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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어촌은 어가 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 ｢2005∼2015어업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수면 어가 수는 2005년에 79,942가구에서 

2015년 54,793가구로 지난 10년간 31.5% 감소하였다. 경

영주의 평균연령은 2005년 53.6세에서 2015년 62.5세로 

증가하였으며 60대 이상의 경영주는 2005년에 전체의 

약 32.0%에서 2015년 59.3%로 증가하였다. 

어업 생산 측면에서도 어선의 노후화, 생산방법의 고

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국내 어업경쟁력은 악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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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어획을 지양하자는 국제사

회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어선 감척 등 어업구

조조정 사업의 추진으로 어가와 어촌의 세력은 점차 축

소되어왔다(김대영 외, 2017). 따라서 현재의 자원량에서 

기존의 어획 강도를 유지할 경우 자원감소가 심화될 것

이 우려되므로 기존의 어획노력량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중

심으로 한 양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

의 기조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은 일시다획성, 

계절집중성을 지니고 있고 자연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 의존적인 특성이 있어 이러한 계획생산

에도 한계가 있다(해양수산부, 2019).

해양수산부는 위와 같은 어업⋅어촌의 위기를 극복하

고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촌 6차산

업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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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은 어촌의 다양한 공간과 자원을 이용하여 1차

(생산), 2차(제조, 가공), 3차(유통, 관광, 서비스업)를 융

합⋅연계함으로써 어업 외 소득 비율을 어가소득의 60%

까지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해양수

산부, 2016). 어업 외 다른 소득원을 찾기 힘든 어가로 

하여금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어촌 6차산업화는 현재 어촌이 처한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6차산업화의 사업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농업 분야에

서 많이 수행되었다. 박종훈 외(2014)는 1차, 2차, 3차산

업의 결합유형에 따라 농가의 수입이 결정됨을 보였다. 

황재희 외(2016)는 농업 6차산업화 융⋅복합 유형에 따

른 농가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현정 외(2017)는 다변량 프로빗(Multivariate Probit)모델

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에 참가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

형별 참여 유형 및 성과 결정요인을 연구하였다.

어업 분야 6차산업화 사업 관련 연구에는 고영구 외

(2017), 임관혁 외(2017), 김봉태(2010)를 들 수 있다. 고

영구 외(2017)는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산업화 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전라남도지역의 어촌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관혁 외(2014)는 주문진항, 

사천항, 강릉항 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6차산업에 대

한 주민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김봉태(2010)는 어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를 ｢2000, 2005어업총조사｣자

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촌체험마을 조

성사업의 시행이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는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어촌 6차산업화를 통한 어가의 소득 다각화가 중요하

게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비

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성적

인 연구에 치우쳐 있다. 그 하지만 효과적인 어촌 6차산

업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

으로 한 정량적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가의 

특성을 논할 시 어가의 약 43%가 농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수면 어가의 특성을 사업의 단일 또는 결합유형별로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어가의 개별적 특

성과 지역적 특성이 다양한 6차산업화 사업 선택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앞으

로 정부의 어촌 6차산업화 사업 및 어가의 소득원 다각

화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제 Ⅲ장에

서는 어촌 6차산업화 사업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결

과를 제시하여 해석하며,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연

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및 변수설정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 ｢2015 농림어업총조사｣어업 

부문 자료를 이용한다. 본 자료에서 어가5)는 수산물 직

판장 운영, 수산물 직거래. 식당경영, 수산물 가공업, 어

촌관광사업, 낚시 안내업 등 6가지의 6차산업화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복수로 응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6가지 6차산업화 활동을 가공사업(수산물가공

사업), 유통사업(수산물 직거래, 수산물 직판장 운영), 서

비스사업(식당경영, 어촌관광사업, 낚시안내업) 등 3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6) 그리고 어가

가 선택할 수 있는 응답이 상호배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경우의 수7)를 분리하여 결정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8)

설명변수로는 경영주 특성, 어업경영 특성, 주 종사 

분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며,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먼저 경영주 특성 변수로는 선행연구인 이현정 외 

(2017), 황재희 외(2016) 그리고 박종훈 외(2014)를 참고

하여 성별, 영어기간, 교육정도,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신규 

어업인이나 승계어업인 등의 6차산업화 참여 행위를 고

려하기 위해 연령 변수 대신 영어기간 변수를 포함하였

다. 다음으로 어업경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 참여 여부, 고용 인력 활용 여부, 정보화기기 활용 

여부, 영농활동 여부, 연간 어업매출 규모를 고려한다. 

