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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화, 개방화로 치달리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환경에서 경제비중이나 부가

가치 창출활동 면에서 두드러지게 위축되

* 서원대학교 경 학부 전임강사.

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농업부문이다. 농

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촌의 

친환경 자원과 지방문화를 관광 대상물로 

이용하는 농촌관광(rural tourism)이 그 대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웰빙을 중시하는 생

활과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함께 농촌생활 

ABSTRACT

Recently rural tourism has been drawing a growing interest as an alterative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korea's agricultural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the performance of rural tourism.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paper deriv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causal 

relationship research. This study implemented regression analysis, and create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rural farm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test 

tell us that at least at the present stage of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entrepreneurship is 

a more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outcomes of rural tourism than any other factors, such 

as the operational competence of business. 

This paper suggests policy orientations which place high scores on customer-oriented 

components such as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strategy rather than supplier-oriented 

components such as rural amenity, and sup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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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등 친환경적 관광 대상물을 찾는 수

요의 확대에 의해 진작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시대의 자립형 

수익모델을 찾고자 한 노력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경제활성화 모델의 성공사례 등장, 

그리고 독특한 지방문화 및 적절한 농촌자

원을 관광유인물로 만든 농촌고유의 자원, 

즉 농촌어메니티가 적절히 공급되고 있어 

의미 있는 희망의 불꽃이 되고 있다는 설

명이다(김남조 2004; 전 옥, 민승규 2003

).1 사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의 

관광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

어졌으나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성과도 

좋지 못했다. 허나 최근의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현상으로 주목

할 만하다. 그 이유는 농촌경제의 침체와 

애로를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겪은 OECD 

주요 선진국가들이 1990년 초반부터 생산 위

주의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서비스가 

부가된 종합농업 즉, 농산물과 함께 자연환

경, 역사, 문화, 환경, 경관 등을 포괄하는 

농촌자원화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농촌경제

를 활성화하기 시작하여 많은 성과를 보았

기 때문이다(MacDonald and Jolliffe 2003; 

Murphy and Williams 1999; Oppermann 

1996; Hjalager 1996). 이스라엘의 경우 

1 어메니티(amenity)는 1990년대에 들어와 OECD 

서유럽국가의 농촌부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

기 시작하 으며 환경보전, 종합 쾌적성, 청결, 

친절, 좋은 인간관계 등 번역어만 무려 80여 

가지가 될 정도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오

현석 2004). 여기서는 ‘농촌지역에서 느끼는 종

합적인 심리적 쾌적성’이라는 의미로 활용한다. 

2001년 통계 기준으로 평균 농가소득의 

15%가 농촌관광과 관련되어 창출되고 있

으며 프랑스의 경우 2000년에는 일반관광 

대비 농촌관광의 시장점유율 비율이 7:3 정

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오현석 2004; 

박호균 2002).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일

반관광 총량이 2002년부터 연평균 4.6%씩 

증가하는 반면 농촌관광 수요총량은 연평

균 16%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46백만 

명으로 전체 국내관광 총량의 24.1%로 증

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농림부 2004b).

  요컨대 OECD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농촌관광을 인구 감소, 도

농 간 소득격차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작

금의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관광산업의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며 만족할 수도 없다.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를 관광

고객, 기반시설(도로 등), 농촌어메니티, 마

케팅 활동, 농촌관광사업자와 정부지원시

스템으로 볼 때 관광고객 차원에서도 마찬

가지지만 농촌관광사업자 개인적 특성과 

운 전략 여하에 따라 그 사업 성과는 달

라지며 지금까지 그 성과가 만족치 못하다

는 것이다(박호균 등 2001; 김남조 2004).

  왜 수요는 커지고 있는데 운  성과는 

만족치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 이 연

구는 농촌관광을 본격적인 산업의 한 분야

로 보고 사업운 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업의 성공적 

운 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어떤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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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업성과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를 문헌고찰과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

고자 한다. 농촌관광이 사업으로서 성공적

으로 운 되려면 순수한 농민의 자세로보

다는 기업가적 자세와 정신으로 임해야 한

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농촌관광의 

성과 부진이 결국 ‘기업가정신’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연구의 동기이다. 

  이 연구는 이론적 실증연구 차원에서 머

물지 않고 정책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농촌관광의 현황

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관련 연구의 문헌고

찰을 통해 농촌관광의 운 에 중요한 향

요인 선정, 그리고 실증자료를 통해 검증을 

한 후 농촌관광의 현 단계와 미래단계에서 

적절한 정책방향을 내놓고자 한다.

2. 농촌관광의 현황

2.1. 농촌관광의 현황

  농촌관광의 공급자 측면의 참여현황부터 

살펴보면 국내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

부지원을 받아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서 

관광농원, 농가민박, 농촌관광휴양단지 등

이 사업자 개별 단위로 시작되어 2003년 

말 현재 339개의 관광농원, 90개소의 휴양

림, 275개소의 민박마을 등이 운 되고 있

다(농림부 2004a).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 관광객을 위한 

농촌지역의 휴식공간이 펜션, 휴양림, 농촌

민박 등이 시장원리에 의해 나타나기 시작

했다. 민간 차원의 펜션도 전국적으로 

4,000여 개가 생겨나 객실 수 2만5천여 개

가 운 될 정도로 양적 활성화가 되었다

(한국관광펜션업협회 2005). 

  2000년도 이후 정부는 마을 단위로 농촌

관광을 지원하고 있는바 2002년부터 마을 

단위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들이 비교적 빠르고 다양하게 마련되면서 

중요한 농촌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문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

마을은 농림부로부터, 아름마을은 행정자

치부, 어촌휴양단지와 어촌체험마을은 해

양수산부, 생태마을은 환경부, 문화역사마

을은 문화관광부, 전통민속마을 등은 문화

재관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양한 특

색을 보이면서 농촌관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과 같은 공

공기관에서도 마을 단위의 농촌관광 사업

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원주시의 복숭

아마을, 고추마을, 건강마을, 요리마을, 전

통마을 등과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

을 테마화하는 농촌테마마을 지원사업, 그

리고 농협의 팜스테이 사업(2005년 말 현

재 전국 176개 마을이 참여) 등이 도시민 

관광고객을 끌고 있다(박시현 2003b; 농협 

2005). 

