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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related to information acquisition of local innovation diffusion types. 

This study use ordered probit model to fin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innovation diffusion type in rural area.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formal 

extension type’, ‘situational reaction diffusion type’, ‘agriculturist connection 

type’, and ‘systematic approach type’, all differentiated according to innovation 

diffusion type, were analyzed. Following Choi & Choe(2008), immediacy, 

accessibility, referability, applicability, and satisfaction were the highest in the 

situational reaction diffusion type, systematic approach type, formal extension 

type, and farmers connection type, in the order. And there existed organic 

contexts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 this study tried to analyz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innovation diffusion type with a focus on 

immediacy, which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innovation diffusion. An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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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diffusion type were presented.

주요어(Key words) : 신 유형(Innovation Diffusion Type), 
장성(Immediacy)

1. 연구의 목

최상호 & 최 찬(2008)에 따르면, 장성(immediacy)은 농 지역

에서 신 가 진행되는 커뮤니 이션과정에서 가장 요한 변수이며, 

정보수용자인 농업인과 정보제공자인 연구사간의 상호작용 형태에 따라 

가장 두드러진 차이와 특징을 나타내는 요한 변수이다. 최상호 & 최

찬(2008)은 장성을 장의 애로해결을 해 경험  유사성에 기반

하여 구체 이고 생생하게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으로 정의

하고, 이 같은 장성에 기반한 정보제공이 지역단 에서 어떻게 진행되

고 있는지를 신 활동의 에서 분석하고 있다. 농업인은 장성, 

근성, 달성, 용성에 해 집단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특히 장성

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 신 활동을 악하기 

해서 다루어진 속성들인 장성, 근성, 달성, 용성 간에는 일정한 

유기  맥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장성에 기반한 정보제

공을 해 농업인의 정보요구에 한 우선 인 악과 조사가 선행된 

후, 그에 기반해서 근성의 통로와 매체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후 달

성 향상을 한 문 인 지도훈련과 트 쉽을 유지 강화함으로써 농

업 장에 용할 수 있는 정보의 사용과 확산이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장성이 농 지역 내 신 활동의 시작 이자 동기부여의 증

폭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변수가 되며 다른 정보속성들과 구분되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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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성이 실제 지역내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교육 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실천 이고 구체

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신 과정의 핵심은 주체간의 상호작용에 있음에도 불구하

고, 농 지역내 정보제공의 두 주체로 논의되고 있는 농업인과 연구사 

는 농업인과 지도사 간의 상호작용을 염두한 분석이 미진하고, 기타의 선

행연구들이 부족함으로 인해 농 지역에서 진행되는 신  과정에 

한 논의나 지역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한 포 이고 심층 인 이해가 

부족한 한계 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 과정을 통해 농  지역

이 신과 학습의 새로운 구조에 참여하여 신창출의 규범  구조와 견

인동력을 지속 으로 발 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한 실마리는 신을 

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 이고 신뢰에 기 한 계로 이루어진 커뮤니

이션의 존재와 구조를 평가하는 작업으로부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환경과 농업시스템의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

기 한 다양한 형태의 신 유형들이 가지는 미시  특징을 악하

고, 장성을 심으로 실천  차원에서 신 역량에 향을 주는 요

인들을 분석하는 한편, 개별 유형의 강약 을 악함으로써 농  지역내 

신 과정 상의 행 주체 간 커뮤니 이션 역량향상을 한 실천  

시사 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편, 방법론 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의 만족도 련 연구들이 사용

하고 있는 리커트(likert)형 척도가 가지는 회귀분석 상의 한계 을 보

완하기 해, 분석과정에 있어서 서열형 라빗(ordered probit)을 사

용함으로써 련 역에 있어서 방법론 인 논의를 확 하는 시도도 더

불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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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고찰

2.1. 장성의 배경1)

농업발달과정에서 기술변화는 자원에 기반한 략과 비교했을 때 체

으로 산출량에서 증가역할을 하고, 투입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악

할 수 있다. 투입량 증가와 작물수확 패턴을 주로 강조하 던 과거와는 

반 로, 생산성 증가의 다음 단계는 생산 한계를 넘어 투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면서 자원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이에 새로운 종자나 농

민을 한 신정보 형태의 과학 지식에 한 요구가 투입량 증가의 필요

성을 체함에 따라 이러한 연구활동들은 보다 지식집약 , 기술집약

으로 변하고 있다(Byerlee & Alex, 1998). 농업에 한 잠재력이 큰 

지역에서 제기되는 효율  투입의 요성은 높은 투입을 통해 강력한 생

산 시스템에서 자원기반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을 강화시켜 나갈 것

이다(Cassman & Pingali, 1995). 

물론, 잠재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육종우선(plant breeding first)

략이 체로 실패하 고, 재는 작물  자원 리의 개선이 생산성 증

와 천연자원보존에 가장 좋다는데 체로 동의한다(Janssen, 1993). 

그러나, 이는 지역 간의 차이를 배제한 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변 지역에서 개선된 작물 리 기술을 용할 지

라도 동일한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런 사례 

용에는 지역기 들의 기능 변화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러한 변화

들은 농장 단계에서도 더 많은 과학지식 탐구와 더 복잡한 농업시스템이 

필요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Byerlee & Alex, 1998).

1) ‘ 장성’의 개념정의는 최상호 & 최 찬(200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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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의 여건과 작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다

양한 방식으로 농업에 있어서 신 모형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 지역

들이 취하고 있는 개별 모형들은 각기 다른 근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근본 으로는 연구, 지도, 농업인 세 주체간의 한 연계 추구를 목

으로 하는 공통 이 있다(송용섭, 1999), 그러나, 개별 으로 모형의 구

성과 운  방식, 상호작용의 방식, 신 에 있어서 는 다양한 양상을 보

일 뿐 아니라, 변화되는 사회  환경과 개별 농  지역들이 지향하는 농

업농 의 발 상에 따라서 다양한 의 형성과 그 의 용을 한 

연구－지도의 근법들이 다각 으로 제기되고 있다(최상호 & 최 찬, 

2008; 최상호 외, 2007; 황정임 & 최상호, 2006). 