여기서 영농활동 여부는 많은 어가가 농업과 어업을 겸

하는 겸업어가임을 고려하여 농업 경영 활동이 어가의 6

차산업화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변수이다.

지역 특성으로는 도시지역과 어촌지역의 차이를 반영

하기 위한 소재지 관련 변수(읍면=1, 동=0)를 투입하였

고, 지역 내 6차산업화 어가 비율과 정보화기기를 활용

하는 어가의 비율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 

소속된 어가인지의 여부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2. 분석모형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의 선택 대안이 세 가지 이상

이고 상호 독립인 점을 고려하여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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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다항(multinomial or polytomous) 로짓모형은 

종속변수의 여러 선택 대안 중에서 하나를 참조집단

(reference group)으로 정하여 참조집단을 선택할 확률과 

다른 선택 대안을 선택할 확률을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

는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순수 어가를 

참조집단으로 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J개의 범주가 있고 설명변수가 일 때 종속변수 Y가 

j번째 범주가 될 확률을   ∣라고 하면, 

다항 로짓모형은 아래의 식 (1)로 표현할 수 있다. 

log






 ′   ⋯.      식(1) 

이때, log






는 마지막 J번째 범주를 기준 범주

(baseline- category or reference level)로 설정하고 나머지 

반응 범주가 선택될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명목형 다항 반응변수에 대한 일반화 로짓모

형은 어떤 기준집단을 지정한 후에 이 집단과 나머지 각 

반응집단과 쌍을 지어 로짓을 정의한다. 이때 다항 로짓

모형은 J-1개의 로지스틱 방정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방

정식마다 서로 다른 모수를 갖는다. 임의의 범주 한 쌍 

a와 b에 대해서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log








 log








    식(2)

       = 
′

′

       = 


′′ .

Variables Unit Mean
Standard

Deviation
Min Max

Dependent

variables

Full-Time Fisheries(Reference Group) Dummy 0.544 0.498 0 1

Processing Dummy 0.064 0.245 0 1

Distribution Dummy 0.277 0.448 0 1

Service Dummy 0.036 0.187 0 1

Processing+Distribution Dummy 0.047 0.212 0 1

Processing+Service Dummy 0.002 0.046 0 1

Distribution+Service Dummy 0.022 0.147 0 1

Processing+Distribution+Service Dummy 0.005 0.074 0 1

Independent

variables

Householder

Sex1) Dummy 0.802 0.398 0 1

Period Year 29.665 15.216 1 76

Education level2) Interval 2.857 1.136 1 6

Number of Household Members Person 2.342 1.115 1 14

Fisheries

Management

Producer’s Organization Dummy 0.818 0.385 0 1

Fishery Employment Dummy 0.232 0.422 0 1

Utilization of IT Equipment Dummy 0.249 0.433 0 1

Fishery+Farming Dummy 0.431 0.495 0 1

Sales in Fishery3) Interval 5.985 2.757 1 12

Main 

Method of 

Fishing

Using Fishing Boat Dummy 0.443 0.497 0 1

Bare-Handed Dummy 0.255 0.436 0 1

Diving Dummy 0.072 0.259 0 1

Aquaculture Dummy 0.224 0.417 0 1

Regional

Rural Area Dummy 0.814 0.389 0 1

Participation in 6th Industrialization % 45.617 23.985 0 100

Utilization of IT Equipment % 24.923 19.999 0 100

Fishing Experience Tourism Village4) Dummy 0.315 0.465 0 1

Table 1. Summary Statistics of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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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절편 모수


와 기울기 모수 ′′ 을 

갖는 로지스틱 방정식이 된다(Agresti, 1996; 2002; 최열 

외, 2008).

식 (2)의 모형으로부터 실제 각 반응집단의 확률을 구

할 수 있다. J-1번째 집단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식은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p
′






exp′

  ⋯   식(3)

여기서 모든 집단에 대한 확률의 합이 1이므로 J번째 

반응확률은 식 (4)와 같다.


