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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촌진흥청 지도사업이 2000년 초에 농업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컨설팅사업으로 전환되기 시작

하였다. 즉 농업환경이 다변화되고 농촌인력의 역량이 강화 되면서 종전의 일방적 지도사업은 더 이상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개별 농업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해결하는 방식의 컨

설팅 사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문제점 진단인데 이러

한 과정에 활용되는 작목별 경영진단표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 작목별 표준진단표는 쌀

등 주요품목 중심으로 60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농가 환경에 맞지 않아 진단

표를 갱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취지에서 2020년도부터 작목별 표준진단표 갱신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에 노지포도 표준진단표 갱신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기

존의 노지포도 표준진단표는 대립계와 소립계가 하나의 진단표 안에 포함하고 있어 품종간 세밀한 차

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번 갱신하는 과정에서는 노지포도의 주요 품종인

켐벨얼리를 설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진단표 갱신 초안을 설정하기 위하여 노지포도 전문가 의견수렵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진단표 갱신 초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델파이 전문가 조사를 실사하였다. 델파이 전문가 조사대상은 주로 현장 전문지도사 14명으로 이루어

져 있다. 주로 기존의 진단표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 여부를 설문하는 방

법이다. 이것은 이메일 설문조사로 이루어져 최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다. 델파이

전문가 조사결과는 크게 항목별 가중치 조사와 세부진단항목의 척도분석 조사 두가지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가중치 조사는 세부항목 과원구조, 과수관리, 과원관리, 경영관리 4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결과 평균값 과원구조 30.6, 과수관리 22.7, 과원관리 28.2, 경영관리 18.5를 얻었다. 그리고 세부진

단항목 27개 항목(과원구조 4, 과수관리 7, 과원관리 8, 경영관리 8)에 대한 중요도 척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5점척도로 하였으며 일치여부는 IQR(사분위수) 1이하일 때 일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 이

결과 7개 세부진단항목이 IQR값이 2이상이 나와서 제시값(평균값)을 주고 델파이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제시값에 대한 의견이 83% 찬성으로 나와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과

최종적으로 갱신된 표준진단표를 가지고 농가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항목별 진단점수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값이 5점 척도 중 측정값이 2.5≤E≤3.0의 범위안에 있으므로 중간값의 범위

를 충족하고 표준오차의 경우도 0≤SD≤1.5 범위로 농가간 변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범위로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노지포도 표준진단표 갱신(안)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농가경영컨설팅

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된 진단표를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농가문제를 신속하게 파

악하고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정밀진단처방 컨설팅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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