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배경 및 필

인인구감소와이농 상으로인한지방의인구

가지속 으로 었다. 그러나최근 10년간도시인의귀

농귀 으로 어드는지방의인구를 다소유지할수 있

는 수 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귀농귀 인의 부

응으로 역 귀농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 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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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지방의 기 자치단체의 귀농귀 정책을 연구하 다. 이를 통해 성공 인 귀농귀 정책의 수립을 할

수있는 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인구 감소로인해지방경제가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를늘리기 한 방편으로도

요하다. 한농업을활성화하기 한방안으로도 요하다. 본 연구의결과에서는귀농귀 정책의주요요인으로 5가지

가선정되었다. 주요 요인은교육, 자립환경, 생활 응, 자 지원, 컨설 등이다. 한이들의 요성은자립환경이 28%의

비 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비 이 높은 요인은 생활 응(21%), 자 지원(20%)이었다. 다음으로 컨설 (17%), 교육

(15%) 등의 순으로 비 으로 분석되었다. 비 이 다소 낮게 나타난 요인은 요도가 낮다고 단할 수도 있지만 이미그

요인의성숙도가높아 요성이낮아진것으로도 단할수있어상세분석을 해서는추가 인연구가필요하다. 요도

분석은 AHP기법을 활용하 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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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cies of return to farm & rural of the local government 's local communities.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of the local village. 

The local economy is difficult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Therefore, it is also important as a way to increase the

population. It is also important as a way to revitalize agricul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ain 

factors are education, self-sufficiency, adaptation, funding, and consulting.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se was 

highest in the self-supporting environment (28%). Followed by adaptation (21%) and funding (20%). Followed by 

consulting (17%) and education (15%). We can conclude that the factors that show a somewhat lower proportion 

are less important, but we can also conclude that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is high due to the high maturity of the

factors. The importance analysis used AHP techniqu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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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10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 지만 통계청

(2018)[20]에 의하면귀농인구는다소증가세가둔화되고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

경제연구원[12]은 귀농･귀 상 분석을 해 1천 명

의 귀농･귀 인 패 을 구축하여 이들의 정착실태를 추

분석한 결과, 귀농귀 인이 농 정착과정상에 겪는

어려움으로자 문제, 농기술문제, 농지구입문제, 생

활여건의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지속되는농 인구의 고령화, 인구감소,

생활권확 시 의마을만들기를 해서는생활공동체

활동과 경제공동체 활동의 력 계 구축이 필요하다.

1.2 연  범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인구 5만 명 수 의 기 지자체 내 귀

농귀 인을 상으로 정착과정 실태를 조사하고 그동안

의추진정책을 분석하여 군단 지자체의 귀농귀 정

책의 성공 인 추진을 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

히 국 군단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 으로 추

진하는 귀농귀 정책에 한 수요 요인이 지속 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귀농귀 의 정착

과정에발생하는문제가귀농귀 을실패하게만드는요

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지

원 만받고귀농귀 을포기하는사례가보도되고있어

모럴해 드 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 정책을 연구한 선행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최근에 요구되는 귀농귀 의 성공

인 활동을 한 정책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분석으로

통해 분석하자 한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통해 지자체

에맞는특화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할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론 연

2.1 귀농귀  특

2012년 농정당국의 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국귀농

자 4,080세 221가구(약 5.4%)가 귀농에실패하고도

시로돌아온것으로조사되었다[9]. 한귀농･귀 정착

인 이들을 상으로 도시로의 재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략 9.6%가고려 인것으로나타났다[1]. 귀농･귀