  농촌관광 수요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상

승세이다. 2001년 당시 농촌관광 총량은 총 

30,930천 명으로 2001년 국내관광 총량 

327,928천 명의 9.4%를 차지하여 적지 않

은 수치를 보 다. 농촌관광을 체험한 소비

자들의 만족도도 65.4 %로 비교적 높아 긍

정적이다(박시현 2003a).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수요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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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다. 국민소득 증가, 주 40시간 근무제, 주 

5일 수업제 시범추진 등으로 농촌관광수요

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관광총

량은 ’02년부터 연평균 4.6%씩 증가가 예

상되는 반면 농촌관광 수요총량은 매년 평

균 16%씩 증가하여 2011년에 146백만 명

으로 증가해 전체 국내관광 수요의 24.1 %

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농림부 2004b). 

2.2. 농촌관광의 문제점

  산업적 측면에서의 농촌관광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시설투자 위주로 정책지원

이 되어 운 자에 대한 교육훈련, 고객 위

주의 제도 정비, 탄력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농촌 쾌적성 증진 등을 위한 노력 미

흡과 운 자의 사업경 기술의 부족으로 

부실경 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초창기에 

중앙정부(농림부 중심)가 추진한 농촌관광 

지원은 첫째, 시설 공급에 치중하여 농촌지

역 고유의 장점과 매력을 자원화 하는데 

소홀했으며, 둘째, 농촌주민이 실질적 주체

가 되지 못하고, 주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가정신이 부족하여 경 부실로 이어졌

고,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성 있

는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하 다는 점에

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를 보 다(박시

현, 송미령 2002).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

된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경 마인드를 갖

지 못한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2001년 이후에는 전보다 나아지고 있지

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농촌관광 사업종사

자들이 만족할 만한 매출이나 성과를 올리

고 있지 못하다. 시장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 농촌관광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농촌관광 사업자들의 수요 측면

을 고려하는 마케팅 활동과 탄력적인 운  

프로그램 개발,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관광도 서비스

산업인 만큼 서비스마인드, 비즈니스 노하

우(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법 등)를 갖춘 

인력 육성 및 유입 지원책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예전과 달리 마을 단위로 지원책을 

펼치다 보니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실행단

계와 사업 운 단계에서의 공공성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추진 주체가 주인의식이 없

어져 추진력 부족과 개별적 기업가정신의 

발휘 감퇴가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농촌관광의 운 요소와 기업가정신 

3.1. 농촌관광의 운 요소

  농촌관광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성과를 논하는 학문적 연구는 찾아보

기 쉽지 않다. 농촌관광의 성과를 논하기에

는 이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만족스런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체계적

으로 알아보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관광 현상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Gunn(1988)은 관광 현상을 

관광자, 교통, 관광 대상, 서비스와 관광시

설, 정보와 홍보의 요소로 구성되는 시스템

으로 보고 있다. Mill과 Morrison(1985)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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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관점에서 관광 현상을 여행, 관광목

적지, 마케팅, 관광시장으로 구성되는 시스

템으로 보았고 박석회(2000)는 관광을 관

광자, 교통기관, 매력물(서비스, 시설), 마케

팅으로 구성되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보았다. 

  이경희(2004)는 그동안의 농촌관광에 관

한 연구를 세부적으로 지역 활성화 차원의 

연구, 농촌자원 보전 차원의 연구, 그리고 

농촌관광의 수요시장에 관한 연구로 구분

하여 활성화 지원정책, 농촌자원 보전, 수

요시장이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었

다. 김남조(2004)는 농촌관광 시스템의 구

성 요소로서 농촌관광 매력물, 농촌관광 사

업자, 홍보 및 마케팅, 교통시설 및 정책지

원 인프라, 그리고 농촌관광 고객 등 5개 

요소로 설명하고 농촌어메니티 중심의 정

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박시현, 송미령(2002)은 농촌관광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운 주체인 확실한 

리더와 참여주민, 정부의 지원 및 외부전문

가 등의 지원, 농촌어메니티 및 활용 프로

그램, 홍보활동과 마케팅, 그리고 확실한 

대표농산물의 존재 등이 성공요소로 작용

한다고 분석했다. 박호균 등(2001)은 농촌

관광농원의 운 실태 분석에서 농림부의 

농원운  평가기준 7가지, 즉 농외소득, 농

원시설의 적정성, 입지조건(교통여건, 배후

도시 여하, 주변관광자원 등), 홍보 및 이벤

트, 재무상태, 수익성, 대표자 능력이 운

성과를 결정한다고 보고 분석 대상으로 사

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여러 구성요소들

이 결국 농촌관광의 운 의 성과를 결정짓

는 운 요소로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김남

조(2004)의 농촌관광 구성요소 구분에 따

라 운 요소를 선정하되 농촌관광의 사업

운 자 입장에서 논의가 가능한 4가지, 즉 

‘농촌어메니티’, ‘농촌관광 사업자’, ‘농촌관

광 마케팅’, ‘정책지원과 인프라’ 등을 중요

한 운 요소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농촌

관광사업자 요소에서 사업자가 리더십을 

갖고 혁신적이고 적극 활동하는 과정 측면

을 강조하여 ‘기업가정신’ 요소로 파악하기

로 한다. 그리고 ‘농촌관광 마케팅’ 요소에 

경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

로 보고자한다.

3.2. 농촌관광에 있어 기업가정신의 역할

  농촌관광의 성공적 사례로 뽑히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 마을

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마을지도자인 한상

렬 이장의 혁신적이고 열정적인 리더십으

로 화천군청의 지원과 외부전문가들의 후

원이 가능했고 결국 오늘의 성공적인 관광

마을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이광모, 조주

복 2004). 사회적 봉사심, 개척정신과 사업

가적 마인드로 무장한 리더의 적극성으로 

마을주민이 농촌개발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공적인 성과를 모두 맛보게 된 것이다.

  박시현, 송미령(2002)은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촌관광이 성공하려면 마을주민

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확실한 마을리더가 존

재할 것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지적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정신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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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위험을 무릅쓰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향해 혁신적 마인드로 도전

해 나아가는 ‘기업가정신’의 발휘로 농촌관

광에서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 있

겠다. 

  기업가정신이란 개념은 비교적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Morris and Kuratko 

2002). Schumpeter(1934, 66)은 조직체에서

의 지속적인 창조적 파괴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Dollinger(1995)는 

위험과 불확실성 조건하에 수익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경제조직의 창출과

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Hisrich and Peter 

(1995, 9)는 시간과 자원, 노력의 대가로 개

인이 추가적 부를 창출하는 동태적인 과정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기업가정신

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재결합하는 활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Kao 1995; Dollinger 1995).

