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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government-based consulting techniques are being adapted to increase competitive power 

and to achieve management innovation of Korean farms. These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are 

offered by free or paid consulting. 

  This study focuses on wha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re affecting farmers' intension of 

adapting consulting services, based on 169 surveyed data from Chunchungnam-do. Logit Model is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bability of consulting intent and factors representing 

farm characteristics. The model was applied on each of free and paid consulting.

  According to the results, degree of consulting recognition, age, education, raised crop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farmers' intension of adapting consulting service in the case of free consulting at 

10% of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paid consulting, level of farming, age, income, insufficiency 

of farming, and education were identified as significant factors.  

  In terms of elasticity of each variable, most variables for free consulting service are inelastic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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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intent, whereas age, level of farming, and education are elastic for paid consulting service. 

Overall results implies that more public relations are required to activate free consulting services for 

the farms with moderate level of farming. In the case of paid consulting, it is effective to adapt 

consulting services for younger farms with higher level of farming and education. 

서  론

  우리농업은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개방 확

 추세에  미처 응하기도 에 1990년  후

반기에는 IMF라는 일 기 경험하지 못한 국가 

체 인 기를 겪는 등 재 농업이 국내외 으로 

안고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시

기에 우리농업이 살아남기 해서는 국내시장을 

지키는 일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무 에 진출하여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기르는 일

이 더욱 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경쟁력을 제

고하기 해서는 정부의 구조개선노력도 요하지

만 행 인 농가경 에서 탈피하여 속히 변화

하는 경 환경에 극 으로 처하기 한 농업

인 스스로의 경 신 노력이 실히 필요한 때이

다.

  그러나 농업경 체의 특성상 경 주 스스로 경

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제약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외부 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흥하여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개발과 농가보  역할을 맡고 있는 농 진흥청에

서는 농업인의 경 신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

지도기 의 문인력을 활용하여 농업경 컨설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 으며 농림부 역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컨설 기 을 이용한 농업

분야 컨설 을 추진하고 있다.

  컨설 사업의 핵심 당사자인 농업인이 ‘컨설 ’ 

이라는 경 신 기법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한 

연구는 앞으로 컨설 사업이 어떠한 방법으로 농

가에 근해야 하는 지와 수익자 부담원칙의 유료

컨설 이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지에 한 유용

한 자료를 제공하여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컨설  서비스의 농업분야 도입

배경  황을 살펴보고 농가의 '컨설 '에 한 

수용의사를 분석하고자 하 다.

  특히 농가특성에 따른 컨설  수용 확률을 모형

을 통해 도출함으로서 농가의 다양한 특성들이 무

료  유료컨설 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해 어

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살펴보고 ｢유료｣

와 ｢무료｣의 수용의사 차이가 농가특성 차이와 어

떻게 련되는지를 도출하는데 본 연구에 목 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농가의 컨설 에 한 인지도  농

가의견을 알아보기 하여 도내 169농가에 하여 

설문지에 의한 농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199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시군농업기술센터 경 지도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

으며 표본단 는 재 농에 종사하는 경 주로 

하 고 조사범 는 충남지역에 국한하 다.

  조사내용은 재 실시되고있는 농업분야의 컨설

에 하여 유료와 무료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

하여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에 하여 응답자가 

이분선택(binary choice)을 하도록 하 으며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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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농수 과 컨설 을 받을 

경우 농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는지 등 총 9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분석방법으로는 QDV(qualitative dependant 

variable) 모형 에서 특히 이진선택을 다루는 몇 

가지 모형  Logit model을 사용하 다.

조사농가 개황  컨설 에 한 인식분석

1. 조사농가 일반 황

  농업분야 컨설 도입에 한 농가의 인식태도를 

분석하기 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도내 169농가

의 일반 황을 살펴보면 재배작목은 수도작 재배

농가가 69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채소, 과수의 

순이었다.

  연령분포는 40 가 가장 많았으며 40～50 가 

88.5%로 주를 이루었다.

  학력분포는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졸과 고졸

이 체 응답자의 81.1%이며 응답농가의 조수입 

분포는 2,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47.9%로 주를 

이루었으며 7,500만원 이상도 13%나 되었다.