 







exp′


.          식(4)

이어서 오즈(odds =)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에 대한 발생할 확률의 비를 의미한다. 즉, 




로 표현되며 반대로  



로 나타낼 수 있다. 

×행렬에서 오즈  와 에 대한 비율, 즉 오즈비

(odds ratio=)는 식 (5)와 같다(최열 외, 2008).

 















                  식(5)

III. 분석결과

어가의 6차산업화는 단일사업에만 참여하는 유형과 

두 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이 있으며, 여기서는 

편의상 추정결과를 단일 사업유형과 결합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본 분석은 어가의 사업 결합유

형 결정요인과 어업만을 수행(순수어가)하는 어가 대비 

확률을 계측하였다. 

1. 단일 사업유형의 경우

가. 가공사업

영어경력이 길수록,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생산자조직

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어업 고용을 하지 않을수록, 정보

화기기를 활용하지 않는 어가일수록 농업을 수행하지 않

는 어가일수록, 어업매출이 높은 어가일수록 가공사업에

만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이 

많고 매출이 높은 어선어업 어가가 가공시설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어가는 가공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산물과 농산물을 동시

에 활용하는 가공식품이 적고 수산물 가공시설에서 농산

물 가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 종사분야를 살펴보면 나잠어업을 제외한 모든 주 종

사분야에 있어 순수어가에 비해 가공사업에 참여할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어선어업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순수어가에 비하여 가공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약 5.2배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국내 해수면 어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안어

업의 주요 어종이 건조과정을 거쳐야 하는 멸치와 오징

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윤상철 외, 2014).

한편, 지역특성으로는 도시지역, 6차산업화 어가의 비

율이 높은 지역, 어촌 체험마을 사업 지역, 정보화 어가

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어가들이 가공사업 단일유형 선

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가 간 가공시설이나 

정보 공유 등과 같은 집적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나. 유통사업

유통사업 단일유형의 경우 여성일수록, 영어 경력이 

길수록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남

성이 주로 어업생산을 담당하고 판매는 경력이 많은 여

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산자조

직참여는 유통사업 유형 선택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통사업 참여를 통한 6차산업화 

어가의 경우 어촌계나 수협 등에 가입하여 공판장에 판

매하기보다는 직거래나 직판장을 통한 새로운 유통경로

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

다. 농업 활동 여부 변수는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을 겸하면서 얻은 농산물을 수산물

과 같은 유통채널로 판매하여 유통경로의 활용도를 높이

는 행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 종사분야에 있

어서는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잠어업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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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할 경우 아무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보다 유

통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

다. 이는 나잠어업으로 획득된 패류의 경우 선도유지를 

위해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직거래나 직판장

Variables

Processing Distribution Service

Parameter

(Standard Error)

Odds

Ratio

Parameter

(Standard Error)

Odds

Ratio

Parameter

(Standard Error)

Odds

Ratio

Householder

Sex
0.111

1.117
-0.085**

0.919
-0.489***

0.613
(0.072) (0.037) (0.103)

Period
0.007***

1.008
0.003***

1.003
-0.004**

0.996
(0.002) (0.001) (0.002)

Education level
-0.105***

0.900
0.007

1.007
0.212***

1.237
(0.024) (0.013) (0.026)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022
1.023

-0.007
0.993

0.147***
1.161

(0.019) (0.011) (0.020)

Fisheries

Management

Producer’s 

Organization

-0.386***
0.068

-0.122***
0.885

-0.407***
0.666

(0.064) (0.030) (0.070)

Fishery Employment
-0.829***

0.437
-0.119***

0.888
0.095

1.100
(0.058) (0.033) 0.068

Utilization of IT 

Equipment

-0.265***
0.737

-0.726***
0.484

-0.878***
0.415

(0.057) (0.031) (0.058)

Fishery+Farming
-0.159***

0.853
0.219***

1.244
1.149***

3.155
(0.046) (0.026) (0.069)

Sales in Fishery
0.039***

1.040
-0.009

0.991
-0.088***

0.915
(0.011) (0.006) (0.012)

Main Method of 

Fishing

Using Fishing Boat
1.640***

5.153
0.591***

1.806
0.923***

2.516
(0.239) (0.145) (0.217)