  농촌관광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정화(2003, 22-24)은 벤처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수많은 논

의와 실증적 연구를 종합 정리하여 벤처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모델로 

VP=F(E, R, I, S) 공식을 제시하 다. 즉 

벤처기업의 성과(venture performance)는 

기업가역량(entrepreneur), 기업자원과 경

능력(resources), 해당 산업의 환경특성

(industry), 그리고 기업전략(strategy) 여

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업전략과 

자원, 그리고 경 능력에 따라 기업성과는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업자 본인의 ‘기업가정신’의 발휘

인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변화를 읽고 자사

의 자원과 역량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

탕으로 경쟁력 있는 경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기업가의 과업이기 때문이다. 환경이 

조성되었거나 기업지원과 역량, 그리고 전

략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고봉상 등(2003)은 벤처기업

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창

업자, 조직자원, 창업전략, 창업환경, 그리

고 지원시스템으로 구분하 다. 이중 창업

자, 조직자원, 창업전략은 기업내부의 역량 

및 특성을 나타내는 내부요인으로, 그리고 

환경과 지원시스템은 외부요인으로 보고 

경 능력과 전문능력이 있는 창업자 요소

를 유의미한 항목으로 분석하 고 이장우, 

장수덕(2001)은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관점

에서 벤처기업 성공에 중요한 향으로 기

업가특성, 기업자원과 능력, 기업전략, 그리

고 조직특성을 지적하 는데 역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 다.

  1980년 중반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농촌관광 특히 관광농원의 실패

는 한마디로 기업가정신이 충만하고 경  

마인드가 무장된 민간 사업자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농촌관광 역시 고객의 동정을 구하는 것

이 아니고 고객입장에서는 그 밖의 관광 

대상물과의 경쟁적 대안 속에 존재하는 것

이기에 고객욕구에 맞춘 고객중시 마인드, 

경쟁력 있는 상품, 고객가치를 제고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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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마인드를 갖춘 기업가적 능력이 요

구되는 것이다. Reichel 등(2000)은 이스라

엘의 농촌관광 연구에서 결국 농촌관광의 

경쟁력은 접객서비스 품질에서 나오며 사

업자 능력에 따라 서비스 지향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적절한 사업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농

촌관광 지원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연구

에서도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농

촌관광 경 자 발굴과 사업자역량 강화를 제

시하고 있다(김남조, 2004; 박호균 등, 2001).

  한편 이 연구의 주제인 농촌관광은 일반

적인 벤처기업이나 수익극대화를 지향하는 

산업체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환경, 생태, 경관, 

역사, 문화, 산업 등의 자원의 보전과 유지

가 필수적이기에 과도한 관광화에의 편승

은 오히려 농촌어메니티 같은 농촌관광을 

가능케 하는 핵심자원을 훼손할 수 있다

(박시현 2003b). 농촌지역은 근본적으로 1

차 산업 지역이지, 3차 산업의 무대가 아닌 

것이다. 또한 농촌관광을 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유능한 사업자 개인의 역량으로 기

대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이

익 수혜로만 배분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하

면 마을 전체의 몫으로 나뉘어야한다. 농촌

어메니티는 마을 전체에서 제공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동분배에 치우쳐

서 남보다 많은 열정과 희생정신으로 사업

을 전개한 농촌관광사업자의 노고가 무시

되면 안 된다.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의욕

은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농촌관광은 

이처럼 공공성이 강조된 기업가정신의 리

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농촌관광에서 말하는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2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농촌관광농원처럼 개별 사업자단위에

서는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같은 마을 단위 사업

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기

업가정신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4. 실증연구

4.1. 농촌관광의 운 요소 검증 

  박시현(2003a)은 우리나라의 농촌관광 

발전 단계를 도입기(2002년-2004년), 정착

기(2005년-2011년), 성숙기(2012년 이후)로 

구분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업적 운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목적을 위해 

경 학 분야에서 사업수명주기를 말할 때 

사용하는 구분방법인 도입기, 성장기, 성숙

기로 나누되 시기적 구분을 일단 농촌관광

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도입기(1984년

-2000년), 그리고 정부정책상 마을 단위로 

공급과 수요가 증대된 시기인 2001년 이후

를 구분 기준으로 해 성장기(2001년 이후)

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2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Dees(1998)은 사회적 부문에서 변화의 주체 역

할을 하는 사람이 공적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

하는 사명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새로운 기회

를 모색, 끊임없이 혁신과 적응, 체험을 겪어가

며 부족한 자원조건에 굴하지 않고 시도한 후 

그 성과를 후원한 구성원들에게 돌리는 자세로 

설명하고 있다(박춘엽, 김종진 20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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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현 단계(성장기)에서 실증연

구를 실시한다. 우선 기존 문헌고찰에서 나

타난 농촌관광 시스템의 중요한 운 요소

인 농촌어메니티, 지원정책과 인프라, 관광

사업자, 홍보와 마케팅, 관광고객 등에 대

해 실제 사업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순위로 

요소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본

다. 그 다음 관광사업자 요소의 역할을 기

업가정신의 발현 문제로 보고 이 요소가 

농원경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기업가정신 개념 이외 실제 농촌

관광사업의 운 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독립변수로, 그리고 농촌관광사업

의 운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인과관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단계에

서 어떤 향요인이 중요하며 앞으로는 어

떻게 운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

할 것이다. 

  먼저 농촌관광의 운 요소로 어떤 항목

들이 중요시 되는지 관광농원을 운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관광농원

을 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농촌관광

을 사업으로 위하는 농가 내지 사업체 

중에서 그나마 사업조직체로서 일정한 형

태를 취하고 있고 비교적 10여 년 이상 운

해 와 일정한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가지

고 있으며 사업특성이 다른 업종과 쉽게 

구별되고 조사대상 모집단 수도 339개로 

적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의 관광농원 339개 농원 중 85개 농원의 

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농촌관광의 성공

적 운 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이들의 

상대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다. 중요한 운 요소를 지적해 달라는 질

문과 함께 이들 요소 중 가장 중요한 1순

위 성공요인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에 응답

자들은 첫 번째로 ’정부지원과 인프라

(26.5%)‘, 두 번째로 농촌어메니티인 ‘주변

경관 및 농원시설(22.9%)’, 세 번째로 ’기업

가정신(19.3%)‘, 네 번째로 ‘농원운 전략과 

마케팅(18.1%)’, 마지막으로 ’입지․교통접

근성(13.3%)‘ 순으로 5가지 요소를 선정하

다. 문헌고찰을 통해 언급된 4가지 운

요소, 즉 농촌어메니티, 농촌관광사업자, 농

촌관광 마케팅, 교통시설 및 정책지원 인프

라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응답자 전체로 볼 때 아직까지 ‘기업가정

신’, ‘농원 운 전략과 마케팅’ 등의 시장 

중심적 요소3보다는 공급자중심적 요소를 

중시하고 정부정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관광농원의 운

성과에 대한 만족집단(성과만족에 대한 자

가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기준에서 50점 

이상)과 불만족집단 간의 비교 분석에서는 

성공적인 운 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가 뚜렷한 차이를 보 다. 