표 1. 재배작목

계 벼 시설채소 과수 버섯 축산 기타

169 69 40 21 16 12 11

표 2. 연령분포

평 균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47.9세
21명

(12.4%)

82명

(48.5%)

54명

(40.0%)

12명

(7.1%)

표 3. 학력분포

응답자 수  국졸이하 졸 고졸 졸이상

169명

(100%)

24명

(14.2%)

62명

(36.7%)

75명

(44.4%)

8명

(4.7%)

표 4. 농가 조수입 분포

평 균
2,500만원

미만

2,500 ～

4,999만원

5,000 ～

7,499만원

7,500만원

이상

4,738만원
36명

(21.3%)

81명

(47.9%)

30명

(17.8%)

22명

(13.0%)

2. 경 ․기술컨설 에 한 농가 수용의사

  재 자신농장에 컨설 이 필요한지에 해서는 

26.8%만이 필요없다고 답한 반면 73.2%는 필요성

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농과정에 하여 스스로 

부족한 을 느끼는 농장주가 많다는 것으로, 그 

비율이 73.2%나 된다는 사실은 컨설 비용이 유료

인지 무료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농

업분야 컨설  기법의 도입에 정 인 신호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컨설 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26.8% 

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컨설 을 받아도 실질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 같

다고 응답한 비율이 45%로 이는 컨설 의 효과에 

한 신뢰감만 심어 다면 얼마든지 농가의 컨설

 수요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결과

이다.

  컨설 을 받고 싶어하는 분야에 해서는 아직

까지 재배기술 쪽이 가장 많았으며 상 으로 농

가에서 취약한 부분인 기장이나 회계, 재무 리 분

야는 상 으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 못했

다.

 



농가의 컨설  수용태도에 따른 특성 분석

- 105 -

3. 농가의 컨설 료 지불의사

  컨설 을 받고 그 가를 지불하는 문제는 농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요한 부분일 수가 있다. 물론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라면 컨설 을 받는 가의 

지불은 당연한 것이며 새삼 문제시할 필요가 없겠

지만 농업은 그동안 그 세성이나 특수성을 내세

워 새로운 사업에 한 부분의 비용지불에 정부

의 보조 내지는 지원을 당연시 해왔고 컨설  역

시 비용을 농가에서 100% 부담하는 것에 해서

는 그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그동안의 사업추진과

정에 비추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컨설 의 효과에 해서 농가의 믿음이 강

하다면 유료컨설 에 한 농가생각이 지극히 

정 인 쪽으로 바 어질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설

명했듯이 컨설 을 통한 농가 경 개선이 농가에 

강한 확신을 주고있지 못한 시 에서 농가가 유료

컨설 에 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

은 향후 컨설 의 활성화 여부에 주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표 5. 컨설 을 받게 될 경우 컨설  비용에 한 

농가 태도

          농가 의사  비 율

 무료라도 컨설 을 받지 않겠음  6.1 %

 비용을 조 이라도 지불해야 한다면 받지 

않겠음
53.4 %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컨설 을 받을 의사가 

있음
40.5 %

  한 유료컨설 에 한 농가의 태도는 농작

목이나 농가의 소득수 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

질 수 있는데 설문결과에 의하면 시설채소와 버섯 

그리고 축산농가의 유료컨설  의사가 타 작목에 

비하여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작목별 유료컨설  수용의사

작  목 시설채소 버 섯 축 산 과 수 벼 노지작물

농가비율

(%)
52.6 50.0 41.7 38.1 35.5 16.7

  농가의 조수입과 소득별로 유료컨설 의사를 살

펴본 결과 유료컨설 의 수용여부에 한 태도는 

농가의 조수입 보다는 소득수 에 따라 그 특성을 

다르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8.2 2.7 6.2

37.5

62.5

50

56.8 55.4

62.5

37.5 31.8
40.5 38.5

0%

20%

40%

60%

80%

100%

5000만원
 이상

5000-4000 4000-3000 3000-2000 2000만원
 미만

컨설팅의사없음 지불의사없음 지불하겠음

 그림 1. 소득별 컨설 료 지불의사

컨설  수용태도와 농가특성 분석

1. 분석모형의 설정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각의 경우 즉 컨설 료가 유료일 경우와 무료일 

경우에 농가특성이 컨설 을 ‘받겠다’ 와 ‘받지 않

겠다’의 두 가지 반응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질  반응변수를 다

루는 모델 에서도 특히 이분 반응모델(binary 

choice model)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합한 모델로는 로빗모델이나 로짓모델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모델 에서 

실제 분석과정에서 모델을 다루기가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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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로짓모델을 선택했으며 독립변수에는 컨설

수용의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농가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  요인들을 선택했으며 종속변수 

즉 농가의 특성에 따라 향을 받는 반응변수는 

컨설 을 받겠는지를 ‘ ’ 와 ‘아니오’ 의 두 가지

로 선택했다.