교육이수자정착실태조사를재분석해보면, 교육이수

이후 귀농･귀 실행자 에 5%가 정착에 실패한 것으

로 나타났다[12]. 특히 농 주민과의 계가역귀농･귀

에 향을미치고있다. 주민과의왕래가많거나원주

민과의갈등경험이낮을수록역귀농･귀 의향이낮은

것으로분석되었다[15]. 귀농･귀 인의성공 정착과

련하여 주민과의 계,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원활한

편입이 요하다고하 다. 따라서 귀농･귀 인의 농업･

농 정착에 지역단 의 응이나정책의 기본방향 설

정에있어 개인단 지원도 요하지만 지역단 의 정

착시스템구축이좀더강조될필요가있다[6]. 지역주민

들의귀농귀 인에 한태도에따라귀농귀 은지역갈

등의주범이될수도있으며상당수귀농･귀 인은주민

과의 계에어려움호소하고 있다. 귀농･귀 인의 과반

수가 갈등 경험이 있으며 갈등의 사유로는 ‘귀농인에

한 선입견과 텃세’ 33.9%, ‘재산권 침해’ 24.3%, ‘농 에

한 귀농인들의 이해 부족’ 15.4%, ‘마을 모임 불참’

12.0% 순으로 나타났다[16]. 그 지만 귀농귀 인은 지

역 활성화의 근원으로 고령화, 과소화 된 농 에 활력을

불어넣어 요한 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14].

2.2 귀농귀  정책  주 공

박문호 외(2012), 채상헌(2013), 손상락(2012)은 귀농

귀 성공을 한요인으로가장 요한 것은경제 요

인으로분석하 다. 구체 으로 귀농귀 인의 농업소득

원 확보, 귀농귀 을 한 기 자 등으로 제시하 다

[10,11,18]. 마상진 외(2016)는 원주민과의 인간 계는 농

생활 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편입에 한 정책이 필

요함을 주장하 다[2,4,5,13,15,17]. 채상헌(2013), 박시

외(2014)은 가족요인이 요한것으로주장하 다. 귀농

귀 인에게 가족의 요성은 귀농귀 교육 이수 후 농

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57.2%)가 가족 체

귀농으로 1인 귀농보다 월등히 많다고 분석하 다[4,8,19].

이철우외(2015)는 특정지역인경상북도의귀농·귀

정책의 문제 과 개선방안의 연구에서 주요성공요인으

로 1)귀농·귀 지원 정책 사업의 추진체계상의 문제

개선(귀농·귀 지원 조직의 독립성), 2)지역특성

귀농·귀 인(세 )의 속성에 기 한 정책 필요, 3)귀농·

귀 인이 농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 으로정착,

4)상 으로 고학력의 은 귀농자 상 특화된 정책

등을 주장하 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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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방 치단체  귀농귀  정책

국 지자체별 귀농귀 지원정책(귀농귀 종합센터

자료, 2018. 08월 재 각지자체별귀농귀 정책연구자

가 재분석)은 총 9개 역시도 시군구에서 2018년 총

842개 귀농귀 지원정책을내놓고 있다. 그 지원항목

별로구분하면교육분야 174개, 세제지원 9개, 응환경

112개, 정착지원 487개, 컨설 분야 69개, 총 851개의

지원정책이 있다. 귀농귀 사회복지정책도 총 9개 역

시도 시군구에서 2018년 총 406개 귀농귀 사회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지원항목별로 구분하면 가정

복지 분야 12개, 교육 147개, 농가도우미 90개, 농업인보

험 27개, 바우처 지원 34개, 사회보험 63개, 주민복지 37

개, 총 410개의 사회복지정책이 있다.

2.4 도 

의사결정방법론의하나인 AHP기법은공학외에도경

학까지응용범 가 넓다[7].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T. L. Saaty가 개발한 것으로 의사결정

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상 요도를 측정

하는 방법론이다[21].

3. 연 결과

3.1 조사 계 및 료 수집

귀농귀 성공요인에 한 인식 수 을 연구하기

해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하 다. 조사 방식은 귀농귀

인의안정 인정착을 한정책의개선, 개발등을 해

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인식 수 을 분석하

기 해서는 문가조사(AHP) 방식을통해정보를획득

하 다.