Bare-Handed
1.218***

3.379
0.291*

1.324
1.481***

4.397
(0.241) (0.145) (0.222)

Diving
-1.144***

0.318
1.115***

3.049
0.893***

2.442
(0.246) (0.157) (0.258)

Aquaculture
0.914***

2.495
0.789***

2.200
2.213***

9.144
(0.239) (0.146) (0.228)

Regional

Rural Area
-1.199***

0.302
0.092***

1.096
0.259***

1.295
(0.79) (0.031) (0.058)

Participation in 6th 

Industrialization

0.053***
1.054

0.046***
1.047

0.037***
1.038

(0.001) (0.001) (0.001)

Utilization of IT 

Equipment

0.012***
1.012

-0.012***
0.988

-0.012***
0.989

(0.001) (0.001) (0.001)

Fishing Experience 

Tourism Village

0.381***
1.463

-0.085***
0.919

-0.234***
0.791

(0.046) (0.025) (0.053)

Intercept
-6.129*** -3.933*** -8.155***

(0.737) (0.442) (0.688)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 1%, 5%, 10%, respectively.

Table 2. Estimation Results for the Single Business Types of 6th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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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특성으로는 읍면 지역에 소재한 경우 유통사업 

선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쉽게 부패되

는 수산물의 특성상 판매시설이 어항과 접해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6차산업화 어가 비

율이 높을수록 유통사업 단일유형 선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 반면, 지역 내 정보화 어가 비율과 어촌체험마을 

소속 여부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가의 정보화나 어촌체험마을을 통한 정부 지원이 유통

분야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 서비스사업

여성일수록, 영어기간이 짧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

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지 않을

수록, 어업매출이 낮을수록, 서비스사업에만 참여하는 단

일유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농업 

활동 여부 변수는 단일사업 중에서는 순수어가 대비 서

비스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약 3.2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당운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주 종사분야에 

있어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식어

업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아무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보다 서비스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약 

9.1배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양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류와 해조류를 지역특산물로

써 체험관광이나 식당의 투입재료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역특성으로는 읍면 지역에 속할수록, 6차산업화 어

가의 비율이 높은 곳에 입지할수록, 정보화어가의 비율

이 낮은 지역일수록 서비스사업 분야 단일유형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로써는 서비스사업에 

단일로 참여하는 경우 어가가 한곳에 밀집되어 있지만 

정보화 수준은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소속 여부 변수 역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순수어가 대비 서비스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약 0.8로 단일사업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 결합 사업유형의 경우

가. 가공사업과 유통사업의 결합

경영주의 영어기간이 길수록, 교육정도는 낮을수록 가

공과 유통의 결합유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상의 특성인 어업고용을 하지 않을수록, 정보

화기기를 활용하지 않을수록 이 사업유형을 선택하는 것

을 보여주는데 이는 어가의 영세성과 고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지역에 

6차산업화 사업 수행 어가와 정보화기기를 활용하는 어

가가 많을수록 가공 유통 결합유형 참여가 많아지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나. 가공사업과 서비스사업의 결합

가공과 서비스사업의 결합유형은 인력이 다소 필요한 

유형이나 가구 내에서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어가가 많

이 선택하는 유형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

로 정보화기기의 활용이 덜 요구되는 사업유형이며, 특

히 농업 활동 겸업 어가가 많이 선택하는 유형으로 나타

나 농업 생산물을 식당 운영 등의 서비스사업에 투입하

는 이점을 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도시지역

에 위치하여 가공품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식당 운영에 

활용하며, 지역 내 6차산업화 사업에 참여하는 어가가 

많을수록 이러한 가공 및 서비스 결합유형을 선택할 확

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유통사업과 서비스사업의 결합

유통 및 서비스 결합유형의 경우 고학력의 경력이 짧

은 승계어업 경영주가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정보화기기를 통해 대안 유통경로를 탐색

하고 식당이나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어가일수록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통 관련 

정보를 얻기에 용이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효

과를 함께 누리기 위해 도시지역, 지역 내 6차산업화 사

업 참여 어가가 많은 지역의 어가가 선택할 확률이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라. 가공사업, 유통사업, 서비스사업의 결합

마지막으로 가공, 유통, 서비스사업을 모두 결합한 유

형의 경우 농업을 겸업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정보화기

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영주일수록 선택확률이 높았다. 