일반 으로 농업기술 란 문가들에 의해 연구․개발된 기술이 농

업인에게 이 되는 기술 신의 과정인 지도(extension)의 에

서 악되고 있었으나(최민호, 1995; 송용섭,1999), 1990년  후반부

터 개념상의 변화가 진행된다. 격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농  어메니티

(amenity)에 한 사회 ․정책  요구에 따라 그 동안 개념조차 정립

되어 있지 않았던 ‘서비스 농업’이라는 에서 지역농업을 리할 수 

있는 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자 하는 상황으로까지 개념의 변화

가 진행되고 있다(오 석 외, 2004).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 신체계 내

에서 피동 이고 수동 인 수용자의 치에 있던 농업인을 극 인 참

여자의 치로 이동시키고, 연구, 지도, 농업인 세 주체간의 직 인 커

뮤니 이션을 통한 신의 창출과 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핵심 인 

변화상황이다(오세익 외, 2000; McClure, 1991; Rhoades, 1984).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신  과정의 주요 주체로써 농업인의 극

인 참여와 역할 부여가 요구됨과 동시에 그들의 요구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주체간 커뮤니 이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한, 사회 , 경제 , 상황  특징을 기반으로 분류된 개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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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특성 악은 신  과정에서 설득과 신 응을 한 가장 

요한 요소로 제기된다(Albrecht & Bryant, 1996). 유형화된 구분을 

통해서 신 를 한 효율 이고 효과 인 커뮤 이션이 가능해지며, 

극 으로 수용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Rogers 

& Storey, 1987).

그러나, 개별 수용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개별 유형의 장단 을 통

한 선택이나 단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특성을 달

리하는 신 의 다양한 유형들도 모두 동일한 기술 형태의 하나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 이는 정책의 시행이나 정보와 기술의  과정

에 있어서 공공기 이 주도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장의 해로해결과 직결된 사항에 한 정확한 인지와 해결을 도모

할 수 있는 제도  기제의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업인의 장애로해결을 장성과 연결지어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기제 마련을 한 요한 의미를 가지며, 지역별 는 개별 주체

별로 유형화된 특징을 기반으로 연구와 지도 과정에서 진행되는 상호작용

 맥락을 기술이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지역단  신의 

창출을 한 필요조건이 된다. 다양한 행  주체들 간의 연계 체계의 형

성이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진하는 요소는 되지만 높은 수 의 상호작

용을 창출하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황정임 & 최상호, 

2006). 따라서, 지역이 처해있는 제반 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높은 수

의 상호작용을 창출․유지․발 시키기 한 추가 인 노력의 일환으

로 장애로해결을 한 신 과정의 장성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2.2. 커뮤니 이션 효과의 향요인

농업인들이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제기한 형태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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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방문, 개별농가시험포 운   견학 등으로 나타났다(최상호 & 이

종만, 2008). 농업 장에서 직 으로 소통하면서 면 면 상황에서 정

보나 기술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며, 농업인과 정보제공과정

에서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방식은 형 인 구  커뮤니 이션의 맥락을 

통해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서

는 장성에 향을  수 있는 구  커뮤니 이션의 효과와 련된 

향요인들을 악하는 한편, 농업 장에서 기술이나 정보가 달되는 

신 의 유형을 구  커뮤니 이션 상의 발신자(연구사)와 수신자(농업

인) 간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을 통해 

발신자와 수신간의 정보 인식차이, 정보의 종류, 발신자의 속성, 정보

달 방법 등에 한 개념  구성과 의미를 확보하게 되며, 미진한 선행연

구들을 보완하는 탐색  과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구 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제

시하고 있는 것은 메세지의 발신자요인으로서는 의견선도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신자요인으로는 여와 지식 같은 소비자특성을 주요하게 제

기한다(Herr et al., 1991). 특히, 구 의 효과는 소비자의 제품에 

한 인식을 심으로 연구되었는데, Herr et al.(1991)은 소비자들이 

랜드에 한 강력한 사  인상을 갖고 있을 때, 혹은 부정  제품정보가 

이미 이용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 있어 구 의 요성이 상 으로 

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Wilson & Peterson(1989)은 구 커뮤니

이션에 한 소비자의 수용성은 구 상에 한 소비자의 사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 다. 한 제품에 한 강한 정  인상은 제품에 

한 부정  구 을 할 때 구매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이는 농업 장의 구 커뮤니 이션 상에서 발신자인 연구사나 지도

사가 가지는 의견선도력과 수신자인 농업인이 가지는 개인  특성에 따

라서 커뮤니 이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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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업인이 정보를 취득하는 커뮤니 이션의 과정을 구 을 통한 

정보탐색의 한 형태로 본다면, 어떤 변수들이 개인의 정보탐색에 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요하다. 개인의 정보탐색에 향을 미치는 

가장 요한 변수는 지식이다(Alba & Hutchinson, 1987; Bettman 

& Park, 1980; Brucks, 1985; Raju et al., 1995). Bettman & 

Park(1980)은 지식이 의사결정과 선택과정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사

지식과 선택과정 간에 나타나는 역 U자형의 계를 통해 제시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능력과 동기의 계로 설명한다. 즉, 낮은 지식수 의 수

신자는 정보를 쉽게 처리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들은 가장 쉬운 방식

을 선택한다. 반면에 높은 지식수 의 수신자는 정보를 처리할 능력은 

있으나 동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 지식이 많기 때문에 더 이

상의 노력을 들여 의사결정과정에 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간 정

도의 지식수 의 수신자는 정보를 처리할 능력도 있으며  노력을 들여 

이를 의사결정과정에 포함할 동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편, 소비자의 지식을 주  지식과 객  지식의 2가지 요소로 구

분했다. 객  지식은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 지식의 양을 말하

며, 주 인 지식은 소비자가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양

을 말한다(Brucks,1985; Raju et al., 1995). 이는 높은 수 의 객

 지식은 정보탐색과 과정에 있어서 많은 속성들을 악하게 하며, 지

식의 유형에 따라 지식과 탐색 간에 서로 다른 계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개별 인 지식의 수 과 탐색행동의 연 계는 지역 

내 특화작목에 한 농업인의 반응과 연구사의 행동 거를 형성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 를 들어, 략 으로 농업인의 참여의지를 고양하

려한다면, 선도  농가를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을 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선도  농

업인에 해서는 참여를 고양시킬 방안의 모색을, 정수  이하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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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상으로는 달성이 높은 신 활동의 개를 시사하기 때문이

다(최상호 & 최 찬, 2008).