‘성과만족 집단’에서는 ‘농원운 전략과 마

케팅(30.8%)’, ‘기업가정신(23.1%)’, ‘입지․

교통접근성(17.9%)’, ‘주변경관 및 농원시설

(15.4%)’, ‘정부지원과 인프라(12.8%)순으로 

3 ‘기업가정신’을 시장중심적 요소로 구분한 것은 

기업가는 기본적으로 시장수요 포착과 대상고

객을 우선시하고 이를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이다(Hisrich and Pet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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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성과불만족 집단’에서는 ‘정부지

원과 인프라(38.6%)’, ‘주변경관 및 농원시

설(29.5%)’, ‘기업가정신(15.9%)’, ‘입지․교

통접근성(9.1%)’, ‘농원 운 전략과 마케팅

(6.8%)’순으로 운 요소가 지적됐다. 관광

농원의 운 성과에 만족한 조사응답 집단

은 ‘주변경관 및 농원시설’, ‘정부지원과 인

프라’ 같은 공급자중심적 요소보다는 ‘농원 

운 전략과 마케팅’, ‘기업가정신’ 같은 시

장중심적 요소를 중요하게 지적했다.

4.2. 연구모형 제시 및 연구가설

  이 같은 운 요소에 관한 실증조사 결과

를 토대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인과관

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실증

분석은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근간

으로 하 다.

표 1. 성과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간의 운 요소 중요도 평가 비교 

구 분

운 요소에 대한 중요도 평가
카이제곱

 검정
주변경관 및 

농원시설

정부지원과 

인프라
기업가정신

운 전략과 

마케팅

입지와 

교통접근성
전체

 성과만족 집단 

       ․빈도

       ․만족집단의 %

       ․ 전체 %

 6

 15.4 %

 7.2 % 

 5

 12.8 %

 6.0 %

 9

 23.1 %

 10.8 %

 12

 30.8 %

 14.5 %

 7

 17.9 %

 8.4 %

 39

 100.0 %

 47.0 %

Pearson

카이제곱

 : 15.347

우도비

 : 16.117

자유도: 4

P = .004

유효 N: 83

 성과불만족 집단 

       ․빈도

       ․불만족집단의 %

       ․ 전체 %

 

 13

 29.5 %  

 15.7 %

 17

 38.6 %

 20.5 %

 7

 15.9 %

 8.4 % 

 

 3

 6.8 %

 3.6 %

 4

 9.1 %

 4.8 %

 44

 100.0 %

 53.0 %

  전 체

 19

 22.9 %

 22.9 %

 22

 26.5 %

 26.5 %

 16

 19.3 %

 19.3 %

 15

 18.1 %

 18.1 %

 11

 13.3 %

 13.3 %

 83

 100.0 %

 100.0 %

그림 1. 연구모형

   1. 기업가정신

    ▪ 진취성

    ▪ 혁신성

    ▪ 위험감수성

  2. 정책지원 탈의존성

  3. 사업운  역량

    ▪ 기업가역량

    ▪ 사업관리능력

4. 지역구분

   사업성과

    ▪ 재무성과 만족도

    ▪ 비재무성과 만족도

    ▪ 미래성과 전망

    ▪ 사업지속 의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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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모형은 문헌고찰과 관광농원 운

요소에 관한 실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

들어졌다. 이 연구는 시장중심적 사고가 중

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앞의 성과만족 

집단이 가장 중요한 운 요소로 지적한 ‘기

업가정신’에 대해 심층적 분석 차원에서 별

도로 그 향력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상

기 연구모형의 독립변수 3개는 광의로 보면 

‘기업가정신’ 개념에 포함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앞서 살펴본 농촌관광 운 요

소 4가지 중 농촌어메니티 요소를 뺀 나머

지 요소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어메니티 항목은 응답자의 평가 객관성을 유

지하기 곤란하며 관리통제가 가능한 정책

적 운용 및 사업관리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

는 연구목적상 한계가 있는 대상이고 또한 

별도의 운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 평

가조사에서 알아본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기업가정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시현, 송미령

(2002)은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성공요인 

중 확실한 마을리더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

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다. 적당한 

위험을 무릅쓰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향해 혁신적 마인드로 도전해 나아

가는 ‘기업가정신’의 발휘로 농촌관광에서

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농촌관광의 구성요소 즉, 관광객, 관광 대

상물, 마케팅, 교통 등 기반시설, 사업자 등

의 요소 중에서도 사업자 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박호균 등 2001).

  벤처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해 실증

적 연구를 수행한 고봉상 등(2003), 이장우, 

장수덕(2001)도 벤처기업 성과에 기업가정

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이고 혁신적

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재결합하는 활동과

정이라 할 수 있다(Kao 1995; Dollinger 

1995). 이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사업운

 과정에 초점을 둔 기업가적 지향성 개

념으로써 Miller(1983)가 제시한 진취성, 혁

신성, 위험감수성 등을 조직운  차원에서

의 구성요소로 삼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

다. 생산농업 위주의 농촌에서 서비스 산업 

성격의 농촌관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이를 극복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상대적으로 경 마인드가 미

흡한 농촌에서 새로운 사업형태인 농촌관

광의 운 상 마을리더 또는 농촌관광 사업

자 본인은 남다른 창업자의 사업정신을 가

져야 할 것이다. 농촌관광 사업이 우리나라

에서 비교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

제 도입기를 막 지난 초기성장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시기에는 사업을 전개하는 적

극적인 진취성과 기존의 사고를 바꾸는 혁

신성, 그리고 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

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려는 모험정신 발

휘 등 사업자 리더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

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요소

는 농촌관광 분야에서도 엄연한 사업이므

로 그 성과에 중대한 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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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 : 농촌관광 사업에 있어 기업가

정신이 충만할수록 사업성과는 

커질 것이다.

    1-1) 진취성이 충만할수록 사업성과는 

커질 것이다.

    1-2) 혁신성이 충만할수록 사업성과는 

커질 것이다.

    1-3) 위험감수성이 충만할수록 사업성

과는 커질 것이다.

