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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가족요인을 조절효과로 반영

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농촌으로 이주율이 증가하고,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는 시점에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독립변수로 제시된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

과 종속변수인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를 위해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23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가족요인 조절효과는 조절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촌흡인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귀농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귀농준비정도에서는 작목준비

가, 귀농지 주거환경에서는 안전성, 귀농지원정책에서는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의 조

절효과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 작목준비, 편리성과 귀농만족도 간에 가족요인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귀농만족을 높이고 도시로의 재 이주율을 줄이기 위해 귀농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귀농지의 안정성 그리고 귀농 

흡인 요소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귀농,귀촌,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 지원정책, 귀농만족도, 가족지지도,

Ⅰ. 서론

1.1 연구 배경

압축 성장으로 급속한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를 이루었다. 도시를 형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인구 집중화를 이루

었다. 이로 인해 1980년 이후부터 농촌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

했고, 그 결과 농촌의 고령화, 농촌 직접투자의 감소, 농업인

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러한 상황에 귀농인구의 증

가는 농업분야의 일자리 수요발생과 농업연계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귀농인구는 1990년대 후반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과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박공주, 
2006). 농림축산식품부(2017)에 의하면 2001년 880가구, 2005
년 1,240가구 2011년 10,530가구 2015년 11,959가구 2016년 

12,875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시 은퇴자들의 인생2막에 대한 기대감과 창농을 새

로운 취업의 형태로 받아들인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 전원생

활에 대한 동경 등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귀농 이후 귀농지의 삶에 만족하

지 못하고 도시로 역이주하는 재탈농화 현상도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수입과 귀농에 

대한 막연한 동경, 준비되지 못한 농촌이주는 귀농 자체를 포

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귀농자들이 귀농에 실패하는 

요인과 귀농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연구하여 더 

많은 귀농자들이 귀농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의 삶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

체와 관련기간의 정책적 수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 귀촌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관한 검증에 있다. 둘째, 독립변수로 제시된 농촌흡인요인, 
귀농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종지원 정책과 종속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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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만족도 간에 가족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 귀농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하여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1 농촌 흡인 요인

Lee(1996)는 중력모형을 수정하여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각 

지역의 압출요인(Pushfactor)과 흡인요인(Pullfactor)의 영향에 

따라 인구이동 흐름의 방향이 결정되고, 거리에 영향을 받는 

압출-흡인요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희연, 외(2008)은 압출흡인이론에서 요인들의 중요도는 지

역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농촌 지역

에서의 저임금, 고용기회 감소, 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의 낮은 

환경 수준 등은 압출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저렴한 주택, 
생활비 절감, 쾌적한 생활환경 등은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정관(1998)은 농촌인의 도시로 이동 요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도시로의 흡인요인(Pull Facrors)과 농촌에

서의 배출요인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서로 상호 관련으로 

동시에 작용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 이주 결정요인의 

경우 전출지의 압출 요인보다는 전입지의 유인 요인이 더 크

게 작용한다는 주장(이희찬·김현, 2006)이 유력하다. 
박은경(2008)은 귀농의 주된 이유에 대해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노후대비, 건강관리 여건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한 정

철영(1999)는 농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종합산업으로의 농

업의 전환이 농업인의 증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윤순덕 외(2005)는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

로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위해,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텃밭 등을 가꾸며 살기위해’가 다수를 

차지한 반면, 장년층 도시민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사에는  농촌의 환경적 흡인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

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1.2 귀농 준비정도

서규선 외(2000)은 농촌 이주를 위한 사전준비와 연습과정을 

가진 귀농인들은 대체로 농촌의 삶과 경제적인 성취 면에서 

만족을 느끼는 반면, 계획 없이 귀농하거나 수동적인 이들은 

농촌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했다. 김정섭·이정해(2017)은 귀농인중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금의 규모가 작았으며, 귀농인의 74.1%가 저축액과 보유자

신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농지 및 시설투자 시 자금 

부족‘을 어려운점으로 응답하였다. 귀농·귀촌인 대부분은 단

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가 제일 많으며 

귀농·귀촌인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가 비율이 낮고, 귀농초

기는 임차, 임시거주형태가 많은 것으로 연구하였다. 
최윤지 외(2010)는 귀농 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재배사

육기술(43.5%)과 운영자금(31.2%), 생산물판로(30.5%), 경영기

술(27.3%), 토지 구입자금(922.7%), 판매기술(22.1%) 순으로 희

망하고 있다고 보았다. 강대구(2007)는 귀농시 어려움으로 귀농 
초기에는 재배기술, 경영기술, 자금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귀농정착기로 갈수록 자금문제와 노동력의 부족, 판로의 어려움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김성수(2004)는 영농정착 과정을 

귀농결심→가족동의→농작물선택→정착지물색→영농기술습득

→주택농지구입→영농계획수립으로 유형화 했다. 이러한 결과

를 요약하여 보면 귀농 준비인들은 농촌생활이 좋고 보다 인

간적인 삶을 위하여 귀농을 결심한 경우가 많았고 구체적 준

비하고 있다고 했다.