  농가의 컨설  수용의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컨설 의 질 인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의 

문가가 월1회 정도의 방문  매주 한번 정도의 

상담’을 제시하 다.

  식(1) 과 식(2)는 각각 무료일 경우와 유료일 

경우에 로짓모형을 변환한 것이다.

   (1) Xiαi = α0 + α1LEV + α2WEAK + α3KNOW + α4CAR + α5OTH 

              + α6ITEM + α7FULL + α8AGE + α9EDU+ α10SALE + α11INC

   (2) Xiβi = β0 + β1LEV + β2WEAK + β3KNOW + β4CAR + β5OTH 

     + β6ITEM + β7FULL + β8AGE + β9EDU+ β10SALE + β11INC

 

표 7. 변수의 정의

Variable Name Description

ACTFREE  컨설 비용이 무료일 경우에는 컨설 을 받겠다 1 , otherwise 0

ACTPAY  컨설 비용이 유료일 경우에도 컨설 을 받겠다 1 , otherwise 0

LEV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농수  : 하  1, 하  2, 간 3, 상  4, 상  5

WEAK  자신의 가장 미흡한 부분이 경 리이면 1, otherwise 0

KNOW  농업분야의 컨설 사업에 한 인지도 : 잘알고있음 1, 약간알고있음 2, 모름 3

CAR  농경력 : 단  년

OTH  농이외의 직업경력이 있다 1 , otherwise 0

ITEM  주작목이 수도작이외의 작목이다 1, otherwise 0

FULL  재의 작목이 업작목이다 1, otherwise 0

AGE  경 주의 나이 : 단  세

EDU  경 주의 학력 : 국졸 1, 졸2, 고졸 3, 졸이상 4

SALE  조수입 : 단  백만원

INC  소득 : 단  백만원

2. 변수의 정의

  농가가 컨설 을 받을지 여부에 향을  수 

있는 농가의 요인들은 무수히 많겠지만 본 분석에

서는 비교  컨설  수용의사에 많은 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11가지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택하 으며 각 변수에 한 정의는 표 7과 같다.

3. 변수에 한 단순통계량

  설문농가의 자신이 생각하는 농수 은 평균

으로 간수 을 약간 넘었으며 자신의 가장 미흡

한 무분은 경 리 분야보다는 그 외 분야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았다. 컨설 사업에 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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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컨설 에 해서 약간 알고 있는 수 이며 

농경력은 평균 18.5년으로 비교  풍부한 농경

력을 갖고 있었다. 농이외의 경력은 있는 경우보

다는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농작목은 약 40%가 

수도작이고 60% 정도가 시설채소 등 다른 작목이

었다.

  재의 작목을 업으로 하는 농가가 63%이며 

평균나이는 약 48세 정도 다. 한 농주의 교육

수 은 졸과 고졸사이이며 연평균 조수입은 

4700만원에 소득은 26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무료  유료컨설 을 받겠다는 농가와 받지 안

겠다는 농가 사이에 각 변수의 평균값은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표 8과 같다.

4. 추정 결과

  가. 무료 컨설 의 경우

  먼  추정된 계수의 부호를 살펴보면 ‘자신이 생

각하는 농수 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장 미흡한 

부분이 경 리라고 생각할수록, 농업분야 컨설

사업에 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농경력이 높을

수록, 농이외의 직업경력이 없을수록, 주작목이

표 8. 각 변수의 단순통계량

Variable Mean All
      무료컨설 (ACTFREE)       유료컨설 (ACTPAY)

  Mean D=1 Mean D=0    Mean D=1 Mean D=0

  C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LEV 3.1420 3.2353 2.9200 3.3667 3.0183

