생활수준 향상은 농업을 단순 생산의 역할에서 공익

적 가치를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의 역할로 확장하게 되

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이후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며, 국내에

서도 최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농업유

산보전의 일환으로 전통 농업기술 보전에 대한 농가의 

참여 및 수용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 특유

의 전통 농업기술 보전과 지속가능성 유지에 유용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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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 참여에 대한 농가의 수용수

준은 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시간 두 가지 정보 모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본선택 편의의 해결이 가능한 Heckman의 표본선

택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농업생태

환경보전 관련 항목,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 관련 

항목, 농가 특성 항목의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생태환경보전 항목에 속하는 농업생태환경

보전 관심도의 경우 관심도가 증가할수록 참여확률은 높

아지지만 참여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농업생태환경보전 활동 참여경험과 농업생태환

경보전 교육 이수시간의 경우 참여횟수와 교육 이수시간

의 증가는 참여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전 활

동 참여시간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 항목에 속하는 의성 전통 수

리 농업시스템에 대한 지식정도의 경우 지식수준의 증가

는 참여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참여시간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의 

영농 활용 여부의 경우 실제 영농에 전통 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 보다 보전 활동 참여 

확률은 높아지지만 참여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가 특성 항목에서는 연령의 경우 참여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참여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미만이 50대 이상보다 보전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농경

력의 경우도 참여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참여시간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농경력이 짧

을수록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영농경력이 길수록 현대식 수리시설을 사용하는 기존

의 영농방식에 익숙해져 현재 방식을 고수하려는 습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논 경작면적의 경우 참여확률과 참여시간 모두

에 영향을 미치며, 경작면적이 클수록 보전 활동에 참여

할 확률은 증가하지만, 참여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논농사 경작면적이 클수록 물 사용과 밀접

한 연관을 가진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전통 농업기술 보전 활동에 참여할 확률

은 높아지지만, 기존 경영에 투입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생산성 감소가 예측되기 때문에 보전 활동 참여시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전통 농업기술의 유지⋅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선

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전통 농업기술의 보전은 지역민의 

참여 및 인식전환, 정책적 지원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

역 고유의 전통 농업기술 활성화를 위해, 50대 미만의 

젊은 농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해당 전통 농

업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농업생태보전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의성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을 가

진 논 경작면적 증가에 따라 보전의사가 있지만, 활용의

사는 감소하는 결과는 전통 농업기술을 이용하는 농가들

이 현대화된 영농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보다 생산성이 낮

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참여도를 높여 전통 농업기술의 지속성을 유지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국가중요농업유

산 제10호를 보유한 의성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전통 농

업기술에 대한 의사를 분석하였으므로, 향후 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주1) 삼한시대 조문국 시대부터 2,000년의 농업역사를 가진 금성면 

일대는 비가 적게 내리고, 물 빠짐이 심한 지형으로 이를 극복

하기 위해 1,500여개의 제언을 축조하였고, 못종과 수통을 이용

하여 농업용수를 저장⋅활용하여 이모작 전환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을 의미한다. 

주2)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

해 VIF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값이 1.78이하로 

나타났다.

주3) 연령변수의 경우 본 자료에 70대 이상의 농가 비중이 36%를 

차지하여, 농촌 고령화 및 세대별 영향을 보기 위해서 더미변수

(dummy variable)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주4) 전통 수리 농업시스템 보전과 관련된 활동은 농업용수 수질개

선, 농경의례 및 공동체문화 전승, 전통적 농업기술의 유지 및 

계승, 전통적 토지이용 경관의 보전, 전통적 수리관개시설의 활

용 및 보전 등이 있으며, 이 활동에 연간 몇 시간 참여할 의향

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주5) 대상지역 농가들은 우수를 이용하여 위쪽에서부터 못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연속관개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전통 수

리 농업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일

반적인 수로를 이용한 영농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6) 농업인들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저하, 노동투입량에 대비해 

저조한 지원, 지원프로그램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의성 전통 수

리 농업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44 

9302)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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