정책지원에의 탈의존성

  기업가정신의 특징 중 하나는 앞서 언급

한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요소 이외

에 내적 통제욕구(inner control), 즉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능력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욕구가 강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Hisrich and Peter 1995, 27-41). 성

공한 기업가는 현실적 제약을 무릅쓰고 외

부 환경의 특성인 위험과 불확실성 조건하

에서 사업기회와 혁신적 자세를 취하는 모

습을 취한다(이장우 1997, 42; Dollinger 

1995). 이런 기업가는 외부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유하고 나빠진 여건이

라도 오히려 활용하고자 하며 변화에 유연

한 태도를 지니고 자기성과를 나빠진 외부

조건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촌관광 사업은 아직까지 그 역사가 일

천하여 외부환경 중 특히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과 인프라, 사회적 분위기에 향을 많

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허나 저리자

금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정부지원책에 의

존한 나머지 본연의 기업가정신 발휘나 경

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Kuratko and Hodgetts(2001)는 성공적인 

기업가의 특성의 하나로 외부환경에의 유

연성과 관용을 뽑고 있고 Timmons(1999)

는 낙관적 현실주의 요소가 사업성공에 필

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인프라가 미

흡하다하여 불평불만을 하기보다 크게 의

존치 않고 독자적인 노력을 보이는 자세는 

농촌관광의 성과에 중요한 향을 미칠 것

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이 가능할 것이다.

  가설 2 : 정부의 정책지원에의 의존성이 

낮을수록 사업성과는 커질 것

이다.

사업운  역량

  일반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창업기업에서

도 그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업자의 기업가정신과 기업전략 내지 경

능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Chandler 

and Hanks 1994; Chrisman 등 1998; 한정

화 2003). 고봉상 등(2003)도 창업기업의 성

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자의 기

업가적 특성요인과 창업전략이란 요인을 

별개로 파악했다. 

  농촌관광의 경우에서도 크게 보면 사업

자 대표의 능력에 포함되겠지만 기업가정

신 요소와 달리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이끄

는 사업운 능력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

다. 비교적 사업형성 및 운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능력과 체계적인 관리단계에서 필

요한 능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C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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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ansen, 1992). 여기서는 광의의 기업

가의 능력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업가정신’

의 발휘요소가 아닌 사업체를 운 해 나가

는 경 능력 내지 전략 부분을 ‘사업운  

역량’으로 구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순수한 기업가정신의 발휘 결

과로서 나타나는 성향, 즉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과 구별하기 위해 사업운  역

량을 Chandler and Jansen(1992)가 설명하

는 바와 같이 사업기회 탐색 및 고객욕구 

파악 등의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e)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

원할당 활동과 효과적인 조직 활동을 의미

하는 사업관리능력(managerial competence)

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창업가의 사

업경  역량에 따라 기업성과와 성장이 달

라지고 있음을 보 다(Chandler and Hanks 

1994; 고봉상 등 2003). 세부적인 사업능력 

항목에 따라 성과에의 향력이 달라지나 

대부분 이들 능력이 클수록 사업성과는 좋

아진다는 설명이다. 

  본 실증연구에서도 이 같은 배경으로 농

촌관광 사업의 현 단계에서 이들 사업경  

역량이 향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이 가

능할 것이다.

  가설 3 : 농촌관광 사업의 창업자 사업

운  역량이 클수록 사업성과

는 좋아질 것이다. 

    3-1) 기업가적 역량이 클수록 사업성

과는 커질 것이다.

    3-2) 사업관리 능력이 클수록 사업성

과는 커질 것이다.

지역 구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주지하다시피 서

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농촌관광 사업의 경우 

교통편의성 및 입지 조건이 관광고객들에

게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이고 농림

부의 관광농원 등급 분류에도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박호균 등(2001)은 관광농원 사

업의 지속 여부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는 실증연구에서 농외소득 효과, 농

원시설의 적정성, 홍보 및 이벤트, 재무상

태, 수익성, 대표자능력 이외 입지조건(교

통여건, 배후도시 여하, 주변관광자원 등) 

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했으나 입지조건 변

수의 향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구분, 즉 입지조건 변

수를 수도권 지역(1), 비수도권 지역(0)으

로 구분, 로짓분석과 회귀분석상의 더미변

수로서 취급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도

권 여부의 지역구분은 이 연구모형상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4 : 지역구분(수도권 지역과 비수

도권 지역)에 따라 기업가정

신, 사업관리능력, 정책지원에

의 탈의존성이 사업성과에 미

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기업가정신이 농촌관광 성과에 미치는 향 83

4.3. 연구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도구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의 339

개의 관광농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들 중 

팩스와 전화설문에 응해 준 85개 관광농원

의 사업자대표들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되었

다. 실증조사에 사용된 표본집단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관광농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충

청권이 22개(25.9%)로 가장 많고 수도권이 

19개(22.4%), 강원권 15개(17.6 %)순이다. 

조사에 참여한 농원의 규모는 호남권이 평

균 3.73만 평으로 가장 넓고 강원권이 1.79

만 평, 제주권이 1.22만 평으로 적은 규모

를 보 다. 이들의 농원 운 은 전체적으로 

평균 10년이 넘는 것으로 비교적 오랜 기

간 운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과 로

짓분석을 실행하 다. 통계분석도구로 ‘SPSS 

10.0 for Windows’를 활용하 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기 위해 본 실증연

구에서는 Dollinger(1995) 견해를 참조하여 

‘해당사업 운 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며 진

취적이고 혁신적으로 활동하는 수준’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Miller(1983) 연구를 

근거로 실증 연구한 위홍복(2002)과 박상

용, 김연정(2004)에서 사용하 던 측정방식

을 참고하여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을 

세부요소로 하는 유효한 측정항목을 관광

농원 사업에 맞게 수정하여 각 4개씩 총 

12개의 문항으로 작성하 다. 즉 진취성을 

측정하기 위해 ‘얼마나 직접 몸소 전국의 

명소를 찾아다니는가’, ‘긍정적인 사업자세

를 취하는가’, ‘새로운 정보습득 노력에 열

심인가’, ‘사업의 장래에 자신이 있는가’ 등

을 설문하 고 혁신성은 ‘새로운 것을 시도

하는 노력은 어떠한가’, ‘평상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편인가’, ‘새로운 볼거리와 시설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가’, ‘예전의 운

방식에서 탈피하려 정도는 어떠한가’ 등을 

측정항목으로 하 다. 위험감수성은 ‘새로

운 시도에 신중한 편인가(역 순위)’, ‘평상

시 모험을 하는 편인가’, ‘성장보다는 현장

유지에 만족하는가(역 순위)’, ‘위험이 있더

라도 큰 수익을 보고 추진하는가’ 등으로 

표 2.  표본의 특성

지역 분포 응답 농원수(개)
응답농원

 분포(%)
농원규모(만 평)

농원운  

평균연수(년)

 경기권 19 22.4 1.91 10.8

 강원권 15 17.6 1.79 10.9

 충청권 22 25.9 2.18 10.5

 호남권 13 15.3 3.73 10.0

 남권 10 11.7 2.81 8.9

 제주권 6 7.1 1.22 11.6

 합계 85 개 100.0 % 평균 2. 29만 평 10.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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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하 다. Chandler and Jansen(1992)의 

자기평가 방식을 이용하되 객관적인 응답

을 얻기 위해 간접적인 설문방식을 사용하

다. 전화설문 측정의 편의성과 응답의 변

별수준을 높이고자 100 점 평가 기준으로 

측정하 고 측정점수 수치를 그대로 통계

분석에 사용하 다.