WEAK 0.3787 0.4034 0.3200 0.5000 0.3119

KNOW 1.9645 2.0756 1.7000 2.0833 1.8991

CAR 18.5562 18.2857 19.2000 17.1000 19.3578

OTH 0.3432 0.3361 0.3600 0.3667 0.3303

ITEM 0.5976 0.6723 0.4200 0.6833 0.5505

FULL 0.6331 0.6050 0.7000 0.5667 0.6697

AGE 47.9468 46.8991 50.4400 44.9333 49.6055

EDU 2.3965 2.4790 2.2000 2.7333 2.2110

SALE 47.3787 49.9635 41.2270 56.2075 42.5188

INC 26.2033 27.7505 22.5208 31.5868 23.2398

수도작이외 작목일수록, 재 농작목이 업작목

이 아닌 경우, 경 주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 주

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수입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무료건설 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10%유의수 에서 유의성있게 나타난 변수로는 

컨설 인지도, 농작목, 경 주연령, 교육수  등

이며 유의수 을 20%로 할 경우 여기에 농수

과 농경력의 변수가 추가된다.

  여기에서 특히 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무료컨

설 의 경우에 조수입 이나 소득이 유의성이 없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컨설 에 한 비용지불이 없

는 상태에서는 농가의 경제  수 보다는 컨설

인지도 는 경 주의 연령이나 교육수 과 같이 

컨설 에 한 마인드에 향을 끼치는 요인에 의

해 컨설  수용의사가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나. 유료컨설 의 경우

 컨설  비용이 유료일 경우에 컨설 을 받을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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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추정결과(Dependent variable: ACTFREE)

   Number of observations = 169                R-squared = .179879

   Number of positive obs. = 119      Kullback-Leibler R-sq = .168238

   Mean of dep. var. = .704142         Log likelihood = -85.3687

   Sum of squared residuals = 28.8837

   Number of Choices =    338

   Fraction of Correct Predictions =    0.745562 

Parameter Estimate SE t-statistic P-value

C  

LEV 

WEAK

KNOW

CAR  

OTH  

ITEM 

FULL

AGE  

EDU  

SALE

INC  

-1.77037    

.370273   

.119783  

.923764  

.037811   

-.377976  

1.14683   

-.277294  

-.052185  

.499780   

-.6935E-02

.016255   

1.91357    

.250912   

.446481  

.362079  

.024485   

.450146  

.440018  

.439524  

.030047  

.286760   

.6171E-02

.018241   

-.925165 

1.47571  

.268283

2.55128 

1.54426  

-.839674

2.60633 

-.630897

-1.73679 

1.74285  

-1.12375 

.891108 

[.355]

[.140]*

[.788]

[.011]*

[.123]*

[.401]

[.009]*

[.528]

[.082]*

[.081]*

[.261]

[.373]

   주) Asterisk(*) indecates significant at the 20% level

신이 생각하는 농수 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장 

미흡한 부분이 경 리라고 생각할수록, 농업분야 

컨설 사업에 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농경력이 

높을수록, 농이외의 직업경력이 없을수록, 주작

목이 수도작이외 작목일수록, 재 농작목이 

업작목이 아닌 경우, 경 주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 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조수입이 낮을수록, 소

득이 높을수록’ 유료건설 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유의수 에서 농수 , 미흡한 분야, 경

주연령, 교육수 , 소득수  등의 변수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수입의 경우에는 20%

의 유의수 에서 유의성이 인정되나 계수의 크기

가 상 으로 아주 작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호 역시 부(-)로 나타나 컨설 의 수용여부

에 큰 향은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향의 정도는 작지만 농의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조수입이 높을수록 컨설  수용의사가 낮아

진다는 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수입이라는 변수 자체가 컨설 수용

의사에 체계 으로 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석에 

요하지 않은 변수라고 볼 수도 있으며 두번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이미 나름 로의 기술수

을 갖고 있어서 상 으로 컨설  수요가 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Kullback-Leibler R
2
 

값을 보면 ACTPAY 즉 유료컨설 의사를 종속변

수로 하는 모형이 ACTFREE, 무료컨설 의 경우

보다 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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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추정결과(Dependent variable: ACTPAY)