2.1.3 귀농지 주거환경

김유일(1988)은 주거만족도는 안전성, 편리성, 위치, 평면배

치, 난방, 일조, 전망 등의 물리적 특성과 나이, 소득, 직업, 
학력, 거주기간, 소유관계 등 가구특성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a)는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는 상

황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 생겨나는 농촌 현실에서 다행

스러운 일이며 주거 문제를 주택 공급 문제에서 공동체 문제

로 인식을 전환하여 대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귀농·귀촌인이 농촌을 선택하는 이유는‘아름다운 자연환

경’,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자급자족’, ‘독립적인 생활’, 
‘도시생활을 경제적으로 감당 할 수 없어서’, ‘자녀 교육을 위

해서’였다. 그러나 귀농·귀촌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서’가 주요 이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영재․조은정(2013)은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에 있어서 거

주자 수, 거주형태, 거주유형, 전 거주지에 관하여 일반마을과 

전원주거 단지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2.1.4 귀농지원정책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이명호 외, 2013), 귀농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마련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강대구 외, 2006). 이환의(2011)는 귀농지원정책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완 

외(2007)는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 전남 차원의 귀농종합알선

센터의 온라인상 운영, 귀농홍보대사(품목별, 지역별)의 위촉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농도(農道)인 전남의 특성상 젊은

층이 유입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 정책을 마련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귀농인들이 가장 원하는 영농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정섭(2009)은 도시민의 귀농․
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농림

수산식품부(2009)의 보고서에서는 귀농․귀촌지원방안을 단계별

로 구분해 제시하였고 이재철․이도선(2006)은 과학적, 체계적

인 귀농정책을 세워 도시출신의 잠재 귀농인력 유인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정

책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Bosworth(2006)의 연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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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농촌이주자는 농촌경제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감소된 농가수입과 농업관련 일자리를 보전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Keeble et al.(1992)의 연구에서도 농촌 비즈니스 창업자의 

66%는 이주민에 의해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수 외2010)는 귀농 도시민은 초기 투자비 마련, 농업을 

통한 소득 획득에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영농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의 한계(초기 투자비 높음, 소규모 

영농으로 소득을 획득하기가 어려움)를 인정하고, 새로운 귀

촌 전략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남규 외

(2015)는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의 세 창업지원정책

은 창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박경옥·이
상운(2012)은 주택 지원 정책에 있어 정부차원의 기준이 있는 

지원방식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보다 지자체의 여건과 귀농․귀
촌자의 요구에 맞게 비용의 조정지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귀농 희망자들은 주택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b)는 

주거문제가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강미나 외(2012)는 농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지원, 저리자

금융자 효과(개·보수자금지원), 임대주택공급확대정책, 저렴주

택 공급 정책,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등이 효과가 있는지 검

증하였다. 그 결과 주택구입비지원, 전세자금을 2% 저리로 지

원할 경우 농촌가구는 15% 만큼 주거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정책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민수(2010)는 귀농초기에는 

융자지원제도를 거의 이용할 수 없고, 담보가 있어야하며 토

지를 소유하더라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정부 보

증융자지원액(2억한도) 중 필요 자금을 융자 받기가 거의 불

가능하므로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2.1.5 귀농 만족도

생활 만족이란 과거와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를 의

미한다(서병숙·이현, 1995). 김태현(1995)은 생활만족도가 노인

들의 생활양식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 변수로 간주될 수 있으

므로 은퇴 후 노인들의 생활양식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

로 이용되면서 노년기 적응이나 성공적 노화 및 정신건강의 

지표로 간주된다고 하였다.임혜영(1999)은 주민과의 교류와 

같은 관계성 요인, 상업시설의 편리성이나 환경 및 위생, 교

통 및 접근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박광희․한혜경(2002)은 건강이나 경제상태와 

같은 기존의 요인들 외에 존재가치와 같은 주관적인 심리상

태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숙 외(2004)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대중교통, 쓰레기환

경, 여가환경, 보건 및 의료환경, 소득원, 이웃환경을 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박공주

(2006)는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적응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건강과 경제수준, 이웃주민과의 관계망 형성 노력, 

영농교육 도움 수준, 농촌생활 인식정도 등이 매우 중요한 요

인으로 분석하였다. 허철무․하규수(2014)는 지역 상황적 특성

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는 

없는 것으로 주장했다. 

2.1.6 가족 지지도

가족지지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

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개인

의 위기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것으로 개인으로 하

여금 순조롭게 위기에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고 정리했다(권은희, 2003). Kaplan et al.(1977)은 사

회적 지지의 결여는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적응력

을 약화시키며 특히 가족의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를 경감

시키며 질병의 발병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하였다. 
김현실·조미여(1992)도 가족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유력한 

지지체계가 되며 개인은 가족을 통해 내적 ,외적 긴장을 해소

하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이런 완충작용을 통해 가족은 개인

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공헌한다고 하였다. 
김철규 외(2011)는 마을주민 조사를 통해 기존에 떠난 귀농･

귀촌인의 원인을 사전 준비 부족으로 지적하였다. 마을 원주

민들이 보기에 귀농귀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하기 

이전에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가족

의 지지와 농촌 생활에 대한 신념 등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귀농･귀촌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과 친화적인 관계

를 맺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가족

을 하나의 지지체제로 보고 가족은 상호작용하며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그 가족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능력을 가지