(2) 정책지원에의 탈의존성

  여기서 측정하는 ‘정책지원에의 탈의존

성’ 개념은 앞의 ‘기업가정신 개념 측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외부환경 요소 중 

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한 의존여하를 보고

자 실시하는 것이며 이를 별개의 분석 대

상 개념으로 삼은 이유는 그 밖의 외부 환

경적 요소보다는 농촌관광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김남조 2004; 박시현 2003a). 농원을 대상

으로 하는 본 실증조사에서는 ’관광농원사

업을 운 하는 데 있어 정부정책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최고경 자의 의지와 

성향’으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우선 ‘관광농원 운 상 정부

지원정책에 얼마나 의존하는가’, ‘다른 운

요소에 비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상대적 

평가도’, ‘정책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 

‘정책건의의 상대적인 건수수준’ 등으로 역 

측정하 다. 100 점 평가 기준으로 다른 독

립변수와 동일한 측정방식을 이용하 다.

(3) 사업운  역량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 실증연구

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업운  역량 개념

에 대해 창업가 역량에 대한 Chandler & 

Hanks(1994)의 실증연구와 고봉상 등(2003)

의 연구에 근거하여 ‘기업가적 능력과 관리

능력 측면에서의 활동수준’으로 조작적 정

의를 내리고 이들의 측정방식을 참고하여 

2가지의 구성요소, 즉 기업가적 역량과 사

업관리능력으로 파악하 다. 우선 ‘기업가

적 역량(entrepreneurial competence)’은 ‘시

장에서의 사업기회 포착능력’, ‘확인한 시장

수요를 사업화하는 능력’, ‘사업 정착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사업운 기

법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정도’ 등을 설문하

다. 그리고 ‘사업관리능력’ 측정항목으로

는 ‘투자 효율성에 대한 인식도’, ‘구성원에 

대한 리더십’,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고객만족 중시의 활동실행’ 등으로 측정하

다. 이 역시 Chandler and Jansen (1992)

의 자기평가 방식을 이용하되 간접적인 질

문으로 자기 과대평가의 오류에서 벗어나

게 하 다. 100 점 평가 기준으로 측정하 다. 

(4) 사업성과

  많은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기

업성과 측정항목으로는 매출액, 매출액증

가율, 순이익, ROI(투자수익률), ROE(자기

자본이익률), ROA(총자산이익률), 현금흐름

수준, 시장점유율 등이다(Murphy 등 1996). 

Zahra (1996)은 벤처기업의 성과지표를 수

익성(ROI, ROE, ROA, 순이익)과 성장성

(매출액 증가 및 시장점유율 증가)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와 상대적 중요도로 측정하

는데 만족도와 상대적 중요도를 곱하고 

이를 합산한 후 사용지표수로 나누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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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치를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참고하되 실

증분석 대상인 관광농원의 특성상 사업성

과가 투자규모와 농장면적 등의 차이에 따

라 매출액 등의 정량적인 절대치 성과는 

자료수집도 어렵거니와 비교가 곤란하여 

주요성과지표에 대한 정성적 지표로서의 

만족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성과지표로 중

요한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등의 재

무적 성과(지난 1년치)에 대한 만족도와 경

쟁자 대비 만족, 예전사업(직업) 대비 만족

과 정신적, 육체적 만족수준을 나타내는 심

리적 만족도, 그리고 미래성과 전망과 사업

을 지속적으로 운 할 것인가를 묻는 ‘지속 

여부’ 등을 사용하 다. 이들 성과지표 항

목은 크게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 만족도, 

미래성과 전망, 지속 여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대상으로 사용하 다. 독립

변수와 마찬가지로 사업성과 변수측정도 

100 점 평가기준으로 측정하여 사용하 다.

4.4. 실증분석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독립변수로 사용된 각 구성개념들의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에 사용된 24개

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주성분 분석법의 요인추출을 위해 직각

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 다. 요인 수

의 결정은 고윳값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선

택하 고 요인적재치는 0.5를 기준으로 유

의성을 판단하 다.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개념들이지만 

비교적 새로운 측정개념인 ‘정책지원 의존

성’이 포함되었고 개념들간 유사성이 지적

될 수 있기에 독립변수 측정에 사용된 24

개 문항 전부에 대해  탐색적 차원에서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으로 묶이

었다. 연구가설에서 기업가정신의 세부 구

성요소로 구분한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

성 요소는 1가지 요인(기업가정신)으로 통

합되었다.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설문항

표 3.  측정 구성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도 

구성개념 측정항목 추출 요인 요인적재치
고유값

(아이겐값)
설명분산 
(누적치)

신뢰도
(Cronbach's α)

기업가정신

신규사업 시도수준(혁신성)

새로운 아이디어 내기(혁신성)

전국명소 탐방 노력(진취성)

정보습득 노력(진취성)

긍정적 자세(진취성)

모험적 자세(위험감수성)

1개

(기업가정신)

0.919

0.905

0.698

0.675

0.553

0.582

6.177 44.124 % 0.9010

정책지원

탈의존성

정책요소에 대한 중요순위평가 

정책 건의의 상대적 건수수준

정책 중요성 인식도

1개

(정책지원

탈의존성)

0.946

0.917

0.890

1.919
13.706 %

(57.830)
0.9577

사업역량

신규경 기법 도입노력

사업기회 포착능력 
2개

(기업가역량

사업관리능력)

0.822

0.694
1.515

10.822 %

(68.653)
0.8881

고객만족 중시 활동실행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0.802

0.670 
1.111

7.934 %

(76.587)
0.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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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중간 과정에서의 신뢰성 검사를 통해 

걸러진 최종 측정항목들이다. 추출된 4개

의 요인에 적재된 부하량이 최소 0.553 이

상으로 적절한 개념타당도를 확보한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

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0.9010, 0.9577, 0.8881, 0.8304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구성개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항목들이

어서 별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은 생

략하 다.