3. 연구 방법

3.1. 분석방법  분석모형

본 연구가 목 달성을 해서 연구를 개하는 과정은 다음과 두 단계

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로 우선 최상호 & 최 찬(2008)이 제시한 유

형인 형식 지도형, 상황 응형, 농민연계 시형, 체계 근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농업인과 연구사가 진행하는 신 의 과정

에서 나타나는 미시  특성들을 인구사회학  변인들을 통해서 악한다. 

이 과정은 선행연구의 부족을 탐색 으로 보완하기 함이다. 한, 농업

인 요구정보와 시험장의 정보제공 일치여부, 제공방식의 일치여부, 농

활동 필요정보 획득원, 한달 정보취득 횟수, 시험장의 주 획득 정보 등 

시험장과의 연계특성 악이 가능한 항목들에 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개별 유형들이 가지는 강약  악의 기 자료로 사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장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는 한편 개별 유형들이 가지는 장성에 한 강약 을 

악하는 단계이다.본 연구의 모형은 서열형 라빗(ordered probit)을 

통해서 분석된다. 리커트(likert)형 응답은 순서화(Ordered)된 형태이

므로 일반 인 선형 회귀식의 종속변수에 한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못

하며 이러한 경우 서열형 라빗(ordered probit)이 가장 합한 분석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Green, 1993; Maddala, 1983). 두 번째 단

계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인인 장성은 5개의 서열화된 평가수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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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에 해 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그  그 다, 4＝ 체

으로 그 다, 5＝매우 그 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회귀식에 합

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 를 통한 시선

호(Revealed Preference) 계를 구축함으로써 진행된다. 

   (1)

여기서,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이룬다( ∼ .

는 범주화된 평가수 의 기    에 의해 J개의 선택 가능

한 평가수  로 발 되는데 그 계는 다음과 같다.

    ≤  

    
 ≤ 

    
 ≤ 

     


(2)

경험의 법칙(Green, 1993)에 따라   로 설정하여 정규화하고 

(1)과 (2)를 합하면 농업인 의 평가수  범주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
     ′  ′

      ′

(3)

여기에서  는 표 정규분포함수이다. 여기에서 벡터 X는 상수항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상수항은 첫 번째 경계  값을 0으로 만들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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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구 분 　 변 인 　 설 명

종속변인 Degree 시험장의 장 애로사항 해결 한 정보제공 정도
(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그  
그 다, 4＝ 체 으로 그 다, 5＝매우 그 다)

독립변인 Sex 성별(1＝남성, 0＝여성. ref.)

Wayequal
정보제공에 있어 원하는 방식과 실제 제공받는 
방식의 일치여부(1＝일치, 0＝불일치)

Way 농활동 필요정보 취득원

way1 간 취득(＝1,2,8,9)

way2 이웃 통해 취득(＝3,4,5)

는 수치로 설정된다. 평가수 변인의 항목   이므로 첫 번째 경계값을 

제외하고 본 모형에서 측정되는 는 3개가 된다. 모형의 추정을 해 최

종 으로 사용된 Log-likelihood function은 다음과 같다.

  


  


  ′ ′

 


  ′

(4)

상기의 과정을 거쳐 최종 으로 서열화된 평가수 을 포함하는 장성

을 종속변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와 같으며, 모형

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인들에 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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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3 문가 통해 취득(＝6,7, ref.)

Time 한 달 정보취득 횟수

time1 2회 이하(ref.) 

time2 3회－8회

time3 9회 이상

Type 시험장에서 주로 얻는 정보의 종류

type1 신품종 련(＝1,2,6, ref.)

type2 장, 유통 련(＝3,4)

type3 경 련(＝5)

Diff_type 체계성과 의사소통수 에 따른 집단분류

diff_type1 형식  지도형

diff_type2 상황 응 형

diff_type3 농민연계 시형(ref.)

diff_type4 쳬계  근형

3.2. 연구 상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자료는 체 응답농업인 자료 477부  지

역특화작목시험장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경험이 있거나, 기타의 활동을 

통해 연계를 형성하고 있는 농업인 302명을 상으로 한다. 기술통계를 

해서는 유형화 분류과정에서 제외되고 남은 농업인 280부의 자료를 

사용하 으며, 서열형 라빗(ordered probit) 분석을 해서는 유형화

를 한 변인들에 한 무응답  개별 독립변인의 무응답을 제거한 252

부를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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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해석

4.1. 신  유형별 특징

4.1.1. 인구사회학  특성

시험장연계 농업인 에서 신 의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형식

지도형 28.2%, 상황 응형 16.8%, 농민연계 시형 13.2%, 체

계 근형 41.8%로 나타났다. 체계 근형과 형식 지도형이 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듯이, 시험장의 농업인에 한 신 기능은 기존

의 체계와 구성을 활용 는 유지하는 방식이 부분이고, 극 인 상

황 처나 농업인과의 유기  연계를 통한 신  방식은 거의 진행되

고 있지 못함을 보여 다.

연령 는 체 으로 40 가 66.1%로 부분을 차지하고, 평균 연령

은 44.9세로 나타났다. 상황 응형과 체계 근형이 상 으로 

40이하의 은 층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 있다. 한, 성별은 남자가 

68%, 여자가 32%로 남성들의 구성비가 높았으며, 상황 응형의 

경우 여자가 38.3%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상 으로 여성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체의 55.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구

성비를 나타냈으며, 형식 지도형과 상황 응형은 고졸 이상의 학력 

구성이 농민연계 시형과 체계 근형에 비해 높았다. 반면, 체계

근형은 문  이상의 고학력자가 구성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

게 구성되는 특징을 보 다. 농지역은 모든 유형에서 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지역은 형식 지도형은 경

북, 상황 응형은 경기, 농민연계 시형은 충남북, 체계 근형은 

경북 등으로 나타나 지역 특성에 맞는 신 의 유형이 구성되고 있음

을 간 으로 시사하고 있다.