고 있으며 위기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

계로서 일생을 통하여 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백영

남, 2005). 
또한 지지체계로서 가족은 전체성을 지닌 개방체계로 역동

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정보, 에너지, 물질을 서로 주고받으면

서 사회적 규범으로 안정된 지지와 사랑을 서로 교환하고, 협
조하는 능력을 가지며, 위기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생동안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높게 기여한

다고 하였다(김숙정,1987).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실제 귀농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과 가족지지도가 귀농만족도에 어떤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

을 확인한 것은 기존연구와 차별성이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논문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

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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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흡인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귀농준비정도

-작목준비
-자가준비
-임대차용

귀농
만족도

귀농지주거환경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귀농지원정책

-창농지원
-주택지원
-대출지원

가족
지지도

<그림 1> 연구 모형

3.2 연구 가설

가설 1. 농촌흡인 요인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경제적 요인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환경적 요인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심리적 요인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귀농준비정도는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작목준비는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자가준비는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임대차용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귀농지 주거환경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편리성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안전성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쾌적성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귀농지원정책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창농지원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주택지원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대출지원은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농촌흡인요인은과 귀농만족도 사이에 가족지지도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6.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사이에 가족지지도는 조

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7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사이에 가족지지도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8.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사이에 가족지지도의 조

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한 문헌연구와 귀농 귀촌

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

구 및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를 농촌흡인요인, 귀농 전 경력

특성, 개인 심리적 특성, 귀농 준비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

농지 갈등으로, 종속변수는 귀농만족도로 설정하였고 조절변

수로 가족지지도를 다루었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형식의 척도르 이용하였

다. 설문지는 2017년 6월25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총 45
일간 300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3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확보하였다.

4.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37부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

(Ver.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에서는 요인분

석(Factor Analysis)과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한 주성

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였으며, 신뢰성 분

석에서는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의 검증과정에서는 농촌흡입요인과 귀농준비

정도,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3 변수별 설문구성

<표 1> 변수별 설문구성

변수
구분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총문항수

농촌흡인요인

경제적요인 1-1,2,3,4 4

9환경적요인 1-5,6,7 3

심리적요인 1-8,9 2

귀농준비정도

작목준비 3-1,2,3,4 4

11자가준비 3-5,6,7,8 4

임대차용 3-9,10,11, 3

귀농지주거환
경

편리성 5-1,2,3,4,5 5

11안전성 5-6,7,8,9 4

쾌적성 5-1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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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 및 결과

5.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

력, 귀농전 직업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149명(62.9%), 여성이 88명(37.1%)로서 여성보다 남성

이 많았고, 연령은 40세 미만 34명(14.3%), 40-49세 86명
(36.3%), 50-59세 72명(30.4%), 60세 이상 45명(19.0%)으로 40
대와 50대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27명(11.4%), 기혼이 210명(88.6%)로 

기혼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65명
(27.4%), 전문대학교 재학 및 졸업 48명(20.3%), 4년제 대학교 

재학 및 졸업 97명(40.9%), 1대학원 재학이상 27명(11.4%)의 

결과를 보였다. 귀농전 직업은 회사원 78명(32.9%), 전문직 55
명(23.2%), 자영업 57명(31.4%), 권한관리(내부사용자계정 및 

권한관리) 21명(7.5%), 프로그램(개발) 보안 28명(24.1%), 공무

원 및 기타 47명(19.8%)로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2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고, 요인분석에서는 고유치 1.0이상, 요인부하량 0.5이상인 요

인을 추출하였다. 신뢰성 분석에서는 Cronbach's α계수를 산

출하였으며, 0.6이상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판단하였다.

5.2.1 독립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농촌흡인요인과 귀농준비정도, 귀농

지 주거환경 및 귀농지원정책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5.2.1.1 농촌흡입요인

농촌흡입요인에 관한 10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유

치 1.0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경제적 요

인, 요인 2는 환경적 요인, 요인 3은 심리적 요인이라 명명하

였다<표 2>.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74.492%였고, KMO 값이 

0.814, p<.001이었으며, 요인값 0.5 이하로 나타난 심리적 요인

에 관한 1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계수는 경제적 요인 .853, 환경적 요인 .857, 심리적 요인 

.676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 2> 농촌흡인요인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경제적
요인

농업전망이 밝아 보여서 귀농했다 .833 .165 .209

농촌에서의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귀농
했다

.825 -.033 .072

농촌의 삶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아서 
귀농했다

.787 .044 .292

창농은 퇴직의 우려가 없어서 귀농했다 .729 .147 .372

환경적
요인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귀농했다 .001 .890 .086

농촌생활이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 귀농했다 .130 .889 .119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귀농했다 .092 .785 .361

심리적
요인

원주민들이 도시민보다 인간적일 것 같아 귀
농했다

.291 .175 .813

농촌의 삶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
아 귀농했다

.337 .297 .707

Eigenvilue 2.750 2.368 1.586

누적 변량 % 30.555 56.867 74.492

Cronbach's α .853 .857 .676

5.2.1.2귀농준비정도

귀농준비정도에 관한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2>과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작목준비, 요인 2는 

자가준비, 요인 3은 임대차용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62.919%였고, KMO 값이 0.730, p<.001이었으며, 요

