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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Korea,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6th industrialization policy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n 2013, to increase farmers’ incomes and the value-added of agricultural products. 

Although som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nsumers’ awareness and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has not yet been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onsumers’ awareness levels on the development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The results of a survey and 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model present the 

following findings: an increased consumers’ awarenes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positively affects the agricultural sector. More particularly, it was found that 

consumers who agree that the 6th industrialization increases farmers’ income and creates 

value-added agricultural products will also have an optimistic prospect for a successful 6th 

industrialization. In addition, consumers who like to experience agro-tourism type activities 

give higher scores to the infrastructure level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Consumers who 

think that production section should take lead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will also have an optimistic prospect for a successful 6th industrialization. However, 

consumers who think that farmers or farmers’ organizations, should take lead the 6th 

industrialization have a more pessimistic prospect for a successful 6th industrialization. 

Consumers who got information on the 6th industrialization from the internet think that the 

infrastructure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is not good enough.

Keywords: 6th industrialization in agricultural sector, consumers’ awareness, 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model, survey

Introduction

우리나라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규모화 및 전문화를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농업이 산업으로서 가지는 경쟁력은 예전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규모화 등

에 뒤쳐진 영세농가나 고령농가들은 농업 발전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

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시기부터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그동안 

경쟁에 밀려난 농가들의 수취 소득 제고와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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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6차 산업화는 1차 산업인 농림축산업에 식품가공산업 혹은 서비스산업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대상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1차 × 2차 × 3차 = 6차) 개념이다. 이의 기원은 1990년대에 일본에서 시작된 농촌활성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1차, 2차, 3차 산업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만약 1차 산업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6차 산업은 성립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소비자들의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인

지수준이 낮아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의 농업 6차 산업화 기반 수준 정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농업 6차 산업화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일부 진행되어왔다. 초기 연구들은 일본에서 제기된 농업의 6차 산업화

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일본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촌지역의 생

존전략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효과가 인정되어 정부차원에서 지원, 확대되고 있다. Kim et al. 

(2011)과 Yu (2011)의 연구에서 일본의 농공상 연대 정책과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을 논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후 Park et al. (2015)과 Lee et al. (2016)에서는 각각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농업의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개선을 위한 학술적인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농업 6차 산업화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잡을 제시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을 분석하여 이것

이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발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사 결과에 대한 계량경제모형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농업 6차 산업화 

기반 수준 정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향후 농업 6차 산업화의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

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설문조사 개황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설문의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설문 문항 검증을 위해 사전조사(pretest)를 진

행하였다. 설문지 구성에 있어 본 설문 문항에 앞서 설문참여자의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답변 유도를 위해 농업 6차 

산업화의 개념 및 목적 등이 포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응답자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농업 6차 산업화의 개념 설명에서는 응답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그림을 이용하고 충분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수준은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응답자들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고졸 이하에 비해 상

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사 방법상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월평균 소득은 300 - 

500만 원이 45.0%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일반사무직이 36.3% 비중을 보이며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주부가 

16.7%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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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Characteristic Sample Ratio (%)

Gender

Male 146 48.7

Female 154 51.3

Age

Less than 30   77 25.7

30s   82 27.3

40s   79 26.3

50s   53 17.7

More than 60     9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52 17.3

More than associate degree 248 82.7

Income

- 3 million won   65 21.6

5 - 5 million won 126 42.0

5 million won - 109 36.4

Occupation

Self-employed   30 10.0

Sales / service     8   2.7

Production / technical position   15   5.0

Office job 109 36.3

Specialized job   30 10.0

Housewife   50 16.7

Student   41 13.6

Others   17   5.7

모형 분석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비자의 농업 6차 산업화 기반 수준 정도에 대한 인

지 수준은 향후 농업 6차 산업화의 전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보기에 무관한 이변량 프로

빗’(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두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농업 

6차 산업화 기반수준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전망과의 관계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보기에 무관한 이변

량 프로빗’모형을 활용하였다. 

‘보기에 무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은 함수식에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들(unobserved heterogeneities)이 상호

관련(correlated)되어 있는지, 그리고 농업 6차 산업화 기반수준의 인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의사결정이 결합적으

로(jointly) 이루어지는지를 규명 가능하게 한다. 단일변량 프로빗(univariate probit model) 모형과 ‘보기에 무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간의 차이는 두 개의 식에서 관찰되지 않는 독립요인들(에러항)간에 잠재적인 0이 아닌 상관

관계 이다. 즉, 는 두 개 식의 상호연관 정도를 나타낸다.‘보기에 무관한 이변량 프로빗’모형은 두 개의 종속변수

가 서로 상관되고, 공통 요인들이 두 개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결합하여 추정해야 하는지를 판단 가능

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일변량 프로빗 모형과 구별된다. ‘보기에 무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은 식 (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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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    는 소비자의 농업 6차 산업화 기반 수준 정도 인지와 향후 농업 6차 산업화 전망을 측정하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는 관련 잠재변수들의 관찰된 변수를 의미한다.     는 독립변

수들의 벡터,     는 추정계수의 벡터를 나타낸다. 두 개의 식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2개 에러항이 이항표준

정규분포(binomial standard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결합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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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는 에러항들의 공분산( εε )을 의미한다. 보기에 무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은 식 (3)과 같

이 4가지 가능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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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은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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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서 Φ는 표준정규누적분포함수(standard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Φ는 표준이변량정규

누적분포함수(standard bivariate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의미한다.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은 식 (5)와 같다(Greene, 2003).

log  ∑  
 lnΦ

  
∗  (5)

식 (5)에서 
   

∗
   이며,      , 

∗  을 나타낸다.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astructure level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its outlook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4(4) December 2017 617

Results and Discussion

모형의 기본 현황

실증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의 개념과 표본 통계량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4명은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2명 중 1명은 농업 ․ 농촌 체험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인터넷

을 통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농어촌체험관광개발 정책에 찬성하는 비중은 67.0%이며, 응답자의 약 

40%는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Table 2. Summary statistics and variable definitions.

