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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 변수 설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영농

지역

경기인천· 0.11 0.31 0.00 1.00

강원도 0.04 0.21 0.00 1.00

충북 0.08 0.28 0.00 1.00

충남 0.14 0.35 0.00 1.00

전북 0.12 0.33 0.00 1.00

전남 0.18 0.38 0.00 1.00

경북 0.17 0.37 0.00 1.00

경남 0.12 0.33 0.00 1.00

서울제주· 0.01 0.09 0.00 1.00

성별
남자 = 1,

otherwise = 0
0.89 0.30 0.00 1.00

경영

면적
현재 경작면적(ha) 3.61 4.31 0.00 26.66

임차농

여부

임차농 = 1,

otherwise = 0
0.95 0.21 0.00 1.00

연령 경영주 연령세( ) 33.62 5.22 21.00 40.00

재배

작물

논벼 = 1,

otherwise = 0
0.45 0.50 0.00 1.00

농지

가격

정보

취득시

애로

사항

동시에 농지가격과

임차료정보알수없음=1,

otherwise = 0

0.31 0.46 0.00 1.00

정보 검색 어려움 = 1,

otherwise = 0
0.08 0.28 0.00 1.00

원하는 필지의 농지가격

알 수 없음 = 1,

otherwise = 0

0.38 0.48 0.00 1.00

농지

임차료

정보

취득시

애로

사항

동시에 농지가격과

임차료정보알수없음=1,

otherwise = 0

0.32 0.47 0.00 1.00

정보검색 어려움 0.12 0.32 0.00 1.00

원하는 필지의 임차료

알 수 없음 = 1,

otherwise = 0

0.33 0.47 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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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likelihood = -30.5500, LR chi2(15) = 22.45**

: **< 0.05, * < 0.1

5.

변수

수요 결정요인 한계효과

추정

계수
값

추정

계수
값

성별 0.17 0.29 0.02 0.29

영농경력 -0.03 -1.37 0.00 -1.38

재배면적 -0.03 -0.23 0.00 -0.23

재배면적 재배면적× 0.00 0.52 0.00 0.52

경영주 연령 0.05 0.40 0.01 0.40

경연령 연령× 0.00 -0.34 0.00 -0.34

임차농 3.54* 1.66 0.44** 2.13

논벼 재배 1.06 1.58 0.06 1.09

임차를 통해 논벼 재배 1.45** 1.97 0.85** 27.17

농지가격 정보 취득시

동시에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 알 수 없음

1.42 2.24 0.17 2.28

농지가격 정보 취득시

정보 검색 어려움
1.25 1.21 0.15 1.22

농지가격 정보 취득시

원하는 필지의 농지가격

알 수 없음

0.23 0.41 0.03 0.41

농지임차료 정보 취득시

동시에 농지가격과

임차료 정보 알 수 없음

0.50 0.91 0.06 0.92

농지임차료 정보 취득시

정보검색 어려움
1.20 1.20 0.15 1.21

농지임차료 정보 취득시

원하는 필지의

농지임차료 알 수 없음

1.03* 1.75 0..12* 1.77

상수항 -1.50 -0.57 n.a n.a

표[ 2] 청년농업인의 농지가격임차료정보제공사업 수요결정요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