최상호․이성우 / 신  유형별 특징  강약  분석214

한편, 연간 총소득은 농민연계 시형, 상황 응형, 형식 지도형, 

체계 근형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총소득의 순 는 주작목

을 통한 소득의 순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체의 24.9%가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상황 응형의 경우,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비율이 해당 유형의 30%를 차지하여 고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 소득 비 주재배 작목의 

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형식 지도형 76.5%, 상황 응형 72.6%, 

농민연계 시형 72.1%, 체계 근형 73.2%로 총소득과 주재배작목의 

소득이 높았던 상황 응형과 농민연계 시형이 오히려 형식 지도형

과 체계 근형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형식  지도형과 

체계  근형의 유형으로 분류된 농업인들이 특정 품목에 집 하여 

농행 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의 농업생산물 특화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할 상으로 악된다.

시험장연계 농업인들의 평균 주재배작목의 생산경력은 17.1년으로 

나타났으며, 상황 응형이 평균 18.3년으로 가장 높았고 20년 이

상의 재배경력을 가진 농업인도 35.3%에 달했다. 한편, 주재배작목의 

구성비율에 있어서 식량작물은 형식 지도형과 상황 응형이 체

평균비율인 36.2%보다 과수, 과채, 채소는 형식 지도형과 체계 근

형이 체평균비율인 31.7%보다, 특용, 약용, 화훼는 농민연계 시형

과 체계 근형이 체평균비율인 8.5%보다, 축산은 형식 지도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이 체평균비율인 23.6%보다 높은 비율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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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  유형별 인구사회학  특징

항목 구분

신  유형

체형식
지도형

상황
응형

농민연계
시형

체계
근형

연령

30세 이하 0  (.0%) 1 (2.1%) 0  (.0%) 0  (.0%) 1  (.4%)

31～40세 15(19.0%) 11(23.4%) 7(18.9%) 26(22.2%) 59(21.1%)

41～50세 50(63.3%) 33(70.2%) 26(70.3%) 76(65.0%) 185(66.1%)

51세 이상 14(17.7%) 2 (4.3%) 4(10.8%) 15(12.8%) 35(12.5%)

평균 45.1세 44.2세 45.1세 44.9세 44.9세

성별
남자 56(70.9%) 29(61.7%) 24(66.7%) 80(69.0%) 189(68.0%)

여자 23(29.1%) 18(38.3%) 12(33.3%) 36(31.0%) 89(32.0%)

학력

졸이하 19(24.1%) 10(21.3%) 13(35.1%) 31(26.5%) 72(26.0%)

고졸 48(60.8%) 29(61.7%) 19(51.4%) 60(51.3%) 156(55.7%)

문 이상 12(15.2%) 8(17.0%) 5(13.5%) 26(22.2%) 50(18.3%)

농

강원 4 (5.4%) 2 (4.5%) 1 (3.4%) 10 (8.8%) 17 (6.5%)

경기 12(16.2%) 6(13.6%) 2 (6.9%) 11 (9.7%) 31(11.9%)

경남 7 (9.5%) 3 (6.8%) 0  (.0%) 6 (5.3%) 16 (6.2%)

경북 13(17.6%) 2 (4.5%) 4(13.8%) 21(18.6%) 40(15.4%)

남 25(33.8%) 22(50.0%) 13(44.8%) 43(38.1%) 103(39.6%)

북 4 (5.4%) 2 (4.5%) 1 (3.4%) 8 (7.1%) 15 (5.8%)

제주 2 (2.7%) 0  (.0%) 0  (.0%) 0  (.0%) 2  (.8%)

충남 4 (5.4%) 5(11.4%) 4(13.8%) 10 (8.8%) 23 (8.8%)

충북 3 (4.1%) 2 (4.5%) 4(13.8%) 4 (3.5%) 13 (5.0%)

총소득

2천만이하 20(26.7%) 10(23.8%) 11(32.4%) 31(30.7%) 72(28.6%)

4천만이하 24(32.0%) 13(31.0%) 6(17.6%) 20(19.8%) 63(25.0%)

6천만이하 13(17.3%) 6(14.3%) 8(23.5%) 27(26.7%) 54(21.4%)

8천만이하 5 (6.7%) 8(19.0%) 0  (.0%) 9 (8.9%) 22 (8.7%)

1억이하 7 (9.3%) 0  (.0%) 4(11.8%) 10 (9.9%) 21 (8.3%)

1억이상 6 (8.0%) 5(11.9%) 5(14.7%) 4 (4.0%) 20 (7.9%)

평균 4748만원 5860만원 6412만원 4695만원 51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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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신  유형

체형식
지도형

상황
응형

농민연계
시형

체계
근형

주작목
연간소

득

2천만이하 32(44.4%) 14(34.1%) 12(40.0%) 45(44.1%) 103(42.0%)

4천만이하 21(29.2%) 13(31.7%) 9(30.0%) 27(26.5%) 70(28.6%)

6천만이하 4 (5.6%) 6(14.6%) 1 (3.3%) 15(14.7%) 26(10.6%)

8천만이하 6 (8.3%) 4 (9.8%) 1 (3.3%) 6 (5.9%) 17 (6.9%)

1억이하 6 (8.3%) 0  (.0%) 3(10.0%) 5 (4.9%) 14 (5.7%)

1억이상 3 (4.2%) 4 (9.8%) 4(13.3%) 4 (3.9%) 15 (6.1%)

평균 3834만원 4765만원 5688만원 3777만원 4193만원

주작목
생산
경력

10년 이하 11(19.6%) 9(26.5%) 10(40.0%) 28(32.2%) 58(28.7%)

11-20년 29(51.8%) 13(38.2%) 8(32.0%) 40(46.0%) 90(44.6%)

21-30년 15(26.8%) 11(32.4%) 7(28.0%) 14(16.1%) 47(23.3%)

31년 이상 1 (1.8%) 1 (2.9%) 0 (.0%) 5 (5.7%) 7 (3.5%)

평균 17.5년 18.3년 15.6년 16.8년 17.1년

주재배
작목

식량작물 30(41.7%) 16(38.1%) 9(30.0%) 34(33.3%) 89(36.2%)

과수,과채,
채소

23(31.9%) 13(31.0%) 9(30.0%) 33(32.4%) 78(31.7%)

특용,약용,
화훼

6 (8.3%) 2 (4.8%) 3(10.0%) 10(9.8%) 21 (8.5%)

축산 13(18.1%) 11(26.2%) 9(30.0%) 25(24.5%) 58(23.6%)