인값 0.5 이하인 임대차용에 관한 1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

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계수는 작목준비 .906, 자가준비 

.866, 임대차용 .795로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귀농지원정책

창농지원 5-1,2,3,4,5,6 5

9주택지원 5-,8,9 2

대출지원 5-10,11 2

귀농만족도 7-1,2,3,4,5 5 5

가족지지도 8-1,2,3,4 4 4

인구통계학적 
특성

9-1,2,3,4,5,6,7,8,9,
10,11,12,13,14,15

15 1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49 62.9

여성 88 37.1

연령

40세 미만 34 14.3

40-49세 86 36.3

50-59세 72 30.4

60세 이상 45 19.0

결혼여
부

미혼 27 11.4

기혼 210 88.6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65 27.4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48 20.3

4년제 대학교 재학 및 졸업 97 40.9

대학원 재학이상 27 11.4

귀농전
직업

회사원 78 32.9

전문직 55 23.2

자영업 57 24.1

공무원 및 기타 47 19.8

합계 2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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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귀농준비정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5.2.1.3 귀농지 주거환경

귀농지 주거환경에 관한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4>
와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편리성, 요인 2
는 안전성, 요인 3은 쾌적성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75.432%였고, KMO 값이 0.850, p<.001이었으며, 요인

값 0.5이하로 나타난 쾌적성 1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성 분

석에 의한 Cronbach's α계수는 편리성 .865, 안전성 .707, 쾌

적성 .655로서 수용할만한 신뢰수준이었다. 

<표 4> 귀농지 주거환경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편리성

나는 자녀의 통학이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830 .097 .079
나는 행정관청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822 .285 .202
나는 시장(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801 .351 .126

나는 도로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했다. .737 .270 .340

나는 병원시설이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 .733 .330 .281

안전성

나는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회피
하였다

.258 .877 .120

나는 하절기 침수지역을 회피하였다 .201 .826 .278
나는 야생동물 출현 지역을 회피하였다 .359 .801 .113
나는 귀농지역을 고려할 때 안전에 중점을 
두었다

.224 .533 .406

쾌적성

나는 주거에 쾌적한 곳을 선택했다 .170 .213 .872
나는 주거 주택을 선택할 때에 향을 고려하
였다

.244 .175 .838

Eigenvilue 3.461 2.848 1.988
누적 변량 % 31.464 57.357 75.432
Cronbach's α .865 .707 .655

5.2.1.4 귀농지원정책

귀농지원정책에 관한 1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에서는 <표 

5>와 같이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창농지원, 요

인 2는 주택지원, 요인 3은 대출지원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분산은 79.291%였고, KMO 값이 0.887, p<.001이었

으며, 요인값 0.5 이하인 주택지원 1문항과 대출지원 1문항을 

제거하였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계수는 창농지

원 .912, 주택지원 .882, 대출지원 .871로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귀농지원정책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창농
지원

귀농 시 이론교육은 귀농 후 농작에 도움이 
된다.

.844 .115 .182

정부나 지자체의 창농 지원 정책은 도움이 된다 .841 -.013 .285

귀농 시 실무교육은 귀농 후 농작에 도움이 
된다

.829 .176 .155

정부의 창농자금 지원제도는 귀농 결정에 도
움이 된다

.789 .251 .180

정부가 지원하는 창농 자금지원 정책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774 .300 -.013

수리비 지원 정책은 귀농에 도움이 된다 .628 .506 .266

주택
지원

주택 임대 구입 자금 지원 정책은 귀농에 도
움이 된다

.192 .903 .157

주택 일정기간 임대 정책은 귀농에 도움이 된다 .181 .899 .172

대출
지원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자금지원의 시기는 
적당하다

.148 .194 .907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자금지원의 규모는 
적당하다

.264 .163 .887

Eigenvilue 3.883 2.142 1.904

누적 변량 % 38.829 60.248 79.291

Cronbach's α .912 .882 .871

5.2.2 조절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가족지지에 관한 4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귀농에 대한 

가족의 지지와 도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의 총 

분산은 60.738%였고, KMO 값이 0.704, p<.001이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계수는 .780으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표 6> 가족지지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가족
지지

나의 가족들은 나의 귀농결정을 존중했다 .823

배우자가 귀농을 지지했다 .797

나의 가족은 귀농 후 내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789

자녀가 귀농을 지지했다 .703

Eigenvilue 2.430

누적 변량 % 60.738

Cronbach's α .780

5.2.3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귀농만족도에 관한 5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표 7>과 같이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귀농에 대

한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의 총 분산은 

67.058%였고, KMO 값이 0.767, p<.001이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값이 0.5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에 의한 

Cronbach's α계수는 .872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작목
준비

나는 재배할 작목을 전문가에게 추천받아 
선정했다

.891 .055 .003

나는 수익성이 좋은 작목으로 선정했다 .867 .080 .051

나는 미리 생각해둔 재배작물이 있었다 .851 -.016 .042

나는 재배할 작목에 대해 공부했다 .734 .202 .238

자가
준비

나는 귀농하기 전에 농지를 매입했다 .157 .783 .079

나는 스스로 귀농 자금을 준비했다 .053 .724 -.194

나는 귀농자금이 충분했다 -.073 .706 .028

나는 귀농하기 전에 주택을 매입했다 .137 .699 -.065

임대
차용

나는 지인으로부터 귀농자금을 차용했다 .061 -.023 .819

나는 가족으로부터 귀농 자금을 지원 받았다 .167 -.016 .773

나는 귀농하기 전에 주택을 임대했다 .005 -.073 .685

Eigenvilue 2.891 2.182 1.847

누적 변량 % 26.285 46.124 62.919

Cronbach's α .906 .866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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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귀농만족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 결과 