Variable Description Mean Std. Dev.

Recog Heard about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1, 0 otherwise 0.400 0.491

Contx Agrees to increase of farm income, creation of added-value, constructing 

economy of local recycling by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3.663 0.840

Porg Producers’ organization should take a leading role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1, 0 otherwise

0.410 0.493

Internet Acquisi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an agricultural experience activity program 

using the internet -1, 0 otherwise

0.557 0.498

Exper Most prefer an agro-tourism activity type experience of -1, 0 otherwise 0.424 0.495

Trav pol Agrees to government policy on development of experience activities of 

agro-tourism -1, 0 otherwise

0.670 0.471

Natural Most needed is the maintenance of nature in rural areas for vitalization rural 

tourism -1, 0 otherwise

0.324 0.469

Prod Production-oriented type is most desirable -1, 0 otherwise 0.103 0.305

Belief Most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changing farmer’s cognition for activating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1, 0 otherwise

0.397 0.490

Locres Consider in depth an active utilization of regional resources 

for achieving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1, 0 otherwise

0.277 0.448

Safety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should be promoted to produce safe 

agri-foods in the future -1, 0 otherwise

0.247 0.432

Male Male -1, 0 otherwise 0.487 0.501

Eduy Level of education 3.827 0.379

Agez Age 2.420 1.084

Mr400 More than 4 million won of monthly income -1, 0 otherwise 0.363 0.482

xCoded using a 5-point scale.
yi) elementary school; ii) middle school; iii) high school; iv) more than associate degree.
zi) 20 age group; ii) 30 age group; iii) 40 age group; iv) more than 50.

소비자 인지 수준과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연관 분석

Table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보기에 무관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에 대해 가 0이라는 귀무가설의 Wald 테스트 

결과 계측된 P-값(0.000)은 두 개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두 개의 에러항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한 변수의 확률(값)은 다른 변수의 확률에 의존한다는 사

실을 암시한다. 만약 2개의 식이 에러항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추정되었다면, 추정치는 일치성

(consistency)과 효율성(efficiency)을 상실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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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seemingly unrelated bivariate probit.

Variable
Level of infrastructure Outlook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Coeffs. Std. Coeffs. Std. Err.

Recog 0.330 0.217 0.348** 0.167

Conta) 0.508** 0.213 0.552*** 0.121

Porg -0.299 0.235 -0.299* 0.164

Internet -0.625*** 0.200 - -

Exper 0.368* 0.214 - -

Trav pol 0.494* 0.274 0.503*** 0.183

Natural 0.259 0.235 - -

Prod - - 0.665** 0.263

Belief - - -0.374** 0.162

Locres - - 0.062 0.175

Safety - - 0.014 0.181

Male -0.380* 0.227 0.042 0.160

Edu -0.471* 0.272 0.010 0.226

Age 0.023 0.094 0.046 0.074

Mr400 0.201 0.225 -0.025 0.168

Constant -1.486 1.251 -2.416 0.961

Rho () 0.534*** 0.118

Log-pseudo-likelihood = -244.258, Wald chi2 (23) = 91.44, Prob > chi2 = 0.000

Wald test of  = 0, chi2 (1) = 13.107, Prob > chi2 = 0.000

*significant at the 10% level.

**significant at the 5% level.

***significant at the 1% level.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응답자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인지하고 있다면 이들의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전망이 밝음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적극 홍보‧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cont변수는 6차 산업화 기반수준과 미래 전망에서 각각 유의수준 5% 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 6차 산업화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순환형 경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국내 6차 산업화 기반수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확률이 

높았다. 아울러 이러한 부류의 응답자는 향후 국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농촌관광 형태 가운데 직접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관광형태를 선호하거나 정부의 농어촌체험관광개발 정

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농업 6차 산업화 기반수준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크며, 미래의 농업 6차 산

업화에 대한 전망 또한 긍정적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추정결과는 응답자가 다수의 농업 6차 산업화 유형 중에서 생

산중심형을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인지하는 경우 이들의 농업 6차 산업화에 대한 미래는 낙관적임을 보여준다.

반면 응답자가 농업 6차 산업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농가나 마을조직 등 생산자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해야 한다고 인지하는 경우 이들의 농업 6차 산업화 전망은 부정적으로 추정되었다. 응답자의 41 %가 농업의 6차 

산업화 주체로 생산자 조직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은 농가와 생산자 조직의 인식 및 부가가치 

창출 능력 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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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업 6차 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획득하는 

응답자는 국내 6차 산업화 기반 수준을 열악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농촌관광 프로그

램 이용 시 편의시설 및 안전부문, 결재 부문, 서비스 부문 등에서 불만족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정부는 농업 6차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의

하면 농업의 6차 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한 응답자는 농업 6차 산업화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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