설문의구성은귀농귀 인 상 1부, 원주민 상 1부

를 각각 설계하 다. 귀농귀 인 상 조사 설문의 구성

내용은 동군귀농귀 환경에 한인식도, 만족도, 귀

농귀 이 과이후의차이, 귀농귀 의미래 망, 역 귀

농가능성, 지역주민과의갈등, 응답자개인의특성등이

다. 한원주민 상조사설문의구성내용은귀농귀

인의 활동에 한 주민의 만족도, 귀농귀 인과 지역 주

민과의 갈등 문제, 귀농귀 의 미래 망, 응답자 개인의

특성 등이다.

설문조사는 귀농귀 인 200명, 원주민 60명을 상으

로 설문지를 배포하 다. 귀농귀 인 56명, 원주민 25명

은 직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하 다. 분석 데이터는 불

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귀농귀 인 93부, 원주민 25부

를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지 회수 기간은 2018년 7월

23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다. 한 문가 분석을

한 비교조사는귀농귀 정책담당자 30명 상으

로 설문지 배포하 으며 30부 에서 일 성이 부족한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3.2 료 

응답자 귀농귀 연차가 3년 미만(35명, 39.3%), 6

년 미만(34명, 38.2%), 9년 미만(15명, 16.9%), 9년 이상(5

명, 5.6%)으로 나타났다. 연령 황은 60 (44명,

48.4%), 50 (27명, 29.7%), 40 (15명, 16.5%), 30 (4명,

4.4%), 20 (1명, 1.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5%(69명)가 귀농귀 6년차미만이며 60 이상의고

령자가 48.4%로 나타났다. 한 응답자 67.1%가 소득

부족으로 분석되어 귀농귀 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필요하다. 귀농귀 인의 농경험은 52.8%가

없으며, 경험자는 농어 출신을 포함하여 43.8%로

농 교육의 필요성 높았다.

귀농귀 환경 요인식 비 만족도 분석에서는 농

업경 을 한 정착지원 안정 정착을 한 소득

보장 항목이 요성 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Gap)을 보 다.

Table 1. Analyzing Satisfaction with Agricultural 

Environment

Classification
Importance Satisfaction

Gap
N Ma SD N Ma SD

Settlements
a support policy
(Training, Consulting)

86 4.09 1.17 91 2.92 1.09 -1.17

Agricultural
Management
Support Policy
(Technical, Marketing)

92 4.34 .99 90 2.94 1.03 -1.39

Settlement
support fund 92 4.14 1.18 89 2.61 1.04 -1.53�)

Welfare Service
(Medical,
Transportation,
Education)

92 4.05 .99 90 2.79 .97 -1.27

Adaptation environment 92 4.29 .94 89 3.00 1.01 -1.29

income security 92 4.32 1.08 88 2.88 1.01 -1.44�)

The Adaptation of Rural
Life Environment 90 3.98 1.04 90 3.16 .95 -0.82

�) Analysis shows that satisfaction level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items

(greater than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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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는 2019년에 상되는가장큰고민은 “수입감

소(36.4%)”가 가장 많아 귀농인의 소득 보장이 가장 큰

문제로나타났다. 한 역귀농을시도한다면가장큰이

유는 “소득 부족”으로 나타났다.

귀농귀 인의연차와지자체의지원정책만족도간의

상 계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연령 가 낮을

수록 지자체의 지원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2. Agricultural annual and age group :  local 

government support policy satisfaction

Classification A B C

Annual of return to
farm(A)

Pear. r 1 -0.051 0

p-value 　 0.645 0.998

Age range
(B)

Pear. r -0.051 1 .518**

p-value 0.645 　 0

Satisfaction with
support policies (C)

Pear. r 0 .518** 1

p-value 0.998 0 　

** r < 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3.3  도 식수  

많은 연구자들은 귀농귀 의 성공을 한 다양한 요

인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도 귀농귀 정책 요인의

요도 분석을 해 사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을 분석

하 다. 1차 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 일부변수간변별

력이없어, Varimax에 의한 2차요인분석을실시하 다.