5.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

과 같이 상관관계가 없거나 어느 정도 상관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과 작목준비는 주택지원, 대출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환경적 

요인과 자가준비는 임대차용, 귀농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

인들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심리적 요인과 창농지

원은 다른 변인들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대차용은 

쾌적성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귀농만족도와는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편리성은 주택지원, 귀농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안전

성은 쾌적성, 창농지원, 가족지지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

으나 귀농만족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귀농

만족도는 쾌적성, 주택지원, 대출지원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

며,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작목준비, 임대차용, 창농지원, 
가족지지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8> 상관관계분석결과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경제적요인 1

2.환경적요인 .244*** 1

3.심리적요인 .615*** .486*** 1

4.작목준비 .539*** .299*** .418*** 1

5.자가준비 .219** .344*** .326*** .196** 1

6.임대차용 .309*** -.107 .171** .193** -.077 1

7.편리성 .313*** .235*** .336*** .242*** .447*** .178 1

8.안전성 .322*** .259*** .309*** .254*** .430*** -.011 .628*** 1

9.쾌적성 .154* .388*** .298*** .204** .364*** -.139* .493*** .500*** 1

10.창농지원 .433*** .389*** .413*** .390*** .316*** .051 .259*** .306*** .263*** 1

11.주택지원 .071 .191** .132* .054 .132* .072 .050 .106 .190** .575*** 1

12.대출지원 .092 .218** .152* .038 .152* .050 .132* .078 .143* .428*** .459*** 1

13.가족지지 .225** .253*** .276*** .202** .322*** .043 .349*** .190** .329*** .227*** .120 .081 1

14.귀농만족도 .243*** .110 .143* .203** .079 .134* .083 .086 .016 .217** .124 .128 .280*** 1

*p<.05, **p<.01, ***p<.001

5.4 가설검증

본 연구는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

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회귀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하

였으며,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분

산 팽창 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해 파악하였

다. VIF 값의 경우 10이상이면 높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

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5.4.1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농촌흡입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548,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9.9%였으며, VIF 값이 

1.060-1.7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귀농

만족도에 대해서는 연령(β=-.190, t=-2.411, p<.05)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귀농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귀농전 직업1(β=.283, t=3.306, p<.01), 귀농전 

직업2(β=.217, t=2.621, p<.01), 귀농전 직업3(β=.223, t=2.647, 
p<.01)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귀농전 직

업이 회사원, 전문직, 자영업일 경우 귀농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농촌흡입요인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716,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4.2%로서 1단계보다 

4.3%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20-2.067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β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1

귀농
만족도

나는 귀농 후에 경제적 생활이 좋아졌다 .896

나는 귀농 후 나의 소득에 만족한다 .895

귀농 후 나의 삶이 행복해졌다 .818

나는 귀농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769

나는 귀농 전보다 소득이 나아졌다 .698

Eigenvilue 3.353

누적 변량 % 67.058

Cronbach's α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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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t=-2.512, p<.05)이 귀농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결혼여부(β=.159, t=2.152, p<.05)와 귀농전 직업1(β
=.239, t=2.795, p<.01), 귀농전 직업2(β=.193, t=2.363, p<.05), 
귀농전 직업3(β=.191, t=2.271,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농촌흡입요인 중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경제적 

요인(β=.229, t=2.816, p<.01)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동기로서 농촌의 삶이 경제

적으로 안정적이고 퇴직의 우려가 없으며, 수입이 더 증가할 

것 같아서 귀농을 결정할수록 귀농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농을 하는데 있어 환경적이거나 심리적 요

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귀농동기에 있어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경

제적 요인이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 연

구의 가설 1-1은 채택되었고, 1-2, 1-3은 기각되었다.

<표 9>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a) -.105 -1.546 .123 -.096 -1.449 .149

연령 -.190 -2.411* .017 -.196 -2.512* .013

결혼여부b) .143 1.928 .055 .159 2.152* .032

학력 .079 1.210 .227 .051 .775 .439

귀농전 직업1c) .283 3.306** .001 .239 2.795** .006

귀농전 직업2d) .217 2.621** .009 .193 2.363* .019

귀농전 직업3e) .223 2.647** .009 .191 2.271* .024

농촌
흡입
요인

경제적요인 .229 2.816** .005

환경적요인 .065 .886 .377

심리적요인 -.063 -.708 .480

F 3.548*** 3.716***

R2 .099 .142

∆R2 .043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
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2 귀농준비정도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귀농준비정도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귀농준비정도를 독립

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548,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9.9%였으며, VIF 값이 

1.060-1.7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귀농

준비정도를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329, p<.001에
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2.9%로서 1단계보다 3.0% 증

가하였으며, VIF 값이 1.073-1.934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β=-.186, 
t=-2.271, p<.05)이 귀농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

고, 결혼여부(β=.152, t=2.060, p<.05)와 귀농전 직업1(β=.246, 
t=2.838, p<.01), 귀농전 직업2(β=.180, t=2.166, p<.05), 귀농전 

직업3(β=.189, t=2.215,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귀농준비정도에서는 자가준비와 임대차용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작목준비(β=.157, 
t=2.331, p<.05)는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

다. 즉, 귀농 시 미리 생각해둔 재배작물이 있었거나 전문가

의 추천 혹은 수익성이 좋은 작목으로 선정할수록 귀농만족

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가준비와 임대차용

을 제외한 작목준비가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2-1은 채택되었고, 2-2, 
2-3은 기각되었다.