   Number of observations = 169                 R-squared = .244010

   Number of positive obs. = 60      Kullback-Leibler R-sq = .207959

   Mean of dep. var. = .355030             Log likelihood = -87.0732

   Sum of squared residuals = 29.2560

   Number of Choices =    338

   Fraction of Correct Predictions =    0.739645

Parameter Estimate SE t-statistic P-value

 C    

 LEV  

 WEAK

 KNOW

 CAR  

 OTH  

 ITEM

 FULL

 AGE  

 EDU  

 SALE

 INC  

-2.33401    

 .514227     

 .974612    

-.145857    

 .023518     

-.419301    

 .591577    

-.410780    

-.069956    

 .919060     

-.862519E-02

 .037963     

2.02507    

  .251313   

  .432378  

  .335659  

  .026411   

  .456705  

  .443407  

  .416298  

  .033848  

  .311065   

  .5343E-02

  .017055   

-1.15256  

  2.04617  

  2.25408 

  -.434540

   .890478 

  -.918099

  1.33416 

  -.986745

 -2.06673 

  2.95456  

  -1.61414

   2.22585 

[.249]

[.041]*

 [.024]*

 [.664]

[.373]

 [.359]

 [.182]*

 [.324]

 [.039]*

[.003]*

 [.106]*

[.026]*

주) Asterisk(*) indecates significant at the 20% level

5. 추정결과 분석

  가. 농수 과 컨설 수용의사와의 계

  다른 변수들이 일정(평균값)하다고 가정할 때 

유료컨설 의 경우보다는 무료컨설 의 경우가 컨

설 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각각의 경우에 스스로 

농수 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컨설 을 받고자하

는 확률은 높아지는데 이는 농기술이 높아감에 

따라 기술의 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한 농수 이 높아질수록 컨설 을 받을 확

률은 무료의 경우보다 유료의 경우에 더 가 르게 

증가하는데 이는 농수 이 높을수록 기술에 

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평가하여 컨설 료 지불

에 한 부담을 상 으로 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영농수준과 컨설팅수용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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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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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컨설팅

유료컨설팅

그림 2. 농수 과 컨설 수용확률과의 계

  나. 기술이 취약한 분야와 컨설 수용확률과의 

계

  무료컨설 의 경우에는 농가의 기술수 이 취약

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경 분야 이든 다른 분야이

던 수용확률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유료컨설

의 경우에는 경 분야가 취약할 때 약 20%정도 

수용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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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보통 농가에서 재배기술 인 측면에 해

서는 객 인 수 보다 자기 자신의 수 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 기술 측면에 있어서

는 이와는 달리 농가 스스로의 수 을 낮게 평가

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경 기술을 받아들이고자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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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경영분야
미흡한 분야

확률

무료컨설팅

유료컨설팅

그림 3. 미흡한 분야와 수용확율

  다. 주작목과 컨설 수용확률과의 계

  컨설  비용이 무료일 경우에는 주작목이 수도

작 일 경우보다 그 지 않은 경우에 컨설 을 받

을 확률이 23% 높아지며 비용이 유료일 경우에는 

농작목이 수도작인 경우보다 그 외 작목인 경우

에 컨설  수용확률이 13%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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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작목과 수용확율

  그러나 컨설  비용이 무료일 때나 유료일 때 

모두 수도작 농가보다는 기타 작목을 재배하는 농

가의 컨설  수용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 향후 

유료컨설   무료컨설  모두 컨설 의 주요

상에서 수도작 농가는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된다.

 

  라. 경 주연령과 컨설  수용확률과의 계

  무료  유료컨설  모두 경 주의 연령이 높아

감에 따라 컨설 을 받을 확률은 하게 감소하

며 특히 유료컨설 의 경우에는 50세가 넘어가면 

그 확률이 28%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하나

는 은 농주의 경우 상 으로 짧은 경력으로 

인해 농기술의 축 이 미흡하여 외부의 조언에 

한 필요를 느끼는 반면 경 주의 연령이 높을수

록 자기 자신의 농기술에 한 과신 때문에 외

부의 도움에 하여 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측면은 은 농주

일수록 농업을 하나의 선택한 직업으로 인식하여 

향후 발 에 한 의욕  변화를 추구하나, 반면

에 고령화된 농주 일수록 농자체를 선택한 직

업보다는 물려받은 어쩔 수 없는 직업으로 인식하

면서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기존방식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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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 주의 연령과 수용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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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하는 잔여 농기간이 많고 음에 따른 험