특히 양식어업 어가의 경우 본 결합유형을 선택할 확률

이 높았는데 이는 양식어업이 어업 방식 중 계획생산에 

가장 유리하므로 모든 사업유형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6차

산업화 어가 비율이 높은 지역 어가의 본 결합유형 선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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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ocessing+Distribution Processing+Service Distribution+Service
Processing+Distribution

+Service

Parameter

(Standard error)

Odds

ratio

Parameter

(Standard error)

Odds

ratio

Parameter

(Standard error)

Odds

ratio

Parameter

(Standard error)

Odds

ratio

House-

holder

Sex
-0.088

0.916
0.155

1.168
0.148

1.159
-0.024

0.976
(0.075) (0.272) (0.117) (0.227)

Period
0.003*

1.003
0.002

1.002
-0.004*

0.996
0.007

1.007
(0.002) (0.006) (0.003) (0.005)

Education Level
-0.047*

0.954
0.156

1.211
0.267***

1.306
0.402***

1.495
(0.026) (0.085) (0.033) (0.065)

Number of 

Household 

Members

-0.023

0.977

0.192***

1.168

0.092***

1.306

-0.068

0.934
(0.022) (0.085) (0.033) (0.054)

Fisheries

Manage

ment

Producer’s 

Organization

0.056
1.057

-0.092
0.912

-0.196**
0.822

-0.301
0.740

(0.061) (0.217) (0.088) 0.188

Fishery 

Employment

-0.479***
0.619

-0.439**
0.645

-0.252**
0.778

-0.016
0.984

(0.065) (0.039) (0.080) 0.160

Utilization of IT 

Equipment

-0.782***
0.457

-1.690***
0.184

2.007***
1.534

2.301***
1.100

(0.059) (0.182) (0.073) (0.150)

Fishery+Farming
0.362

1.436
1.099***

3.001
0.796***

2.216
1.424***

4.154
(0.054) (0.222) (0.086) (0.201)

Sales in Fishery
-0.031**

0.969
-0.030

0.970
-0.039

0.962
0.060*

1.062
(0.013) (0.041) (0.016) (0.033)

Main

Method 

of 

Fishing

Using Fishing 

Boat

1.591***
4.907

0.469
1.599

0.867**
2.379

2.393***
10.945

(0.242) (1.017) (0.285) (0.363)

Bare-handed 
0.784***

2.190
0.311

1.365
1.330***

3.780
2.094***

8.115
(0.243) (0.292) (0.384) (0.384)

Diving fishing
-0.288

0.750
-0.971

0.397
2.148***

8.569
1.170***

3.221
(0.254) (0.387) (0.444) (0.444)

Aquaculture
1.178***

4.386
1.473***

4.362
2.004***

7.421
3.421***

30.599
(0.244) (1.036) (0.294) (0.389)

Regional

Rural Area
-0.831***

0.436
-0.590***

0.554
-0.405***

0.667
-0.798***

0.450
(0.078) (0.219) 0.089 (0.192)

Participation in 6th 

Industrialization

0.064***
1.066

0.047***
1.048

0.050***
1.052

0.066***
1.068

(0.001) (0.003) 0.001 (0.003)

Utilization of IT 

Equipment

0.010***
1.010

-0.010**
0.991

0.083***
1.017

-0.010***
0.990

(0.001) (0.004) (0.002) (0.003)

Fishing Experience 

Tourism Village

0.772***
2.164

0.578***
1.782

-0.255***
0.775

0.215
1.240

(0.055) (0.189) (0.065) (0.134)

Intercept
-8.040*** -7.846** -9.341*** -15.091***

(0.752) (3.133) (0.922) (1.246)

1) ***, **, * represent significance level 1%, 5%, 10%, respectively.

Table 3. Estimation Result for the Combined Business Types of 6th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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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는 6차산업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수면 

어가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6차산업화 사업 유형 선택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앞으로 정부의 어촌 6차산업화 사업 및 어가의 소

득원 다각화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업 유형별로 선택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유형별로 이러한 어가 특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어촌 

6차산업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3차산업에 

속하는 식당사업과 관광사업에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

이 높은 어가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교육 및 지원 정책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업을 겸하는 어가일수록 결합유형의 사업 참

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촌 6차산업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그 

활용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수

산부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어촌 내 모든 유

⋅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산업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

구된다.