<표 10> 귀농준비정도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a) -.105 -1.546 .123 -.073 -1.093 .276

연령 -.190 -2.411* .017 -.186 -2.271* .024

결혼여부b) .143 1.928 .055 .152 2.060* .041

학력 .079 1.210 .227 .069 1.073 .284

귀농전 직업1c) .283 3.306** .001 .246 2.838** .005

귀농전 직업2d) .217 2.621** .009 .180 2.166* .031

귀농전 직업3e) .223 2.647** .009 .189 2.215* .028

귀농
준비
정도

작목준비 .157 2.331* .021

자가준비 .040 .568 .570

임대차용 .068 1.027 .305

F 3.548*** 3.329***

R2 .099 .129

∆R2 .030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
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3 귀농지 주거환경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귀농지 주거환경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귀농지 주거환경

을 독립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548,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9.9%였으며, 
VIF 값이 1.060-1.7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았다. 귀농지 주거환경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2.857, p<.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1.4%로서 1단
계보다 1.5%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02-1.860로서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

령(β=-.182, t=-2.274, p<.05)이 귀농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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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었고, 귀농전 직업1(β=.291, t=3.350, p<.01), 귀농전 

직업2(β=.229, t=2.708, p<.01), 귀농전 직업3(β=.221, t=2.586,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귀농지 

주거환경에서는 편리성과 쾌적성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나, 안전성(β=.178, t=2.029, p<.05)은 귀농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 시 안전

에 중점을 두거나 야생동물 출현지역, 동절기 폭설지역 및 하

절기 침수지역을 회피할수록 귀농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외한 안전성이 귀농만

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3-2는 채택되었고, 
3-1, 3-3은 기각되었다.

<표 11> 귀농지 주거환경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a) -.105 -1.546 .123 -.103 -1.492 .137

연령 -.190 -2.411* .017 -.182 -2.274* .024

결혼여부b) .143 1.928 .055 .110 1.477 .141

학력 .079 1.210 .227 .107 1.605 .110

귀농전 직업1c) .283 3.306** .001 .291 3.350** .001

귀농전 직업2d) .217 2.621** .009 .229 2.708** .007

귀농전 직업3e) .223 2.647** .009 .221 2.586* .010

귀농
지
주거
환경

편리성 .040 .469 .639

안전성 .178 2.029* .044

쾌적성 .081 1.019 .309

F 3.548*** 2.857**

R2 .099 .114

∆R2 .015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4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고 귀농지원정책을 독립

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3.548,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9.9%였으며, VIF 값이 

1.060-1.7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귀농

지원정책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474, p<.001에
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3.4%로서 1단계보다 3.5% 증

가하였으며, VIF 값이 1.114-1.904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연령(β=-.196, 
t=-2.512, p<.05)이 귀농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

고, 귀농전 직업1(β=.239, t=2.795, p<.01), 귀농전 직업2(β
=.193, t=2.363, p<.05), 귀농전 직업3(β=.191, t=2.271,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귀농지원정책의 

주택지원과 대출지원은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나, 창농지원(β=.229, t=2.816, p<.01)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 시 정부나 지자체

의 창농지원정책이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귀농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지원과 대출

지원을 제외한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4-1은 채택되었고, 4-2, 4-3
은 기각되었다.

<표 12>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a) -.105 -1.546 .123 -.097 -1.423 .156

연령 -.190 -2.411* .017 -.191 -2.453* .015

결혼여부b) .143 1.928 .055 .144 1.963 .051

학력 .079 1.210 .227 .052 .804 .422

귀농전 직업1c) .283 3.306** .001 .268 3.156** .002

귀농전 직업2d) .217 2.621** .009 .197 2.393* .018

귀농전 직업3e) .223 2.647** .009 .210 2.521* .012

귀농
지원
정책

창농지원 .189 2.377* .018

주택지원 -.025 -.313 .755

대출지원 .053 .718 .473

F 3.548*** 3.474***

R2 .099 .134

∆R2 .035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
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5 농촌흡입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농촌흡입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농촌흡입요인, 가족지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수의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항의 투입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평균 중심화

(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였으며, 편차점수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을 구한 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는 <표 13>와 같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인 농촌흡입요인,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투입한 1단
계 회귀모형은 F=4.547,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

이 18.6%였으며, VIF 값이 1.124-2.0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

형은 F=4.403,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2.2%로

서 1단계보다 3.6%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24-2.509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농촌흡입요인의 경제

적 요인(β=.243, t=3.023, p<.01)과 가족지지(β=.229, t=3.370, 
p<.01)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경제적 

요인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항(β=.178, t=2.321, p<.05)이 귀

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경제적 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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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적 요인

과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경제적 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5-1은 채택

되었고, 5-2, 5-3은 기각되었다.