분석 결과

  이 연구의 핵심 연구 개념으로 제시한 

‘기업가정신’과 이와 관련한 ‘정책지원 탈의

존성’, ‘사업운  역량’, 그리고 ‘지역구분’ 

변수가 관광농원의 사업성과에 향을 미

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 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종속변수를 4가지 성과로 구분

하여 분석한 회귀모형 모두의 적합성이 1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의 분산 확대

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

두 10을 넘지 않아 변수간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

가되며 Durbin-Watson 값에 따른 잔차의 

독립성도 유지되어 이 연구의 회귀모형 분

석 결과에 따른 해석은 문제가 없다고 판

단된다.

  먼저 관광농원의 재무성과에 대한 만족

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회귀분석에

서는 ‘기업가정신’과 정책지원 탈의존성’ 그

리고 ‘지역구분’ 변수가 5 %와 1 % 유의수

준에서 각각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비재무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는 1 % 유의수준에서 

‘기업가정신’과 ‘정책지원 탈의존성’이 통계적

으로 유의성이 있고 수도권 여부, 즉 ‘지역

구분’ 변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매출액 등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수도권 지역의 농원의 경우

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정신적 만족

도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수도권 지역의 농원의 경우가 높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분석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래성과 전망’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회귀분석 모형에서는 ‘기업가정신’

과 ‘지역구분’변수가 각각 유의수준 1 %와 

5 %에서 의미 있는 향요인으로 분석되

었다. 앞의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대한 

만족도 대상의 회귀분석과는 달리 여기서

는 ‘정책지원 탈의존성’이 관계없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미래의 관광농원 성과를 기대

함에 있어서는 정부정책에 의존하려는 마

음보다는 사업자 자신의 진취성, 혁신성 등

의 역량에 기초하여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업성과를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대

한 만족도, 그리고 미래성과 전망을 합산하

여 보았을 때는 ‘기업가정신’과 ‘정책지원 

탈의존성’이 1 % 수준에서, 그리고 ‘지역구

분’ 변수가 5 %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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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운  역량’은 어

떤 사업성과를 종속변수 대상으로 분석했

을 경우에도 유의미한 향요인으로 나타

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정책지원 탈

의존성’ 변수를 크게 보면 ‘기업가정신’ 의 

하나의 세부 구성요소로 볼 때 관광농원 

사업자 대부분이 농촌관광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높은 연령의 사업자인 이유

로 본래의 기업가정신은 보유하고 있으나 

경쟁시대에 걸맞은 경 마인드 인식과 사

업능력 보유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어서 나

타나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농원운 의 의도를 

묻는 ‘지속여부’를 종속변수로, 앞의 5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짓분석을 실시

하 다. 로지스틱 회귀식(logistic regression 

equation)은 정성적인 분석방법의 하나로 

향요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함수로서 

농원운 을 지속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

정할 수 있다. 즉

   Prob.(지속 여부=1) = 1/(1+e
-z)

   단, Z＝α＋ΣβiXi＝α＋β1×기업가정신+β

2×정책지원탈의존성＋β3×기업가역

량＋β4×사업관리능력＋β5×지역구분

표 4.  회귀분석 결과표

성과 구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β)
t값 유의확률 VIF 모형적합도

B 표준오차

1. 재무성과

만족도

(상수)

기업가정신

정책지원탈의존성

기업가역량

사업관리능력

지역구분

  3.069

   .361

  9.201

-4.32E-03

  -.213

 13.435

  8.673

  .169

  1.861

   .296

   .163

  5.231

 

  .321

  .502

 -.012

 -.101

  .361

 .323

 3.220

 4.681

-.068

-.934

 3.958

  .687

  .035*

  .000**

  .871

  .389

  .003**

 1.808

 1.345

 1.814

 1.452

 1.093

 R
2  

= 0.635

 F값 = 15.143

 D.W= 1.727 

 p = .000

2. 비재무성과

만족도

(상수)

기업가정신

정책지원탈의존성

기업가역량

사업관리능력

지역구분

 -1.932

   .584

  6.606

  -.212

1.845E-02  

  5.452

  9.763

  .185

  3.341

   .342

   .233

  6.239

 

  .388

  .376

 -.234

  .256

  .057

 -.507

 4.770

 4.332

 -.228

  1.228

  .668

  .567

  .008**

  .004**

  .335

  .865

  .457

 1.798

 1.325

 1.558

 1.324

 1.078

 R2  = 0.533

 F값 = 9.663

 D.W= 1.734

 p = .000

3. 미래성과

전망

(상수)

기업가정신

정책지원탈의존성

기업가역량

사업관리능력

지역구분

  9.388

   .445

  3.790

1.873E-02

2.258E-02

 11.001

  8.113

  .233

  2.028

   .310

   .114

  2.257

 

  .444

  .321

  .067

  .107

  .362

 1.337

 4.221

 1.771

 .067

 .342

 2.431

  .256

  .002**

  .116

  .956

  .843

  .030*

 1.833

 1.328

 1.814

 1.544

 1.005

 R
2  

= 0.580

 F값 = 11.053

 D.W= 1.724

 p = .000

4. 종합성과

(1+2+3)

(상수)

기업가정신

정책지원탈의존성

기업가역량

사업관리능력

지역구분

  3.335

   .343

  6.770  

-5.07E-02

-2.56E-02

  8.441

  7.001

  .134

  1.309

   .250

   .134

  4.544

 

  .553

  .422

 -.034

  .032

  .154

  .543

 3.700

 4.496

 -.342

 -.325

 3.053

  .681

  .002**

  .000**

  .655

  .875

  .014*

 1.841

 1.328

 1.846

 1.344

 1.028

 R
2  

= 0.664

 F값 = 19.023

 D.W= 1.741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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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종속변수인 ‘지속여부’는 0과 1의 

값을 가지며 Prob.(․)는 농원을 지속적

으로 운 할 확률을 나타낸다. α 는 상수

항, β는 추정되는 계숫값이고 e는 자연로

그함수의 밑수이다.

  로짓분석의 실시 결과는 <표 5>에 나타

나 있다. 표에는 계숫값(β), Wald값, 유의

확률, 그리고 Exp(B)가 나타나 있다. Wald

값은 계숫값(B)을 표준오차로 나누고 이를 

제공한 값으로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을 위한 통계량이다. Exp(B)는 e
B 

값으로 

독립변수의 값이 1만큼 증가할 경우 종속

변수가 1에 속할 확률이 0에 속할 확률보

다 몇 배인가를 표시한다.