총 소득 비 
주재배작목소득비

76.5% 72.6% 72.1% 73.2% 73.9%

4.1.2. 정보획득 련 특징

신  과정을 통해 지역특화작목과 련한 신기술의 보 과 정보의 

확산이 원활히 진행되기 해서는 농업인의 정보요구에 지역특화작목 시

험장이 능동 이고, 정확하게 처하여야 한다. 즉, 농업인이 필요로 하

는 정보를 시험장이 제공하여 하나, 농업인이 요구한 정보를 시험장이 

제공한 비율은 체의 36.1%에 불과하 다. 특히, 농민연계 시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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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75.7%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

민연계 시형이 가지는 상호작용 수 의 강화만으로는 정보제공기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농업인의 정보요구에 한 분석과 

장애로해결을 한 정보의 생산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한, 농업인이 요구한 정보들은 농업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으로

써 좀 더 높은 정보수용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원하는 방식

으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체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48.6%로 나타났다. 체 으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정보제공방

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유독 상황 응형에 있어서는 80.9%가 

일치하는 것을 나타났다. 상황 응형이 유지하는 정보제공방식은 다

른 유형의 한계 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요구정보와 제공정보간의 정보내용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의 계는 유형별로 다른 조합을 구성하며 진행된다. 이를 체평균

비율을 기 으로 다른 유형들과 상 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형식

지도형은 정보내용은 일치하나 정보공유방식은 불일치하는 구성비율이, 

상황 응형은 정보내용과 정보공유방식이 모두 일치하는 구성비율

이, 농민연계 시형과 체계 근형은 정보내용과 정보공유방식이 모두 

불일치하는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별 유형들의 특징

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시험이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방식과 정보제공방식

의 확 를 도모하는 시사 을 제공하는 한편 개별 유형들의 장단 을 

악하는 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일례로 형식  지도형은 부분 

식량작물 주(41.7%)의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소득 비 주재배

작목의 소득비율이 76.5%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즉, 식량작물 단일 품목에 주력하는 농가들을 상으로 기존의 제공방식

인 문서자료의 배포나 시험포장의 운  방식이 아닌 시군기술센터의 

로그램 활용, 특정 농가선정을 통한 시험연구 제안 등을 통해 제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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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함을 의미한다(최상호 & 최 찬, 2008).

<표 3> 시험장에 한 정보획득 특성

항목 구분 형식
지도형

상황
응형

농민연
계
시형

체계
근형

체

농업인 요구정보와
시험장 제공정보의

일치여부

불일치 47
(59.5%)

27
(57.4%)

28
(75.7%)

77
(65.8%)

179
(63.9%)

일치 32
(40.5%)

20
(42.6%)

9
(24.3%)

40
(34.2%)

101
(36.1%)

농업인 요구방식과
시험장 제공방식의

일치여부

불일치 44
(55.7%)

9
(19.1%)

25
(67.6%)

66
(56.4%)

144
(51.4%)

일치 35
(44.3%)

38
(80.9%)

12
(32.4%)

51
(43.6%)

136
(48.6%)

농업인의
필요정보획득원

서 , 신문, 홈페
이지 등 간 취득

24
(30.4%)

16
(34.0%)

10
(27.0%)

52
(44.4%)

102
(36.4%)

이웃, 학습조직 
등 인 네트워크 
활용

32
(40.5%)

20
(42.6%)

18
(48.6%)

43
(36.8%)

113
(40.4%)

문가 는 
련 회 등

23
(29.1%)

11
(23.4%)

9
(24.3%)

22
(18.8%)

65
(23.2%)

정보획득회수

2회이하
46

(58.2%)
22

(46.8%)
21

(56.8%)
69

(59.0%)
158

(56.4%)

3-8회
28

(35.4%)
22

(46.8%)
14

(37.8%)
42

(35.9%)
106

(37.9%)

9회이상
5

(6.3%)
3

(6.4%)
2

(5.4%)
6

(5.1%)
16

(5.7%)

시험장에 한 
주요획득정보

신품종 련
59

(77.6%)
32

(68.1%)
22

(64.7%)
86

(76.1%)
199

(73.7%)

장유통 련
14

(18.4%)
11

(23.4%)
11

(32.4%)
25

(22.1%)
61

(22.6%)

경 련
3

(3.9%)
4

(8.5%)
1

(2.9%)
2

(1.8%)
10

(3.7%)

농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정보원천으로 신문, 잡지, 서  

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획득은 36.4%, 이웃농업인과의 정보교류 

는 농업인 학습모임을 통한 정보의 교류는 40.4%, 문가나 련 회 

등을 통한 정보획득은 23.2%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들에 비해 형식  

지도형은 문가나 련 회를 통해서, 상황 응형과 농민연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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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이웃 는 학습조직 등 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체계 근형은 

서 , 인터넷 등 간  취득된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정보취득을 해 활용하는 정보원천에 있어서도 유형별로 

다른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악된다.

정보획득횟수는 정보제공처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의지와 행동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며, 농업인의 극성을 보여

주는 지표로 단이 가능하다. 월 9회 이상의 정보획득 비율은 형식 지

도형과 상황 응형이 상 으로 높았으며, 특히, 상황 응 형은 

월 3회이상의 정보획득비율이 53.2%로 가장 극 으로 정보를 취득하

려는 유형으로 단된다. 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내용  신품종 련정보는 형식 지도형과 체계 근형이, 장유

통 련 정보는 상황 응형과 농민연계 시형이, 경 련 정보는 형

식 지도형과 상황 응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 으로 많이 획

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황 응형은 신품종 등 생산 련 정

보 이외에 장유통  경 련 정보 등 시험장이 보완해야 될 정보내

용들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시험장의 신 활동을 가

장 효율 으로 활용하는 유형으로 단된다(최상호 & 이종만, 2008). 

4.2. 장성에 한 서열형 라빗 분석결과

아래 <표 7>는 <표 3>에서 설명하고 있는 독립변수를 가지고 식 (5)

를 통해서 시험장의 장 애로사항 해결을 한 정보제공 정도, 즉 장

성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에서 독립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의 수치는 732.3이 으나, 독립변인들을 통제(d.f.