(변화)선호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 경 주 교육수 과 컨설  수용확률과의 계

  교육수 이 높아질수록 컨설 을 받을 확률은 

 높아지며 특히 유료컨설 의 경우가 무료일 

경우보다 학력수 에 따라 컨설 을 받을 확률에 

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학력수 에 따라 컨설

기법의 유용성에 한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력수 이 높을수록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컨설 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상

으로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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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육수 과 수용확율

 

  바. 소득과 컨설 을 받을 확률과의 계

  소득수 에 따라 무료컨설 을 받을 확률은 약

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치지만 유료컨설 의 경

우에는 많은 차이를 보여 다. 이는 유료컨설 의 

경우에는 비용지출이 수반되고 그러한 비용을 기

꺼이 지불하느냐 마느냐는 컨설 을 통한 미래수

익의 창출가능성에도 향을 받지만 재 지불해

야하는 비용이 농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소득이 상 으로 커야한다는 것을 보여 다

  따라서 재의 농가소득수 은 유료컨설 을 수

용할지 여부에 향을 주는 상당히 요한 변수로 

생각되며 유료컨설 을 받을 확률이 50%가 되기 

해서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연간소득이 4,750

만원은 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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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득수 과 수용확율

 

6. 주요변수에 한 탄력성분석

  직 탄력성은 안선택에 하여 직 으로 

향을 주는 독립변수의 변화율에 한 안선택확

률의 변화율로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비하여 

상 으로 안선택확률에 향을 많이 끼치는지

를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표 11. 컨설 을 받을 확률에 한 직 탄력성

Variable Name 무료컨설 유료컨설

LEV 0.28 1.12

KNOW 0.44 -0.20

CAR 0.17 0.30

AGE -0.61 -2.32

EDU 0.29 1.52

SALE -0.08 -0.28

INC 0.10 0.69

 체 으로 무료컨설  보다는 유료컨설 의 변

수들이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료컨설 의 

경우 농수 , 경 주의 나이, 경 주의 교육수  

등이 탄력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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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유료컨설 을 받을 확률은 다른 변수보다 상

으로 농수 , 나이, 교육수 에 민감하게 반

응한다고 할 수 있다.

요약  결론

  컨설 을 통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

신을 이루도록 하기 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 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컨설 의 공 주체별 특징을 살펴

보고 컨설 이라는 서비스의 수요자인 농가의 의

향을 좀더 면 히 분석하고자 하 다.

  도내 169농가에 한 컨설 련 설문조사결과

를 요약해보면, 농업분야의 컨설 제도 도입에 

해서는 농업인의 70.5%가 정 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경 개선효과에 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

고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농가의 73.2%가 재 자신의 농장에 

컨설 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문컨설턴트 

육성 등 공 측면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농업분야

의 컨설 제도가 활성화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컨설 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분야로는 67%

의 농가가 재배기술에 한 컨설 을 선호하고 있

으며 회계․재무 리  경 분야는 상 으로 

컨설 수요가 었다

  한 컨설 을 받고싶어하는 농가 에서도 

53.4%가 비용지불에는 부정 으로 반응하여 컨설

 유료화는 신 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

설채소  버섯농가는 상 으로 비용지불의사가 

타 작목보다 많았고 컨설 에 한 농가의 비용지

불의사는 농업조수입보다는 작목소득액에 따라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의 특성과 컨설 을 받고자하는 수용의사와

의 계를 Logit model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수

용의사에 향을 주는 유의성(10%유의수 )있는 

변수로는 컨설 인지도, 농작목, 경 주연령, 교

육수  등이며 무료컨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해서는 농수 이 간정도인 농가를 상으로 

컨설 사업의 홍보강화를 통해 농가의 컨설 사업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유료컨설 의 경우에는 농수 , 농가에서 미

흡한 분야, 경 주 연령, 교육수 , 소득수  등의 

변수가 수용의사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10%유의수 ) 로짓분석  각 변수의 탄력

성분석결과를 토 로 하면 농가의 유료컨설  수

용확률 50%를 기 으로 할 경우 컨설 의 유료화

를 해서는 농수 이 상 이고 나이는 36세 이

하, 교육수 은 고졸이상, 소득은 4700만원 이상인 

농가를 주요 컨설 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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