요인 분석 결과 5개 그룹의 요인 군을 추출하 으며 각

요인에 한고유값과 추출한요인들에의해 각변수의

설명력(공통성, Communality)이 비교 높게 나타났다.

5개의 고유 값(Eigenvalue)은 모두 1.0이상의 값으로 설

명력이 통계 으로 충분하게 나타났다.

이러한요인은선행연구자들이공통 으로분류하고

있는 요인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을 분류해보면

다음과같이 5가지로선정될수있다. 요인1은 교육(사

교육, 농업기술)이다. 성공 인 귀농귀 을 해 철 한

교육이 요하다. 요인2는 자립 환경(일자리 제공)이다.

귀농을 하 지만 당장 농업을 통해 소득을 얻기는 어렵

다. 따라서정착을 한수년동안소득이보장되는일자

기가필요한것이다. 요인3은 생활 응(주민화합, 고립감

해소)이다. 원주민과의 갈등을 이는 것이 매우 요하

다. 한 도시를 떠나 농 에 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외로움, 고립감을해소할수있는지원이필요하다. 요

인4는자 지원(정착 , 세제혜택)이다. 귀농귀 을하면

지, 주택등의구입이먼 이루어진다. 이를 해지자

체에서는 정착 지원을 한다. 요인5는 컨설 (상담,

로, 농업경 )이다. 농업 생산물의 로, 경 을 한 섬

세한 컨설 이 필요하다.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Factors Variables
Ingredient(Factors)

comm
unity

Fac.1 Fac.2 Fac.3 Fac.4 Fac.5

Edu
ca
tion

return to farm(4)�) 0.847 0.254 0.036 0.032 0.030 0.785

agricultural
management(7) 0.797 0.402 0.105 0.096 0.088 0.816

technology(8) 0.781 -0.019 0.117 0.239 0.222 0.681

policy use(11) 0.759 0.274 -0.071 0.094 0.088 0.665

information use(12) 0.713 0.319 0.030 0.115 0.101 0.625

univ. of farm(14) 0.684 0.282 -0.088 0.168 0.163 0.584

wine academy(22) 0.678 0.227 0.135 0.245 0.229 0.590

garden tech.(2) 0.610 0.262 0.092 0.332 0.310 0.559

self-reli
ant
environ
ment

Job creation(1) 0.189 0.895 0.084 0.011 0.022 0.845

mentoring(10) 0.264 0.783 -0.152 0.094 -0.011 0.715

income support(13) 0.240 0.741 0.071 0.054 0.033 0.615

joint income(16) 0.327 0.641 0.173 0.133 0.120 0.566

income replacement
fund(17) 0.400 0.593 -0.044 0.429 0.033 0.698

living
adaptati
on

Community
introduction(3) 0.081 0.176 0.848 0.031 -0.011 0.757

group entry(5) -0.203 -0.032 0.793 0.038 0.033 0.672

life counseling(6) -0.302 -0.180 0.791 0.118 0.001 0.763

guide to tourism(9) 0.312 -0.085 0.680 -0.002 -0.001 0.567

agricultural evacuation
center(20) 0.028 0.427 0.666 -0.035 -0.033 0.628

house support(21) 0.292 0.142 0.604 -0.019 -0.010 0.470

Funding

low-cost farmland
purchase loan15) 0.030 0.194 -0.119 0.803 0.110 0.697

agricultural facility
funds(23) 0.305 0.192 0.110 0.760 0.003 0.720

Housing tax(24) 0.259 0.038 0.417 0.583 0.331 0.582

home repairs(25) 0.318 -0.116 -0.087 0.403 0.121 0.285

Consulti
ng

agricult. admin.(26) 0.274 0.071 0.094 0.088 0.774 0.766

market. support(27) 0.219 0.030 0.125 0.201 0.760 0.698

web advertising(18) 0.222 -0.088 0.148 0.123 0.456 0.657

help center(14) 0.217 -0.115 0.145 -0.129 0.450 0.572

Eigenvalue 5.58 3.72 3.65 2.32 1.99

�)Survey number for analysis.