＝11)했을 경우 693.5로 약 39정도 수치가 감소하 다. 이는 p

＜0.001수 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체 설명력에 있어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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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독립변인들에 따른 장성

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험장의 장애로해결 정도에 한 성별효과(sex)는 통계 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 3>에 존재하는 다른 독립변인들

을 통제한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시험장에서 제공한 정보가 장애로를 

해결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시험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농업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

행(wayequal) 을 경우, 시험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05수

에서 통계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정보제공방식 는 그 방식

이 유지하고 있는 체계성이 농업인의 만족도 형성에 향을 다는 Ⅲ장

의 결과와 동일한 해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표 4> 서열형 라빗 결과

변인 coeff. 　 s.e. Pr>ChⅠ- sq

sex -0.1783 　 0.1474 1.4631 

wayequal 0.3017 ** 0.1441 4.3824 

way1 -0.1890 0.1784 1.1222 

way2 -0.3072 * 0.1734 3.1397 

time2 0.2421 * 0.1446 2.8051 

time3 0.3669 0.2827 1.6850 

type2 -0.3595 ** 0.1622 4.9106 

type3 -1.0495 *** 0.4028 6.7898 

diff_type1 0.2531 0.1643 9.7599 

diff_type2  0.6592 *** 0.2329 1.1811 

diff_type4 0.5133 *** 0.2106 9.7940 

상수 1.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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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coeff. 　 s.e. Pr>ChⅠ- sq

0.6921 

1.6856 

2.9130 

N 251 

 -2LogL

설명변수 제외 732.325

설명변수 포함 693.509 　 　 　

* p<0.10; ** p<0.05; *** p<0.01

농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경로(way)의 경우, 문가를 통한 정

보획득에 비해 신문이나 문서 등 간 자료의 획득(way1＝-0.1890)을 

통한 이웃이나 조합 등의 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획득(way2＝-0.3072, 

p＜0.05) 등 여타의 방식들은 모두 장성에 한 평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내 특화작목에 한 문가로 

평가받는 연구사들이 장애로에 한 해결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

해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즉, 농업인 스스로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서 정보를 획득하거나, 주변의 이웃 등과의 논의를 통해서 장의 문제

를 해결하는 것보다 연구사의 도움을 받아 직 인 문제 을 해결하는 

방식이 장문제해결의 요한 방법으로 부각됨을 보여 다.

한달 동안의 정보획득 횟수(time)는 월 2회 이하로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에 비해 월 3～8회(time2＝0.2421, p＜0.1) 는 9회 이상(time3

＝0.3669)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장성에 정 인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장과의 잦은 을 통해 장문제해결을 도모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상시 이고 체계 인 정보소통 구조를 마련하려

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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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주로 얻는 정보의 종류(type)의 경우, 신품종 련 정보에 비

해서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장, 유통 련 정보(type2＝-0.3595, p＜0.05)

나 경 련 정보(type3＝-1.045)는 장애로사항을 잘 해결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 련 정보의 경우는 하게 장

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장이 신품종, 친

환경 농업지원 등 생산 련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로해결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종류의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보완과 책

이 필요함을 보여 다.

신  유형의 경우, 농민연계 시형에 비해 다른 모든 유형이 장 

애로해결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황 응

형(diff_type4＝0.6529, p＜0.01)과 체계 근형(diff_type2＝0.5133, 

p＜0.01)의 방식으로 신 를 하는 것이 장애로해결에 있어서 두

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장의 신 활동

에 있어서 정보의 내용과 달방식의 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지도활

동 자체에 있어서는 농업인 연계 시나 형식 지도의 방식 보다는 지도

사업의 체계  특징을 지역의 실정에 반 시켜 운 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즉, 지도사업 자체의 역은 시－군 기술센터의 활용과 조를 통해

서 진행하고, 시험장은 정보의 생산과 요구 시 응의 방법을 취하는 등

의 지역 내 역할 분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3. 변인별 장성에 미치는 향

<표 7>의 결과를 이용해 변인별로 장성에 미치는 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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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0.1000

0.2000

0.3000

0.4000

남성 0.1012 0.1789 0.3793 0.2899 0.0507 

여성 0.0731 0.1502 0.3686 0.3359 0.0722 

매우불만
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그림 1> 성별에 따른 장성 만족도

성별에 따른 장성 만족도(<그림 1>)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반 으

로 만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농가 애로

사항과 요구정보의 차이  농가 내에서의 성역할 차이를 반 하는 결과

로 단된다.

여성의 경우, 주로 재배기술이나 시비정보 등에 민감한 반면, 남성들

은 유통이나 경  등의 정보에 비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목시

험장처럼 재배와 육종에 심을 둔 정보제공에 있어서 정보 성격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를 형성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조사 상농가의 부

분 농업생산에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는 여성들의 경우, 생산 장의 애

로해결과 련된 사항의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남성들의 경

우, 작목의 선택, 출하처의 결정, 출하가격의 산정 등 주로 생산 외 이 

요소들에 더욱 집 하고 있음이 악된다. 성별 차이에 따른 정보요구 

내용의 악은 시험장과 기타기  간의 역할 배분  시험장 상 정립

의 출발 을 제공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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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원하는 방식 0.0690 0.1454 0.3657 0.3435 0.0764 

다른 방식 0.1186 0.1935 0.3806 0.2655 0.0417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그림 2> 방식 일치에 따른 장성 만족도

희망방식과 제공방식의 일치 여부에 따른 장성 만족도(<그림 2>)를 

살펴보면, 시험장이 수행한 다양한 기술 활동 방식 에 농민들이 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활동은 50%에 불과하다. 지역 내 농업인의 요구

를 반 한다기 보다는 시험장의 정규활동의 일부로써 농민교육 형태의 

기술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론 이고 형식 인 기술 활동

이 아닌, 해당 지역 내 요구와 상황을 악하고 그에 따른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농민 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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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간접획득 0.0916 0.1699 0.3771 0.3046 0.0568 

이웃 0.1126 0.1887 0.3805 0.2736 0.0445 

전문가 0.0643 0.1396 0.3619 0.3524 0.0818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그림 3> 정보획득원별 장성 만족도

필요정보에 한 정보획득원별로 나타나는 장성 만족도(<그림 3>)