<표 13> 농촌흡입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a) -.091 -1.376 .170 -.070 -1.062 .290

연령 -.207 -2.733** .007 -.211 -2.835** .005

결혼여부b) .113 1.534 .126 .103 1.404 .162

학력 .034 .530 .596 .034 .530 .597

귀농전 직업1c) .209 2.472* .014 .168 1.995* .047

귀농전 직업2d) .150 1.838 .067 .141 1.746 .082

귀농전 직업3e) .190 2.299* .022 .169 2.065* .040

농촌
흡입
요인

경제적요인 .216 2.685** .008 .243 3.032** .003

환경적요인 .068 .933 .352 .055 .764 .446

심리적요인 -.107 -1.213 .226 -.129 -1.470 .143

가족지지 .209 3.100** .002 .229 3.370** .001

경제적요인*가족지지 .178 2.321* .021

환경적요인*가족지지 .107 1.323 .187

심리적요인*가족지지 -.079 -.835 .404

F 4.547*** 4.403***

R2 .186 .222

∆R2 .036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
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6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귀농준비정도, 가족지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인 귀농준비정도, 조절변

수인 가족지지를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4.124, p<.001에
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7.1%였으며, VIF 값이 

1.082-1.948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호

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846,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9.9%로서 1단계보다 2.8% 증가

하였으며, VIF 값이 1.093-1.9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

타나지 않았다. 귀농준비정도의 작목준비(β=.162, t=2.390, 
p<.05)와 가족지지(β=.207, t=2.743, p<.01)가 귀농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가준비와 가족지지의 상호작

용항(β=.140, t=2.102,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가준비

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작목준비와 임대차용을 제외한 자가준비와 귀농

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6-2는 채택되었고, 6-1, 6-3은 기각되었다.

<표 14>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a) -.070 -1.044 .298 -.071 -1.073 .284

연령 -.187 -2.349* .020 -.181 -2.261* .025

결혼여부b) .102 1.373 .171 .088 1.181 .239

학력 .053 .827 .409 .059 .928 .354

귀농전 직업1c) .221 2.576* .011 .214 2.490* .014

귀농전 직업2d) .140 1.698 .091 .146 1.767 .079

귀농전 직업3e) .190 2.256* .025 .191 2.277* .024

귀농
준비
정도

작목준비 .133 1.988* .048 .162 2.390* .018

자가준비 .002 .032 .974 .036 .498 .619

임대차용 .056 .849 .397 .021 .311 .756

가족지지 .212 3.095** .002 .207 2.743** .007

작목준비*가족지지 .046 .702 .484

자가준비*가족지지 .140 2.102* .037

임대차용*가족지지 .116 1.691 .092

F 4.124*** 3.846***

R2 .171 .199

∆R2 .028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
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7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

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

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

께 귀농지 주거환경, 가족지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5>과 같다. 통제

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인 귀농지 주거환

경, 조절변수인 가족지지를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4.262,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7.6%였으며, 
VIF 값이 1.118-1.928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

았다.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997,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20.6%로서 1단계보다 

3.0%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38-2.348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귀농지 주거환경의 안전성(β=.239, 
t=2.808, p<.01)과 가족지지(β=.220, t=3.043, p<.01)가 귀농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편리성과 가족지지의 상

호작용항(β=.195, t=2.200, p<.05)이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편리

성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외한 편리성과 귀농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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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가설 7-1
은 채택되었고, 7-2, 7-3은 기각되었다. 

<표 15>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a) -.113 -1.673 .096 -.117 -1.740 .083

연령 -.189 -2.451* .015 -.193 -2.485* .014

결혼여부b) .091 1.243 .215 .100 1.371 .172

학력 .091 1.400 .163 .094 1.458 .146

귀농전 직업1c) .247 2.903** .004 .263 3.115** .002

귀농전 직업2d) .162 1.944 .053 .152 1.827 .069

귀농전 직업3e) .208 2.496* .013 .197 2.386* .018

귀농
지
주거
환경

편리성 -.109 -1.279 .202 .118 1.374 .171

안전성 .206 2.423* .016 .239 2.808** .005

쾌적성 -.133 -1.704 .090 .114 1.438 .152

가족지지 .277 4.006*** .000 .220 3.043** .003

편리성*가족지지 .195 2.200* .029

안전성*가족지지 .017 .180 .858

쾌적성*가족지지 .117 1.546 .124

F 4.262*** 3.997***

R2 .176 .206

∆R2 .030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
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5.4.8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귀농지원정책, 가족지지,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독립변수인 귀농지원정책, 조절변

수인 가족지지를 투입한 1단계 회귀모형은 F=4.225, p<.001에
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7.5%였으며, VIF 값이 

1.112-1.88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은 F=3.598, 

p<.001에서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이 18.9%로서 1단계보다 

1.4% 증가하였으며, VIF 값이 1.114-2.087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귀농지원정책의 창농지원(β=.175, 
t=2.186, p<.05)과 가족지지(β=.202, t=2.950, p<.05)가 귀농만족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상호작용항 중에서는 귀

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에는 가족지지의 조절효

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8-1, 8-2, 8-3
은 기각되었다.