5개 요인에 한 요도분석을시도하 다. AHP기법

에 의한 분석을 해 30명 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20명이 응답을 하 다. 이 에서 일 성이 없는 응답자

1명을 제외한 19명의 AHP분석 결과를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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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AHP analysis

　 1 2 3 4 5 6 7

Education 0.07 0.14 0.11 0.14 0.23 0.27 0.11

self-reliant environment 0.45 0.35 0.34 0.37 0.26 0.15 0.32

living adaptation 0.19 0.22 0.25 0.17 0.21 0.12 0.27

Funding 0.08 0.10 0.11 0.14 0.15 0.32 0.15

Consulting 0.21 0.18 0.19 0.18 0.14 0.14 0.15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onsistency Ratio 0.03 0.12 0.11 0.07 0.29 0.04 0.10

　 8 9 10 11 12 13 14

Education 0.14 0.14 0.12 0.29 0.11 0.10 0.14

self-reliant environment 0.28 0.24 0.25 0.13 0.30 0.31 0.24

living adaptation 0.22 0.20 0.19 0.11 0.24 0.26 0.24

Funding 0.18 0.26 0.24 0.33 0.17 0.18 0.21

Consulting 0.19 0.16 0.19 0.13 0.18 0.15 0.16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onsistency Ratio 0.09 0.14 0.19 0.03 0.14 0.17 0.10

　 15 16 17 18 19 20 Tot.
Importa

nce

Education 0.25 0.13 0.14 0.13 0.18 0.12 2.82 0.15

self-reliant environment 0.19 0.30 0.28 0.25 0.21 0.29 5.24 0.28

living adaptation 0.11 0.20 0.26 0.24 0.26 0.24 4.00 0.21

Funding 0.31 0.23 0.15 0.23 0.20 0.16 3.75 0.20

Consulting 0.14 0.15 0.18 0.16 0.15 0.19 3.19 0.17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9.00 1.00

Consistency Ratio 0.02 0.17 0.13 0.16 0.19 0.14 　 　

* No. 5 respondents excluded due to lack of consistency ratio.

AHP 분석결과귀농귀 의성공 추진을 한요인

의 요도는 자립환경(28%), 생활 응(21%), 자 지원

(20%), 컨설 (17%), 교육(15%)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귀농귀 인의 성공 인 귀농귀 생활을 해서는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자립환경 정책을 가장 요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주민과 소통을 확 하여 갈

등을 일 수 있는 생활 응을 한 지원을 확 하여야

한다.

4. 결론 

귀농귀 정책의 성공 인 추진을 한 다양한 변수

가 존재한다. 이들 변수를 축약해보면 1)교육(사 교육,

농업기술), 2)자립환경(일자리제공), 3)생활 응(주민화

합, 고립감 해소), 4)자 지원(정착 , 세제혜택), 5)컨설

(상담, 로, 농업경 ) 등 5가지요인으로분류되는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5가지요인의 요도, 수요도, 재 만족도등의 수

을분석하여야한다. 이를통해지자체 황에맞는정

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5가지요인의 요도를보면

자립환경(28%)의 비 이상 으로높은편이다. 이는

5만 명수 의기 지자체수 에타당한분석결과이지

만규모가다소큰지자체정책수립에도수용할수있는

객 연구결과로 단된다. 두 번째로비 이높은요

인은 생활 응(21%)으로 자 지원(20%) 비 과 유사하

다. 넷째, 다섯째요인인컨설 (17%), 교육(15%)은 상

으로 비 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요도가 낮

다고 단할수도있지만이미그요인의성숙도가높아

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도 단할 수 있다.

국의군단 지자체가매우많으므로모든군단

의 귀농귀 정책에 합한정책을제시할 수없는 것은

연구의 한계 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본 인 프 임

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상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가 군 단 지자체의 귀농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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