는 인  네크워크를 활용하는 농업인들의 시험장에 한 불만족이 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농업 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해 시험장을 통한 정보획득보다는 이웃 농업인들 간의 정보교환을 통

해서 해결을 모색하든가, 비료나 농약 등을 취 하는 매원이나 농약상

을 통해서 처방을 받는다든가, 농업인들끼리 조직한 모임에서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해결을 모색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시험장의 장애로해결을 한 정보제공방식을 선호하

지 않는 것을 반증하며, 이에 시험장은 농업인들의 인  네크워크를 포

섭하여 공동학습체계의 조직과 지속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상정립을 

도모해야한다. 한, 상호공동학습체의 결성을 통한 정보의 질  향상과 

시험장의 연구․개발  기술 의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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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2

0.4

기술/품종 0.0737 0.1509 0.3690 0.3348 0.0716 

저장/유통 0.1380 0.2076 0.3789 0.2414 0.0341 

경영/금융 0.3448 0.2703 0.2857 0.0932 0.0060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그림 4> 주요 획득 정보의 장성 만족도

시험장으로부터 주로 획득하는 정보별로 장성 만족도(<그림 4>)를 

살펴보면,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품종/재배 련 정보에 해 

높은 만족도 형성하고 있다. 시험장의 연구사들이 주로 품종과 재배 련 

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의 특화작목에 한 농업인의 요구 

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에 한 맞춤형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악된다. 그러나, 경  련 정보에 해서는 상

당히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연구사들의 문성과 연계된 

상황으로 악되며, 정보요구에 한 실 인 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농업인의 정보요구를 살펴보면, 시험장에 재배뿐만 아닌 가공, 유통, 

경  등에 걸친 종합 인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이 체 응답자

의 약 38.7%를 차지할 정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험장의 여건

을 고려할 때 문가나 기타 민간기  등과의 상호보완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해당 

작목의 응용 상품이나 유  상품을 개발하여 시장 개척  활로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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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출하계획, 농자 출 등의 경  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0.0

0.2

0.4

매우불만족 0.0916 0.1101 0.0513 0.1653 0.0686 

불만족 0.1699 0.1866 0.1223 0.2241 0.1450 

보통 0.3771 0.3804 0.3477 0.3725 0.3655 

만족 0.3046 0.2771 0.3785 0.2118 0.3441 

매우만족 0.0568 0.0458 0.1001 0.0262 0.0768 

평균조건 형식적지도형 상황대응전파 농민연계중시 체계적접근형

<그림 5> 신 활동 유형별 장성 만족도

신 활동 유형별 장성 만족도(<그림 5>)를 살펴보면, 시험장의 

기술 활동 유형 , 상황 응 형 활동과 체계 근형 활동이 농

가 장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높은 만족도를 형성하고, 형식 지도형 활

동과 농민연계 시형 활동은 상 으로 낮은 만족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과 같이 평균조건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상황 응 형 활동

과 체계 근형 활동은 불만족은 감소하는 반면에 만족은 증가할 확률

이 높게 나타났으며, 형식 지도형 활동과 농민연계 시형 활동은 만족

은 감소하는 반면에 불만족은 증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형식  지도형의 경우, 상 으로 불만족의 증가와 만족의 감

소 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상황 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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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불만족은 감소와 만족도 증가의 확률이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다. 최상호 & 최 찬(2008)에 따르면, 체

인 장애로해결에 한 만족도의 순 는 상황 응 형, 체계 근

형, 형식 지도형, 농민연계 시형순으로 구성되나, 상황 응 형과 

체계 근형, 그리고 농민연계 시형과 형식 지도형 간에는 평균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다.

<표 5> 평균조건과의 차이  유형별 비교에 따른 장애로해결 만족도의 증감

유형

장애로해결

형식 지도형
상황

응형
농민연계

시형
체계

근형

차이
부호

증감
차이
부호

증감
차이
부호

증감
차이
부호

증감

매우불만족 ＋ ↑ － ↓↓ ＋ ↑↑ － ↓

불만족 ＋ ↑↑ － ↓↓ ＋ ↑↑ － ↓

보통 ＋ ↑ － ↓↓ － ↓ － ↓

만족 － ↓ ＋ ↑↑ － ↓↓ ＋ ↑

매우만족 － ↓ ＋ ↑↑ － ↓↓ ＋ ↑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농 지역에서 진행 인 신 의 유형별 강약 을 악

하기 해 개별 유형 별로 인구사회학  특성, 지역특화작목시험장에 

한 정보획득 특성, 장성에 향을 주는 변인 등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농 지역에서 연구사와 농업인간에 유지하고 있는 신

의 유형별 특징이 악되었으며, 개별 유형들이 시사하는 강 과 약

으로 지 될 수 있는 보완사항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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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 유형별 강약 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형식 지도형의 강 은 첫째, 총소득 비 주재배작목의 소득비율이 다

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는 이다. 이는 제한된 특정품목에 정보를 집

함으로써 맞춤정보 제공을 한 시간과 노력을 일 수 있음을 뜻한

다. 둘째, 월 9회 이상의 극  정보획득 의지를 가진 농업인과 상

으로 고학력의 구성 비율이 높다는 이다. 셋째, 농업인이 요구한 정보

내용과 시험장이 제공한 정보내용이 부분 일치하는 유형이라는 이

다. 이는 정보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정보방식의 강화  확장

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문서자료를 통해 기  수 부

터 문  수 까지의 표 화된 기술 가 용이함을 시사한다. 특히, 

시험포장을 통해 지역 환경에 합한 재배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하는데 용이한 특성으로 악되었으며, 이는 최상호 & 최 찬(2008)이 

제기한 형식 지도형 유형 자체가 가지는 특성의 발 만을 통해서도 충

분히 용이하므로 상 으로 제도  보완이나 추가 인 인 ․물  재원

의 필요를 요하지 않는다.

