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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업환경의 다변화와 농업인의 기본역량 증대에 따라 종전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도사업에서 개별

농업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식의 컨설팅사업으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
가 증대되었다. 이에 개별 농가 문제점 진단 등 컨설팅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1998년
부터 작목별 표준진단표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까지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60 작목에 대한 표준
진단표가 개발되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양파 표준진단표 또한 개발된 후 2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존 진단표 갱신연구를 통하여 농가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파 표준진단표 갱신연구는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델파이 전문가 조사, 진단표 실증 조사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수요조사는 기존 양파 표준진단표를 활용한 농가 진단과 심층 면접을 통해 기존 표준
진단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재배 농가와 현장 전문가 조사를 통해 농업환경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관련 전문가 및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양파 표준진단표
갱신초안 항목(경영성과지표, 지표별 구간 및 세부 항목별 진단항목)을 설정하였다. 양파 표준진단표 갱신
초안에 대한 적정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이메일을 이용한 델파이 전문가조사를 수행하였
다. 델파이 전문가조사는 현장 전문지도연구원 및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표를 활용한 개별설문
조사 방식으로 항목별 가중치와 중요도, 세부 진단항목 단계에 대한 가중치와 점수를 조정하여 종합평가
진단표를 산출하였다. 델파이 전문가조사는 리커트 5 점 척도에 의한 중요도 척도분석을 하였으며, 응답
일치여부는 IQR(사분위수) 값이 1 이하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중치 조정 결과 4개 항목의 평균값(
육묘관리 31.43, 생육관리 32.86, 품질관리 16.43, 경영관리 19.29)과 20개 세부요소에(육묘관리 4, 생육관리
7, 품질관리 3, 경영관리 6)에 대한 중요도 값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갱신된 양파 표준진단표는 농가 일반현황, 경영성과 지표, 세부 평가진단표, 종합평가 진단표,

양파 경영 핵심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영성과지표는 기존의 진단표 항목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현행
화 하였다. 세부 평가진단표 항목별 세부 요소는 육묘관리 4개 항목(종자선택, 육묘, 건묘육성, 육묘시설
및 작업), 생육관리 7개 항목(밑거름, 피복, 병해충 방제, 관수, 웃거름(추비), 연작 대책, 생력화 작업체계),
품질관리 3개 항목(수확시기, 저장, 선별포장), 경영관리 6개 항목(판매방법, 안정성 및 품질인증, 경영기록
및 분석, 경영능력개발, 위험관리, 마케팅 및 판촉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갱신된 양파 표준진단표는 농가
일반현황, 경영성과지표, 세부 평가지표 순으로 작성 또는 선택한 값을 통해 전반적인 진단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경영개선방안 도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개인별 경영
개선지표로 활용되거나 농가 간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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