  로짓분석 모형 적합도를 보여 주는 카이

제곱(χ2)값이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 또한 로짓분석 

모형의 추정 정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측정치인 ‘분류정확비(hit ratio)’, 즉 추정모

형이 주어진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얼마

나 잘 예측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0.878

로 0.5를 넘어 ‘지속여부(P=1)’ 결정에 양호

한 수준의 분류정확성을 보이고 있다. <표 

5>에서 추정 결과를 보면 ‘지속여부’ 종속

변수에 ‘기업가정신’ 변수만이 5 % 유의수

준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45). 진취성, 혁신성, 위험요소 

감수성이 높은 사업자가 사업운  지속에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업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과 사업지속 의도에 대한 로짓분석의 결과

를 종합적으로 볼 때 ‘기업가정신’요인이 

공통적으로 유의한 향요인임을 알 수 있

었고 상대적으로 사업운  역량(기업가역

량과 사업관리능력)은 관광농원의 현 단계

에서 그다지 큰 향요인이 아니라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여부는 다음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기업가정신 

요인은 모든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향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지원에의 의존 탈

피‘ 요인은 재무성과 및 비재무성과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종합의 종속변수 대상의 분

석에서만 유의미한 향요인으로 파악되었

다. 그리고 사업운  역량 변수는 두 가지 

구성요인 모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 3-2는 기각

되었다. 마지막으로 농원 위치가 수도권 지

표 5.  로짓분석 결과

성과 구분

독립변수

계수

추정치(B)
표준오차 Wald값 자유도 유의확률 Exp(B) 모형의 적합도 검증

기업가정신

정책지원 탈의존성

기업가역량

사업관리능력

지역구분

(상수)

    .334

    .422

    .018

   -.075

 -10.234

   1.821

    .094

    .669

    .126

    .118 

  67.156

  62.331

  3.535 

   .323

   .021

   .320

   .054

   .017

    1

    1

    1

    1

    1

    1

   .045*

   .665

   .839

   .653

   .860

   .902

  1.232

  1.245

  1.089

   .393

   .001

  5.890

 로그우도 : 20.224

 카이제곱(χ2) : 23.292  

 자유도 : 5

 p = .000

* p<0.05에서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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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지의 지역구분 변수는 재무성과 만족

도와 성과종합에서만 의미가 있는 요인으

로 나타나 수입 면에서는 수도권 지역일수

록 나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5.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농촌관광이 농촌경제의 새 희망으로 제

시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농촌관광의 산업 

정책적 시사점 및 미시적 차원의 관리적 

시사점을 찾고자 농촌관광의 사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해 보았다. 연

구문헌 고찰과 실증연구 등을 통해 농촌관

광의 사업성과를 결정짓는 선행요인으로서 

기업가정신 요인을 비롯, 사업운  역량 그

리고 정책지원 탈의존성, 지역구분을 독립

변수로 선정한 후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실시하 다.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농촌관광의 발전 단계상 양적 성장단

계로 들어선 현 단계에서 아직까지 공급자 

중심적 요소인 정책지원에의 의존 정도가 

높았으며 전체 사업성과 변수에는 ‘기업가

정신’ 요인이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재무성과에 대한 만

족도에는 정책지원에의 의존 탈피와 수도

권 지역이 향을 미쳤으며 재무성과 만족

도에는 ‘정책지원 탈의존성’ 요인이 유의성

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래성과 전망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는 ‘기업가정신’이 강하

고 수도권 지역일수록 미래성과도 긍정적

으로 내다보았다. 로짓분석을 통해 알아본 

사업지속 의도는 오직 ‘기업가정신’, 즉 진

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이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얻는 정책적인 시사점과 

사업운 자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의 농촌관광이 공급자 측면에서 

출발했고 운 자의 사고와 운  방법도 정

부의존 형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 볼 수 있고 중요한 운 요소인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확실한 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작금의 농촌관광은 초기형성

기 단계에서 양적 성장기단계로 이전한 시

기로서 이제야 시장중심적 요소를 인식하

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차후 질적 성장단계

표 6.  가설 검증 결과

독립변수 가 설 채택여부

표준회귀계수

재무성과 

만족도

비재무성과 

만족도

미래성과 

전망
성과종합 지속여부

기업가정신

정책지원 탈의존성

기업가역량

사업관리능력

지역구분  

  H 1

  H 2

  H 3-1

  H 3-2

  H 4

채택

부분 채택

기각

기각 

부분 채택

   .321* 

   .502**

   

   

   .361**

   .388**

   .376**

   

   

   

   .444**

  

  

  

   .362*

   .553**

   .422**

 

 

   .154*

.334*

( ** : p< .001,  * : p<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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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하게 되면 ‘기업가정신’요인보다 ‘사

업운  역량’요인, 즉 체계적인 운 전략 

및 마케팅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

한 성공요인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적 성장단계인 현 단계에 

들어서서는 도입기에 비해 ‘농촌어메니티’

와 정부지원과 인프라 같은 공급자적 운

요소에서 ‘기업가정신’ 발휘나 ‘운 전략 및 

마케팅’ 활동을 발휘하는 사업운  역량 같

은 시장중심적 요인으로 그 향력의 중요

도가 바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

터는 고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내용

도 바뀌어야 하고 사업운 자의 사고도 기

업가정신의 발휘와 함께 체계적인 경 전

략과 홍보, 그리고 마케팅을 적극 발휘하는 

자세로 향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농촌관광의 특성상 과도한 경쟁

과 대규모의 관광객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농촌어메니티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유지, 개선해야 하는 우

리 모두의 생명체이기에 ‘사회적 기업가정

신’의 발휘와 함께 건전한 마케팅이 전개되

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5.2. 연구 한계와 미래연구 방향

  이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과 사업운 상

의 시사점을 얻기 위한 실증연구로 문헌고

찰과 실제의 관광농원 사업대표자를 대상

으로 의미 있는 실증분석을 실시하 으나 

조사 대상 농원 수가 충분치 못하고 사업

실패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해 이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농촌관광의 발

전단계에 따라 운 요소의 중요성 평가가 

달라지는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

고 관광농원의 실증분석 결과를 농촌관광 

전체의 내용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이 연구의 한계로 지

적될 수 있다.

  포괄적 정책방향의 제시수준에서 양해될 

수 있기는 하겠으나 가능한 한 세부적인 

운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 선진국 사례와 

정책시행 결과분석, 다양한 농촌관광의 분

야에서의 검증과 충분한 통계 데이터를 이

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가 앞

으로 치 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농촌관광 발전단계별로 달라지는 운 요소

의 상대적 중요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시적 및 미시적 차원의 유용한 농촌관광의 

운 모델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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