<표 16> 귀농지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귀농만족도

1단계 2단계

β t P β t P

인구
통계
학적 
특성

성별a) -.093 -1.379 .169 -.087 -1.279 .202

연령 -.202 -2.654** .009 -.217 -2.843** .005

결혼여부b) .093 1.258 .210 .111 1.492 .137

학력 .037 .565 .573 .036 .558 .578

귀농전 직업1c) .235 2.790** .006 .244 2.896** .004

귀농전 직업2d) .149 1.811 .072 .153 1.843 .067

귀농전 직업3e) .205 2.484* .014 .213 2.579* .011

귀농
지원
정책

창농지원 .154 1.935 .054 .175 2.186* .030

주택지원 -.035 -.438 .662 -.052 -.649 .517

대출지원 .061 .842 .401 .054 .751 .454

가족지지 .208 3.136** .002 .202 2.950* .004

창농지원*가족지지 .158 1.785 .076

주택지원*가족지지 .041 .459 .647

대출지원*가족지지 .038 .500 .617

F 4.225*** 3.598***

R2 .175 .189

∆R2 .014

*p<.05, **p<.01, ***p<.001
a)성별(남성=0, 여성=1), b)결혼여부(미혼=0, 기혼=1), c)귀농전 직업1(회사원=1, 나
머지=0), d)귀농전 직업2(전문직=1, 나머지=0), e)귀농전 직업3(자영업=1, 나머지=0)

Ⅵ. 결론

6.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인 농촌흡입요인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 결과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경제적 

요인이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 1-1은 

채택되었고, 1-2, 1-3은 기각되었다.
둘째, 가설 2인 귀농준비정도가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자가준비와 임대차용을 제외한 작목준비가 

귀농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

설 2-1은 채택되었고, 2-2, 2-3은 기각되었다. 셋째, 가설 3인 

귀농지 주거환경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외한 안전성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

침으로써 가설 3-2는 채택되었고, 3-1, 3-3은 기각되었다.
넷째, 가설 4인 귀농지원정책이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주택지원과 대출지원을 제외한 창농지원이 

귀농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4-1은 

채택되었고, 4-2, 4-3은 기각되었다. 다섯째, 가설 5인 농촌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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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경제적 요인과 귀농만

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5-1은 채

택되었고, 5-2, 5-3은 기각되었다.
여섯째, 가설 6인 귀농준비정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

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목준비와 임대차용을 제외한 

자가준비와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

로써 가설 6-2는 채택되었고, 6-1, 6-3은 기각되었다. 일곱째, 
가설 7인 귀농지 주거환경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외한 편리성과 귀

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설 7-1은 

채택되었고, 7-2, 7-3은 기각되었다. 여덟째, 가설 8인 귀농지

원정책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가설 8-1, 8-2, 
8-3은 기각되었다.

6.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흡인

요인 중 경제적 요인이 귀농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귀농자들에게 있어서 창농 또는 영농으로 지

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점과 퇴직의 우려가 없는 평생직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은퇴자와 젊은 구직자들을 농

촌으로 흡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귀농준비 중 작목준비는 귀농 후 생산 활동을 통해 

수입과 연관된다. 적합한 작목 선택은 2차 제품 생산과 3차 

농촌 체험 서비스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목선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은 귀농인의 수익증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귀농지 주거환경 중 안전

성은 귀농만족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시의 경우 치안이 잘되어있고,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토목시설

과 방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반면 농촌은 사건과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농촌 주거환경이 치안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곳이 되기 위

해 지자체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귀농지원정책 중 창농지원은 귀농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차 생산의 역할에 그쳤던 농가들이 2차 3차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6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창농을 

하고자 하는 귀농자들이 많아졌지만 아직은 그 절차와 필요

로하는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므로 지속적 귀농인구의 유입과 귀농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턱이 낮은 자금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다섯째, 경제적 요인과 귀농만족도 간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가 나타난 것은 귀농에 있어서 귀농자 뿐 아니라 직접적

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족 또한 삶의 질과 연관되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귀농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6.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이 귀농인으로 일반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237명으로 한정되어 연구의 제한점

이 많았다. 더 많은 대상을 표본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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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Satisfaction of Returning

to Farming in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 With

Moderating Effect of Family Factor

Lee, Ji Heum*

Ha, Kyu S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ural migration factors, degree of preparation for migration, lifestyle 
conditions and support policies reflected against the family satisfaction of the migration. In this study family factors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is study will consist of the factors of rural migration,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migration, living 
conditions of the farmers and the support policies, where a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satisfaction of migration with an adjusting 
factor of the family satisfaction which will be further analysed to identify its effects on the dependent variable.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residents and 237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where demographic attributes being the controlling variable,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adjusting variable of the family. As the economic factor increases, the level of satisfaction 
generated to be higher in rural migration. As for the degree of preparation, living condition and support policies resulted, great quantity 
of green nature, safety and agriculture startup support, respectively, indicated a positive effect to the satisfaction level of migration. From 
the results, adjustment effect of the family factors on the economic, nature, convenience and satisfaction of the migration have appear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policy support, regional stability, and economic gain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increase 
satisfaction and to reduce re-migration rate to city. 

Keywords: Migration, Rural Migration Factors, Migration Preparation, Migration Environment, Migration Policy, Migration Satisfaction, 
Famil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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