셋째, 어촌체험마을 소속 여부는 가공사업이 포함된 

유형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외의 유형에는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어촌특화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이 상품 개

발, 가공시설 확충 등 특정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통 채널 

다변화 체험⋅관광시설 지원 등 유통과 서비스사업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로 지역 단위를 마을 단위의 

행정리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어촌 6차산

업화 사업(어촌특화사업)의 시행 단위인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업이 읍면동의 주된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사업 시행 지역의 어

가가 해당 읍면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분석 결과의 타당성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김봉태, 2010).

넷째, 사업을 서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결합 유형

마다 결정요인이 다르게 도출되었다. 어촌 6차산업화 사

업의 핵심은 1차, 2차,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관련 부

처에서는 어가의 특성과 사업 결합유형을 고려하여 6차 

산업화 사업을 계획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대해 지역 한정적

이고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던 기존 연구와 달

리 전국의 어가를 대상으로 어촌 6차산업화 사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한 실증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촌 6차산업화 사업은 수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까지 활용함으로

써 어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도 변수로 포함하였고, 사업간 결합유형에 대한 추

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어가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

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2015 농림어업총조사｣자료에서 

어가의 참여 사업유형은 어가의 설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활동 여부를 반영한 유형 구분과 2015년 

이후 ‘어촌의 특화발전지원 특별법’ 등과 같은 지원 법

령과 지원 정책 등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의 6차산업화 활동에도 참여하

지 않고 있는 순수 어가의 사업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도 중요한 향후 연구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주1) 성별 : 남성=1, 여성=0 

주2) 교육정도 : 받지 않았음=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4년제 미만 대학=5, 4년제 이상 대학교=6 

주3) 어가가 1년간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총 판매금액 : 1=판매없음, 

2=120만 원 미만, 3=120∼300만 원, 4=300∼500만 원, 5=500∼

1천만 원, 6=1천∼2천만 원, 7=2천∼3천만 원, 8=3천∼5천만 

원, 9= 5천만 원∼1억 원, 10=1억∼2억 원, 11=2억∼5억 원, 

12=5억 원 이상(‘판매없음’은 판매를 목적으로 어업을 경영하였

으나 실질적인 판매는 없었던 어가를 뜻함.)

주4) 어촌체험마을활성화사업은 마을단위로 시행되지만, ｢2015어업총

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읍면동(邑面洞) 단위로만 어가의 소재지

를 파악할 수 있음. 하지만 사업이 읍면동(邑面洞)의 주된 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사업 시행 지역의 어가가 해

당 읍면동(邑面洞)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분석결과의 타당성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김봉태, 2010).

주5) 2015 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어가는 ①지난 1년간(2014. 12. 1.∼

2015. 11. 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맨손어

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②지난 1

년간(2014. 12. 1.∼2015. 11. 30.)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

물의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③ 2015년 12월 1일 현

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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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됨.

주6) 이현정 외(2017)의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직매장, 농산물 가공

업, 농촌체험관광, 농가식당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를 활용하여 

사업 결합 경우의 수를 정리할 경우 종속변수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져 추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일반적인 산업 분류

상 식당사업과 체험⋅관광사업은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기에 

두 변수를 통합하여 서비스사업 변수로 활용하였음.

주7) ①어업에만 종사하는 어가, ②가공사업에만 참여하는 어가, ③

유통사업에만 참여하는 어가, ④서비스사업에만 참여하는 어가, 

⑤가공사업과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어가, ⑥가공사업과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어가, ⑦유통사업과 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어

가⑧가공사업, 유통사업, 서비스사업 모두 참여하는 어가

주8) 일반적으로 다항로짓 모형은 IIA(Independent of Irrelevant 

Alternatives) 가정이 성립해야 사용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가능한 총 8가지의 상호배타적인 선택 유형으로 분

리하였고, 따라서 어가는 제외나 중복 없이 이러한 유형 중 단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IIA 가정의 충족을 전제로 분석을 

진행함. 하지만 단일형과 결합형의 선택과 결합 유형의 선택이

라는 위계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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