반면, 형식 지도형의 보완사항은 첫째, 부분의 정보요구가 신품종

과 경  련 정보에 집 되어 있음에도 제공되는 경  련 정보의 

문성이 취약하다는 이다. 이러한 경  련 정보의 문성 취약은 농

업인의 장애로 해결에 가장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 지도형의 경우, 문가나 련 회 등을 이용하는 횟수가 다른 유

형에 비해 많은 집단이다. 고로, 시험장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기타 유 기 의 활용을 통한 경 련 장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형식 지도형은 부분 식량작물 주(41.7%)의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소득 비 주재배작목의 소득비율이 76.5%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동일한 정보내용의 구성을 

통한 체계  달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제공방식에 있어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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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의 요구가 반 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는 정보제공 주체가 

주로 연구사로 한정되면서 농업인을 신 과정의 단순한 수용자로 인

식하는 한계 뿐만 아니라, 형식 지도형의 특성상 신 활동 방식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최상호 & 최 찬,2008;황정임․최상호,2006). 

따라서 식량작물 단일 품목에 주력하는 농가들을 상으로 기존의 정보

제공 방식인 문서자료 배포나 시험포장의 운  등이 아닌 시군기술센터 

로그램 활용, 특정 농가선정을 통한 시험연구 제안 등을 통해 정보제

공 방식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량작물

주가 아닌 특화작목으로 생산작목의 환이 자연스럽게 모색되는 기회

가 제공될 것이다.

상황 응형의 강 은 첫째, 농업인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

으며, 정보제공방식도 80.9%가 일치하고 있다는 이다. 월 9회 이상의 

극  정보획득의지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

한 정보내용  제공방식 일치의 효과는 농업인의 극성을 유인하고 있

다. 이는 농업인과의 잦은 교류를 통한 상시 이고 체계 인 정보소통 

구조를 확보하고 있기에 상황 응형은 장애로해결에 가장 합한 

유형인 것으로 단된다. 둘째, 상황 응형은 그 정의  특성인 상

황 가변  신 활동과 유기  상호작용수 의 형성을 기반으로 생산

정보 이외의 장유통  경 련 정보의 높은 획득비율을 보이고 있다

(황정임 & 최상호, 2006). 이는 결과 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20년 이

상의 재배경력자들을 극 으로 신 의 과정으로 유입시키고 있으

며,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인다. 셋째, 상황 응형의 인구사회학  특성에 있어서 가장 두드

러진 은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40  이하의 은 층으로 구성된 여성

농업인의 비율이 상 으로 높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재배기술이

나 시비정보 등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주로 제공하는 정보에 민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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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장이 생산하는 주요 정보들의 성격과도 맥

락을 같이 한다. 즉, 시험장과의 연계형성이 가장 용이한 조건을 유지하

고 있으며, 시험장의 정보제공 기능을 가장 효율 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상황 응형이 보완해야 될 사항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장애

로해결 과정에 있어서 이웃 농업인 간의 정보교환이나 학습모임을 통해 

장애로 해결의 자구책을 모색하는 비율도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

농가를 기반으로 한 인 네트워크의 활용은 장애로해결에 있어서 가장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장의 장애로해결을 

한 정보제공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며, 시험장은 농업인들의 

인  네크워크를 포 으로 활용하여 공동학습체계의 조직과 지속 인 

트 쉽의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상정립을 도모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 상호공동학습체의 결성을 통한 정보의 질  향상과 시험장의 연구․

개발  기술 의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농민연계 시형의 강 은 보완 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장애로에 한 만족은 감하고, 불만은 증하고 있는 유형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첫째, 농민연계 시형이 가지고 있는 유

형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농민연계 시형은 높은 상호수 에 

기반한 농업인과의 유기 인 연계와 장애로에 한 극  처라는 

유형의 속성상 장문제 해결에 유리한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는 농

진흥조직의 인력부족과 조직 체계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소수의 농가에

만 집 된 장애로해결의 방안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구조화되고 

안정된 형태의 정보 달 체계를 통해 다수 농민에 한 근성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으며, 상호작용수 에 한 고양은 농업인과의 연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문 이고 체계 인 방식으로의 변화

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농민연계 시형 유형은 연소득  주작목 소득

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들 집단들이 농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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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획득과 활용에 있어서 상 으로 우 를 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체

의 75.5%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제공방식 한 농업인이 원하는 방식으

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민연계 시형에서 주로 사용

하는 인 네트워크 활용 방법이 연구사 등 문가를 극  활용하는 방

식이 아닌 농업인들 상호 간의 형식  학습 모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이

다. 결국, 학습구조나 모임 안으로 문가를 입함으로써 유형자체가 

가지는 장성에 한 부정  향을 해소해야 한다. 한, 시험장의 

신 활동에 있어서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식의 요성을 감안하고, 지

도활동 자체에 있어서는 농업인 연계 시나 형식  지도의 방식 보다는 

지도사업의 체계  특징을 지역의 실정에 반 하여 운 해야 함을 의미

한다. 즉, 지도사업 자체의 역은 시－군 기술센터의 활용과 조를 통

해서 진행하고, 시험장은 정보의 생산과 요구에 응하는 방법을 모색하

는 등 농 진흥조직 간의 지역 내 역할 분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체계 근형의 가장 두드러진 강 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문 이상

의 고학력 비율이 높고 40  이하의 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

다. 이러한 구성은 식량작목을 제외한 과채, 특용, 화훼 등의 특화작목에 

한 경작비율을 가장 높게 구성하는 기반이 된다. 한, 다양한 형태의 

신  과정  매체에 한 제도  활용이 용이하고, 체계성에 기반

한 구조  형태의 지원이 유지될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체계

근형이 신 의 효과를 가장 크게 기 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높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강 의 요소들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

히, 체계 근형은 신품종 등 특화가 가능한 극히 제한된 부분의 정보

만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양한 정보들의 조합

과 활용에 제약이 되며, 이 유형은 시험장이 제공하는 정보내용  정보

공유방식의 불일치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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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공, 유통, 경  등 제반 분야에 한 지식이나 경험 축 이 미진

한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연간총소득과 주작목의 소득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래한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형식  네트

워크에 한 의존으로 농업인과의 실질 인 상호작용 수 이 낮아지는 

체계 근형의 본원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최상호 & 최

찬, 2008; 황정임 & 최상호, 2006). 고로, 정보내용과 정보공유방식

의 다양화를 통해 농민 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무 다양

한 방식의 근은 체계성의 구조 자체에 한 혼란과 종속을 야기할 우

려가 있다. 따라서 형식 인 신 의 구조를 통한 제한된 정보를 제

공하는 한계를 지속 이고 상시 인 체계 구성을 통해 종합 인 정보제

공이 가능하도록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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